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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상 NPC Module– 3직렬 Cascade 구성 방식의 75KVA급

단상 지능형 변압기 개발

박주영✝, 니이테게카1, 조경식1, 김명룡2, 박가우1

Single Phase NPC Module - Development of 75KVA Single Phase Smart

Transformer with 3 Serial Cascade Configuration

Ju-Young Park✝, Gedeon Niyitegeka1, Kyeong-Sig Cho1, Myung-Yong Kim2, and Ga-Woo Park1

Abstract

In this paper, we propose a smart transformer for a smart transformer miniature model, which can replace

a 60 [Hz] single-phase transformer installed in an electric vehicle. The proposed smart transformer is

lighter than a conventional transformer, can control instantaneous voltage, and can be expected to improve

power quality through harmonic compensation. The proposed intelligent transformer consists of an incoming

part, an AC/DC converter, and a dual active bridge. Only the incoming part and the AC/DC converter are

described in this paper. The proposed intelligent transformer has 75 kVA 3.3 kV input and 750 V DC output,

which are verified by simulation and experiment.[1]

Key words: NPC converter, Cascade converter, Dual active bridge, Voltage balancing, Start transformer,

Electric train

1. 서 론

최근 전력용 반도체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고전압 고

전류의 대용량 시스템에 적용 가능한 전력용 반도체 소

자가 활발히 출시되고 있다. 대용량 시스템에 적용하기

위한 전력용 반도체 소자의 상용화는 지금까지 불가한

것으로 여겨졌던 배전급 전압시스템에 전력전자 기술을

바탕으로 하는 컨버터를 적용한 시스템의 가능성을 크

게 증가시키고 있다. 특히 이러한 고압 반도체스위치를

이용해 60Hz 입력 전력을 수 kHz 이상의 AC 전력으로

변환 후 출력 측에 필요한 저 전압 DC 전력을 공급하

는 반도체 변압기 혹은 지능형 변압기 기술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전력변환에 필요한 Transformer,

Rector 및 Capacitor 등 수동 소자의 크기를 줄일 수 있

으며, 이에 따라 시스템을 경량화 할 수 있다[2-4].

Fig. 1. Structure of the smart transformer.

철도차량용 주 변압기는 전차선으로부터 입력되는 25

[kV], 60 [Hz] 교류전압의 크기만을 변환하는 기기로서

큰 인덕턴스를 위한 대량의 권선과 철심 코어 사용으로

사이즈가 크며, 고전압의 절연을 위한 절연유의 사용 등

에 따라 낮은 중량 대 출력 비(약0.2~0.35 MVA/ton)[5]와

환경 문제, 기구적 취약성이 있으며, 절연유가 오염되는

경우 변압기 수명단축, 전력 품질 저하, 전력손실의 증

가 등의 단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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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Modules structure.

Fig. 3. Structure and control of the smart transformer.

본 논문 의 목적은 철도차량에 사용되는 기존의 변압

기를 대체하는 반도체 변압기를 개발하기 위해서, 실제

25kV의 입력에 1MVA급의 변압기 제작에 앞서,

3300Vrms 입력의 75 kVA급으로 축소하여 설계 및 제

작하며, 반도체 변압기의 원리 구현을 통한 핵심기술을

검증하는 것이다. 본 논문은 철도 차량의 주 변압기를

대체할 25kV 입력에 1MVA급 용량을 가지는 지능형 변

압기의 구조를 제안하며, 제안한 지능형 변압기의 모듈

Capacitor 전압을 균등하게 유지 시키는 3가지 제어기를

검증하였다. 제안한 구조 및 제어 시스템은 75kVA급

3300Vrms 단상 입력, 750VDC 출력의 축소 시스템으로

설계 및 제작하였고, 이를 검증하기 위해서 PSIM 시뮬

레이션과, 실험을 수행하였다.

