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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변압기용 멀티레벨 H-bridge 컨버터에 적용한 간단한

전압 밸런싱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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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imple and practical voltage balance method for a solid-state transformer (SST) is proposed to reduce

the voltage difference of cascaded H-bridge converters. The tolerance device components in SST cause the

imbalance problem of DC-link voltage in the H-bridge converter. The Max/Min algorithms of voltage balance

controller are merged in the controller of an AC/DC rectifier to reduce the voltage difference. The DC-link

voltage through each H-bridge converter can be balanced with the proposed control methods. The design and

performance of the proposed SST are verified by experimental results using a 30 kW proto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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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기존의 전력 시스템에서 큰 부피를 차지하는 계통 주

파수 (50/60Hz) 변압기를 대체하기 위해서, 최근 고주파

절연 변압기 기반의 전력용 반도체 변압기에 대한 연구

가 많이 수행되고 있다[1]-[3]. 반도체 변압기는 기존의 저

주파 변압기에 비해서 자기소자의 부피 감소, 시스템 크

기 감소, 전력 품질 보상 기능, 양방향 전력변환 기능

등의 다양한 장점을 가진다. 특히 반도체 변압기는

AC/DC 컨버터의 직렬연결을 통해 13.2kV 이상의 중전

압 (MV, Medium Voltage) 계통 전원을 직류 배전 전압

인 LVDC(Low Voltage Direct Current)로 직접적으로
Fig. 1. Basic circuit of SST system.

전력변환 할 수 있다. 이를 통해서 반도체 변압기는 신-

재생원과 같은 분산전원과 계통의 쉬운 연계가 가능하

며, 계통과 분산전원사이의 인터페이스 장치의 역할로

능동적인 전력 관리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기존의 반도체 변압기 연구는 입력 측 전압 레벨 및

용량의 증대를 위해 멀티레벨 컨버터에 대한 연구와 양

방향 전력변환을 위한 양방향 절연형 DC/DC 컨버터의

병렬 운전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다[4]-[7]. 기본적

인 반도체 변압기는 그림 1과 같이 AC/DC 컨버터와 절

연형 DC/DC 컨버터의 직병렬 조합 형태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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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The proposed module structure of SST system.

높은 시스템 입력 전압에 대응 가능한 기존의 다양한

멀티레벨 컨버터중 CHB (Cascaded H-bridge) 컨버터는

시스템 모듈화의 용이성과 상용 소자의 정격전압을 고

려했을 때 반도체 변압기 시스템에 가장 많이 적용되고

있는 토폴로지이다. 또한, 양방향 절연형 DC/DC 컨버터

는 DAB (Dual Active Bridge) 컨버터가 주로 사용되며

컨버터의 1차단은 H-bridge 컨버터의 DC-link에 연계되

며 2차측 출력은 병렬로 구성된다.

