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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describes the design and implementation of a unit module for a 10 kVA class 13.2 kV/220 V

unidirectional solid-state transformer (SST) with silicon-carbide metal-oxide-semiconductor field-effect

transistors. The proposed module consists of an active-front-end (AFE) converter to interface 1320 V AC

voltage source to 2500 V DC link and an isolated resonant DC–DC converter for 500 V low-voltage DC

output. The design approaches of the AFE and the isolated resonant DC–DC converters are addressed. The

control structures of the converters are described as well. The experiments for the converters are performed,

and results verify that the proposed unit module can be successfully adopted for the entire SST 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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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스마트 그리드의 핵심요소 중 하나인 반도체 변압기

는 최근 20년간 전력전자와 전력용 반도체 기술의 급격

한 발전에 힘입어 빠르게 성장해왔으며 현재에도 세계

각국에서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1]-[4]. 반도체 변압기는

기존의 변압기가 수행하는 전압의 크기 변환과 절연이

라는 고유한 기능외에 PFC (Power factor correction),

선로 보호, 전력품질향상 등의 추가적인 순기능을 갖는

전력변환장치로 개발되고 있다. 이러한 기능들은 전력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배전망에서 중요한

부분으로 주목받고 있어 국내에서도 기초 연구가 활발

히 진행되고 있다[4],[5].

일반적으로 배전단에서 사용되는 반도체 변압기는 배

전단 1차측의 고전압과 수용가측인 2차측의 저전압을

연계하기 위하여 고전압과 저전압 전력변환회로를 갖추

고 있다. 배전단 1차측은 수 kV이상의 전압레벨을 갖기

때문에 이를 극복할 수 있는 회로구조와 소자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AFE(Active

front end) 컨버터를 직결(Cascaded)하여 다수대의 AFE

컨버터가 고전압을 분담하는 방식이 널리 사용되고 있

다[5]. 한편, 국내 배전 계통은 1차측 입력 상전압 실효값

이 13.2kV(선간전압 22.9kV)로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 높

은 실정이기 때문에 국내 배전 계통에 적용하는 반도체

변압기는 이러한 직결구조의 AFE 컨버터가 필수적이다.

또한 변압기의 절연기능을 구현하기 위하여 절연형

DC-DC컨버터가 AFE 컨버터와 결합된 형태로 한 모듈

을 구성하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 배전 계통에 적용이 가능한 반도

체 변압기 구현을 위한 단위 모듈 설계에 관해 기술한

다. 제안하는 반도체 변압기 단위 모듈 1개의 입력 전압

은 1.32kV로 전체 전압 대비 0.1pu의 전압 정격을 갖는

다. 따라서 이 단위 모듈 10개를 직결하여 국내 배전용

반도체 변압기로 사용할 수 있다. 제안하는 반도체 변압

기 모듈은 5-레벨 단방향 AFE 컨버터, 고압 DC와 저

압 DC의 연계를 위한 3-레벨 NPC(Neutral point cla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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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Proposed composition of unidirectional 13.2kV/220V

10kVA class SST.

하프 브리지 기반 절연형 LLC 공진 컨버터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하드웨어를 기반으로 제어의 단순화를 위

한 절대값 기반 전류 제어기와[10]-[12] 모듈레이션 기법을

제안하였다. 또한 3-레벨 NPC 회로 기반 공진형 컨버터

의 제어를 간략화하기 위하여 풀브릿지와 같이 2-레벨

로 작동하기 위한 모듈레이션을 구현하였다[13],[14].

제안한 회로와 모듈레이션 기법들은 실험을 통해 검

증하였으며, 추가적으로 2개의 단위모듈을 직결 구성하

여 제안하는 모듈의 입력전압과 전력용량 확장의 가능

성을 확인하였다.

