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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ree-Level NPC-Based Dual Active Bridge

Converter의 도통손실 절감을 위한 새로운 스위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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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ontrol Method to Improve Power Conversion Effici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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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proposes a new pulse-width modulation switching pattern for the low conduction loss of a

three-level neutral point clamped (NPC)-based dual-active bridge (DAB) converter. The operational

principle for a bidirectional power conversion is a phase-shift modulation. The conventional switching method

of the three-level NPC-based DAB converter shows a symmetric switching pattern. This method has a

disadvantage of high root-mean-square (RMS) value of the coupling inductor current, which leads to high

conduction loss. The proposed switching method shows an asymmetrical pattern, which can reduce the RMS

value of the inductor current with lower conduction loss than that of the conventional method. The

performance of the proposed asymmetrical switching method is theoretically analyzed and practically verified

using simulation and experi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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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Dual active bridge (DAB) 컨버터는 변압기를 사이에

둔 2개의 풀 브릿지 형태로 결합 인덕터를 통해 전력을

변환하여 높은 전력밀도, 승강압 전력변환, 양방향 전력

전달과 1차와 2차 측간의 절연의 장점을 가져 현재 양

방향 전력변환이 필요한 다양한 산업계에 유용하게 사

용되고 있다[1],[2]. 대부분의 파워 컨버터는 변압기 양단

전압을 2-레벨로 만들어주는 풀 브릿지 형태의 DAB를

사용한다. 고전압을 사용할 경우 스위치의 정격전압을

낮춰주기 위해 DAB는 직렬로 쌓아 올려지는 Cascaded

형태[3]로 구성된다. 이를 Multi-level DAB라 부르며 기

존 풀 브릿지 DAB와 마찬가지로 Phase Shift

Modulation (PSM) 방식을 사용하여 양방향 전력전달을

가능하게 한다. Multi-level DAB가 가지는 장점으로는

높은 전압에서 전력변환이 가능하고 기존 2-레벨 풀 브

릿지 형태의 DAB에 비해 낮은 정격전압 소자를 사용하

여 스위칭 손실과 도통손실이 감소한다[4].

변압기 양단 전압을 3단계로 만들어주는 3-레벨 방식

에는 Multi-level에는 Neutral Point Clamped (NPC),

Cascaded H-Bridge (CHB), Flying Capacitor (FC) 등

이 있다. CHB는 FC나 NPC와는 다르게 2-레벨 풀 브

릿지 형태의 DAB를 직렬로 쌓아올린 구조로써 3-레벨

을 형성한다. FC는 풀 브릿지 형태로 스위치에 병렬로

캐패시터를 달아주어 중간전압을 형성하고, NPC는 추가

적인 다이오드를 통해 중간전압을 형성하여 3-레벨을

형성한다. 많은 양의 스위치가 사용되어야 하는 CHB와

캐패시터 전압을 제어해야하는 FC의 단점으로 인해 간

단한 회로와 방식을 가진 3-레벨 NPC가 많이 사용되고

있다[5],[6].

3-레벨 NPC 구조는 스위치 2개를 직렬로 연결하고

다이오드를 추가한 풀 브릿지 형태이다. 본 논문에서는

변압기를 사이에 두고 1차 측 NPC 2차 측 2-레벨 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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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DC-DC 3-level NPC DAB converter.

브릿지로 3-레벨 NPC DAB 구조를 만들어 전압의 승강

압을 가능하게 한다. 추가적인 다이오드를 통해 전류를

흘려주면 출력전압에 복수의 전압 레벨이 만들어지며

이는 변압기에 걸리는 전압 파형의 THD 감소를 가져온

다. 이를 조절하여 결합 인덕터 전류의 RMS와 THD를

감소시켜 낮은 도통손실과 변압기 손실을 통해 높은 전

력변환 효율을 얻는다.

본 논문에서는 고전압에서 저전압으로 전력을 전달하

는 3-레벨 NPC DAB 컨버터에 사용되는 기존 대칭적인

스위칭 방식에 비대칭적인 스위칭 방식을 제안한다. 제

안하는 새로운 방식은 기존 방식에 비해 결합 인덕터

전류의 첨두치와 RMS를 감소시켜 도통손실을 줄이고

높은 전력변환을 가지는 장점이 있다. 제안하는 기법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결합 인덕터 전류의 첨두치를

수식적으로 분석한 뒤 700 W급 컨버터를 설계하고 시

뮬레이션 및 실험을 통하여 다양한 부하별 테스트를 진

행하여 RMS 값 비교를 통해 증명한다.

