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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paper, the efficiency of the solar system is lowered due to the partial shading such as the environmental 

factors of the solar panel. In order to solve this problem, a DC OPTIMIZER is proposed for a maximum power 

generation system of a photovoltaic panel. The proposed DC OPTIMIZER is composed of a buck structure that 

performs the maximum power point tracking (MPPT) control of each module of the solar panel, thus maximizing the 

efficiency. In order to verify the proposed DC Optimizer, the efficiency was measured by varying the irradiance using 

a solar simulator instead of the solar panel. As a result, it showed high efficiency characteristics as the maximum 

energy conversion efficiency was 99.3% at 800w/m2, 900w/m2, and the average efficiency was 99.06% excluding 

100w/m2. The maximum efficiency of MPPT was 99.97% at 200w/ m2, efficiency showed excellent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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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 

전 세계는 화석 연료의 고갈과 환경오염으로 인해 신

재생 에너지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특

히 태양광 에너지에 대한 연구가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고 많은 태양광 발전 시스템이 나왔다. 이제는 태양광 

에너지를 이용한 보다 높은 태양광 발전의 효율을 높이

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1]. 이러한 태양에너지 이용 시

스템은 에너지 시스템의 다양화에 대응한 에너지 공급 

시스템의 하나로서 지구 환경 문제 관점에서도 유망한 

공급 수단으로 인정되고 있다[2]. 

태양광 발전 시스템은 단일 모듈의 발전 전력이 크지 

                                                                                                          
†
E-mail: ohyang@cju.ac.kr 

않기 때문에 여러 개의 모듈을 직∙병렬로 연결하여 가정

용 및 산업용과 같은 특정한 개별 수요에 적절한 전압과 

전류 레벨을 얻는 구조가 필수적이게 된다. 이러한 구조

는 환경적 요인인 주변 건물이나 먼지 등으로 인한 부분

적 차광이 몇몇 단일 모듈에 발생할 경우 한 스트링 내의 

직렬연결로 전체 전류의 감소로 이어지고 이는 전체 시

스템 효율 저하로 나타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해 개별 모듈 간 DC Optimizer를 부착함으로써 전체 시스

템의 효율 극대화가 가능하다[3]. 

태양광 시스템의 태양 전지는 온도와 일사량에 따라 태

양 전지의 단락 전류와 개방 전압의 특성이 변화하게 되

며 태양 전지의 전력 활용의 효율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최

대 전력 출력 지점의 위치도 온도와 일사량에 따라 변화

하게 된다. 이처럼 외부 변화에 따라서 최대 전력 동작점 

또한 달라지기 때문에 태양광 시스템이 최대 전력 동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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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에서 운전되기 위해서는 태양 전지의 MPPT(Maximum 

Power Point Tracking) 알고리즘에 의해서 동작되어야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다[4]. 

 

2. DC Optimizer 
 

기존의 태양광 발전은 다수의 태양전지 패널이 인버터

만으로 에너지 변환하여 에너지 변환 효율이 한계에 직

면했다. 본 논문에서는 각각의 태양전지 패널에 Optimizer

를 부착하여 개별 MPPT 제어를 통해 에너지 변환 효율 

및 MPPT 효율을 극대화한다. 

태양전지 패널 모듈은 각각 일사량이 다르며 특성 차

가 존재하기 때문에 출력되는 전압이 달라서 최대 출력 

전압 지점이 다르기 때문에 MPPT 제어를 해도 최대 출력

이 힘들다. 이런 이유로 효율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각 

모듈에 DC Optimizer를 달아 출력되는 전압을 일정하게 맞

춰 주고 일사량 변화에 따라 태양광 패널 각각의 MPPT를 

추적하기 때문에 태양전지 패널의 부분 그늘짐과 같은 

현상에 대비할 수 있기 때문에 효율을 증대시킬 수 있다

[5]. 또한, DC OPTIMIZER는 각각의 모듈마다 장착이 되기 

때문에 각 모듈의 전압 전류 특성을 알 수 있고 이상 증

상이 발견되면 이상 모듈만 교체하거나 수리하면 되기 

때문에 관리가 편리하고 또한 발생 에너지의 효율을 증

가 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2.1 DC Optimizer 시스템 구성 
본 논문에서는 Microcontroller, Buck ∙ Boost DC-DC Converter, 

인덕터, 다이오드, 커패시터 그리고 부하 저항으로 Fig. 1

과 같이 DC Optimizer 회로를 구성하였다. 여기서 인덕터 

L1은 5.34uH, 다이오드 D1은 60V/4A의 듀얼 다이오드, C1, C2

는 10uF/50V, R1은 15KΩ, Q1, Q2는 60V/19A의 Infineon사의 

MOSFET(NMOS)을 각각 사용하였다. Microcontroller에서는 

MOSFET 동작을 위한 PWM을 내보내고 전압, 전류를 

12Bit의 ADC값을 받아 디지털 필터링을 통해 안정된 전

압, 전류 값을 계측 할 수 있다. 
 

