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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ree-level diode clamped multilevel inverter, generally known as neutral point clamped (NPC) inverter, has an inherent

problem causing neutral point (NP) potential variation. Until now, the NP potential problem of variation has been

investigated and lots of solutions have also been proposed. This paper presents a neutral point voltage control technology

using the anti-windup PI controller and offset technology of PWM (Pulse Width Modulation) to control the variation of

NPC 3-phase three-level inverter neutral point voltage. And the proposed algorithm is tested and verified using a PLL

(Phase Locked Loop) in order to synchronize the phase voltage from the line voltage of grid. It significantly improves

the voltage balancing under a solar fluctuation conditions of the inverter. Experimental results show the good performance

and effectiveness of the proposed method.

Key Words : Neutral point clamped inverter, three-level, Phase Locked Loop, anti-windup PI controller, photovolta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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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오늘날 환경오염과 유한한 화석연료의 매장량을 고

려한 대체에너지에 대한 많은 연구가 끊임없이 이루어

지고 있다. 이러한 유한자원의 대안인 태양광 발전 시

스템은 생산한 전력을 전력 계통과 연계하여 에너지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또한 사용자 입장에서

는 안정적으로 무한한 에너지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

에 계통연계형 태양광 인버터의 수요와 기술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다[1]. 최근 기존의 2레벨 인버터에

비해 높은 품질의 전압 및 전류 파형 출력, 스위칭 손

실 및 수동소자의 부피를 감소 시키며 인버터의 효율

을 증가할 수 있는 3레벨 인버터에 대한 연구가 활발

히 진행 중이다[2,3]. 이러한 3레벨 인버터는 중성점

클램프 (NPC)와 혼성전압 중성점 클램프 (MNPC)로

나누어진다. NPC와 MNPC를 비교 하면 MNPC는 다

이오드를 6개 줄인 구조이며, 상단과 하단의 스위치 정

격이 NPC인버터의 2배이기 때문에 스위칭 손실이 크

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으며 상단과 하단의 스위치 하

나만 통과하면 되므로 NPC보다 평균적으로 통과손실

이 적다는 장점이 있다[4]. 3레벨 인버터는 기존의 2레

벨 인버터에 비해 DC-Link의 커패시터가 직렬로 2개

가 연결되기 때문에 각각 커패시터 간의 전압 불균형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전압 불균형 문제는 DC-Link

커패시터의 중성점 전압변동을 가져오게 되어 NPC 인

버터의 스위칭 소자와 DC-Link 커패시터에 전압 스트

레스를 가중 시키고 출력전압의 왜곡을 발생시키게 된

다. 또한 전압변동의 범위가 스위칭 소자가 견딜 수 있

는 전압을 넘어가게 되면 NPC 인버터 시스템 전체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러므로 3레벨 NPC 인버터

는 중성점 전압제어 기술이 필수적이다[5,6].

본 논문에서는 스위칭 손실이 적은 Neutral 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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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mped (NPC) 인버터인 3상 3레벨 태양광 인버터의

중성점 전압제어방법에 대한 알고리즘을 구현하고 실

험을 통하여 이를 검증하고자 한다. 

2. NPC타입 3레벨 태양광 인버터

Fig. 1은 전체적인 인버터 구성 회로도를 나타내고

있다. NPC 3상 3레벨 인버터는 역병렬 다이오드를 포

함하는 12개의 스위치 소자(G1A ~ G6B)와 6개의 클

램핑 다이오드로 구성된다. 그리고 DC Link의 +단과

–단에 연결된 스위치를 외측 스위칭 소자라 하고 DC

Link의 중성점과 연결된 스위치를 내측 스위칭 소자라

한다. 

NPC 3상 3레벨 인버터는 각 상에 대해서 3가지의

스위칭 상태(‘P’, ‘O’, ‘N’)가 존재한다.

이러한 3가지의 스위칭 상태를 조합하면, 27개의 스

위칭 상태가 존재하고 NPC 인버터의 스위칭 상태에

따른 출력전압은 Table 1과 같다[5].

Table 2는 NPC 3상 3레벨 인버터의 출력전압에 대

한 상태를 나타낸다.

Table 2에서 Large vector와 Zero vector는 부하단이

DC Link 중성점과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중성점에서

전압변동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하지만 Small vector

와 Medium vector는 부하단이 직접 중성점에 연결되

어 중성점 전압에 영향을 주게 된다. 따라서 NPC 3상

3레벨 인버터의 경우 출력단이 DC-Link단의 중성점에

연결되면 부하전류의 경로는 이 중성점을 통해 형성되

며, 이때 인버터의 DC-Link 커패시터는 실제로 그 용

량이 이상적인 전압이 아니므로 스위칭 상태와 부하전

류의 방향에 따라 각각의 DC-Link 커패시터에서 전압

변동을 일으킨다[7,8].