2. 3-레벨 NPC DAB 컨버터

3-레벨 NPC DAB 컨버터는 그림 1과 같이 1차 측

에는 NPC, 2차 측에는 2-레벨 풀 브릿지를 선정함으로

써 출력전압의 승강압이 가능하다. 3-레벨 NPC DAB

컨버터는 1차 측  ,  ,  ,  ,  ,  ,  ,

 , 2차 측  ,  ,  , 로 총 12개의 스위치와 변압

기 및 결합 인덕터로 구성되어 있다. 결합 인덕터는 변

압기 바로 옆에 위치한 소자로 전력 전달에 중요한 역

할을 하는 소자이다. 스위치    ,    ,

   ,    ,    ,   는 서로 상보적으

로 동작한다. 2-레벨 풀 브릿지 DAB 컨버터와 동일하

게 변압기를 양단으로 1차 측과 2차 측 전압의 위상차

로 전력을 전달한다. 하지만 2-레벨 풀 브릿지 DAB

컨버터와는 다르게 1차 측에는 스위칭 패턴에 와 라

는 자유도가 추가된다.

2.1 3-레벨 NPC DAB 컨버터의 동작원리

3-레벨 NPC DAB 컨버터는 그림 2에서와 같이  , 

Fig. 2. Inductor current and switching pattern waveforms of

the conventional symmetric switching method.

Fig. 3. 3-level NPC switching operation.

를 조정하여 변압기 전압이 다섯 단계가 된다. 양과 음

만의 최대 전압 형태를 가진 기존 2-레벨 컨버터에 비

해서 3-레벨 컨버터는 와 만큼 앞뒤로 영전압과 중

간 전압 파형을 형성한다. 이에 따라 변압기 전압 레벨

에 변화가 생기고 이는 인덕터 전류를 변화시켜 THD

및 RMS의 감소를 가져온다.

그림 3은 하단 기준점으로 중간 출력전압이 3-레벨이

되는 것을 보인다. 양의 최대 전압을 가질 경우 Sa1,

Sa2는 켜지고 Sa3, Sa4는 꺼지며 음의 전압일 경우 반

대로 동작한다. 영 전압일 경우 Sa2, Sa3는 켜지고 Sa1,

Sa4는 꺼진다. 이와 같은 동작 원리로 3-레벨 NPC

DAB 컨버터는 한 주기 동안 총 8가지의 스위칭 패턴을

가진다. 최대전압을 형성할 경우 2-레벨 풀 브릿지와 같

은 형태로 스위칭 패턴이 형성된다. 중간전압과 영전압

의 경우, 중간전압은 한 쪽 DC 링크 캐패시터를 포함하

여 스위칭 패턴을 형성되고 영전압은 DC 링크 캐패시

터를 포함하지 않게 스위칭 패턴을 형성한다. 이러한 스

위칭 패턴은 스위칭 사용빈도를 최소화하여 스위칭 손

실을 줄이고 양쪽 DC 링크 캐패시터를 번갈아 사용함

에 있어 중성점 전압 불균형을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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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Inductor current and switching pattern waveforms of

the proposed asymmetric switching method.

3-레벨 NPC DAB의 전력전달은 기존 2-레벨 DAB

컨버터와 동일하게 1차와 2차 측간의 위상차 로 양방

향 전력변환이 가능하다. 결합 인덕터는 에너지 전달에

중요한 요소로써 작용되고 인덕터에 흐르는 전류를 분

석하면 아래와 같이 전력공식을 유도하게 된다[7]. 아래

식 (1), (2)는 인덕터 전류의 첨두치와 출력전력 공식이

다.