2. 제안하는 반도체 변압기 구성

그림 1은 국내 배전 계통에 적용이 가능한 입력전압

13.2kV/60Hz를 갖는 단방향 10kVA급 반도체 변압기의

내부 블록 다이어그램을 나타내고 있다. 이 반도체 변압

기의 개별 모듈은 1kVA의 용량으로 AC-DC 변환을 수

행하는 AFE 컨버터와 절연형 DC-DC 컨버터로 구성되

어 있다. 각 단위 모듈의 AFE 컨버터들은 모듈별 위상

천이 변조(Phase-shift modulation)에 기반한 인터리빙

(Interleaving) 기법이 적용되어 자연스러운 멀티레벨 출

력 기능의 구현과 함께 1차측 입력 전류 리플을 크게

감소시킬 수 있다. 이러한 방식은 최근 고전압 응용분야

에서 주로 이용되는 방법이다[4],[6],[7].

AFE 컨버터의 직류링크에는 절연형 DC-DC 컨버터

가 결선되어 있다. 이 절연형 DC-DC 컨버터는 1차측

고압 직류링크와 2차측 저압 직류링크의 연계를 위하여

사용된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이를 위하여 이중 능동 브

리지 형태(Dual active bridge)형태의 컨버터가 주로 사

용되었으나, 본 논문에서는 제어의 단순화와 고효율화를

위하여 개루프로 동작하는 절연형 LLC 컨버터를 적용

하였다. 한편 이 반도체 변압기 단위 모듈들은 2차측 수

용가 부하 전력 공급을 위한 인버터가 접속될 수 있다.

2.1 AFE(Active-front-end) 컨버터

Fig. 2. Unidirectional 5-level AFE(Active-front-end) converter.

그림 2는 반도체 변압기 단위모듈의 AFE 컨버터부

회로구조를 보여준다. 제안하는 반도체 변압기는 배전단

1차측에서 2차측으로만 전력을 전달하는 단방향 변압기

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NPC 인버터의 최상단과 최하단

스위치를 각각 다이오드로 대체하여 효율향상과 제어의

단순화를 실현한다. 구성한 회로는 멀티레벨 기능을 수

행할 뿐만 아니라, AFE 컨버터에 사용되는 능동 스위칭

소자의 개수를 최소화함으로써 게이트 드라이버 및

PWM을 구성하기 위한 하드웨어 부담 또한 최소화 할

수 있다. 게다가 컨버터에 사용되는 스위칭 소자의 정격

전압을 직류링크 전압의 절반으로 줄일 수 있고 중

성선에 결선되어 있는 클램핑(Clamping) 다이오드를 통

하여 서지전압(Surge voltage)과 같은 순간적인 전압상

승을 완화하여 시스템의 신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장

점을 가지고 있다.

한편, 그림 2의 AFE 컨버터는 3-레벨의 상전압을 출

력하는 하프브리지 형태로도 구성이 가능한데, 이 경우

에는 풀브리지로 구성한 5-레벨의 AFE 컨버터보다 2배

많은 모듈의 수가 필요하게 된다. 다시 말해 3-레벨의

AFE 컨버터를 5-레벨의 AFE 컨버터와 같은 모듈수로

정류부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2배의 정격전압을 갖는 소

자를 사용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스위칭 소자의 전압정

격이 높을수록 스위칭 또는 전도 손실의 증가가 커지며,

스위칭 주파수 또한 높이 가져갈 수 없다. 따라서 전력

밀도 측면에서는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5-레벨 방식이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며, 효율과 제어특성 역시 더

우수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그림 2에서와 같이 AFE 컨버터의 스위칭소자를

MOSFET으로 사용함으로써 스위치의 역방향 도통시

MOSFET의 채널로 전류를 흐르게 할 수 있다. 이는

MOSFET에 내장된 바디다이오드의 도통 경로를 제거하

여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다. 그림 3은 이러한 기능을 구

현하기 위한 모듈레이션 블록다이어그램이다. 제안한

AFE 컨버터는 단방향 전력 전달만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단상 PFC회로의 제어와 같이 단방향 즉 정류된 전류 지

령 와 정류된 전류 궤환값 를 사용한다. 그림 3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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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Controller and modulator structures of the 5-level AFE converter.

