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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태양  발  시스템의 신뢰성 향상은 운용유지비를 

감소시키고 연간 에 지 생산량을 증가시켜 균등화 발

 원가를 이는데 기여한다[1]. 태양  발  시스템의 

구성 요소들  태양  인버터는 신뢰성 측면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으로 알려져 있다[1],[2]. 그림 1은 3.5 MW 태

양  발  랜트에서 5년 동안 발생한 무계획 보수 발

생 원인과 그에 따른 보수 비용을 보여 다[1]. 태양  

인버터에 의해 발생한 무계획 보수 발생  보수 비용
Fig. 1. Unscheduled maintenance events and costs in PV 

plant. (a) Unscheduled maintenance events, (b) Unscheduled 

maintenance costs[1]. 

이 가장 큰 비 을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오늘날 요구되는 20년 이상의 태양  발  시스템의 수

명을 만족시키고 다른 구성 요소들의 수명과 균형을 맞

추기 해서는 태양  인버터의 신뢰성을 고려한 설계

가 필요하다. 설계 단계에서 태양  발  시스템의 미션 

로 일을 고려한 태양  인버터의 수명 평가는 상

치 못한 인버터의 고장을 방하고 요구되는 목표 수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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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reliability improvement of PV systems is an important factor in reducing the cost of PV energy because 

it is closely related to the annual energy production as well as the maintenance cost of PV systems. The 

reliability of PV inverters plays a key role in the reliability of PV systems because it is regarded as one of the 

most reliable critical parts of PV systems. The lifetime evaluation of PV inverters considering the mission 

profile in the design phase plays an important role in reliability design to ensure the required lifetime of PV 

inverters. In this paper, the lifetime of representative single-phase T-type and I-type NPC inverters are 

comparatively evaluated by considering the mission profile of a PV system recorded at Iza, Spain. Furthermore, 

the effect of the pulse width modulation methods on the lifetime is also discussed. The lifetime evaluation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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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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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Fig. 2. Single-phase 5-level inverter topologies. (a) I-type 

NPC, (b) T-type NPC.

을 만족시키기 한 신뢰성 설계에 매우 요한 역할을 

한다. 

  태양  인버터를 구성하는 다양한 소자  력 반도

체 소자는 신뢰성 측면에서 가장 취약한 소자로 태양  

인버터의 신뢰성에 결정 인 역할을 한다[3]. 력 반도

체 소자의 열화 고장은 주로 온도 스트 스에 의해 

bond-wire와 solder-joint에서 발생한다[4]. 따라서 본 논

문은 열 부하에 의한 력 반도체의 수명을 으로 

분석한다.

  본 논문에서는 스페인 Iza에서 측정된 태양  발  시

스템의 미션 로 일을 고려하여 Unipolar 압 변조 

방법(UP-PWM)과 불연속 압 변조 방법(DPWM)이 

용된 단상 5- 벨 I-type  T-type NPC 인버터의 

력 반도체 소자의 수명을 비교 분석한다. 압 변조 

방법과 인버터 구조에 따라 얻은 열 부하를 바탕으로 

개별 력 반도체 소자의  손상률을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모든 력 반도체 소자를 고려한 인버터 시스

템 수 에서의 신뢰성  수명이 평가된다.

2. 단상 NPC 인버터 구조와 압 변조 방법

2.1 인버터 구조

  그림 2(a)와 (b)는 각각 I-type과 T-type NPC 인버터

의 구조를 보여 다. I-type NPC 인버터는 2개의 력 

반도체 소자( 와   혹은 와 )가 

직렬로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직렬 연결된 두 개의 

력 반도체 소자에 직류단 압이 인가되어 상 으로 

낮은 정격 압을 갖는 력 반도체 소자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스 칭 손실이 다. T-type NPC 인

버터의 경우는 한 개의 력 반도체 소자(혹은 

)에 직류단 압이 인가되기 때문에 일반 으로 

I-type NPC 인버터에 사용되는 력 반도체 소자에 비

해 약 2배 높은 정격 압을 갖는 력 반도체 소자가 

사용된다. 따라서 상 으로 더 높은 스 칭 손실을 갖

는다. 하지만 I-type NPC 인버터의 경우는 직렬 연결된 

력 반도체 소자들로 인해 T-type NPC 인버터에 비해 

도통 손실이 더 크다. 성 에 연결되어 있는 력 반

(a)

         

(b)

Fig. 3. Comparison of reference voltages. (a) UP-PWM, (b) 

DPWM (  = ).