  


 








 

 











 

2.2 제안하는 새로운 비대칭 스위칭 방식

그림 4는 제안하는 새로운 비대칭적인 스위칭 방식을

이용한 전압, 전류 및 스위칭 패턴을 나타낸다. 제안하

는 스위칭 방식은 1차 측 출력전압의 한쪽의 중간전압

을 상쇄하고 이를 최대전압으로 채우는 비대칭적인 방

식이다. 그림 5는 제안하는 비대칭 스위칭 방식의 동작

순서를 나타내었다. 가 양이 되는 주기 동안 인덕터

에 걸리는 전압과 전류식을 이용하여 전력 공식을 유도

해 낸다. 총 4개의 영역으로 다음과 같다.

(a) Mode 1 (0 <  < - )

1차 측에 양의 최대전압이 형성되는 구간으로

     가 턴 온을 유지한다. 이 모드에서의 인덕

터 양단 전압과 전류 관계식은 다음과 같다.

   

 



  

→    

 



 



(a) mode 1

(b) mode 2

(c) mode 3

(d) mode 4

Fig. 5. Operational modes.

(b) Mode 2 ( - <  < -+ )

중간전압이 형성되는 구간으로 위쪽 DC 링크 캐패시

터가 사용되게끔      가 턴 온을 유지한다. 이

모드에서의 인덕터 양단 전압과 전류 관계식은 다음과

같다.

   

 



 


(c) Mode 3 ( -+<  < -+ )

영전압이 형성되는 구간으로      가 턴 온을

유지한다. 이 모드에서의 인덕터 양단 전압과 전류 관계

식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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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Mode 4 ( -+<  <  )

1차 측에 음의 최대 전압이 형성되는 구간으로

     가 턴 온을 유지한다. 이 모드에서의 인덕

터 양단 전압과 전류 관계식은 다음과 같다.

   

 
   

정상상태에서 인덕터에 흐르는 평균 전류가 0이고 일

정주기 동안 전압과 전류의 곱으로 표현되는 출력전력

을 고려하여 식(7)과 (8)로써 전류의 첨두치와 출력전력

이 식 (9)와 (10)과 같이 유도된다.

  

  






  

  


 














 


 

 

















 

기존 스위칭 방식은 음의 최대전압에서 부터 양의 최

대전압까지 와  구간에서 영전압과 중간전압을 각각

2회씩 형성하게 된다. 이는 인덕터 전류의 최대지점 도

달시간을 지연시켜 전류의 첨두치와 RMS 값이 증가하

는 효과를 가져온다. 이에 비해 비대칭적인 스위칭 방식

은 와  구간에서 영전압과 중간전압을 단 1회씩 형

성하고 최대전압으로 채워 인덕터 전류의 최대지점 도

달시간을 줄인다. 이를 통해 전압이득이 상승하고 전류

는 감소하여 전류의 첨두치와 RMS 값이 감소한다. 이

를 식 (9), (10)과 그림 4를 통해 확인된다.

전류 RMS 값을 수식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그림 6

(a)에서 보이는 방법으로 과  구간으로 나누어서

해석한다.  구간은 일정한 값으로 RMS 값을 구하기

쉽지만  구간은 다수의 직선을 이어놓은 것으로 RMS

값을 구하기 복잡하다. 따라서  구간에서의 전류를 그

림6 (b)처럼 x축과의 교점에서만 한 번 꺾이거나 그렇지

않은 직선(①,②,③)으로 표현한다. 직선 ①로는 본래 전

류 형태와 유사하지 못해 근사화가 어렵지만 직선 ②,③

은 본래 전류 형태와 유사하여 근사화가 가능하다. 직선

②,③과 같이 임의의 근사화된 직선을 시뮬레이션을 통

해 찾았다고 가정할 때 RMS 값을 수식적으로 구할 수

있다. 이는 아래 식 (11)에서 유도된다. x축과의 교점을

라 가정하면 전류 RMS 값은 변수 k에 무관함을 보

인다. 즉 어떠한 직선이든 RMS 값은 동일하게 나타난

다. 따라서 가장 가깝게 근사화 될 수 있는 직선을 찾았

(a) Current waveform of one period

(b) Current waveform in  section

Fig. 6. Current waveform.

다고 가정할 때 전류 RMS값은 식 (11)에서와 같이 정

의된다.

d rms 














 



 

   


 









구간에서의 값은 전달되는 전력량에 의해 결정된

다. 전달되는 전력량을 2-레벨 풀 브릿지 DAB와 같다

고 근사화하면 아래 식 (12)와 같이 나타난다. 는 상수

값으로 전달되는 전력량을 나타내며 와 은 이에 대

한 매개변수로 작용한다.

