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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마이크로 인버터를 위한 탭인덕터 부스트 및 강압형

컨버터 캐스케이드 타입 저가형 고효율 전력변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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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is paper proposes a two-stage step-down buck and a tapped-inductor boost cascaded converter

for high efficiency photovoltaic micro-inverter applications. The proposed inverter is a new structure to inject a

rectified sinusoidal current into a low-frequency switching inverter for single-phase grid with unity power

factor. To build a rectified-waveform of the output current. the converter employs both of a high efficiency

step-up and a step-down converter in cascade. In step-down mode, tapped inductor(TI) boost converter stops

and the buck converter operates alone. In boost mode, the TI converter operates with the halt of buck

operation. The converter provides a rectified current to low frequency inverter, then the inverter converts the

current into a unity power-factor sinusoidal waveform. By applying a TI, the converter can decrease the

turn-on ratios of the main switch in TI boost converter even with an extreme step-up operation. The

performance validation of the proposed design is confirmed by an experimental results of a 120W hardware

proto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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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생활수준의 향상과 산업의 발달로 에너지 사용량이 급

속도로 증가하였다. 인류의 주된 에너지원인 화석연료의

고갈과 환경오염이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면서 미래 대

체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해결책으로 태

양광, 풍력, 연료전지 등의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연구가

세계 각국에서 연구되고 있다. 신재생 에너지원 중에서

도 태양광 발전은 장래가 촉망되는 에너지원으로 부각

되고 있다. 최근 태양광 발전 시스템은 비용절감에 효과

가 있는 전력계통에 직접 전력을 공급하는 방식을 선호

한다. 하지만 photovoltaic(PV)시스템의 경우 PV패널에

그림자가 생겼을 때, 전압불균형이 생기게 된다. 이러한

제한을 극복하기 위해 독립 PV모듈 속의 계통연계형

DC-AC 마이크로 인버터를 포함하는 AC모듈 형태의

분산형 PV시스템이 제안되었다. 마이크로 인버터는 AC

형태의 출력 전류뿐만 아니라 PV모듈에서의 최대파워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입력전류를 조절할 수 있다. 또한

독립적인 최대전력 추종 덕분에 전압 불균형에 따른 손

실이 없고, 중앙 집중식보다 훨씬 더 최적화된 동작을

할 수 있다.
[1]
그러나, PV패널의 특징인 저전압 대전류

의 특성상 고승압을 하기 위해선 승압형 컨버터가 필요

하다. 승압형 컨버터로 많이 사용되는 기존의 부스트 컨

버터는 고전압으로 승압시 매우 높은 시비율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극단적인 스위치의 시비율은 스위치 손실,

다이오드 손실, EMI 노이즈등을 증가시키므로 효율이

급격히 떨어지게 된다.
[2-4]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고자 권선비에 따른 스위치

시비율을 조절하여 고승압시 적절한 도통률을 유지할

수 있어서 기존의 부스트 컨버터보다 높은 효율을 얻을

수 있으면서도, 부품의 추가가 없어서 가격상승이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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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인 탭인덕터 부스트 컨버터를 적용하였다. 단상전력

계통에 고역률의 정현파 전류를 공급할 수 있는 전류원

으로 강압형 벅 - 탭인덕터 부스트 컨버터를 캐스케이

드 연결하여 사용함으로써 2차측에 공급되어진 전류는

인버터를 통해 영점까지 하강하는 60Hz 교류파형으로

변환되며, 극단적인 승압시 탭인덕터의 적용으로 권선비

에 따른 적절한 시비율을 유지할 수 있어, 승압이나 강

압시 모두, 높은 효율을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5-6]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태양광 마이크로 인버터를 위한

정류파형 출력 제어형 탭인덕터 부스트 – 강압형 벅

(buck) 캐스케이드 컨버터의 120W급 하드웨어 프로토

타입 제작을 통해 동작특성 및 효율을 분석하였다.

2. 탭인덕터 부스트 및 강압형 벅 컨버터

캐스케이드 타입 전력변환기

2.1 이단형 강압 및 탭인덕터 부스트 컨버터

그림 1은 본 논문에서 제안된 인버터 회로이다. 첫 번

째 전력단은 탭인덕터 2차측 출력 인덕터 전류를 조절

할 수 있는 강압 및 탭인덕터 부스트 2단형 컨버터가

있다. 그림 1과 같이 컨버터 단의 출력전류( )를 전파

정류된 정현파를 만들기 위해 계통 전압을 sensing한

후 전파 정류시켜 보상기의  입력으로 인가하게 되

면 컨버터단의 출력전류가 전파 정류된 120Hz 정현파가

나오게 된다.