도체 소자들(와 )의 경우에는 직류단 압

의 반이 인가되므로 I-type NPC 인버터와 같이 낮은 

정격을 갖는 력 반도체 소자가 사용된다. 

2.2 압 변조 방법

  그림 3(a)과 식 (1)과 (2)는 I-type과 T-type NPC 인

버터에 UP-PWM 방법을 용한 지령 압을 나타낸다. 


과 

은 상 차이가 180발생한다. 

             
 sin                 (1)

     
  

                   (2)

은 지령 압의 크기, 는 계통 주 수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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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면, 그림 3(b)와 식 (3)과 (4)는 클램핑 구간 에서 

스 칭 상태 [P] 는 [N]를 유지하는 [P] 클램핑과 [N] 

클램핑을 용한 DPWM 방법의 지령 압을 보여 다. 

단상 5 벨 인버터는 [P], [O] 그리고 [N] 3개의 스 칭 

상태를 가지며 스 칭 상태 [P]와 [N]은 각각 와 

그리고 와 가 켜진 상태를 의미하고 이 때 출력 폴 

압은 

/2와 -


/2이다. 스 칭 상태 [O]는 와 

가 켜진 상태를 의미하며 출력 폴 압은 0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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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Thermal modeling.

TABLE I 

SIMULATION PARAMETER 

Parameters Value

Switching frequency () 20 [kHz]

Ambient temperature () 35 [˚C]

DC-link voltage () 400 [V]

Filter Inductor ( ) 1.5 [mH]

Grid frequency ( ) 60 [Hz]

Grid voltage ( ) 220 [Vrms]

Output power ( ) 8 [kW]

 

  DPWM 방법은 
의 최댓값을 기 으로 클램핑 

구간(/2)에 A 그는 [P] 클램핑, B 그에는 [N] 클램

핑을 용하고 이와 반 로 
의 최솟값을 기 으

로 한 경우에는 클램핑 구간(/2)에 A 그와 B 그 

각각 [N] 클램핑, [P] 클램핑을 용한다. 클램핑 구간 

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UP-PWM 방법이 용된다. 

클램핑 구간은 0⎼180°의 범 를 가지며 UP-PWM 방

법은 클램핑 구간이 0°인 것을 의미한다.

2.3 합 온도

력 반도체 소자의 열  임피던스는 Foster 모델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나타낸다[5]. 

             
  




          (5)

여기서 는 IGBT 혹은 다이오드의 합과 IGB

T 모듈 이스 사이의 열  임피던스,    그리고 

i는 Foster 모델의 각   조합을 의미한다. I-type과 

T-type NPC 인버터에 사용된 IGBT 모듈은 각각 10-F

Z07NIA060SM-P926F4와 10-12NMA040SH-M267F이며 

열  임피던스는 각 모듈의 데이터시트로부터 얻을 수 

있다. 

그림 4는 IGBT 모듈 내 IGBT 소자의 열 등가 모델

을 보여 다. IGBT 혹은 다이오드의 합온도는 식 (5)

를 활용하여 식 (6)와 같이 얻을 수 있다.

   
 ∙


 ∙ 

    (6)

는 IGBT 혹은 다이오드의 합온도, 
는 IGBT 

   

                  (a)                 (b)

      

                  (c)                 (d)

Fig. 5. IGBTs and diodes junction temperature of NPC 

inverters at 20 kHz, 8 kW. (a) T-type NPC with UP-PWM, 

(b) I-type NPC with UP-PWM, (c) T-type NPC with 

DPWM (  = 180°), (d) I-type NPC with DPWM (  = 180°).

혹은 다이오드의 손실, 
은 IGBT 모듈 체손실, 

은 방열 과 기 사이의 열  임피던스이며 

는 기 온도이다. 본 논문에서는 정격출력에서 최  

합온도가 정격 합온도의 약 80%가 되도록 를

0.21K/W로 설정하 다.