는 제어기를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는 PI

(Proportional-integral)형태의 제어기를 채용하였다. 제

어기의 출력은 비교기 C1,C2,C3 그리고 C4에 입력되어

C1과 C3는 항상 on상태 C2, C4는 듀티에 따른 스위칭

신호(PWM)를 출력한다. 또한 서로 다른 레그의 C2와

C4의 캐리어에 180°의 위상천이를 적용함으로써 그림 5

와 6 (b), (c)의 경로를 형성하여 다중레벨의 출력전압을

가질 수 있다.

비교기를 거쳐 출력된 PWM은 전류지령값의 극성에

따라 스위칭 레그를 선택하는데, 이때 의 출력에 따

라 ,와 ,가 각각 상보적으로 동작한다. 그림 4는

그림 3의 출력신호를 시간축에서 나타낸 파형이다. 그림

3에서 전류지령의 극성이 양인 경우 비교기 의 값은

1이 된다. 이 때  ,는 듀티를 출력하는 C2와 C4에,

,는 항상 ON을 출력하는 C1와 C3에 각각 선택되어

출력하게 된다. 전류지령이 음일 경우에는 의 출력이

0으로 반전되어 PWM을 인가하는 스위치와 항시 ON상

태의 스위치를 상보적으로 변경하게 되고 전류지령과

센싱된 전류는 절대값을 취하기 때문에 
가 양일 경우

와 같은 방식으로 제어하게 된다.

표1은 그림 5와 6을 참조하여 스위칭 상태를 나타낸

것으로 전류의 방향에 따라 항상 ON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스위치를 확인 할 수 있다.

제안하는 AFE 컨버터는 단방향 회로이므로 컨버터에

서 바라보는 입력전압 를 로 정의할 수 있으며,

5-레벨의 출력을 갖기 때문에 의 전압레벨과 직류

링크 전압레벨에 따라 스위칭상태가 정해지게 된다.

§ ≤
일 경우 AFE 컨버터의 상전압은 ±,

0 레벨의 전압을 출력하여 전류제어 진행; 그림 5, 6

의 (a), (b), (c) 상태

Fig. 4. Output waveforms of comparator and gate signals.

(a) (b) (c) (d)

(g1,g2,g3,g4) (g1,g2,g3,g4) (g1,g2,g3,g4) (g1,g2,g3,g4)

  (1,1,1,1) (0,1,1,1) (1,1,0,1) (0,1,0,1)

  (1,1,1,1) (1,1,1,0) (1,0,1,1) (0,1,0,1)

TABLE Ⅰ

SWITCHING STATE OF FIG. 5 AND FIG. 6

WHERE ON; 1, OFF; 0

§ 
일 경우 AFE 컨버터의 상전압은 ±,

± 레벨의 전압을 출력하여 전류제어 진행; 그림

5, 6의 (b), (c), (d)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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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Current commutation modes when  .

Fig. 6. Current commutation modes when  .

2.2 절연형 DC-DC 컨버터

직결로 연결되어 분배된 입력전압을 제어하는 각

AFE 컨버터의 기준전위는 입/출력 전압에 따라 시변하

기 때문에 병렬로 연결된 하나의 직류전압원을 출력하

기 위해서는 DC-DC 컨버터의 1차측과 2차측의 전기적

절연이 필수적이다. 그림 7은 1차측과 2차측의 전기적

절연과 감압을 동시에 구현할 수 있는 절연형 DC-DC

공진컨버터 회로이다. 고주파 변압기를 이용하여 시스템

의 부피를 감소시켰으며, 2차측에 직렬로 연결된 공진커

패시터를 통해 ZVS(Zero voltage switching), ZCS(Zero

current switching)를 구현하였다. 또한 DC-DC 컨버터

역시 양방향의 전력전달은 불필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2

차측을 다이오드 브리지로 설계함으로써 능동 스위칭소

자의 수를 최소화 하였다.

Fig. 7. Isolated LLC resonant DC-DC converter.

Fig. 8. Proposed commutation modes of the isolated resonant

DC-DC converter.

2.5kV로 정류된 직류링크전압을 2-레벨의 회로로 구

성하기 위해서는 단일 스위치의 전압정격에 대한 부담

이 커져 하드웨어 구성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소자의

정격을 의 1/2로 줄일 수 있는 3-레벨의 회로구성이

효율적이다. 3-레벨의 회로로 구성한 공진 컨버터는 추

가적인 제어 알고리즘과 모듈레이션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를 간편화하기 위하여 그림 8과 같이 3-레벨 중 ‘0’전

압을 제외한 ± 만을 이용하도록 모듈레이션을 구

현하였다.