2. 제안한 시스템 구성

그림 1은 1MW급 25000[V] 지능형 변압기의 구조이

다. 제안하는 1MW급 지능형 변압기는 크게 AC/DC

Converter와 DAB Converter 2 Part로 구성되며,

AC/DC Converter Part는 계통 입력 전압 AC 25[kV]를

Item Real
System

Propose 
System

Input power 1MVA 75 kVA

Rated input voltage 25 kV 3.3kV

Input power factor ≥ 0.95 ≥ 0.95

Modulation index 0.90 0.86

Switching frequency 5 kHz 5 kHz

Module DC voltage 1.8 kV 1.8 kV

DAB Output DC voltage 1.5 kV 0.75 kV

Number of modules 22 EA 3 EA

Fig. 4. Incoming part.

Fig. 5. NPC converter design drawing.

TABLE I

SMART TRANSFORMER DESIGN PARAMETER

Cascade 방식으로 직렬 구성되며, DAB Converter Part

는 출력 부하에 병렬운전 방식으로 구성된다. 제안한 지

능형 변압기는 총 모듈 22개의 지능형 변압기 Module로

구성된다. 그림 2는 1MW급 지능형 변압기를 구성하는

모듈의 구성을 보여준다. 지능형 변압기 모듈은 AC/DC

변환 NPC Converter Part와 DAB Part & AC/DC

Converter와 DAB를 연결하는 DC Link Part로 구성된

다. 또한 DAB Converter Part는 NPC Inverter와 고주

파 변압기 & Full Bridge Converter로 구성된다. 표 1은

제안한 지능형 변압기의 실제모델과 축소형 모델의

Parameter 값을 비교한 표이다. 축소형 지능형 변압기는

3300Vrms 단상 입력전원으로부터 750Vdc의 직류 출력

전압을 생성한다. 축소형 지능형 변압기는 그림 3에서 같

이 3개의 NPC Full Bridge 컨버터를 직렬로 연결하는

Cascade 컨버터로 구성되며, 3병렬로 동작하는 DAB 컨버

터의 구조로 구성된다. DAB Converter역시 NPC Full

Bridge 형태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하와 연결된 출력 측

AC/DC 컨버터는 2레벨의 Full Bridge 컨버터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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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NPC full bridge circuit.

Fig. 7. AC/DC converter control block.

2.1 Incoming Part

Incoming Part는 그림 4와 같이 구성되며, 계통과 전

력 변환장치를 전기적으로 차단기능과 함께 지능형 변

압기의 DC Link를 초기 충전하는 기능과 계통 전압 및

입력전류를 Sensing 하는 기능을 한다. VCB는 입력 전

압을 인가 또는 차단하기 위하여 사용하였으며, 초기 충

전 저항을 컨버터 입력단과 연결하기 위한 F.C VC와

초기충전 후 동작을 위해 계통과 컨버터를 연결해 주는

Main VC로 구성이 되어 있다.

2.2 AC/DC Converter Module

그림 5는 AC/DC Converter module을 구성하는

IGBT 배치 및 배선 방식이다. 제안한 지능형 변압기는

AC 25[kV]를 입력 전원을 22직렬 방식 Cascade 방식으

로 분압하는 방식으로 각 Converter Module에는 각 각

약 AC 1100[V]로 인가 된다. AC/DC Converter 모듈은

입력 AC 1100[V]의 전원을 DC 1800[V]로 승압하여 DC

Link 전압을 제어하여야 하며, AC/DC Converter 구성

NPC Topology 방식 특성상 IGBT 소자 양단 전압은

DC Link 전압의 절반인 900[V]가 인가된다. AC/DC

Converter 모듈의 IGBT 사양은 DC Link 상, 하단

balancing 오차 및 Cascade 직렬 Capacitor Bank간의

balancing 오차 마진율 및 소자 양단의 Vce Peak 전압

의 마진율을 고려하여 1700[V]급으로 선정하였다. 현재

상용화된 NPC 멀티레벨 패키지 모델은 최대전압은

1200V 이상 패키지 구성이 없는 관계로 본 논문에서는

그림 6과 같은 구성으로 1700V Half Bridge Type을 이

용하여 NPC모듈을 구성하였다. 그림 5는 컨버터 한

Reg 설계그림이며, 그림 6은 NPC 컨버터의 모듈 회로

Fig. 8. PWM EXT B/D diagram.

Fig. 9. AC/DC converter PLL control block.

