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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caded 멀티레벨 인버터의 고장 허용 제어를 위한 Level-Shifted 

PWM 기반의 새로운 변조 기법

A Novel Modulation Strategy Based on Level-Shifted PWM for Fault Tolerant 

Control of Cascaded Multilevel Inver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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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k-Min Kim․June-Seok Lee․Kyo-Beum Lee)

Abstract - This paper proposes a novel level-shifted PWM (LS-PWM) strategy for fault tolerant cascaded multilevel inverter. 

Most proposed fault-tolerant operation methods in many of studies are based on a phase-shifted PWM (PS-PWM) method. To 

apply these methods to multilevel inverter systems using LS-PWM, two additional steps will be implemented. During the 

occurrence of a single-inverter-cell fault, the carrier bands scheme is reconfigured and modulation levels of inverter cells are 

reassigned in this proposed fault-tolerant operation. The proposed strategy performs balanced three-phase line-to-line voltages 

and line currents when a switching device fault occurs in a cascaded multilevel inverter using LS-PWM. Simulation and 

experimental results are included in the paper to verify the proposed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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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멀티레벨 인버터는 고전력·중전압 응용분야의 좋은 대안

으로 소개되어왔다. 통상적인 2-레벨 인버터와 비교하여 스위칭 

디바이스에서의 전압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고 낮은 전고조파왜

율(THD)을 갖는 고품질의 출력 전압과 전류를 생산할 수 있다. 

여러 멀티레벨 인버터 토폴로지 가운데 cascaded 멀티레벨 인버

터는 간단하며 모듈화 된 구조를 가지며 이에 따라 단순히 추가

적인 인버터 셀을 더함으로써 원하는 전압까지 쉽게 도달할 수 

있다[1]-[5]. 

그러나 전압 레벨이 높은 멀티레벨 인버터 일수록 더 많은 전

력 반도체 디바이스가 요구되어지며 이에 따라 디바이스의 고장

률 또한 증가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점을 대처하기 위한 많은 허용 제어 기법과 적합

한 보호 전략들이 제시되었다[6]-[12]. Cascaded 인버터의 허용

제어는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첫 째는 각 상에 

추가적인 인버터 셀을 두어 고장 발생 시에 이 인버터 셀을 이

용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고장 발생 시에도 시스템이 정격의 

전압과 전력으로 동작할 수 있어 보통 운용비용이나 효율의 변동

이 매우 치명적인 요인이 되는 응용분야에서 사용된다[6].

두 번째는 추가적인 인버터 셀이 필요 없이 고장 난 인버터 

셀을 bypass하는 방법으로 정격으로의 운용은 불가능 하지만 고

장 발생 시에 완전히 시스템이 정지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의미에서 많은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다[8]-[12].

“중성점 천이(neutral-shift)" 방법은 두 번째 방법의 허용 제

어 방법에 속하며 고장 발생 시 나머지 정상 인버터 셀들을 통

해 생성할 수 있는 전압과 전력을 최대치로 이끌어 낼 수 있는 

허용 제어 기법으로 알려져 있다[8]-[10]. 또한 중성점 천이를 

통해 고장 난 인버터 셀이 존재할 때 나머지 정상 인버터 셀들

의 전력 부담을 균등하게 배분할 수 있다.

이 중성점 천이 방법을 포함한 대부분의 허용 제어 논문들은 

고장 난 셀이 존재하는 상의 지령 듀티를 높여 주어 삼상의 평

형을 유지하도록 한다. 이때에 PS-PWM을 인버터의 스위칭 변조 

기법으로 주로 사용한다. PS-PWM은 한 상 내의 인버터 셀들이 

모든 출력 전압 레벨을 고르게 분담하고 있지만 LS-PWM의 경

우 하나의 인버터 셀이 출력 전압 레벨 한 개를 독점적으로 담

당하고 있다. 따라서 LS-PWM을 기반으로 하는 시스템의 허용 

제어를 위하여 지령 듀티를 증가시키더라도 LS-PWM의 특성 상 

해당 상의 전압이 고르게 증가하지 못하며 평형된 삼상 선간 전

압과 전류가 출력되지 않는다. 