반도체 변압기의 AC/DC 정류기 부분을 CHB 컨버터

로 구성했을 때 발생하는 문제점중 하나는 각각의

H-bridge 컨버터의 DC-link 전압 불평형이다. DAB 컨

버터의 소자 특성 오차 및 각각 컨버터 단의 유효전력

오차에 의해서 전압 불평형이 발생하며, 이러한 문제는

반도체 변압기에 적용된 반도체 소자의 스트레스를 증

가시키며, 과전압에 의한 시스템 신뢰성 감소 등의 문제

를 일으킨다. 특히 전압 불평형 문제는 반도체 변압기

시스템의 모듈에서 인가되는 유효 전력의 비율 차가 증

가하는 무부하와 경부하일 때 심각한 전압 불균형을 일

으키기 때문에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 다른 스위칭 패턴

을 이용하여 각각의 H-brdige 모듈의 DC 캐패시터의

충전과 방전을 조절하여 DC-link 불평형을 해결하는 방

법 및 H-bridge 모듈의 출력전압이 동일하면 각 모듈의

유효 전력 역시 동일하다는 것을 이용하여 각각의

H-bridge 모듈의 유효전력의 차를 이용하여 DC-link 불

평형을 해결하는 방법 등 기존의 연구에서 CHB 컨버터

의 전압 불평형을 줄이기 위해서 다양한 전압 밸런싱

방법이 제안되었다[8]-[10]. 그러나 이 방법은 각 모듈수

만큼의 추가적인 전압 불평형 보상용 제어기가 필요하

므로 많은 수의 불평형 보상 제어기 추가로 인해서 많

은 연산 시간을 필요로 하는 단점을 가진다.

본 논문에서는 간단하고 실용적인 전압 불평형 보상

Fig. 3. The proposed control diagram for the H-bridge

converter of SST system.

Fig. 4. Voltage unbalance characteristics of CHB converter.

제어기를 제안한다. 제안된 제어기는 추가적인 센서가

필요 없으며, 기존 AC/DC 정류기의 제어기에 최소한의

전압 보상 제어기만을 추가하여 CHB 컨버터의 전압 불

평형을 개선하였다. 제안하는 SST 시스템 및 전압 불평

형 보상 알고리즘은 성능은 30kW 반도체 변압기 시제

품을 통해서 검증하였다.

2. 제안하는 반도체 변압기 시스템

그림 2는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반도체 변압기의 단

위 모듈 구조이다. 제안하는 단위모듈은 H-bridge 컨버

터와 3-Port 출력 조건을 가진 NPC 구조의 DAB 컨버

터로 구성된다. 실제로 목표하는 시스템의 최종 사양은

제안하는 단위 모듈 10개를 직병렬 구성을 통해서 입력

단상 13.2kVac, 용량 150kW, ± 750Vdc 출력의 DC 배전

용 반도체 변압기 시스템이다. 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제

안하는 단위 모듈을 10개를 사용하는 시스템으로 확장

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멀티레벨 컨버터의 기본 특성 확

인 및 제안하는 밸런싱 알고리즘을 검증하기 위해서 2

개의 단위 모듈 직병렬로 구성된 5-level H-bridge 컨버

터와 2개의 DAB 컨버터를 병렬연결을 통해서 반도체

변압기 시스템을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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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The general voltage unbalance compensation controller.

Fig. 6. The applied Max/Min algorithm diagram for

detecting the maximum and minimum values.

따라서 본 논문에서 사용된 반도체 변압기 시스템의

CHB 컨버터의 용량은 30kW, 입력전압은 단상 2640Vac,

각 모듈의 DC-link 전압은 2000Vdc로 제어 된다.

3-Port DAB 컨버터의 입력전압은 H-bridge 컨버터의

DC-link 전압인 2000Vdc, 출력전압은 ± 750Vdc 바이폴

라 구조로 출력전압이 제어된다. 제안하는 3-Port DAB

컨버터는 옥외 DC 배전 전압인 ± 750Vdc 바이폴라 DC

배전에 적합하도록 두 개의 출력 포트가 독립적인 출력

전압이 가능한 특성을 가진다. 본 논문에서는 반도체 변

압기 시스템에 적용되는 CHB 컨버터의 출력 전압 밸런

싱 성능 개선과 관련된 내용에 집중하였다.

제안하는 CHB 컨버터에 사용된 제어기는 그림 3과

같다. CHB 컨버터가 입력 교류 전압을 DC-link 전압으

로 정류하기 때문에 제어기는 출력 전압 제어용 전압

제어기와 교류 입력 전류 제어용 전류제어기로 구성된

다. 전압제어기는 각각의 H-bridge 컨버터 출력

DC-link 전압의 합과 원하는 정류 전압 레퍼런스의 차

를 PI 제어기를 이용하여 입력 전류 제어용 전류 지령

치로 계산한다.

Fig. 7. The proposed voltage unbalance compensation

controller using Max/Min algorithm.