TABLE Ⅱ

NPC SWITCH STATES

switch states

First leg               

Second leg               

도 이며, 표 2은 NPC컨버터의 스위치 상태를 나타내는

표이다.

2.3 직렬 Cascade Converter

본 논문에서는 3직렬 연결된 NPC H-Bridge 컨버터의

제어기에서 교류 전력을 적절하게 분배하여 입력 받는

방법으로 Capacitor 전압의 균형 제어를 구현한다. 이러

한 방법은 DAB 컨버터를 하나의 제어기로 병렬운전이

가능하게 하는 장점을 갖는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원

리를 구현하기 위해 3가지의 제어기로 구성된 직류

Capacitor 전압의 균형 제어 방법을 이용하였다[6]. 그림

7은 3직렬 Cascade Converter 제어 블럭도 보여준다.

AC/DC Converter에서 보듯 Capacitor의 전압을 일정하

게 제어하기 위한 첫 번째 제어기는 각 Capacitor 전압

의 평균값을 일정한 Reference로 제어하는 구성되며, 제

어기의 출력은 전류제어기의 지령 전류 값으로 변환되

고, 두 번째 NPC Balancing 제어기로 NPC Converter

상 하단 전압간의 Balancing을 제어한다. 그리고 세 번

째 제어기는 Cascade Balancing 제어기로 서로 다른 3

개의 Cascade 출력간의 전압 균형 제어를 수행한다. 식

(1)를 보면 교류 단에서 입력되는 전력이 최종 직류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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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출력 전력과 같다면, 6개의 DC Link에 저장된 에너

지의 합은 항상 일정하게 제어될 수 있다.

     (1)

제어기로는 DSP 28335를 사용하였는데, 28335의

PWM 채널은 12개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AC/DC

converter의 PWM 채널 24개를 동작 시킬 수가 없다.

따라서, AC/DC Converter 의 24 Chanel PWM 동작을

위해서 그림 8과 같이 12개 채널의 PWM을 24개의 채

널로 확장시켜주는 PWM EXT B/D를 설계하여 제작하

였다.

그림 9는 LPF를 고려한 PLL 시스템의 모델링을 나

타내며 LPF는 식 (2) 와 같이 1차 지연요소로 볼 수 있

다.

 


(2)

그림 9의 LPF를 고려한 PLL 시스템의 폐루프 전달

함수는 식(3)과 같이 계산된다.

 




 

 



 
   







(3)

여기서 는 PI 제어기의 비례이득이고, 는 PI 제어기의

시정수이다. 또한 는 LPF의 대역폭이다. PLL 시스템의

폐 루프 전달함수를 일반적인 2차 제어 시스템 모델과

같아지도록 하기 위해 근사적으로 극점과 영점을 상쇄

될 수 있도록 하면 식(4)와 같이 임의로 설계할 수 있

다.

mod ≅



 






(4)

여기서는 제동 비이고 는 PI 제어기의 대역폭이

다. 이러한 관계를 이용하기 위하여 =1인 경우로 가정하

고, 식(3)과 식(4)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이 식(5)와 식(6)

을 유도 할 수 있다. 따라서 전체 시스템 대역폭 을 설

정하면 식(5)에 의해 적절한 LPF을 설정할 수 있으며,

식(6)에 의해 LPF를 고려한 PLL 시스템의 PI 게인을

설정 할 수 있다.

   (5)

 


 





(6)

Fig. 10. AC/DC converter simulation control block.

Fig. 11. (a) Carrier&Reference, (b) PWM gate,

(c) Line voltage

Fig. 12. DC link voltage control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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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3. (a) DC link voltage, (b) Input AC voltage,

(c) Input AC current

Fig. 14. NPC DC voltage balancing controller.