3. 중성점 전압 제어

3.1. 제안한 중성점 제어기

3레벨 인버터는 직류링크 VDCP와 VDCN을 항상 평형

으로 맞추기 위해 중성점 제어가 필요하다. 중성점 제

어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출력전류에 나

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NPC 3상 3레벨 인버터에서

중성점 전압의 평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중성점을 통

해 흐르는 평균 전류(mean current)가 0이 되어야 한다.

각 상(a, b, c상)의 P, O, N 스위칭 상태 중에서 ‘O’상

태의 스위칭을 최대로 사용 할 때 중성점에 흐르는 전

류의 평균은 0이 된다. 이와 같이 중성점 전류는 3상의

Fig. 1. NPC type photovoltaic power conditioning system.

Table 1. Output levels and switching patterns

스위칭

상태

스위칭 동작 출력

Sx1 Sx2 Sx3 Sx4 Vxo

P ON ON OFF OFF +Vdc/2

O OFF ON ON OFF 0

N OFF OFF ON ON −Vdc/2

Table 2. Classification of the output voltage vectors

전압벡터의 분류 스위칭 상태(a, b, c)

Zero vectors (NNN) (OOO) (PPP)

P-type Small vectors
(POO) (PPO) (OPO) 

(OPP) (OOP) (POP)

N-type Small vectors
(ONN) (OON) (NON) 

(NOO) (NNO) (ONO)

Medium vectors
(POP) (OPN) (NPO) 

(NOP) (ONP) (PNO)

Large vectors
(PNN) (PPN) (NPN) 

(NPP) (NNP) (P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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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류 합으로 표현 가능하지만 스위칭 함수를 고려해

줘야 한다. 즉, 스위칭 함수를 적절히 사용하여 중성점

전압의 변동을 제어해야 한다. 

중성점 제어방법에는 2개의 스위치 소자를 이용해서

부스트 컨버터를 제어하는 방법과 본 논문에서 소개하

는 출력전류 제어기에 중성점 제어기를 추가하여 제어

하는 방법이 있다. 인버터 모드에서는 P상태가 길어지

면 상측  VDCP의 커패시터의 전압은 줄어들고 하측

VDCN의 커패시터의 전압이 증가한다. 반면에 정류 모

드에서는 하측 VDCN의 커패시터의 전압이 증가하고,

상측 VDCP의 커패시터의 전압이 감소한다. 따라서 인

버터의 동작 모드에 따라서 중성점 보상값이 서로 달

라야 한다[3].  Fig. 2는 제안한 중성점 제어기를 나타

낸다.  Fig. 2에서 알 수 있듯이 먼저 VDCP와 VDCN의

오차를 구한다. 그 후에 구한 오차값을 PI 제어기로 구

성하고 출력된 제어기 값을 3상(Va, Vb, Vc)에 더해

삼각파와 비교한 PWM을 출력하여 중성점 전압을 제

어하게 된다. 중성점 전압 제어를 위해 PI제어기에는

안티 와인드업(anti-windup)을 추가하여 정상적인 적분

동작을 하다가, 적분 제어기가 포화상태가 되지 않게

하였다.

3.2. PLL (Phase Locked Loop) 

일반적으로 전원단의 위상을 추출하기 위해서 PLL

을 사용하게 된다. 전원단의 3상을 사용하게 될 경우,

PLL의 방법에는 크게 영점 검출 방식(zero crossing

method)과 동기 좌표계 PLL방법 그리고 정상분을 추

출하여 이용하는 PLL방법으로 크게 나뉘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정상분을 이용한동기 좌표계 PLL방법을

사용하였다[9,10,11]. 이를 위해 먼저 선간 전압을 입력

으로 하는 식 (1)을 사용하여 상전압을 구하였다.

(1)

식 (1)에서 Vuv, Vvw, 그리고 Vwu는 각각 u,v,각w

상의 선간 전압을 나타낸다. 전원 전압이 각 주파수 ω

를 가진 평형 3상 정현파 전압이라면 식 (2)와 같이 각

각 120도의 위상차를 가지게 되며 상전압의 실효치는

V가 된다. 즉, 각각의 선간전압차를 3으로 나누게되면

u, v, w 각각 상에 대한 상전압을 구할 수 있게 된다.

(2)

(3)

식 (3)과 식 (4)는 정지 좌표계와 동기 좌표에 대한

d, q축 전압식을 각각 나타낸다.