  






 

   





 





 

   



식 (13)을 이용하여 과 구간에서의 전체 전류

RMS을 구하면 아래 식 (14)와 같이 상수 ,와 변수

만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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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RMS current comparison graph.

TABLE I

ELECTRICAL SPECIFICATIONS OF THE PROPOSED　

3-LEVEL NPC DAB CONVERTER

Output Power 700 [W]

Input Voltage 300 [V]

Output Voltage 100 [V]

Switching frequency 20 [kHz]

Inductor 46 [uH]

Transformer turn ratio 3

 ,  

대칭적인 스위칭 방식과 비대칭적인 스위칭 방식에서

와 는 동일한 값을 가지기 떄문에 전체 전류 RMS

값은 전류의 첨두치인 에서만 의해서 결정됨을 알 수

있다. 비대칭적인 스위칭 방식의 전류 첨두치는 대칭적

인 스위칭 방식에 비해 
 



 

만큼 감소함을 식

(1)과 (10)에서 확인된다. 따라서 전류 RMS 값은 비대

칭적인 방식에서 감소함을 수식적으로 알 수 있다. 그림

7은 유도된 식 (14)를 이용하여 대칭적인 스위칭 방식과

비대칭적인 스위칭 방식의 전류 RMS를 비교한 그래프

이다. 실제 시뮬레이션 결과와 비교하였을 때 10 %의

오차를 나타내고 있으며 경향성 또한 시뮬레이션 결과

와 유사하게 저부하에서 고부하로 갈수록 감소량이 줄

어든다.

대칭과 비대칭적인 스위칭 방식은 부하 상황에서도

차이점을 나타낸다. 인덕터에 흐르는 전류는 인덕터 양

단의 전압으로 결정되는데, 이는 대칭과 비대칭적인 스

위칭 방식 간에 차이를 보인다. 위상차  가 다른 값을

가지는 저부하와 고부하에서 형성되는 인덕터 양단 전

압파형은 상이한 형태를 가진다. 고부하와 달리 저부하

에서는 대칭적인 스위칭 방식일 경우 위상차  가 최대

전압이 되는 지점을 넘어서지 못하며 2차 측 전압이 1

차 측보다 크기 떄문에 인덕터 전류가 기존의 사각 형

태에서 벗어나 삼각의 뾰족한 형태를 가지게 된다. 그러

나 제안하는 비대칭적인 스위칭 방식에서는 영점을 기

준으로 최대전압이 형성되므로 2차 측 전압이 1차 측보

다 커지는 지점이 줄어든다. 따라서 저부하에서는 대칭

적인 스위칭 방식이 비대칭적인 스위칭 방식보다 전류

의 첨두치를 크게 만들어 RMS와 THD가 증가하게 만

들고 도통손실과 변압기 손실을 증가시킨다.

3. 모의시험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비대칭적인 스위칭 방식의 성

능을 PSIM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모의시험을 이용하여

실제 시작품 제작을 고려한 표 1에 표기한 사양에 맞추

어 진행하였다. 고전압인 1차 측 3-레벨 NPC에서 저전

압인 2차 측 풀 브릿지로 전력이 전달되는 점을 고려하

여 변압기 턴 수는 3:1 비율로 설계하였다. 스위치는 고

전압에 견딜 수 있도록 정격전압이 높은 IGBT로 선정

하였고 IGBT의 최대 스위칭 주파수를 감안하여 20 kHz

로 선정하였다. 변압기의 경우 입력 전압에 대하여 포화

현상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 설계를 하였고 감는 횟수는

입력전압에 비례하고 스위칭 주파수에 반비례함을 고려

한다. 본 연구는 1차 측 3-레벨 NPC 구조와 2차 측 2-

레벨 풀 브릿지 구조에 적합한 입력전압 1500 V와 출력

전압 500 V이 설계 목표이다. 그러나, 1500 V급 DC전

압을 출력하는 장비의 부재와 고전압용 고주파 변압기

설계 및 적합한 코어 수급의 한계로 인하여 300 V의 저

전압 저전력량에서 먼저 Pilot Test를 진행하였다. 즉 입

력전압 300 V와 출력전압 100 V의 저전압 조건에서 제

안하는 스위칭 방식의 우수성을 확인하기 위한 모의시

험과 시작품 컨버터를 이용한 실험을 진행하였다.