 

Fig. 1. Schematic diagram for DC Optimizer. 

2.2 DC Optimizer 시스템 사양 
태양광 패널의 최대 전력 발생을 위한 DC Optimizer는 

출력 전력이 350W까지 가능하고 MPPT 동작 범위는 

8~48V로 광범위 하다. 그리고 입력전압을 출력전압으로 

바로 보내는 String Bypass가 가능하다. Table 1은 본 논문에

서 구현된 DC Optimizer의 사양을 나타내었다. 

 

Table 1. DC Optimizer Specifications 

DC Optimizer Symbol Value Unit 

PV Module 전력  0~350 [W] 

MPPT 동작 전압  8~48 [V] 

최대 출력 전류  10.5 [A] 

출력 전압  0~48 [V] 

 

또한 Table 2는 Microcontroller의 사양을 나타낸다. CPU 

Core는 32-bit RISC Microcontroller를 가지고 Memory는 32kB

의 내부 SRAM를 가지고 있으며 직렬통신(Serial communi-

cation)은 UART, SPI, I2C를 포함하고 있다. 아울러 MOSFET 

구동을 위한 2개의 High-Side driver와 2개의 Low-Side driver

를 가지고 있다. 

 

Table 2. Microcontroller Specifi 

Microcontroller 

Core 32-bit RISC Microcontroller 

Memory 32kB of RAM 

Serial Interface UART, SPI, I2C 

Temperature Range -40℃ ~ 125℃ 

 

2.3 DC Optimizer 의 동작 구현 
제안한 DC Optimizer 구조는 개별 모듈의 MPPT를 수행

하는 Buck구조로 이때 Fig.1에서 아랫단의 MOSFET은 OFF 

상태를 유지하고, 윗단의 MOSFET이 ON, OFF를 반복하는 

Buck 구조로 동작을 하게 된다. 출력 전압은 듀티비에 비

례하고 입력 전압 대비 출력 전압을 강압할 수 있다. 또

한 개별 MPPT 제어로 최대 전력 점을 추종하는 방식으로 

구동되기 때문에 높은 효율을 얻을 수 있다[6]-[7]. 
 	 	 ∗                           (1) 	 	 ∗                         (2) 

 
식 (1)과 (2)에서 , , D는 각각 입력 전압, 출력 전

압, PWM의 듀티비를 나타낸다. 식 (1)은 Buck 구조로 동작

할 때의 출력 전압을 나타내고 식 (2)는 Boost 구조로 동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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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때의 출력 전압을 나타낸다. 

 

3. MPPT(Maximum Power Point Tracking) 
 

태양전지 어레이(Array)는 비선형적 출력 특성을 가지

고 있으며, 온도와 일사량 등 주위 환경에 따라 출력량이 

변하고 특정 전압에서의 최대 전력 점(MPP: Maximum 

Power Point)을 가진다[8]. 이러한 최대 전력 점은 외부의 일

사량, 온도 등의 조건으로 인하여 최대 전력 점이 변해도 

태양광 인버터가 항상 태양전지 어레이의 최대 출력을 얻

어지도록 하는 것을 최대 전력 추종 제어(MPPT: Maximum 

Power Point Tracking)라고 한다[9]. 따라서 태양광 인버터는 

높은 변환효율을 얻기 위해 항상 MPP점에서 발전할 수 

있도록 최대 출력 점 추종 제어(MPPT)를 하게 된다. 

MPPT 제어는 일사량과 온도변화에 따라 가변하는 태

양 전지의 최대 출력점을 추정할 수 있는 전압 또는 전류 

지령치를 생성하며, 태양전지의 출력 값과 오차 연산 후 

PI 제어를 통해 PWM 신호를 생성한다. 대표적인 MPP제

어방법으로CV(Constant Voltage), P&O, InCond 등이 있다[10]. 

 

 
Fig. 2. Nonlinear curve of solar cell array. 

 

Fig. 2는 일사량이 1100W/m2에서의 태양전지 어레이의 

비선형 곡선을 보여준다. 이때 개방 전압은 51.25V, 단락 

전류는 6.7A를 가지고 동작한다. Fig. 2에서 1번 곡선은 태

양전지의 전압-전류 커브를 보여주고 2번 곡선은 전압-전

력 커브를 보여준다. 또한 3번 곡선은 최대 전력 점(MPP)

을 나타낸다. 

Fig. 3, Fig. 4는 MPPT 알고리즘의 흐름도와 국소점 회피 

알고리즘을 나타낸다. 국소점 회피 알고리즘의 특징은 ④

(국소적인 최대 전력점)의 전력점이 생기게 되었을 경우 

①, ②, ③, ④, ⑤의 이전 혹은 이후 다섯 개 지점의 경향성

을 판단하여 현재의 상태가 Buck Converter의 시비율을 낮

추어 전력을 상승시키는 도중이었다는 것을 인지하고 국

소적인 최대 전력점에서 전력의 최대점을 찾지 않고 

MPP(Maximum Power Point)를 찾아 Buck Converter의 시비율

을 낮추는 특성을 갖는다[11]. 
 