서로 상보적으로 동작하는 PWM을 상단에 있는 두

개의 스위치와 하단의 두 개의 스위치에 인가함으로써

2-레벨의 상전압을 출력할 수 있으며, 이는 풀브리지와

같은 동작을 가져 추가적인 알고리즘이나 하드웨어 구

성없이 3-레벨 회로로 2-레벨의 공진형 컨버터[15],[16] 구

동이 가능하다.

이와 같이 모듈레이션을 구현하여도 AFE 컨버터에서

직류링크 전압을 능동적으로 제어해주기 때문에 직류링

크 전압 불평형은 일어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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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Proposed unit module configuration for SST.

Fig. 10. Commutation modes of the isolated resonant DC-DC

converter and  , sec, , and sec referred in Fig. 9

(a) (b) (c) (d)

(g1,g2,g3,g4) (g1,g2,g3,g4) (g1,g2,g3,g4) (g1,g2,g3,g4)

(1,1,0,0) (0,0,0,0) (0,0,1,1) (0,0,0,0)

TABLE Ⅱ

SWITCHING STATE OF FIG. 9 WHERE ON; 1, OFF; 0

그림 10는 표 2에 나타낸 것과 같이 DC-DC 커너터

의 각 스위칭상태와 전류의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10의 (a)는 상위 2개의 스위치가 ON된 상태로 1차측은

의 상전압을 출력하며, 2차측 역시 고주파변압기의

권선비에 따라 감압된 전압을 출력하게 된다.

이때 2차측의 직렬로 결선되어 있는 공진커패시터와

변압기의 누설인덕턴스가 공진전류를 만들어 ZCS가 가

Fig. 11. Simplified block diagram of a single SST

module.

능하게 된다. (b)는 1차측의 모든 스위치가 꺼지는 데드

타임(Dead-time)구간으로 고주파변압기로 흐르던 전류

는 하단의 스위치 2기의 바디바이오드를 통하여 흐르

게 된다. 이때 하단의 스위치에 ON신호가 인가되면서

ZVS가 일어나게 된다. (c)와 (d) 구간 이전의 (a)와 (b)

와 유사한 형태로 각각 ZCS, ZVS로 도통하게 된다. 이

와 같이 소프트 스위칭(Soft-switching)을 할 경우 스위

칭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어 고효율의 성능을 구현할

수 있다[15],[16].

또한 고정된 스위칭 주파수, 고정된 듀티, 스위칭주파

수와 공진주파수의 비(Normalized switching frequency)

를 1로 설계함으로써 경부하에서 정격부하까지의 출력

전압이 변압기의 권선비에 따라 일정한 전압을 출력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이러한 설계는 직접적으로 센싱

하기 어려운 직류링크를 컨버터의 출력전압레벨에 따라

간접적으로 추정할 수 있기 때문에 고전압제어에 있어

매우 효율적이다.

3. 제안하는 단위모듈과 제어기 구조

10개의 모듈과 출력단으로 구성된 반도체 변압기의

단위모듈은 13.2kV의 0.1pu입력전압을 갖도록 설계하였

으며, 1.32kV의 교류전압을 2.5kV의 직류전압으로 능동

정류할 수 있다.

각 모듈의 직류링크에 결선되어 있는 DC-DC 컨버터

는 커패시터의 중성선을 통해 고주파변압기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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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Control structure of the unit module.

의 상전압을 인가하여 470∼500V의 직류전압을 최종적

으로 출력하게 된다. 전술하였듯이 출력전압은 경부하에

서 정격부하까지 전 영역에서 정전압을 출력하기 때문

에 그림 11과 같이 입력전압에 따라 변동하는 직류변압

기로 가정할 수 있다. 직류변압기로 가정된 DC-DC 컨

버터를 이용하여 컨버터의 출력를 제어하게 되면 1차

측 가 선형적으로 제어되어 고전압을 센싱하는 별도

의 하드웨어 없이 보다 간소한 방법으로 단위모듈의 직

류링크전압을 제어할 수 있다. 제안하는 단위모듈의 회

로와 제어기 구성은 각각 그림 9와 12에 나타내었다.