그림 8은 대칭과 비대칭 스위칭 방식의 변압기 양단

전압과 인덕터 전류를 비교한 모의시험 결과이다. 부하

가 7 A 일 경우, 제안하는 비대칭적인 스위칭 방식은

기존의 대칭적인 스위칭 방식보다 인덕터 전류의 THD

가 19%에서 27%로 증가하였지만 인덕터 전류의 RMS

값은 9.2 A에서 8 A로 감소하였다. 변압기 전압에 변화

가 더 많은 기존의 대칭 스위칭 방식의 경우 THD는 낮

지만 식 (1)과 (2)에서 예측했듯이 모의 시험에서도 전

류 첨두치와 RMS 값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

한 상대적으로 변압기전압에 변화가 적은 비대칭 스위

칭 방식의 경우 THD는 높지만 식 (3)과 (4)에서 예측한

바와 같이 모의시험을 통해 전류의 첨두치와 RMS 값이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8은 부하별로 각 스위칭 방식의 변압기 전압과

인덕터 전류를 비교한 모의시험 결과이다. 부하가 줄어

들면서 위상차 는 보다 작은 값을 가지게 되고 이는

인덕터 양단 전압에 차이를 가져온다. 이에 따라 인덕터

전류는 기존의 사각 형태에서 벗어나 삼각의 뾰족한 형

태를 가지게 된다. 부하상황에 따라 위상차 가 지점

을 벗어나지 못하는 영역에서 기존 대칭적인 스위칭 방

식에서는 전류의 파형이 삼각 형태를 나타내기 시작한

다. 부하가 5 A에서 상기의 현상이 나타나며 이러한 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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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MS Currents : Assymetric 1.49 A, Symmetric 3.16 A

THD : Assymetric 74%, Symmetric 85%

(a) Load 1 A

RMS Currents : Assymetric 3.43 A, Symmetric 4.68 A

THD : Assymetric 34%, Symmetric 45%

(b) Load 3 A

RMS Currents : Assymetric 5.0 A, Symmetric 6.8 A

THD : Assymetric 29%, Symmetric 28%

(c) Load 5 A

RMS Currents : Assymetric 8.0 A, Symmetric 9.2 A

THD : Assymetric 27%, Symmetric 19%

(d) Load 7 A

Fig. 8. Simulation waveforms according to load variations.

각 형태는 부하가 줄어듦에 따라 심해지며 급격한 전류

RMS와 THD 증가를 유발한다. 이를 통해 도통손실과

변압기 손실이 증가하여 전력변환 효율을 감소시킨다.

하지만 비대칭적인 방식의 경우 위상차 가 지점이

아닌 최대전압이 형성되는 지점까지 상기의 현상이 일

어난다. 부하가 매우 낮은 1 A에서만 이러한 현상이 나

타나며, 기존 대칭적인 스위칭 방식보다 상기의 현상이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저부하에서 전류

RMS와 THD 둘 다 기존방식보다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4. 실 험

본 논문에서 제안한 비대칭적인 스위칭 방식의 검증

을 위해 PSIM 시뮬레이션과 동일하게 표 1에 표기한

사양에 맞춰 실험을 진행하였다. 실험을 위해서 전압 제

어기 및 PWM 발생기로 사용한 마이크로 프로세서는

TI(Texas Instrumentst)사의 DSP(Digital Signal

Processor)인 TMS320F28335를 사용하였고 출력 전압제

어를 위해 PI 제어기를 적용하였다. 3-레벨 NPC 구조상

입력전압에 두 개의 캐패시터를 사용하므로 전압 불균

형이 발생한다. 따라서 50kΩ 저항을 캐패시터에 각 각

병렬로 부착하여 전압 불균형을 막는다.