Fig. 8. Current reference applied the proposed voltage

unbalance compensation controller.

단상 전류의 THD 개선 및 제어기의 정상상태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 PR 제어기를 전류 제어기로 사용하였다.

제안하는 반도체 변압기 시스템에서는 최종적으로 전류

제어기에서 나온 교류 전압 지령치를 PSPWM (Phase

Shift Pulse Width Modulation) 방식으로 PWM을 출력

해서 멀티레벨 컨버터로 제어했다.

기본적인 CHB 컨버터는 그림 4와 같이 전체 출력 전

압의 합과 입력 전류 Iac 만을 제어하므로, 각 모듈의 커

패서터 충전양인 Ico1 과 Ico2 가 같은 크기로 제어된다.

따라서 뒷단의 DC/DC 컨버터의 부하량이 달라져서

H-bridge 컨버터의 출력 전류 Io1 과 Io2 의 크기에 차

이가 발생하면 CHB 컨버터의 DC-link 전압의 불평형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CHB 컨버터의 전압 불평형 현

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 모듈의 DC-link 커패시터

충전양을 다르게 제어할 수 있는 추가적인 제어 방법이

필요하다.

3. 제안하는 최대/최소값 검출 알고리즘을 이용

한 전압 불평형 보상 제어기

CHB 컨버터의 전압 불평형을 줄이기 위해서 다양한

전압 밸런싱 방법이 제안되었다. 그림 5는 기존에 제안

되었던 불평형 전압 밸런싱 방법 중 하나이다. 그림 5는

각 모듈수 만큼의 추가적인 전압 불평형 보상용 제어기



98 반도체 변압기용 멀티레벨 H-bridge 컨버터에 적용한 간단한 전압 밸런싱 방법

Fig. 9. Simulation results of the proposed voltage unbalance compensation controller using Max/Min algorithm in SST

system.

-가 필요하므로 모듈수가 많아질수록 모듈 수와 동일한

양의 불평형 보상 제어기 추가로 인해서 많은 연산 시

간을 필요로 하는 단점을 가진다. 그러므로, 본 논문은

최대/최소값을 찾는 알고리즘을 이용한 전압 불평형 보

상 제어기 제안을 통해서 PI 제어기의 사용량을 최소화

하였다.

그림 6은 적용된 최대/최소값 검출 알고리즘의 블록다

이어그램이다. 첫 번째 모듈의 전압을 최대값, 최소값으

로 설정하고 두 번째 모듈부터 순차적으로 N개의 모듈

까지 비교한다. 만약 비교되는 모듈이 첫 번째 모듈보다

크다면 최대값이 비교되는 모듈의 값으로 변경된다. 변

경된 최대값으로 다음 모듈과 비교하는 방식으로, 모듈

수 N개일 때, 최대값, 최소값 모두 비교하여 검출하는데

2*(N-1)번의 연산 횟수를 가진다.

그림 7은 제안된 최대/최소값 검출 알고리즘을 이용한

전압 불평형 보상 제어기이다. 출력전압을 모듈 수에 맞

게 크기순으로 정렬한 후, 최대출력전압과 최소출력전압

의 차를 P 제어기의 오차로 이용한다. 각 모듈에 사용될

전류 크기 지령은 식 (1)과 같이 최소전압의 모듈에는

전류 크기 지령에 P 제어기 출력을 더하고, 최대전압의

모듈에는 빼도록 제어기를 구성한다.

m ax    max m in 
m in    max m in 

(1)

그림 8과 같이 최대출력전압 모듈과 최소출력전압 모

듈의 교류 전류 지령치의 크기를 조절하여, 최소전압 모

-듈의 출력 커패시터에는 더 많은 전류를 충전하고, 최

대전압 모듈의 출력 커패시터에는 보다 적은 전류를 충

전함으로써 충전되는 전류의 크기를 조절한다. 제안된

제어기로는 이전에 제안되었던 전압 불평형 제어 방법

들처럼 각각의 모듈마다 추가적 제어기 계산이 최대/최

소값 검출 알고리즘과 제어기 하나로 불평형 보상 제어

가 가능하다.