Item Value

Vac 3.3 kV

DC Link capacitor, 1.68 mF

Line impedance R=5.424 [Ω], L=890 [μH]

Filter Inductor 8 mH

 128 Ω

Switching frequency 5 [kHz]

TABLE Ⅲ

SIMULATION PARAMETER

3. 시뮬레이션 결과

그림 10은 AC/DC Converter Simulation Control

Block을 보여주며, 축소형 지능형 변압기 실험 및 제작

에 앞서 제어기의 검증을 위해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였

다. 시뮬레이션 툴은 PSIM을 사용하였고, 실제 시뮬레

이션은 C Code를 활용하여 C Block을 통해 진행되었다. 
회로의 변수는 표 3과 같다.
그림 11의 시뮬레이션 결과는 단일 NPC모듈의 PWM

파형을 보여준다[7].

삼각파 비교 방식을 이용하여 PWM방식을 구현하였

다. 삼각파 비교방식의 전압변조방법의 기본 동작 원리

는 지령 폴 전압과 삼각파를 비교하여 그 크기를 비교

하여 인버터 각 상의 스위치를 조작하는 것이다[8]. 삼각

파 비교방식은 샘플링시간 단위로 제어되므로 동 특성

이 우수하며 스위칭 주파수가 삼각파의 주파수로 일정

하게 유지된다. NPC converter의 삼각파의 방식은 삼각

Fig. 15. (a) Gate reference, (b) DC link voltage

Fig. 16. Cascade phase shift 120

Fig. 17. Cascade voltage balacing controller.

Fig. 18. Cascade voltage balancing control.

파에 옵셋을 주는 형태와 삼각파의 위상차이를 주는 방

식이 있는데 본 논문에서는 옵셋을 주는 형태를 이용하

였다.

그림 13은 DC link voltage controller 와 single

current controller의 성능을 검증한 시뮬레이션 결과이

다. 그림 12는 DC link voltage controller의 구조를 나타

내고 있으며, DC link의 전압은 900V Ⅹ 2 = 1800V로

제어가 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으며, 역률은 0.95이다.

그림 16은 시뮬레이션 결과는 컨버터 Carrier 간 120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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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 Value

Input power 75 kVA

Input voltage AC 1.4 kVrms

DC Link Voltage DC 2700V

DC Link capacitor, 1.68 mF

Filter Inductor 8 mH

Switching frequency 5 [kHz]

Configuration method Single NPC – 3 Cascade

DC Link Reference 900[V]

TABLE Ⅳ

EXPERIMENT PARAMETER

Fig. 19. Smart transformer production photos.

Fig. 20. DC link charge test.

Fig. 21. 1Phase NPC module.

Fig. 22. Converter 1arm IGBT Vce&NPC input

voltage.

Fig. 23. NPC input voltage.

위상차이를 준 Vc, Vref 파형이다. 그림 17은 세 번째

제어기인 cascade voltage balancing controller를 보여주

는 그림이다. 그림 3에서 AC 전력은 3개 모듈의 AC 전

력의 합과 동일하다. 3개의 모듈에 흐르는 상 전류는 공

통으로 흐르기 때문에, 각 모듈의 상 전압의 크기를 조

절 함으로써 각 컨버터 모듈로 공급되는 교류 전력의

차이를 제어할 수 있다. 이를 수식으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7)

     (8)

    (9)

그림 18을 보면 Capacitor Unbalancing을 위한 부하를

추가 하기 전까지는 동일한 부하이므로 첫 번째 제어기

의 동작에 의해 전압이 균형제어가 되고 있고, 0.2초부

터 전압이 균형이 벌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제어

기가 동작하는 시점인 0.4초부터 균형제어가 되고 있다.

시뮬레이션 결과 DAB와 3병렬로 연결된 직류전압을 제

어하는 첫 번째 제어기와 DC Link의 Balancing 제어를

위한 두 번째 세 번째 제어기 모두 직류 전압제어를 잘

수행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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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4. Cascade PWM phase 120 degree.

4. 실험결과

표 4는 축소형 지능형 변압기 제작 및 실험 사양을

보여준다. 그림 19는 축소형 지능형 변압기 제작 사진을

보여준다.축소형 지능형 변압기 구성은 왼쪽에부터

Incoming Part, AC/DC Converter, DAB Converter 순

서로 되어 있다. Incoming part에는 각 지능형 변압기

모듈 별로 제어전원을 절연 시켜주기 위해 절연 트랜스

포머가 추가 된 형태로 제작되었다.

