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BSTRACT

This paper propse the DC link capacitor voltage balancing

control for three level neutral point clamped converter with

harmonic component injection method. The injcetion voltage

consists of harmonic component and DC link capacitor

voltage difference. Theoretical analysis is provided to

balance the DC link voltage, and it shows that harmonic

component compensates the unbalanced condition between

the capacitors. Both simulations and experiments are carried

out to show that the voltage unbalance have been decreased

by the proposed method.

1. 서 론

최근 분산전원과 더불어 직류배전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전력용 반도체소자를 사용하여 기존 배전용 변

압기를 대체하는 반도체 변압기(soild state transformer, SST)

는 직류배전기술의 핵심 요소기술로서 국내외에서 활발한 연구

가 진행되고 있다. 반도체 변압기는 일반적으로 교류계통을 정

류하는 PWM 정류기, 입출력의 전기적인 절연을 위한 절연형

컨버터, 교류 또는 직류 출력을 위한 출력회로로 구성된다. 여

기에서 PWM 정류기는 고압 교류를 정류하기 때문에 멀티레

벨 토폴로지를 사용하여 단위모듈을 구성하고, 이를 직렬 연결

하여 스위칭소자에 인가되는 전압의 크기를 감소시킨다.

단상 3레벨 NPC의 회로구조는 각 스위칭 레그에 클램핑 다

이오드가 연결되어 있고, 클램핑 다이오드는 직류링크 커패시

터의 중성점과 연결되어 있다. 3레벨 NPC 회로구조는 2레벨

회로 구조에 비하여 스위칭 소자가 감당하는 스트레스가 적어

스위치에서 발생하는 손실이 작고, 멀티모듈로의 확장이 용이

하다. 그러나 NPC 컨버터는 직류링크 상·하단 커패시터간의

임피던스 차이, 스위칭 동작에 의한 중성점 전압변동이 발생하

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드웨어적인

방법 또는 모듈레이션 기법 등이 연구되어왔다. 이 중에서 각

레그의 극전압 지령에 옵셋전압 주입하는 방법은 구현이 간단

하고, 하드웨어 변경이 필요하지 않아 널리 사용되고 있다.[1]~[2]

본 논문에서는 3 레벨 NPC 컨버터 회로에서 발생하는 직류

링크 커패시터 전압 불균형 현상을 해소하고, 입력전류의 왜곡

을 개선하기 위하여 NPC 컨버터의 각 레그의 지령에 고조파

성분 주입 방법을 제안하고 모의실험을 통하여 검증하였다.

2. 단상 3레벨 NPC 컨버터의 중성점 제어 방법

그림 1은 본 논문에서 사용한 단상 3 레벨 NPC 컨버터이

며, 직류링크 상·하단 커패시터의 전압 불균형을 만들기 위한

스위칭 회로가 포함되어 있다. 단상 3레벨 NPC 컨버터에서 각

레그 A,B의 극전압은 모듈레이션 지령과 서로 다른 캐리어의

크기 비교를 통해 결정된 레그의 스위칭 상태로부터 (1)과 같

이 얻을 수 있으며, 표 1은 각 레그 스위칭 상태와 입력전류의

방향에 따라 충전되는 커패시터의 전압을 나타내었다.

    (1)

NPC 컨버터에서 각 레그의 극전압 지령 
 와

 는 식

(2)와 같이 상전압 
와 주입전압 

의 합으로 표현할 수 있

다. 극전압 지령은 PWM 동작의 선형영역 범위를 만족해야 하

므로 
는 식 (3)의 범위안에 존재 해야한다. 이 때 주입전압


를 식 (4)와 같이 계통전압 주파수의 2배 주파수와 직류링

크 커패시터 전압차이를 계수로 가지도록 선정하면 합성된 극

전압 지령에 의하여 직류링크 커패시터 사이의 전압 오차가 감

소하게 된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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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단상 3-레벨 NPC 컨버터

Fig. 1  Single-phase three-level NPC conver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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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스위칭상태 및 전류방향에 따라 충전되는 커패시터 

Table 1 Charging sequence according to the Sx and IL

본 연구에서는 단상 3레벨 NPC컨버터의 직류링크 전압 밸

런싱을 위하여 2고조파 성분 이외에 추가적으로 6고조파 성분

을 주입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6고조파 성분을 주입한 경우 합

성된 각 레그의 극전압 지령은 식 (5)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합성된 극전압 지령은 그림 2와 같이 2고조파 주입에서 제한되

는 주입전압의 영역을 확장할 수 있으며, 입력전류의 왜곡을

저감 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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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단상 3-레벨 NPC 컨버터

Fig. 1  Single-phase three-level NPC converter

3. 모의실험 및 결과

제안하는 고조파 주입방법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그림 1

의 단상 3레벨 NPC 컨버터를 구성하여 모의실험을 수행하였

다. 모의실험은 t=0.02초부터 t=0.03초까지 커패시터 전압이 불

균형이 발생하도록 강제하였으며, t=0.2초부터 중성점 제어를

수행하였다. 모의실험에서 사용된 조건은 표 2과 같다.

모의실험 결과 그림 3과 같이 초기 발생된 직류링크 상·하

단 커패시터의 전압 불균형은 107V에서 2V로 감소하였고, DC

링크 전압 지령을 따라 1.8kV로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을 확인

하였다. 또한 입력전류의 THD는 2.54%에서 1.99%로 감소함을

확인하였다.

Parameter Value Parameter Value

 1.1kVRMS  540Ω

 14mH 
 1.8kV

 250uF 
 

 0.353

표    2  단상 3레벨 NPC 컨버터의 회로 및 제어 변수 

Table 2 System parameters of the single phase 3-level NPC converter

그림 1 (a)2고조파 주입 및 (b)6고조파 주입에 따른 시뮬레이션 결과

Fig. 1 Simulation results with (a)second order harmonic and  

(b)proposed harmonic injection method

4. 결론

본 논문에서는 단상 3 레벨 NPC 컨버터의 각 레그 지령

에 고조파 성분을 주입하여 직류링크 중성점 전압제어와 입력

전류의 왜곡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제안한 방법은

직류링크 전압제어를 위한 2고조파 성분을 주입하고, 입력전류

의 왜곡을 감소시키기 위해 6고조파 성분을 주입하였다. 모의

실험을 통해 입력전류 왜곡과 직류링크 커패시터 전압 불균형

이 감소함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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