두 번째 전력단은 60Hz의 스위칭 주파수를 갖고, 완

전한 정현파 전류가 출력으로 나오는 full-bridge

DC-AC 저주파 인버터 회로가 있다. 저주파 인버터는

120Hz 전파 정류된 정현파 전류를 입력으로 받아

   의 스위치를 통해 60Hz의 정현파 전류를

계통에 공급하게 된다.

2.2 동작특성

제안하는 컨버터는 두 개의 주 스위치인  
스위칭 유무에 따라서 2가지 MODE로 나누어 분석할

Fig. 1 Circuit diagram of the proposed PV

micro-inverter

수 있다. 그림 2에 회로의 동작모드를 나타내었다.

태양광 패널의 전압이 출력인 계통전압 보다 높을 때

는 그림 2(a)처럼 벅 모드로 동작한다. 벅 컨버터 모드

로 동작할 때는 스위치 는 항상  상태이고,

는 항상  상태로 의 스위칭을 통해 벅 컨

버터로 동작하게 된다. 벅 모드로 동작할 경우 탭인덕터

가 하나의 인덕터로 동작하므로 기존의 벅 컨버터와 같

은 동작특성을 나타내며 출력전압을 태양광 패널의 전

압보다 낮게 유지시킨다. 벅 컨버터 모드로 동작할 시

스위치의 ,  타임의 등가회로로 변환하여 연속모

드(CCM)에서 분석하면 이득 은 도통률 D로

식 (1)과 같이 유도된다.

 



  (1)

태양광 패널의 전압이 출력인 계통전압보다 낮을 때

는 그림 2의 (b)처럼 탭인덕터 부스트 모드로 동작한다.

탭인덕터 부스트 컨버터 모드로 동작할 때 스위치 

은 항상  상태이고 은 항상  상태로

의 스위칭을 통해 부스트 컨버터로 동작한다. 부

스트 컨버터로 동작할 때 탭인덕터가 적용되어 기존의

부스트 컨버터보다 극단적인 승압시 적절한 도통률을

유지 할 수 있고 출력전압을 계통 전압만큼 승압 시킨다.

(a) Buck mode

(b) Boost mode

Fig. 2 Operating modes of the proposed conver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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탭인덕터 부스트 컨버터 모드로 동작할 시 스위치의

,  타임의 등가회로로 변환하여 연속모드(CCM)

에서 분석하면 이득 은 도통률 D로 식 (2)

와 같이 유도된다.

 






 


(2)

2.3 PWM modulation

그림 3은 제안된 벅 및 탭인덕터 부스트 컨버터의

PWM modulation 방식을 나타낸 것이다. (a)처럼 태양

광 패널의 전압이 출력계통의 전압보다 높을 때 벅 모

드로 동작하고, 낮을 때 부스트 모드로 동작하게 된다.

그림 (3)의 (b)처럼 벅, 부스트의 기준 램프파를 따로 만

들어, 제어기의  전압을 비교해 PWM을 만드는

방식이다. 벅 모드로 동작할 때는 부스트의 기준 램프파

가 의 전압보다 크므로 부스트 컨버터의 스위치

( )는 항상 가 되고 의 스위칭을 통

해 벅 컨버터 모드로 동작한다. 부스트 모드로 동작시

(a) Operating mode

(b) PWM modulation

Fig. 3 PWM modulation of the proposed converter

벅의 기준 램프파가 의 전압보다 작으므로 벅

컨버터의 스위치()은 항상 이 되고 

의 스위칭을 통해 부스트 컨버터로 동작한다. 따라서

(b)와 같은 램프파로 설정하여 스위치에 PWM을 인가

해 승압 및 강압 모드로 동작시킨다.
[7-8]

2.4 소신호 모델링

본 논문에서 제안된 마이크로 인버터는 컨버터 단의

출력전류를 전파 정류된 정현파로 만들고, 컨버터 출력

을 저주파 인버터를 통해 정현파로 만드는 것이다. 컨버

터 단의 출력전류를 전파 정류된 정현파로 만들기 위해

서는 컨버터를 제어해야 하며, 컨버터의 제어를 위해선

소신호 모델링이 필요하다. 소신호 모델링이란, 비선형

적인 신호에서의 동작에 작은 신호의 전압을 일정하게

흔들어서 선형적인 동작으로 해석을 가능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본 논문에서는 컨버터 단의 출력을 제어를 해

