
ABSTRACT

본 논문에서는 DC 48V 전원 공급이 가능한 600W급 PV

ESS( Energy Storage system)시스템에 대하여 제안한다. PV

입력부는 100V이하의 전압 입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3레벨

부스트(Three level boost)컨버터로 구성하였다. 배터리는 양방

향 DC/DC 컨버터를 사용하였고 DC48V부는 벅 컨버터로 구성

하였다. 제안한 시스템의 검증하기 위하여 시뮬레이션과 600W

PV ESS 시스템을 구성 실험을 진행하였다.

1. Introduction 

본 논문에서는 아파트 같은 공용 건물에서 작은 규모로 사

용할 수 있는 600W 급 PV ESS 시스템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PV ESS 시스템은 600W의 태양전지 모듈에서 사용할 수 있도

록 입력부에 3레벨 부스터를 구성하여 100V이하에서 동작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였으며 LED 전등에 사용하는 DC48V를 공

급할 수 있는 기능과 UPS기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평상시에는 주간에는 태양광 발전에 배터리를 충

전하고 잉여전력이 발생되면 계통으로 송전기능을 하고 심야시

간에는 계통에서 배터리를 충전하는 동작을 수행한다. 정전이

되면 DC48V와 AC220V를 연속으로 부하에 공급할 수 있다.

아울러 본 논문에서는 입력 전압이 100V이하인 PV ESS에서

3레벨 부스트 컨버터를 적용하여 일반적인 부스트 타입 태양광

발전 시스템에서 동작하지 않는 PV전압 90V이하의 적용이 가

능함을 확인 하였다.

2. 제안하는 PV ESS 방식

2.1 PV ESS 토폴로지 구성

그림1은 제안하는 600W PV ESS 토폴로지에 대한 회로도

이다. 태양전지 부에는 승압을 위한 3레벨 Boost 컨버터가 구

성되어 있으며 계통과 연계된 부분에는 풀브리지 컨버터로 구

성되어 계통송전을 할 때는 인버터 모드로 동작하고 계통에서

전력이 유입될 때는 컨버터모드로 동작한다. 배터리 부분은 승,

강압을 할 수 있도록 Buck/Boost 컨버터로 구성되어 있다. PV

입력 부에 사용한 3레벨 부스트 컨버터는 스위칭 스트레스가

작고 인덕터 리플 전류가 작으며 전압 스트레스가 작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1][2]. 따라서 이 방식은 태양광 발전 과 연료전지

인버터, 풍력발전, DC/DC 컨버터에 많이 사용되고 있다.

(a) (b)

그림 2. 3레벨 컨버터의 스위칭 동작

2.2 Three-level Boost Converter 동작모드

3레벨 부스트 컨버터는 그림 2와 같이 G1과 G2의 스위칭

동작이 180°의 차이를 가지고 있고 시비율(Duty ratio)이 0 5이

상인지 이하에 따라 나누어진다. 스위칭 동작이 0.5이하일 때의

스위칭 동작은 그림 2의 (a)와 같다.

▪ t0의~ t1의 시간에는 스위치  이 도통하고 

가 개방된다. 이때 전류의 흐름은       

흐른다. 이때 전류 에 흐르는 전류는 식 (1)과 같다.

    

 
  (1)

여기서       

▪ t1에서~ t2의 시간에는이 턴오프 되면 전류의 흐름

은       로 흐르게 된다. 이 때 흐르

는 PV 전류는 관계식(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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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600W PV ESS 회로도



    

 
  (2)

▪ t2에서~ t3의 시간에는 이 턴 온 되면 전류는

       로 흐르게 된다. 이 때 흐르는 PV

전류는 관계식(3과 같다.

    

 
  (3)

스위칭 동작이 0.5이상일 때의 스위칭 동작은 그림 2의 (b)

와 같다.

2.3 Three-level Boost Converter Voltage Balancing 

Control

3레벨 부스트 컨버터는 과 의 전압 값을 균등하게

하기 위하여 밸런스 제어가 필요하다. 이 제어를 위한 제어 블

록도를 그림 3에 표시한다. 스위치 은 MPPT 제어에 따

라서 스위칭을 하고 은 의 스위칭 듀티 비에 

의 전압과  차를 PI 제어기를 거쳐서 나온 듀티 값

()을 더하여 스위칭을 해준다.

그림 3 레벨 부스트 컨버터의 밸런스제어.

2.4 인버터 부 양방향 제어.

인버터부는 태양광 발전 모드에서는 MPPT동작에 따

라서 DC링크 전압이 상승하면 DC링크 기준값 (

=350V)보다 전압이 상승을 하게 된다. 이 값을 PI제어기

를 거쳐서 기준 값()을 이 값과 인터의 값을 비교하

여 PI제어를 하여 제어한다. 야간에 배터리를 충전할 때

는 컨버터로 동작하는데 배터리에 기준 값을 음의 값으

로 만들면 제어를 한다. 그림4에 인버터/컨버터부의 제어

블록도를 나타낸다.

3. 실험결과 

실험은 PV 시뮬레이터와 실제 태양전지를 이용하여 실험

하였고 배터리는 12V 12Ah 납축전지 8개를 이용하여 96V

12Ah 1.1kwh의 용량을 사용하였다. CPU는 TMS320F28377을

이용하였으며 600W PV ESS의 파라미터는 표1과 같다.

Parameter Value Parameter Value

Lpv1, Lpv2 4mH S/W Freq 16.8kHz

Lo 8mH Co 4uF

Cd1,Cd2 1550uF Lbat 5mH

표 1 600W PV ESS 파라미터

그림 5는 주간에 PV 시뮬레이터를 이용하여 600W 60Vmpp

로 설정하여 실험한 파형이다. 그림6은 야간모드에서 배터리

를 2.4A(2C)로 충전했을 때의 파형이다.

그림 6 야간 계통충전 모드 파형.

4. 결론

본 논문에서는 공용주택에서 사용할 수 있는 600W 급

PV ESS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주간모드에서는 입력이 전압이

낮은 태양전지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3레벨 부스트 컨버터를

적용하여 입력전압이 60V에서도 600W의 발전이 가능함을 확

인하였다. 야간모드에서는 사용한 제어기를 통하여 배터리 충

전모드의 동작이 원활함을 확인하였다. 향후과제로는 시스템의

최적화 및 UPS 동작모드의 구현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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