그림 9은 기존 대칭적인 스위칭 방식으로 부하 1 A에

서 7 A까지의 변압기 전압과 인덕터 전류 파형을 보여

준다.  는 출력전압, 는 2차 측 전류, 와 는

변압기 양단의 1차 측과 2차 측 전압을 표기한다. 1차

측 전압은 5-레벨로 와 가 로 형성되며

위상차에 의해 전력 전달이 조절됨이 나타난다. 또한,

그림 10에서는 제안하는 비대칭적인 스위칭 방식으로

부하 1 A에서 7 A까지의 변압기 전압과 인덕터 전류

파형을 보여준다. 1차 측 전압은 양 혹은 음의 영역의

중간전압 중 하나가 사라지고 최대전압으로 형성됨을

볼 수 있다.

그림 9과 10은 모든 부하 상황에 대해서 비대칭적인

스위칭 방식이 기존 대칭적인 스위칭 방식보다 인덕터

전류의 RMS 값이 낮은 것을 보여준다. 부하가 700 W

일 경우 비대칭적인 스위칭 방식의 인덕터 전류 RMS

값은 기존 방식의 11.01 A보다 9.00 A로 19%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부하가 줄어듦에 따라서 인덕터

전류 RMS 값은 24%, 26%, 52%만큼 더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앞서 모의시험 결과와 동일한 현상으로 저부하

일 경우 전류 파형에 삼각의 뾰족한 형태를 확인할 수

있다. 실험결과 기존 대칭적인 스위칭 방식에서는 위상

차 가 지점보다 앞 선 5 A 아래로 삼각의 뾰족한 형

태가 나타나며 비대칭적인 스위칭 방식에서는 위상차 

가 최대전압이 형성되는 지점보다 앞 선 1 A에서 나타

난다. 따라서 상기의 전류파형 왜곡현상이 비대칭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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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mmetric RMS Current: 3.42 A

(a) Load 1 A

Symmetric RMS Current: 5.15 A

(b) Load 3 A

Symmetric RMS Current: 8.03 A

(c) Load 5 A

Symmetric RMS Current : 11.03 A

(d) Load 7 A

Fig. 9. Experimental waveforms for load variation tests of

the conventional symmetric switching method.

Asymmetric RMS Current: 1.64 A

(a) Load 1 A

Asymmetric RMS Current: 3.82 A

(b) Load 3 A

Asymmetric RMS Current: 6.11 A

(c) Load 5 A

Asymmetric RMS Current: 9.00 A

(d) Load 7 A

Fig. 10. Experimental waveforms for load variation tests of

the proposed asymmetric switching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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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Efficiency comparison graph.

스위칭 방식에서 효과적으로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저전력량 Pilot test를 진행하였기 때문에 전력변환 효

율은 그림 11과 같이 낮게 측정되었다. 이는 입력전압에

비해 정격전압이 높은 소자를 사용하여 상대적으로 스

위칭 손실과 도통손실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하지만 절

대적인 효율이 낮더라도 기존의 방식과의 효율 차이 비

교를 통해 제안한 방법의 유효성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는 그림 9에서 제안하는 비대칭적인 스위칭 방식에서

전류 RMS가 감소함을 확인하였고 이에 따른 도통손실

감소로 인한 효율이 증가함을 그림 11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류 RMS 감소량이 가장 많은 100W에서 효율이

8%로 가장 많이 증가하였고 700W로 올라갈수록 전류

RMS 감소량이 줄면서 효율 증가량도 줄어든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3-레벨 NPC DAB 컨버터의 결합 인

덕터에 흐르는 전류의 RMS 값을 줄일 수 있는 새로운

비대칭적인 스위칭 방식을 제안하였다. 제안하는 비대칭

적인 스위칭 방식은 기존의 대칭적인 스위칭 방식이 가

지는 2회의 중간전압 중 1회를 제거하고 이를 최대전압

변화로 변경하는 방법으로써 전류 RMS 값을 줄여 도통

손실을 감소시키고 전력변환 효율을 높인다. 또한 저부

하에서 기존 대칭적인 스위칭 방식에 비해 전류 THD를

감소시켜 변압기 손실을 감소시키는 장점을 가진다. 모

의시험과 700 W급 시작품 컨버터를 이용한 실험을 통

하여 본 방법의 유효성을 검증하였다.

이 논문은 한국전력공사 전력연구원에서 수행중

인 “저압직류배전망 독립성 실증 연구” 과제의 지

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D3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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