(4)

Vu Vuv Vwu–( )/3=

Vv Vvw Vuv–( )/3=

Vw Vwu Vvw–( )/3= ⎭
⎪
⎬
⎪
⎫

Vu 2Vsinωt         =

Vv 2Vsin ωt
2π
3

------–⎝ ⎠
⎛ ⎞=

Vw 2Vsin ωt
2π
3

------+⎝ ⎠
⎛ ⎞=

⎭
⎪
⎪
⎪
⎬
⎪
⎪
⎪
⎫

Vds V sin ωt     =

Vqs V–   cos ωt  = ⎭
⎬
⎫

Vde 0 =

Vqe V  = ⎭
⎬
⎫

Fig. 2. The structure of the proposed neutral point control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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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과 같이 구해진 각각의 선간전압과 상전압 및

각 주파수 등을 이용하여 정상분을 구하면 식 (5)과 같

이 구해진다.

(5)

식 (5)에서 Vup, Vup, 그리고 Vwp는 u, v, w상의 정

상분 전압을 나타낸다. 이제 Fig. 3은 계통 연계형 3상

태양광 인버터의 전체적인 구성도를 나타내고 있다.

Fig. 3에서 Sync는 동기좌표를 Stat는 정지좌표를 나타

낸다. 또한 Grid는 3상 전력계통을 나타내며 중성점 제

어기는 Vdcp와 Vdcn을 입력으로 하여 PWM제어기로

입력 되는 구조이다. 

4. 실험 및 고찰

제안된 알고리즘의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Fig. 4와 같이 계통연계형 3상 태양광 인버터의 실험

환경을 구축하였다. 또한 태양전지를 대신하여 태양광

시뮬레이터인 레가트론사의 TopCon과 태양광 시뮬레이

터 프로그램 SasControl을 사용하였다. Fig. 4는 Fig. 1

에서 제시한 계통연계형 NPC 3상 3-레벨 인버터에

대한 프로토 타입이다. 또한 인버터와 부스트 컨버터

및 프로세서와 AD변환기 등에 대한 자세한 사양은

Table 3에 나타내었다.

Fig. 5, Fig. 6 및 Fig. 7은 제안된 중성점 제어 알고

리즘을 적용한 실험결과 들이다. 실험에 사용한 입력은

태양광 시뮬레이터를 사용하여 5 KW에서 10 KW 반

대로 10 KW에서 5 KW로 급격한 변동을 주어 일사량

Vup

Vu

2
-----

1

2 3

--------- Vv Vwcosθ–( )–=

Vvp Vup Vwp                                  

–=

Vwp

Vw

2
------

1

2 3

--------- Vvcosθ Vu–( )–=

⎭
⎪
⎪
⎪
⎬
⎪
⎪
⎪
⎫

Fig. 3. Overall block diagram for grid connect three phase inverter.

Fig. 4. Prototype of NPC PV 3 phase inverter.

Table 3. Parameter of NPC PV inverter

인버터

출력용량 10 kW

전력계통 3상 380 V/60 Hz

출력 인덕터 3 mH

부스트 컨버터 입력 인덕터 1.5 mH

Processor
DSP K60FX512VLQ15

시스템 클럭 150 MHz

A/D Converter
분해능 16 bits

주기 66.67 us

PWM 스위칭 주파수 15 k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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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은 기후 조건이 급격히 변하였을 때에도 안정적

인 동작을 하는지 검증하였다. 

Fig. 7에서 알 수 있듯이 0.3초 이내의 순간적인 솔

라의 입력 변동에도 안정적으로 중성점 전압이 제어

됨을 확인하였다. 또한 갑작스런 변동에도 중성점 전

압의 오차가 ±5 V이내로 제어되었다. 아울러 계통 연

계형 3상 NPC형 태양광 인버터가 10 KW로 발전하

고 있을 때 3상 인버터의 전류파형을 Fig. 8에 나타

내었다. 

Fig. 8에서 알 수 있듯이 3상 출력전류도 안정적으로

제어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5. 결  론

2레벨 인버터는 출력전압에 높은 고조파 함유, 효율

적 한계와 IGBT나 FET와 같은 스위치소자에 많은 스

트레스를 주는 단점이 존재한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NPC 또는 MNPC 3상 3레벨 인버터가 필요하며 이때

중성점 전압이 차이가 남으로써 인버터 출력 전류의

불평형과 고조파가 문제시 된다. 본 논문에서는 최근

각광받고 있는 NPC 3상 3레벨 태양광 인버터의 중성

점 제어 방법을 제안하였다. 제안한 중성점 제어방법은

안티 와인드업 PI제어기와 삼각파의 최대값 옵셋을 이

용하여 제어기를 구성하여 PWM제어를 하였다. 중성

점 전압제어기의 우수성을 보이기 위해 급격히 5 KW

에서 10 KW까지 솔라 시뮬레이터의 일사량을 변동했

을 때에도 중성점 전압의 변동폭이 ±5 V로 안정적인

중성점 전압제어가 이루어짐을 실험을 통해 확인하였

으며 또한 제안한 알고리즘의 우수성을 실험을 통해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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