  T-type  I-type NPC 인버터의 IGBT와 다이오드 

합온도 분석은 PLECS 시뮬 이션 툴을 이용하여 수

행하 고 련 라미터는 표 1과 같다. 그림 5는 

UP-PWM과 DPWM(  = 180°) 방법이 용되었을 때 

T-type과 I-type NPC 인버터의 력 반도체 소자의 

합온도 분포를 보여 다. UP-PWM 방법일 때 T-type 

NPC 인버터에서는 의 합온도는 약 120˚C로  

의 합온도보다 더 약 13˚C 높지만 I-type NPC 

인버터에서는 의 합온도는 약 113°C로 의 

합온도보다 약 4°C 더 높다. 이로부터 T-type NPC 

인버터는 가 I-type NPC 인버터는 가 신뢰

성 취약 소자라는 것을 알 수 있다. DPWM(=180°) 방

법을 용했을 때 와 의 합온도는 각각 

약 12°C, 4°C 감소하고 와 의 합온도는 

각각 약 6°C, 3°C 감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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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6. Mission profile in Iza in Spain. (a) Solar irradiation, 

(b) Ambient temperature.

3. 단상 NPC 인버터의  력 반도체 소자 

수명 분석 

3.1  손상률

  태양  시스템의 미션 로 일은 기 온도와 일조

량으로 구성되며 이에 따라 태양  시스템의 발  력 

(즉 인버터의 입력 력)이 결정된다. 주어진 입력 력

 기 온도에서 력 반도체의 합온도는 식 (5)와 

(6)의 열 모델링을 통해 얻을 수 있다. 주어진 미션 

로 일에서의 력 반도체 소자의 열 부하 로 일은 

입력 력과 기 온도를 입력으로 하여 합온도를 출

력하는 순람표(Look-up table)로부터 얻는다.

  온도 스트 스에 한 력 반도체 소자의 수명을 측

정하기 해 미션 로 일을 기반으로 얻은 열 부하 

로 일로부터 온도 스트 스 요소를 추출한다. 낙수계

법(Rainflow counting method)을 통해 최 (혹은 최소 

는 평균) 합온도(), 합온도 변화량(∆)과 

합온도 변화 시간()을 추출한다[6]. 추출된 온도 스

트 스를( , ∆, )을 IGBT 모듈의 열화 수명 

모델에 넣게 되면 력 반도체 소자의 수명 사이클 횟

수()를 얻는다. 본 논문에서 사용한 IGBT 모듈의 수

명 모델은 참고문헌 [7]에서 얻을 수 있다.

  만약 k개의 다양한 스트 스가 존재하고 i번째 스트

스가 특정한 횟수   동안 발생했다면 이 스트 스에 

의한 손상률(D)은 Miner’s Rule에 의해 다음과 같다[8].

                



×                (7)  

TABLE Ⅱ 

THD OF OUTPUT CURRENT AND ACCUMULATED 

DAMAGES OF POWER DEVICES OF I-TYPE AND 

T-TYPE NPC INVERTERS IN IZA 

Iza
Accumulated Damage (%)

  (°)

NPC Power device 0 60 120 180

T-type

  1.227 0.961 0.784 0.703

  0.655 0.583 0.594 0.513

  1.094 0.982 0.930 0.715

I-type

  0.820 0.699 0.647 0.624

  1.045 0.974 0.929 0.902

  0.603 0.565 0.544 0.520

THD (%) 0.575 1.520 3.578 4.528

여기서 는 번째 스트 스가 용된 횟수이고,   

는 번째 스트 스가 용 을 때 수명 사이클 횟수이

다. k개의 스트 스에 의해 계산된 손상률의 합은 

손상률(Accmulated Damage, AD)로 나타내고 다음과 

같다. 

                    
  



                    (8)

만약 AD가 100%가 되면 고장이 발생한 것을 의미한다.

  그림 6의 약 1년 동안 스페인 Iza에서 측정된 태양  

발  시스템의 미션 로 일을 고려하여 두 종류의 

NPC 인버터의 수명을 비교 분석하 다. 표 2는 주어진 

미션 로 일에서 압 변조 방법에 따른 I-type  

T-type NPC 인버터의 력 반도체 소자의  손상률

과 출력 류의 THD(Total Harmonic Distortion)를 보여

다. UP-PWM 방법을 용했을 때 I-type NPC 인버

터 의  손상률은 1.045%로 가장 크고 

의  손상률인 0.603%로 가장 작다. T-type NPC 인

버터에서는 가 1.227%의  손상률로 가장 큰 

값을 갖으며 의  손상률은 0.655%로 가장 작

은 것을 알 수 있다.

