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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paper, we applied a three-level T-type inverter with the one more voltage level than two-level inverter. 

However, the three-level T-type inverter has a systematic problem with voltage unbalances. So neutral point control is 

essential. Therefore, the voltage unbalance problem of the three - phase inverter was confirmed to be controlled 

within 5V using the neutral point control algorithm in charge and discharge mode. In addition, total harmonic 

distortion was reduced in three phases (u phase, v phase, w phase) when neutral point control was performed in 

charging mode and also in three phases (u phase, v phase, w phase) in discharge mode. In this paper suggests a 

neutral point control algorithm to solve the voltage unbalance of a three-level T-type inverter, and shows the 

improvement of the performance of the proposed algorithm through experi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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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 

최근 화석 연료의 고갈과 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이 증

대되고 새로운 연료의 개발과 에너지 절약을 위한 노력

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비 고갈성 에너지이며 환경

친화적인 신재생 에너지를 이용해 전력을 생산하는 응용 

분야가 늘어나고 많은 연구와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이

러한 추세에서 신재생 에너지원과 계통과의 상호 연결을 

위한 고압 대용량 전력변환 시스템을 구현하는 여러 가

지 방법들 중 멀티 레벨 인버터 구조를 이용하는 방법이 

각광 받고 있다[1]-[3]. 

일반적으로 3레벨 인버터는 구조적으로 직류 링크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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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시터가 두개로 분리되어 구성되기 때문에 두 커패시터 

간의 전압 불균형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전압 불균형 

문제는 직류 링크 커패시터의 중성점 변동을 가져오게 

되어 인버터의 스위칭 소자와 직류단 커패시터에 전압 

스트레스를 가중시키고 출력 전압의 왜곡을 발생시킨다. 

그뿐만 아니라 전압 변동의 범위가 스위칭 소자가 견딜 

수 잇는 정격 전압을 초과하게 될 경우 3레벨 인버터의 

시스템의 스위치의 고장을 초래 할 수 있다[4]-[6]. 

3레벨 인버터는 기존의 2레벨 인버터에 비해서 인버터

의 출력 상전압의 dv/dt가 작아 고조파 왜율(THD)을 줄일 

수 있고, 출력 필터의 크기를 감소 시키고, 스위칭 소자의 

전압 안정도 또한 증가시킨다[7]. 

3상3레벨 T-type 태양광 인버터는 2레벨 인버터에 비해 

스위칭 동작에서 발생하는 고조파 성분을 줄일 수 있고 

출력 전압의 제어 응답 특성이 우수한 장점이 있지만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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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적으로 DC_Link단에 2개의 커패시터가 직렬로 연결되

어있는 구조로써 전압 불균형으로 인한 중성점 전압 변

동 문제를 구조적으로 갖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중성점 제어방법 알고리즘을 구현하여 전고조파 왜율 감

소를 실험을 통해 이를 검증하고자 한다. 

 

2. T-type 3레벨 인버터 
 

3레벨 인버터에 대한 많은 연구가 이뤄지고 있으며, 현

재 T-type 인버터가 3레벨 인버터 중 가장 뛰어난 토폴로

지이다. NPC 인버터에 비해 스위치 소자가 적기 때문에 

전도 손실이 더욱 작으며, 비용절감이 가능하다. 또한 커

패시터가 2개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2레벨 인버터보다 

스위칭 손실 및 노이즈 저감이 우수하다[8]. 

T-type 3레벨 인버터는 Fig. 1과 같이 각 상 마다 역병렬 

다이오드를 가진4개의 스위칭 소자로 구성되어 총 3상으

로 12개의 스위칭 소자, DC_Link단에 2개의 커패시터, L-C

필터, 계통으로 구성 되어있다. 4개의 스위치는 Su1과 Su3가 

서로 상보 동작하고 Su2와 Su4가 상보적으로 동작하는 특

성을 가진다. V상 W상도 U상과 마찬가지로 동작한다. 

또한 T-type 3레벨 인버터는 각 상에 대해 3가지의 스위

칭 상태를 가진다. 이러한 스위칭 상태를 조합하게 되면 

27개의 스위칭 상태를 만들 수 있고 T-type 3레벨 인버터의 

스위칭 상태에 따른 출력 전압, 스위칭 상태는 Table 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Table 1. Switching state of a three-level T-type inverter 

스위칭 

상태 

스위치 동작 

(x = u, v, w) 
출력 

전압 
Sx1 Sx2 Sx3 Sx4 

P ON ON OFF OFF Vdc / 2 

O OFF ON ON OFF 0 

N OFF OFF ON ON - Vdc / 2

 

3. 고조파 왜율 
(THD : Total Harmonic Distortion) 

 