야 하므로 제어를 가능하게 하는 듀티()를 작은 값으

로 섭동했을 경우, 출력전류( )의 값이 섭동되는 정도

를 나타낸 것이다. 소신호 모델링을 하기 위해서는 우

선, 계통 연계형 PV모듈을 선형화해야 한다. 그림 4는선

형화 시킨 계통 연계형 PV모듈이다. C는 입력 필터 커

패시터고, 는 C의 기생저항을 나타낸 것이다. 선형화

시킨 PV모듈로 소신호 모델링을 통해 구한 

의 식은

(3)과 같이 계산된다.
[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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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3)

2.5 보상기 설계

전력계통에 고역율의 정현파 전류를 공급하기 위해선

Fig. 4 Grid connected photovoltaic with linearized PV

mod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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탭부스트 컨버터단의 출력전류()를 전파 정류된 정현

파로 시비율을 조절해 제어해야 한다. 출력전류를 제어

하기 위해서는 벅 모드(buck mode)를 제어할 것인지,

부스트 모드를 제어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벅 모드

로 동작할 때는 일반적인 벅컨버터와 같은 동작을 하므

로 출력전류가 탭인덕터의 전류가 같고, 스위치의

 시 인덕턴스가 일정하므로 제어하기가 수월하다.

하지만 부스트 모드로 동작할 시 탭인덕터로 인한 스위

치의  시 인덕턴스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제어가

쉽지 않다. 또한 부스트 모드를 소신호 모델링 하면 우

반면 영점(right half-plane zero)으로 인해 위상 지연이

나타난다. 따라서 보상기는 worst case인 부스트모드에

맞춰 설계를 해야 하고, 벅 모드에 적용시켜야 한다. 실

제로도 부스트 모드로 보상기를 설계했을 경우 부스트

모드가 안정하다면, 벅 모드 제어 동작 역시 안정하다.

컨버터 단의 출력전류를 정현파로 만들기 위한 current

loop gain을 구하면 식 (4)와 같다.

   · ·

 · (4)

는 보상기의 식이고, 은 PWM gain, 는

전류 센서의 gain이다. 제안된 인버터 회로에는 그림 5

와 같은 2-pole, 2-zero 보상기를 설계하여 사용하였다.

3. 설계 및 실험결과

3.1 탭인덕터 부스트 컨버터 설계

탭인덕터의 턴비는 설계값이 클수록 승압 성능이 우

수한 장점이 있으나, 다이오드의 전압 스트레스가 급격

하게 증가하여 손실증가 및 소자선정이 어려워지는 문

제가 있다. 다이오드 전압 스트레스는 아래와 같다.

 
  (5)

본 논문에서는 다이오드의 전압 스트레스가 500V 이

내가 되도록 턴-비를 1:5로 선정하였다.

Fig. 5 2-pole, 2-zero controller circuit

 PV module output voltage 20-40[VDC]

  Input capacitor 4700[uF]

   Tapped-inductor turns ratio 1(14턴) : 5(70턴)

 Magnetizing inductance 160[uF]

 Switching frequency 30[kHz]

 Output Voltage 340[VDC]

 Output capacitor 100[uF]

Table 1 Key parameter of the converter

탭인덕터를 이용한 부스트 컨버터 부분의 하드웨어를

설계, 제작하여 효율을 측정하였고 그림 6에 나타내었

다. 각각의 최대전력추종제어 전압의 증가에 따라서 효

율이 일정하게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입력 35V에

서는 효율 94%를 상회하므로, 벅 컨버터의 손실을 고려

해도 고효율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 때 설

계된 하드웨어 파라미터는 표 1에 나와 있다.

3.2 마이크로 인버터용 컨버터 설계 및 제작

탭인덕터 부스트 컨버터 앞 단에 벅 컨버터를 추가

하여 마이크로 인버터용 컨버터 하드웨어를 설계, 제작

하였다. 그림 7은 실험을 위한 하드웨어 실험구성이다.