  DPWM 방법을 용하면 클램핑 구간() 동안 의 

스 칭 손실은 감소하고 도통 손실은 증가하지만, 스

칭 손실의 감소량이 도통 손실의 증가량보다 더 커 결

과 으로 력손실이 감소한다. 따라서, 클램핑 구간이 

증가할수록 력손실이 감소한다. 이는 력 반도체 소

자의 열 부하를 감소시켜 결과 으로  손상률 한 

감소하게 된다. 이에 비해 의 력손실 변화는 매우 

작아 이에 따른  손상률의 감소는 미비하다. 한, 

와 의 경우에도 력손실 감소로 인해 열 

부하와 이로 인한  손상률은 감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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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7. Unreliability functions of the T-type NPC inverter 

with UP-PWM in Iza in Spain. (a) Power devices, (b) 

T-type NPC inverter.

  DPWM(  = 180°) 방법을 용하면 의  손

상률은 1.227%에서 0.703%로 약 0.5% 감소하고 

의  손상률은 0.820%에서 0.624%로 약 0.2% 감소

하 다. 인버터 구조 차이로 인해 은 보다 

더 높은 정격 압을 갖고 있어 상 으로 스 칭 손

실이 큰 에서 더 큰 손실 감소 효과를 보이며 결

과 으로  손상률의 감소량이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클램핑 구간의 증가함에 따라  손상률은 

감소하지만, 출력 류의 THD가 증가한다. 

3.2 인버터 시스템 수 에서의 수명 평가  

  몬테카를로 방법을 단순화하기 해 다양한 크기의 

조합을 갖는 온도 스트 스( , ∆, )를 등가 온

도 스트 스(
′ , ∆

′ , 
′ )로 변화시킨다. 이때, 


′ , ∆

′ , 
′ 에 의해 얻은 손상률은 주어진 미션 

로 일 동안 된 손상률과 같다. 몬테카를로 시뮬

이션은 10000개 샘 을 고려하여 수행되며 이때 모델 

변수와 온도 스트 스 값의 5% 변동을 가정하 다[9]. 

몬테카를로 시뮬 이션으로부터 10000개의 력 반도체 

소자의 수명을 얻게 되고 Weibull 분포로부터 확률 

 확률 도 함수를 나타내고 이를 비신뢰성 함수

()라고 한다.

                   




                (9)

개별 력 반도체의 고장은 체 인버터의 고장을 야기

하므로 모든 력 반도체 소자를 고려한 인버터 시스템

     

(a)

   

(b)

Fig. 8. Unreliability functions of the T-type NPC inverter 

with DPWM (  = ) in Iza in Spain. (a) Power devices, 

(b) T-type NPC inverter.

의 비신뢰성 함수( )는 신뢰성 블록 다이어그램 

방법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10)

여기서 n과 는 각각 력 반도체 소자 개수와 k번

째 력 반도체 소자의 비신뢰성 함수를 의미한다.

  그림 7(a)와 (b)는 UP-PWM 방법이 용되었을 때 

T-type NPC 인버터의 각 력 반도체 소자의 비신뢰성 

함수와 모든 소자를 고려한 인버터 시스템 수 에서의 

비신뢰성 함수를 보여 다. 그림 7(a)에서 보듯이 

가 보다 신뢰성 측면에서 더 취약한 소자

인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앞의  손상률 분석 결

과와 부합한다. 그림 7(b)와 같이 UP-PWM 방법을 

용했을 때 시스템 수 에서의 백분  수명을 보면 수

명과   수명은 각각 13년과 26년이다. 여기서 과

  수명은 각각 모집단의 1%와 10%가 고장날 때까지

의 시간을 의미한다. 

  DPWM(  = 180°) 방법 용에 따른 T-type NPC 인

버터의 각 력 반도체 소자의 비신뢰성 함수와 인버터 

시스템 수 에서의 비신뢰성 함수를 그림 8(a)와 (b)에

서 나타낸다. DPWM(  = 180°) 방법 용 시 UP-PWM 

방법보다 체 으로 력 반도체 소자의 수명이 증가

하여 시스템 수 에서의 인버터의 수명이 증가한다. 