4.1 Incoming Part 동작 Test

고전압의 전력변환기기를 제어하기 위해서는 단상 AC

전압을 입력 또는 차단하는 동작을 시행하게 되는

Incoming Part의 동작 또한 중요하게 되는데, 그림 20은

계통 단상 전원 인가 후 초기 충전 저항 MC Turn On

시 입력 과전류 측정과 DC Link 충전 시간을, Main

MC turn on 시 입력 과전류 측정과 DC Link의 변화를

측정 하였다. 초기 충전 시간은 약 2초로 동작하며,

Main MC Turn On 동작 시 8A의 피크전류가 있는 것

을 확인하였다.

4.2 AC/DC Converter Part

위 그림 21은 NPC part의 제작 사진이다. 모든 전력

선을 Bus-bar 형태로 제작하여, 라인 impedance에 의해

DC link의 전압 Balancing이 영향을 받는 것을 최소화

하는 형태로 제작 되었으며, 2개의 ARM으로 Full

Bridge 방식으로 구성하였고, 이를 Cascade 3직렬연결하

는 형태로 1800V의 입력전압을 600V로 분압 하였다. 그

림 22는 지능형 변압기 1모듈의 무부하 운전 실험 결과

이며, 입력 전압 AC 300[V], DC Link는 450[V] 제어 결

과 이다. 그림 22파형은 (a) - 제어보드 S1 PWM출력,

(b) - Gate Driver B/D Vge, (c) - IGBT의 Vce, (d)

– AC/DC Converter Module 입력 상 전압 순이다. 위

파형을 통해 AC/DC Converter Module 실험 결과 DC

Link 전압 제어 및 NPC 멀티레벨 동작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림 23은 지능형 변압기 모듈 3개의 선간 전압

입력을 보여주는 실험결과이다.

Fig. 25. Experiment result.

Fig. 26. Experiment monitoring test result.

PWM에 의해 발생하는 전력 불균형을 피하기 위해

앞에서 설명하였듯 본 논문에서는 Cascade방식의 구현

을 PWM Carrier의 120도 위상차이를 주는 방식으로 구

현하였다. 그림 24는 그림 23을 오실로스코프에서 확대

한 결과로써 120도의 위상차이를 보여주는 파형이며, 그

림 25는 축소형 지능형 변압기 시험 결과 파형을 보여

주며, 그림 26은 지능형 변압기 모니터링(HMI) 화면을

보여준다. 축소형 지능형 변압기 운전 조건은 표 4에서

같이 DC Link 지령치 900[V]를 설정하였으며, 입력 전

압 1400[V]를 인가하여 축소형 지능형 변압기 운전 동

작을 확인 하였다. 그림 26을 통해 운전 지령치 900[V]

설정을 확인 할 수 있으며, 지능형 변압기 Capacitor

Bank 전압은 2700[V] 제어로 설정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각 AC/DC Converter DC Link 전압이 분압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시험 결과 각 AC/DC Converter

Module 내부의 DC Link Balancing은 900[V] 기준으로

오차 전압 2.4[V], 0.5[%]의 결과를 확인 할 수 있으며,

Cascade Module의 Capacitor Bank Balancing은

2700[V] 기준으로 15.4[V], 1.7[%]의 오차 발생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철도차량용 전원 공급용 권선형 변압

기를 대체하기 위한 지능형 변압기의 구조를 75kVA급

으로 축소 제작 시험하였다. 제작한 지능형 변압기는 교

류 고전압을 직류 고전압으로 변환하기 위한 정류단으

로 Cascade npc H-Bridge 컨버터를 사용하며, 연결된



단상 NPC Module– 3직렬 Cascade 구성 방식의 75KVA급 단상 지능형 변압기 개발 125

본 연구는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주요사업의 연구비

지원으로 수행되었습니다.