실제 실험을 위한 제어기는 그림 12와 같이 전압과

전류제어기 모두 PI제어기로 구성하였으며, 내측루프(In

ner loop)에 전류제어기를 갖는 직렬형으로 설계하였다.

전압제어기는 전류지령의 최대값을 출력하고 계통의

위상을 합성한 값을 전류제어기의 지령으로 사용하지만

실제 계통의 위상을 검출하기 위해서는 13.2kV의 입력

전압을 측정해야만 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산업에서

사용되는 전압센서는 입력전압을 절연할 수 있는 충분

한 절연강도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계통전압을 직

접적으로 측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매우 높

은 절연성능을 갖는 전압센서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

는 PT(Potential transformer)를 이용한 위상검출이 필

수적이다.

4. 실 험

실험은 그림 13, 14와 같이 전압조정기와 220V -

13.2kV 변압기를 직렬로 연결하여 출력전압을 수동제어

하였으며, 오실로스코프와 게이트 드라이버에 전원을 공

급하는 SMPS(Switching mode power supply)의 전기적

절연을 위하여 약 26kV의 절연성능을 갖는 절연변압기

2기를 사용하였다. 부하는 직류링크전압 2500V에서 약

1kW의 정격의 선형 저항부하를 결선하였다. 자세한 제

원과 하드웨어 구성은 표3, 그림 16에 나타내었다.

실험에 사용된 반도체 변압기 모듈은 Si 기반의 소자

대신 Cree社의 1700V급 SiC 소자를 적용하여 고전압

정격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수십kHz 이상의 높은 스위칭

주파수에서 동작을 구현하였다. 이러한 높은 스위칭 주

파수는 전류 리플을 크게 줄일 수 있어 동일 사양의 전

류리플 대비 시스템의 부피감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Fig. 13. Photograph of the experimental setup.

Fig. 14. Experimental configuration.

CONTENTS VALUES

Vari AC 220V-220V/15kVA

13.2kV to 220V transformer 50kVA

Input voltage level of system 1320V/module

Switching frequency

(AFE, DC-DC converter)
20k, 40kHz

DC-link capacitance 1250uF/film cap

DC-link voltage level 2500V

Grid inductance 10mH/4A

Load 1kW/module

MCU TMS320F28377S

TABLE Ⅲ

PARAMETERS AND VARI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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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AFE converter

(b) Resonant DC-DC converter

Fig. 15. AFE converter and DC-DC converter units.

게다가 SiC계열의 소자는 스위칭 손실이 비교적 낮아

고효율의 성능을 가질 수 있어 고전압 대역의 스위칭기

반 전력변환장치에 매우 적합한 소자이다[8]. 본 실험에

서는 AFE 컨버터와 절연형 DC-DC컨버터 모두 동일한

소자를 사용하였으며, 사용된 이산소자는 다음과 같다.

§ MOSFET : C2M1000170D, 1700V,4.9A/ Cree

§ DIODE : GP2D005A170B, 1700V,5A/ Global Power

§ DIODE BRIDGE : GHXS010A060S, 600V,10A/ 동일

게이트 드라이버에 인가되는 PWM은 포토커플러(Pho

to-coupler)를 이용한 전달방식을 채택하여 제어보드와

전력변환기의 전기적 접촉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였다. 이

러한 광케이블을 이용한 절연은 전력부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발 및 고장에 대한 신뢰성을 향상시킬 수 있으

며 특히 고전압을 제어하는 전력부의 높은 전위를 회피

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이다.