고조파 왜율은 인버터/컨버터에서 AC출력이 얼마나 고

조파없이 깨끗하게 정량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지표로 

사용될 수 있으며 고조파 성분이 많을수록 THD값이 높

아지게 되며 파형이 정현파로부터 왜곡이 심하다는 것을 

의미한다[9]. 또한 고조파 왜율은 고조파의 RMS와 기본

파의 RMS의 비율로 식(1), (2)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
 = 

	 	 	 	∙	∙	∙	
   ··········· (1) 

= ∑
 = 

	 	 	 	∙	∙	∙	
     ··········· (2) 

 

식 (1)에서 전압의 고조파 왜율은 기본파 전압 실효값

(RMS)과 전압의 각 차수별 고조파 RMS합의 비율로 나타

낸다. 식 (2)에서 전류의 고조파 왜율은 기본파 전류 실효

값(RMS)과 전압의 각 차수별 고조파 RMS합의 비율로 나

타낸다. 

 

4. 고조파 저감을 위한 중성점 제어 
 

3레벨 인버터는 구조적으로 DC_Link단에 2개의 커패시

터가 직렬로 연결되어 있어 배터리 충∙방전시 전류 흐름

에 따라 와 의 전압 불평형 문제가 발생하기 때

문에 평형으로 맞추기 위한 중성점 제어가 필요하다. 중

성점 제어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출력에 좋지 않은 영

향을 미치거나 예상치 못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인

버터모드에서는 P상태가 길어지면 상측 커패시터의 전압

은 줄어들고 하측 커패시터의 전압이 증가하는 반면에 

정류모드에서는 하측 커패시터의 전압이 증가, 상측 커패

시터의 전압이 감소한다. 따라서 인버터의 동작모드에 따

라서 중성점 보상값이 서로 달라야한다[10]. 중성점 제어 

방식은 순시 와 의 값을 센싱하여 둘 사이의 오

차 값을 PI 제어기를 통해 나온 값을 각 상( , , )에 

더해 삼각파와 비교 후 PWM를 출력하여 중성점을 제어

하는 방식으로 제어한다. 

Fig. 1은 3상 3레벨 T-type인버터의 구성도로 2레벨 인버

터의 입력에 2개의 커패시터를 구성 하여 DC_Link단의 

전위를 2개로 분리하고 중성 점에 2개의 스위치를 구성

하여 전류가 흐를 수 있도록 한 구조이고 L-C필터를 구성

하여 고주파 제어 및 펄스 신호를 평활하여 정현파 신호

로 출력하는 역할을 한다. 상단, 하단 스위치가 하나인 특

징을 가진다. 

Fig. 2는 3상 3레벨 T-type 인버터의 동작 모드로 출력의 

전압, 전류의 방향에 따라 총 6개의 모드 동작을 나타낸

다. 우선 방전 모드의 경우 계통과 전압, 전류가 동일의 

위상을 유지하고양의 주기를 가질 때는 Mode1와 Mode2

로 동작을 하고 음의 주기를 가질 때는 Mode 5와 Mode6으

로 동작을 한다. 충전 모드의 경우 전압은 계통과 동일한 

위상을 유지하고 전류는 180°의 위상차를 가지고 동작하

고 양의 주기로 동작 할 때는 Mode4와 Mode5로 동작하고, 

음의 주기로 동작할 때는 Mode2와 Mode3으로 동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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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실험 결과 및 고찰 
 

5.1 T-type 3 레벨 인버터의 고조파 측정 
T-type 3레벨 인버터의 고조파 측정은 Newtons4thLtd(N4L)

사의 3채널 전력 분석기 PPA5530를 이용하여 1채널은 u상, 

2채널은 v상, 3채널은 w상을 연결하여 충전모드, 방전모드

에서의 중성점 제어를 했을 때와 안 했을 때의 3상 전류 

고조파를 측정하여 비교하였다. 

  
Fig. 3. Harmonic of current when neutral control in charge 

mode. 

 
 
 

 
Fig. 1. Three-phase T-type inverter configuration diagram. 

 

 
Fig. 2. Operating modes of three-phase T-type inver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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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은 입력단 전류 20A로 충전 모드 상태에서 

DC_Link단의 중성점 제어를 했을 때의 3상의 전류 고조

파를 분석한 것이다. 이때 THD는 u상=3.228%, v상=3.318%, 

w상=4.118% 이다. 

 

 
Fig. 4. Harmonic of current when not neutral control in 

charge mode. 

 

Fig. 4는 입력단 전류 20A로 충전 모드 상태에서 

DC_Link단의 중성점 제어 안 했을 때의 3상의 전류 고조

파를 분석한 것이다. 이때 THD는 u상=4.235%, v상=4.106%, 

w상=4.679% 이다. 

 

 
Fig. 5. Harmonic of current when neutral control in 

discharge mode. 

 

Fig. 5는 입력단 전류 20A로 방전 모드 상태에서 

DC_Link단의 중성점 제어를 했을 때의 3상의 전류 고조

파를 분석한 것이다. 이때 THD는 u상=3.228%, v상=3.318%, 

w상=4.118% 이다. 