4. 시뮬레이션 결과

본 논문에서는 SST 시스템에서 H-bridge 컨버터에

대한 제안된 최대/최소값 검출 알고리즘을 이용한 전압

불평형 보상 제어기를 검증하기 위하여 실험에 앞서 시

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시뮬레이션 조건은 최종 목표

시스템 사양인 입력교류전압 13.2kVac, 출력 직류전압

20kVdc 조건에서 15kW H-bridge 컨버터 모듈 10개를

적용하기 위한 제어기를 검증하였다.

그림 9은 H-bridge 컨버터 모듈 10개의 부하차로 인

하여 전압불균형이 발생하는 조건에서 제안된 시뮬레이

션이다. 10개의 모듈의 불평형 부하를 최대 ± 10% 발생

했다고 가정하였을 때, 출력 DC-link 전압의 불평형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150kW 부하 조건에서

0.4초 이후 제안된 최대/최소값 검출 알고리즘을 이용한

전압 불평형 보상 제어기를 사용하였을 때, 10개의

H-bridge 컨버터 모듈의 출력 DC-link 전압이 2000Vdc

로 동일하게 제어되었다. 0.6초 이후, 6,9번 모듈의 부하

를 감소시키고, 2,3번 모듈의 부하를 증가시켜 부하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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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meters Value

Cascaded H-bridge 2

Power 30 [kW]

Input Voltage 2640 [Vac]

Output Voltage 4000 [Vdc]

Switching Frequency 1.8 [kHz]

L filter 20 [mH]

Output Capacitor 360 [uF]

TABLE I

DESIGNED PARAMETER OF THE PROPOSED

H-BRIDGE CONVERTER

Fig. 10. Prototype of the proposed 30kW SST system.

-을 발생시켜도 제안된 알고리즘을 이용하면 출력

DC-link 전압이 일정하게 제어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

다. 0.8초 이후, –300kW를 스탭 부하로 인가해서 역방

향으로 –150kW 용량을 계통으로 전력을 전달해도 문

제없이 10개의 H-bridge 컨버터 모듈의 출력 DC-link

전압이 동일하게 제어되었다. 1초 이후, 앞서 0.6초때처

럼 임의적으로 부하를 가변해도 출력 DC-link 전압이

일정하게 제어되었다. 시뮬레이션 결과를 통해서 제안하

는 불평형 보상 제어기가 정상 상태 및 스탭 응답 부하

조건에서 출력 전압 밸런싱 제어 기능의 성능을 확인하

였으며, 동시에 제안하는 밸런싱 알고리즘이 10개의 모

듈 이상의 CHB 컨버터의 출력 전압 불평형 제어기로

적용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5. 실험 결과

표 1은 실험에 적용된 30kW 반도체 변압기 시제품에

서 H-bridge 컨버터의 설계 파라미터를 나타낸다. 그림

10은 실제로 구성한 30kW 반도체 변압기 시제품을 나

타낸다. 제안된 시스템은 두 개의 15kW 직렬 모듈로

구성된 5-level H-bridge 컨버터와 3-Port DAB 컨버터

모듈 2개로 병렬로 구성된다. H-bridge 컨버터는 입력

Fig. 11. Experimental results of H-bridge converter at

30kW.