실험은 단일 모듈실험과 2직결 모듈실험으로 진행하

였으며, 단일 모듈실험을 통해 제안한 제어기와 모듈을

구성하고 있는 하드웨어의 성능을 검증하였고, 2직렬 모

듈 실험에서는 출력전압의 늘어난 다중레벨과 2배의 입

력전압 정격, 2배의 정격용량, DC-DC 컨버터의 병렬운

전 등 최대정격에서의 정상상태를 확인하였다. 또한 그

림 16,17 그리고 19의 전류파형은 보다 높은 분해능으로

파형을 확인하기 위하여 5개의 권선으로 묶여 있는 전

Fig. 16. Confirm the phases between  and  for PFC

function.

Fig. 17. Experimental result of single module.

Fig. 18. Secondary side output voltage and current at 2.5kV

of dc-link voltage.

력선의 전류를 측정한 파형으로 실제는 의 파형

으로 간주하여야 한다.

그림 16∼18은 단일 모듈실험에 대한 결과를 보여주

고 있으며 단일 모듈은 1320V의 입력전압에 1kVA의 최

대정격용량으로 실험을 진행하였다. 그림 16은 반도체

변압기의 주요한 특징 중 하나인 PFC기능을 검증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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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9. Experimental result of two cascaded modules.

위한 실험파형으로 계통의 입력전압과 AFE 컨버터를

통해 제어되고 있는 계통 전류를 보여주고 있다. 계통에

흐르고 있는 전류 는 PLL(Phase locked loop) 알고리

즘을 통해 얻은 계통의 위상정보로 제어되고 있으며 정

확하게 계통전압위상과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6의 에 많은 고조파가 포함되어있는 형태를 나

타내는데, 이러한 현상은 실험에 사용된 전압 가변 변압

기와 승압변압기(220V - 13.2kV)의 내부 임피던스에 의

한 전압 변동으로 실제 계통에서는 거의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그림 17에서 단위 AFE 컨버터의 5-레벨 상전압을 확

인할 수 있으며 최종적으로 470V로 감압된 DC-DC 컨

버터의 출력전압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8은 DC-DC 컨버터의 작동 및 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파형으로 AFE 컨버터를 통해 2500V로 정류된

직류링크의 전압과 절연변압기의 2차측 출력전압 그리

고 공진전류를 보여주고 있다. 공진전류가 0인 구간에서

스위칭 상태를 변환하여 ZCS가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림 19는 2개의 모듈을 직결하여 입력 2.6kV의 전압

을 갖는 2kVA의 최대부하 실험파형이다. 모듈간 위상천

이 모듈레이션을 이용하여 AFE 컨버터의 상전압이 9-

레벨로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다중레벨출

력은 실험결과에서와 같이 전류리플의 크기를 감소시켜

필터의 크기를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다.

6. 결 론

본 논문은 13.2kV의 10kVA급 반도체 변압기 개발의

일환으로 단위 모듈제작을 진행하였으며, 소자의 정격을

유지하기 위한 기법들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또한 연구

에 사용된 단방향 AFE 컨버터를 위한 새로운 회로와

모듈레이션을 제안하였고, 실험을 통하여 그 성능을 검

증하였다.

2.5kV의 고전압 직류링크 전압을 제어하기 위하여 전

부하영역에서 입력전압 레벨에 따라 출력전압이 변동하

는 DC-DC 컨버터를 설계하였으며, 높은 스위칭 주파수

를 이용하여 보다 최적화된 하드웨어를 구성하였다. 특

히 고전압에서의 높은 스위칭 주파수를 구현하기 위하

여 SiC기반 스위칭 소자를 도입하여 성공적인 실험결과

를 보여주었다.

또한 수·능동 소자의 정격을 유지하기 위하여 모듈간

의 직·병렬 연결된 모듈들은 결선된 수에 따라 제어 가

능한 입력전압의 범위와 정격용량을 증가시킬 수 있었

으며, 모듈간의 위상천이 기법을 이용하여 계통전류의

리플을 효과적으로 감소시켰다.

반도체 변압기를 구성하는 단위 모듈과 2직렬 모듈

실험결과들은 13.2kV의 입력전압을 갖는 반도체 변압기

에 대한 가능성과 성능을 충분히 보여주고 있으며, 향후

13.2kV를 입력으로 갖는 전체 모듈에 대한 연구가 진행

될 예정이다.

이 논문은 2014년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

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기초연구사업임

(No. 2014R1A1A2058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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