한, DPWM 용 시 의  손상률이 가장 높아 

신뢰성 측면에서 가장 취약소자인 것을 알 수 있다. 그

림 8(b)와 같이 DPWM(  = 180°) 방법에서   수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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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9. Unreliability functions of the I-type NPC inverter 

with UP-PWM in Iza in Spain. (a) Power devices, (b) 

I-type NPC inverter.

  수명은 각각 23년과 44.5년으로 UP-PWM 방법이 

용되었을 때보다 각각 10년과 18.5년이 증가하 다. 

  UP-PWM 방법이 용되었을 때 I-type NPC 인버터

의 각 력 반도체 소자의 비신뢰성 함수는 그림 9(a)와 

같다.  손상률 분석 결과로부터 상했듯이 

의 수명이 가장 짧고 의 수명이 가장 길다. 그림 

9(b)는 인버터 시스템 수 에서의 비신뢰성 함수를 보여

주며   수명과   수명은 각각 16년과 32년이다.

  DPWM(  = 180°) 방법이 용되었을 때 T-type NPC 

인버터와 비슷하게 I-type NPC 인버터의 모든 력 반

도체 소자의  손상률이 감소하여 UP-PWM 방법보

다 더 긴 수명을 가지며   수명과   수명은 각각 16

년에서 20년, 32년에서 39년으로 증가하 다. 두 인버터 

모두 DPWM 용을 통해 수명이 증가한 사실을 알 수 

있다.

  표 3은 스페인 Iza 미션 로 일 하에서 압 변조 

방법에 따른 I-type  T-type NPC 인버터의   수명

과   수명을 보여 다. 클램핑 구간이 증가함에 따라 

 손상률이 감소하므로 수명이 증가한다. 180° 구간 

동안 DPWM 방법을 용했을 때 T-type NPC 인버터

의   수명과   수명의 증가량은 각각 10년, 18.5년으

로 I-type NPC 인버터의   수명과   수명의 증가량

인 4년, 7년보다 더 크다. DPWM 용했을 경우 인버터

의 구조 차이로 인해 T-type NPC 인버터의  손상

률 감소량이 I-type NPC 인버터의  손상률 감소량

보다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TABLE Ⅲ    

  AND   LIFETIMES OF I-TYPE AND T-TYPE NPC 

INVERTERS IN IZA

Iza   (°)

NPC Lifetime 0 60 120 180

T-type
  (years) 13 16 18 23

  (years) 26 31.5 36 44.5

I-type
  (years) 16 18 19 20

  (years) 32 36 38 39

  UP-PWM 용 시 I-type NPC 인버터의   수명과 

  수명은 각각 16년, 32년으로 T-type NPC 인버터의 

  수명과   수명인 13년, 26년보다 더 길다. 하지만 

DPWM(  = 180°) 방법을 용하 을 경우 T-type NPC

인버터의   수명과   수명은 23년, 43.5년으로 

I-type NPC 인버터의   인버터의   수명과   수명

인 20년, 39년보다 더 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인

버터 구조로 인해 두 인버터의 수명 증가량 차이가 발

생함에 따라 UP-PWM 방법과 다르게 DPWM(  = 180°) 

방법을 용하면 T-type NPC 인버터의 수명이 더 길어

진다.

4. 결  론 

  본 논문은 스페인 Iza의 미션 로 일을 고려하여 

압 변조 방법에 따른 I-type과 T-type NPC 인버터 

력 반도체 소자의 수명을 분석하고 이를 토 로 인버터 

시스템 수 에서의 수명을 분석하 다. DPWM 방법은 

클램핑 구간이 증가함에 따라 력 반도체 소자의  

손상률이 감소하여 력 반도체 소자의 수명을 증가하

여 두 NPC 인버터의 신뢰성을 향상시켰으며 수명 증가

량 차이로 인해 그 효과는 I-type NPC 인버터보다 

T-type NPC 인버터에서 더 크게 나타났다. 하지만 클

램핑 구간이 증가함에 따라 출력 류의 THD가 증가한

다는 단 이 있다. 따라서, 태양  시스템의 미션 로

일, 목표 수명  출력 류의 THD를 고려하여 합

한 인버터 구조  압 변조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필

요하다.

  이 성과는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재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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