Fig. 6 Efficiency of the tapped-inductor boost converter

according to the input voltage variation

Fig. 7 Proposed converter hardware set-up for PV

Micro-inver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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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V module output voltage 35[VDC]

 PV module output current 4.5[A]

  Input capacitor 4700[uF]

 ESR of C 0.02[]

   Tapped-inductor turns ratio 1 : 5

 Switching frequency 50[kHz]

 Output capacitor 1[uF]

Table 2 Key parameter of the hardware prototype of

the proposed PV power system

표 2는 제안된 탭인덕터 태양광 전력조절기 하드웨어

의 설계 사양이다.

2.4절에서의 소신호 모델링을 통해 구한 식 (3)을

MATLAB의 시뮬레이션 통해 나타낸 Bode Plot과 실제

시스템 모의 시뮬레이션인 PSIM을 통해 나타낸 Bode

Plot을 비교하여 검증하였다.

그림 8의 (a)와 (b)를 비교하였을 경우, MATLAB 시

뮬레이션 결과와 PSIM 시뮬레이션 결과가 같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위에서 유도된 식 (3)이 정확한 것을

알 수 있다.

(a) MATLAB simulation

(b) PSIM simulation

Fig. 8 Transfer function of the control to output current,

derived by (a) the equation and (b) PSIM

simulation

그림 9는 2.5절에서 구한 current loop gain의 식 (4)

를 MATLAB의 시뮬레이션을 통해 나타낸 Bode Plot이

다. 주파수 응답으로부터 위상 마진 ° , 대역폭
1.58[kHz] 으로 안정한 시스템이란 것을 알 수 있다.

3.3 실험 결과

그림 10은 제안된 전력조절기의 컨버터 입력 전류와

PWM 파형이다. 확대된 입력 전류( )를 보면 CCM으

로 동작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PWM 파형을 보면 2.2

절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벅 모드로 동작할 경우 

는 항상 가 되고 의 스위칭으로 벅 컨버

터로 동작하게 되고, 부스트 모드로 동작할 경우 

은 항상 이 되고 의 스위칭으로 부스트

컨버터로 동작 한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림 11은 PWM modulation 파형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 9의 PWM 파형과 비교해 보면  전압이 벅

의 기준 램프파 보다 크게 되면 스위치 은 항상

이 되고, 의 전압이 부스트의 기준 램

프파보다 작게 되면 스위치 는 항상 라
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PWM modulation의 결과가

 , 의 스위치에 인가되는 PWM이라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제어전압인 을 보면 영점에서

떠 있는데, 이러한 오프셋이 클수록 벅 컨버터의 동작시

간을 감소시켜 효율 향상에 기여하지만, 최종 출력전류

의 왜곡율(THD) 또한 커지게 된다. 저가형 아날로그 제

어기의 경우 saturation 문제가 있으므로 적절한 영역에

서 움직이게 하여 효율과 왜곡율 간의 trade-off로 설계

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림 12는 제안된 탭부스트 컨버터의 출력 파형 (Io)

이다. 출력전압, 전류 모두 전파정류파임을 알 수 있다.

그림 13은 본 논문에서 제안한 이단형 탭인덕터 부스

트 컨버터의 효율곡선이며, 70[W] 출력에서 최고 효율

93%이상의 효율로 동작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하드웨어

효율 측정은 Xitron Technology사의 2902 2채널 전력분

석기를 사용하였다.

Fig. 9 Bode plot of current loop g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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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The waveform of input current and the gate

PWMs of buck switch (Sbuck) and of boost

switch (Sboost)

Fig. 11 PWM modulation waveform

Fig. 12 The waveform of output current and voltage

Fig. 13 Efficiency measurement results of the

proposed two-stage cascaded power

converter

4. 결 론

본 논문에서 태양광 마이크로 인버터를 위한 탭인덕

터 부스트 및 강압형 벅 컨버터의 직렬 캐스케이드 타

입 저가형 고효율 컨버터를 제안하였고, 고효율을 위해

서 벅 컨버터 모드와 탭인덕터 부스트 동작 모드를 시

간적으로 분리하여 동작시키도록, 제어기를 구성하였다.

제어기를 설계하기 위한 소신호 모델링 및 하드웨어 실

험을 통한 동작특성, 계통에 공급되는 전압, 전류의 특

성을 증명하였다. 실험의 결과처럼 전파 정류된 컨버터

출력 전류 파형을 볼 수 있고, 정류형태의 출력을 저주

파 인버터를 통해 교류 형태로 계통에 공급 할 수 있다.

또한 전파정류형 컨버터 동작으로, 입력 35V에서 최대

효율 93%로 동작한다는 것을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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