 

Fig. 3. Flow chart of MPPT algorithm. 

 
 

 
Fig. 4. Schematic diagram of MPPT algorithm. 

 

4. DC Optimizer 효율 측정 
 

DC Optimizer의 효율을 측정하기 위하여 Fig. 5 과 같이 

구성 후 일사량 별 입력 전력, 출력 전력을 모니터링해 

효율 측정하였다. 효율은 입력 전력을 출력 전력으로 나

눈 것으로 식 (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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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Set up equipment for efficiency measure. 

 	 	 ∗                         (3)  	 	 ∗                      (4) η	 ∗ 100%                      (5) 

 

태양전지 패널을 대신하여 Regatron사의 태양광 시뮬

레이터 TopCon Quadro와 태양광 시뮬레이터 프로그램 

SASControl를 이용하여 일사량을 변동하여 입력 전압을 

주고 Kikusui사의 최대 300W 출력을 가진 전자 부하 

PLZ303WH를 사용하여 Optimizer의 출력을 걸고 Newtons4th 

Ltd(N4L)사의 3채널 전력 분석기 PPA5500를 이용하여 1

채널은 입력, 2채널은 출력에 연결하여 효율을 측정하였다. 

 

5. 실험 결과 및 고찰 
 

태양광 패널의 최대 전력 발생을 위해 DC Optimizer를 

구현하고 Solar Simulator를 이용하여 일사량을 100W/m2에

서 1400W/m2까지 100W/m2씩 증가시켜 일사량 별 에너지 

변환 효율 및 MPPT 효율을 측정하였다. 

Fig. 6은 Fig. 1의 스위칭 소자인 Q1, Q2 MOSFET의 Gate 파

형으로써 일사량 100w/m2에서의 Q1의 MOSFET이 듀티비 

90.53%를 갖고 Q2는 듀티비 0%로 OFF 상태이고 강압 모드 

상태의 파형을 나타내었다. 이때 입력 전압은 40.49V이고 

출력 전압은 37.2V으로 출력전압이 입력전압 대비 3.29V 

떨어진 것을 알 수 있고 이때의 효율은 96.01%로 가장 낮

게 나왔다. 

Fig. 7은 Fig. 1의 스위칭 소자인 Q1, Q2 MOSFET의 Gate 

파형으로써 일사량 1100w/m2일때의 듀티비 97.11%를 갖는 

강압 모드 상태의 파형을 나타낸다. Q1이 OFF 상태이고 

Q2가 ON, OFF를 반복하게 되면 식 (2)와 같이 듀티비에 

따라 입력 전압을 승압 할 수 있고 반대로 Q2가 OFF상태

이고 Q1이 ON, OFF를 하게 되면 식 (1)과 같이 입력전압 

대비 출력 전압을 강압할 수 있다. 

 
Fig. 6. Gate of MOSFET PWM waveform at 100w/m2. 

 

 
Fig. 7. Energy conversion efficiency per irradiance. 

 

 
Fig. 8. Energy conversion efficiency per irradiance. 

 

Fig. 8은 일사량 별 에너지 변환 효율을 나타낸 것으로 

일사량이 800-900W/m2에서 99.3%로 효율이 가장 높음을 

알 수 있다. 일사량이 100W/m2에서는 가장 낮은 효율이 

나왔다. 하지만 100 W/m2를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98.11%

이상의 높은 효율 특성을 보였다. 



 

김정규 · 양 오  
 

반도체디스플레이기술학회지 제17권 제1호, 2018 
 
 

44 

 
Fig. 9. MPPT efficiency per irradiance. 

 

Fig. 9는 최대 출력을 얻을 수 있는 MPPT 제어로 일사량 

별 효율을 측정한 결과 일사량이 200W/m2에서 99.97%로 

효율이 가장 높음을 알 수 있고 MPPT 평균 효율은 99.7%

로 높음을 알 수 있다. 

 

6. 결  론 
 

태양광 발전 시스템은 발전 전력이 크지 않아 여러 개

의 모듈을 연결하는 구조로 사용된다. 이러한 구조는 환

경적 요인으로 부분 차광이 일어나게 되면 전체 전류의 

감소로 전체 시스템 효율 저하로 나타난다. 이런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하여 태양광 패널의 최대 전력 발생 시스템

을 위한 DC OPTIMIZER 설계를 하고 태양광 시뮬레이터

를 사용하여 일사량 변동을 주어 에너지 변환 효율, MPPT 

효율을 측정한 결과 에너지 변환 효율은 일사량이 

100W/m2에서는 효율이 96.01%로 낮지만 일사량이 증가할

수록 효율이 점점 높아지다 일사량이 800, 900W/m2에서 

효율이 최대 99.3%가 나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일

사량 200 W/m2에서 1400W/m2까지의 평균 효율은 99.03%로 

높은 효율을 가짐을 알 수 있다. 또한, MPPT 효율도 최대 

99.97%로 고효율 특성을 보임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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