Fig. 6은 입력단 전류 20A로 방전 모드 상태에서 

DC_Link단의 중성점 제어를 안 했을 때의 3상의 전류 고

조파를 분석한 것이다. 이때 THD는 u상=3.228%, v상

=3.318%, w상=4.118% 이다. 

 

 
Fig. 6. Harmonic of current when not neutral control in 

discharge mode. 

 

고조파 측정을 통해 중성점 제어를 안 했을 때 2차, 4차 

고조파가 중성점 제어를 했을 때보다 증가하여 THD가 

증가한 것을 알 수 있고 모든 차수의 고조파가 3%이내로 

나옴을 알 수 있다. 

 

5.2 충∙방전모드 전압, 전류 제어 
충전모드, 방전모드에서 출력 3상(u상, v상, w상) 전압, 

전류 파형 및 DCP, DCN 전압 측정은 LeCroy사의 1GHz의 

104Xi오실로스코프, 차동 프로브인 ADP305장비, 전류 프

로브 CP030 장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Ch3 : Vwn

Ch3 : Vun Ch4 : Iu

Time [10ms/div.]Ch3 [200V/div.] Ch4 [20A/div.]

Ch3 : Vvn Ch4 : Iv

Ch4 : Iw

Ch1 : DCP Ch2 : DCN

Ch1 : DCP Ch2 : DCN

Ch1 : DCP Ch2 : DCN

Ch1 [50V/div.]
Offset [-200V]

Ch2 [50V/div.]
Offset [-200V]  

Fig. 7. Current waveform when neutral control in charge 

mode. 

 

Fig. 7은 입력 전류 20A로 충전모드에서 중성점 제어 결

과 3상(u상, v상, w상)의 전압 및 전류 파형을 나타낸다. 전

압은 계통의 위상과 동일하고 전류는 180°의 위상 차를 

갖는다. u상은 225V, 11.05A, v상은 219.6V, 10.66A, w상은 

220.8V, 10.75A로 계측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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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3 : Vwn

Ch3 : Vun Ch4 : Iu

Time [10ms/div.]Ch3 [200V/div.] Ch4 [20A/div.]

Ch3 : Vvn Ch4 : Iv

Ch4 : Iw

Ch1 : DCP Ch2 : DCN

Ch1 : DCP Ch2 : DCN

Ch1 : DCP Ch2 : DCN

Ch1 [50V/div.]
Offset [-200V]

Ch2 [50V/div.]
Offset [-200V]  

Fig. 8. Current waveform when neutral control in discharge 

mode. 

 

Fig. 8은 입력 전류 20A로 방전모드에서 중성점 제어 결

과 3상(u상, v상, w상)의 전압 및 전류 파형을 나타낸다. 이

때 전압, 전류는 계통의 위상과 동일하다. u상은 229.5V, 

8.12A, v상은 228.8V, 8.12A, w상은 227.8V, 8.16A로 계측 되었

다. Fig. 7, Fig. 8에서 알 수 있듯이 충전모드, 방전모드일때 

모두 중성점 전압이 5V이내로 제어됨을 알 수 있다. 충전

모드, 방전모드에서 출력은 계통의 위상 및 주파수를 동

일하게 제어하기 위해 계통 주파수와 위상을 따라 제어

하는 PLL(Phase Lock Loop)기법을 사용하여 계통의 전압 위

상과 인버터의 전류 위상이 동일함을 실험을 통해 확인

하였다. 

 

6. 결  론 
 

2레벨 인버터에 비해서 인버터의 출력 고조파를 줄일 

수 있는 3레벨 인버터를 적용하여 구조적으로 가지고 있

는 중성점 불평형 문제를 충전모드, 방전모드 상태에서 

중성점 제어를 통하여 중성점 제어를 적용하지 않았을 

때와 비교하여 THD개선과 중성점 제어를 실험을 통해 

확인하였다. 

우선 충전 모드 상태에서의 중성점 제어를 했을 때 

THD는 u상=3.288%, v상=3.318%, w상=4.118%로 측정되었다. 

반면에 중성점 제어를 하지 않았을 때 THD는 u상=4.235%, 

v상=4.106%, w상=4.679%로 측정되었다. 중성점 제어 결과 

u상=1.007%, v상=0.788%, w상=0.561%의 THD 절감 이 이루

어졌다. 방전 모드 상태에서는 중성점 제어를 했을 때 

THD는 u상=4.255%, v상=3.303%, w상=3.600%로 측정되었고 

중성점 제어를 하지 않았을 때 THD는 u상=5.018%, v상

=4.122%, w상=4.372%로 측정되었다. 중성점 제어 결과 u상

=0.763%, v상=0.819%, w상=0.772%의 THD 절감이 이루어짐

을 실험을 통해 확인을 하고 중성점 제어 결과 중성점 전

압의 오차가 5V 이내로 제어됨을 확인을 통해 중성점 제

어의 우수성을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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