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Development of

an Light-Weight Intelligent Power Electronics

Transformer for Traction Applications” of the Korea

Railroad Research Institute, Republic of Korea

직류 단은 DAB 컨버터를 이용해 계통과 부하간 절연된

형태를 취하였다. 축소 시스템은 총 6개의 직류 전압을

제어하기 위한 3가지 종류의 제어기 동작을 실험을 통

해 검증 하였으며, Cascade Unbalancing 오차는 1.7[%]

로 Balancing 제어기의 성능을 검증하였다. 또한 Half

Bridge IGBT Module을 적용하여, 멀티레벨 AC/DC

Converter 하드웨어 구성을 확인하였으며, 차후 AC

25000[V] 1MW급 지능형 변압기 개발 시 IGBT 구성방

법에 대한 하드웨어 검증을 확인 하였다.

References

[1] S. M. Kim, S. H. Lee, and M. Y. Kim, “Structure and

control of smart transformer with single-phase three-level

H-bridge cascade converter for railway traction system,”

KSR, Vol. 19, No. 5, pp. 617-628, Oct, 2016.

[2] Z. Shu, Z. Kuang, S. Wang, X. Peng, and X. He

“Diode-clamped three-level multi-module cascaded

converter based power electronictraction transformer,”

Proceedings of Future Energy Electronics Conference

(IFEEC), 2015 IEEE 2nd International, pp. 1-5, 2015.

[3] K. Mainali, A. Tripathi, S. Madhusoodhanan, A. Kadavelugu,

D. Patel, S. Hazra, K. Hatua, and S. Bhattacharya, “A

transformerless intelligent power substation: A three-phase

SST enabled by a 15-kV SiC IGBT,” IEEE Power

Electronics Magazine, Vol. 2, No. 3, pp. 31-43, Mar, 2015.

[4] R. De Doncker, D. M. Divan, and M. H. Kheraluwala, “A

three-phase soft-switched high-power-densty dc/dc

converter for high-power applications,” IEEE Trans. Ind.

Appl., Vol. 27, No. 1, pp. 63-73, Mar, 1991.

[5] Y. J. Han, S. W. Kim, T. H. Lee, H. M. Koo, K. W. Cho,

and S. O. Park, “A study on mechanical characteristic

analysis for main transformer of high speed railway,”

Autumn Conference of the Korean Society for Railway,

Busan, pp. 55-60, 2006.

[6] H. L. Liu et al., “DSP based space vector PWM for

three-level inverter with DC-link voltage balancing,”

IEEE-IECON Conf. Rec., pp. 197-203, 1991.

[7] A. Nabae, I. Takahashi, H. Akagi, “A new neutral-

point-clamped PWM inverters,” IEEE Trans. on Ind.

Applicat., Vol. IA-17, No. 5, pp. 518-523, 1981.

[8] A. M. Hava, R. J. Kerkman, T. A. Lipo “Simple analytical

and graphical tools for carrier based pwm methods,” IEEE

Power Elecronics Specialists Conference, Vol. 2, pp.

1462-1471, June 1997.

박주영(朴柱榮)

1988년 7월 27일생. 2014년 충북대 전기공

학과 졸업. 2016년 동 대학원 전기공학과

졸업(석사). 2016년～현재 ㈜지필로스 연구

원.

니이테게카

1991년 1월 1일생. 2016년 충북대 대학원

전기공학 졸업(석사). 2016년～현재 ㈜지필

로스 연구원.

조경식(曺慶殖)

1981년 11월 20일생. 2007년 경상대 제어계

측공학과 졸업. 20010년 동 대학원 전력전

자공학과 졸업(석사). 2010년～2011년 ㈜다

원시스 기술연구소 연구원. 2012년～현재

㈜지필로스 선임연구원.

김명룡(金明龍)

1963년 8월 19일생, 1989년 중앙대 공대 전

기공학과 졸업. 1991년 중앙대 대학원 전기

공학과 졸업(석사). 1991년～1995년 현대정

공㈜ 기술연구소. 1995년～현재 한국철도기

술연구원 책임연구원.

박가우(朴可雨)

1968년 6월 6일생. 1992년 한밭대 전자공학

과 졸업. 1995년 충북대 대학원 전기공학과

졸업. 2007년 동 대학원 전기공학과 졸업(공

박). 1994년～2004년 (주)포스콘 기술연구소

선임연구원. 2004년～2009년 (주)플라스포

기술연구소장. 2009년～현재 (주)지필로스 연구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