(a)

(b)

(c)

Fig. 12. Experimental results of the proposed voltage

unbalance compensation controller using Max/Min algorithm

at 1500Vdc DC-link (a) Unbalance load state, 10ms/div (b)
Applied the proposed algorithm, 10ms/div (c) Applied the
proposed algorithm, 1s/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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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압 2640Vac를 출력전압 4000Vdc로 변환하고, 3권선

DAB 컨버터는 입력전압 4000Vdc를 ±750Vdc 바이폴라

구조로 출력전압을 제어한다. 제어주기는 스위칭 주파수

1.8kHz로 555[us]의 제어주기를 갖고 동작하며, 메인 제

어기로 TMS320F28377D를 이용하였으며 10개 모듈 시

스템 확장을 고려해서 CPLD를 이용해서 다출력 PWM

을 확보하였다.

그림 11는 5-level H-bridge 컨버터의 정격 30kW 동

작 파형이다. 계통의 단상 교류전압 220Vac를 트랜스포

머를 이용하여 입력전압 2640Vac만큼 상승시킨다.

H-bridge 각각의 모듈 출력 직류전압 2000Vdc를 하나

의 제어기로 제어하기 위하여, H-bridge 컨버터 모듈

전체 출력전압 4000Vdc를 전압제어기로는 PI 제어기,

전류제어기로는 PR 제어기를 사용하여 제어하였다. 다

음 입력출력전압 조건에서의 MI(Modulation index)는

0.93이다.

그림 12은 설계 조건과 동일한 0.93의 MI에서

1500Vdc 출력전압을 제어한다. 첫 번째 모듈에는 1.7kW

부하, 두 번째 모듈에는 1.5kW 부하에 전력을 공급한다.

200W의 불평형 부하를 인가함으로써, 첫 번째

H-bridge 모듈의 출력 커패시터에 충전되는 전류와 두

번째 모듈의 출력 커패시터에 충전되는 전류는 동일하

지만, 부하로 공급되는 출력 전류가 첫 번째 모듈이 두

번째 모듈보다 크다. 그러므로, 그림 12(a)와 같이 첫 번

째 모듈 전압은 700Vdc로 50Vdc 감소하고 두 번째 모

듈 전압은 800Vdc로 50Vdc 상승한다.

그림 12(b)는 제안된 최대/최소값 검출 알고리즘을 이

용한 전압 불평형 보상 제어기를 사용하였을 때, 전압

불평형 현상이 해결되는 파형이다. 첫 번째 모듈이 최소

출력전압 모듈이고 두 번째 모듈이 최대출력전압 모듈

이므로, 최대/최소값 검출 알고리즘을 이용한 전압 불평

형 보상 제어기로 인하여, 첫 번째 모듈의 교류 전압 지

령치가 두 번째 모듈의 교류 전압 지령치보다 크게 들

어감으로써 전압 불평형 현상이 해결된다.

그림 12(c)와 같이 1s/div의 긴 시간 축으로 적용한

알고리즘을 확인해보면, 1.2초 시간에 불평형 부하 조건

이 발생함으로써, 출력 DC-link 전압 불평형이 발생한

다. 6.4초 시간에 제안된 최대/최소값 검출 알고리즘을

이용한 전압 불평형 보상 제어기를 적용하였을 때,

DC-link 전압 불평형이 해결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6.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반도체 변압기 시스템의 간단하고 실

용적인 방법의 전압 밸런싱 방법을 제안하였다. 제안한

방법은 기존의 밸런싱 방법에 비해서 추가적인 센서가

필요 없으며, DC-link 전압의 최대/최소값 검출 알고리

즘을 AC/DC 정류기 제어기에 추가하여 전압 불평형을

해결하였다. 또한 시뮬레이션 및 실험을 통하여 제안하

는 전압 밸런싱 방법의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차후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밸런싱 알고리즘은 최종 목표로 하

는 입력 전압 13.2kVac, 출력 ± 750Vdc, 150kW급 용량

의 DC 배전용 반도체 변압기 시스템에 적용할 예정이

다.

본 연구는 한국전력공사 전력연구원에서 수행중인

"저압 직류배전망 독립성 실증 연구" 과제의 지원

을 받아 수행한 연구과제입니다. (D3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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