본 논문은 이러한 LS-PWM을 스위칭 변조 기법으로 사용하는 

cascaded 멀티레벨 인버터의 고장 발생 시 중성점 천이 방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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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7-레벨 cascaded H-bridge 인버터

Fig. 1 Seven-level cascaded H-bridge inverter

허용 제어에 적용하기 위한 새로운 변조 기법을 제안한다. 이 기

법은 반송파 재구성과 인버터 셀 변조 레벨 재할당의 두 단계를 

거쳐 수행되며 고장 발생동안 삼상 선간전압과 전류에서 평형을 

유지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여러 LS-PWM 기법 중 가장 우수한 고조파 

특성을 보이는 phase distortion PWM (PD-PWM) 방법을 선택

하였다[13]. 논문의 설명과 실험을 위하여 7-레벨 cascaded 

H-bridge 멀티레벨 인버터를 적용하였다. 따라서 각 상에 3개

( 출력전압의레벨수)씩 총 9개의 인버터 셀이 존재

한다. 출력 전압의 크기는 진폭변조지수()의 제어에 의하여 결

정된다. 하지만 정상 동작 모드에서 모든 스위칭 디바이스가 동

작을 수행도록 0.677()보다 큰 값을 사용한다. 본 논문에서

는 단일 스위칭 디바이스의 개방 고장만을 고려하였으며, 시뮬레

이션과 실험을 통해 제안하는 고장 허용 제어 기법의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2. 중성점 천이 허용 제어 기법

대부분의 논문들에서 제안된 방법들이 이론적 분석이나 컴퓨터 

시뮬레이션 결과만을 제시한 것과는 달리 중성점 천이(neutral- 

shift)를 이용한 허용제어 기법은 실현가능성이 높은 방법으로 알려

져 있다. 본 논문에서는 기본 주파수의 영상분 전압 주입 법

(fundamental-frequency zero-sequence voltage injection)을 중성

점 천이를 위해 적용한다[9]. 오프셋 전압 주입 법은 고장 난 인버터 

셀이 존재할 때 나머지 정상 인버터 셀들의 전력 부담을 균등하게 

배분할 수 있다. 

정상 동작 모드에서 각 상의 교류 단 출력 전압은 다음과 같

이 표현된다.

 sin (1)

 sin
  (2)

 sin
  (3)

여기서, 는 진폭변조지수, 은 각 상의 인버터 셀 번호

(  ) 이다. 그림 2(a)는 식 (1)-(3)의 페이저도를 나타낸다.

상의 1번 인버터 셀에서 고장이 발생하였다고 가정한다. 이

에 따라 해당 셀은 bypass되어 전압을 출력하지 않고 전류의 통

로로만 사용된다.

   (4)

2.1 중성점 천이 미적용 시

그림 2 인버터 셀 전압의 페이저도. (a)정상 동작 시, (b)상의 

 고장 시 영상분 전압 미 주입 시, (c)상의  

고장 시 영상분 전압 주입 시

Fig. 2 Phasor diagrams of inverter-cell voltages during (a) 

normal operation, (b) a fault in the -phase inverter 

cell numbered 1 without zero-sequence voltage 

injection, and (c) a fault in the -phase inverter cell 

numbered 1 with the injection of zero-sequence 

vol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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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성점 천이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 그림 2(b)와 같이 직류단 

전압을 변경함으로써 삼상의 평형을 유지 할 수 있다. 하지만, 

는 각 인버터 셀의 독립적인 직류 단 전압으로 변경이 불가능

하기 때문에 선간전압과 전류의 평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상에 

있는 나머지 정상 인버터 셀의 진폭변조지수 를 의 

비율로 증가시켜야 한다. 

 

sin (5)

 sin
  (6)

 sin
  (7)

여기서, 상의 경우  이며 와 상의 경우  이

다. 은 직렬 접속된 인버터 셀의 개수로 7-레벨 인버터에서 

이다.

그림 2(b)는 식 (5)-(7)의 페이저도를 보여준다. 상의 진폭변

조 지수가 증가하여 7레벨 멀티레벨 인버터의 경우 상 내의 나

머지 정상 인버터 셀은 1.5 배의 전압 출력 부담을 갖게 된다.

2.2 중성점 천이 적용 시

중성점 천이는 정상 인버터 셀의 각 교류전압에 기본 주파수 

영상분 전압을 주입함으로써 수행된다. 상에서 단일 인버터 셀 

고장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림 2(c)와 같이 상과 180° 위상 차

이가 나는 영상분 전압이 선택된다. 

정상 인버터 셀들의 교류 단 출력 전압은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sin


sin (8)

 sin
 sin (9)

 sin
 sin (10)

여기서 오른쪽 두 번째 항은 각 상에 주입된 영상분 전압을 

나타낸다.

그림 2(c)는 식 (8)-(10)의 페이저도를 나타낸다. 삼상 전류가 

다음 식과 같이 평형을 이루었다고 가정한다.

 
  (11)

 
 

  (12)

 
 

  (13)

각 인버터 셀의 출력 전력은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14)

 











  for 

(15)

 








  
  for  

(16)

 








  
  for  

(17)

인버터 셀의 고장 발생동안 허용 제어가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출력 전력은 동일하게 제어되어야 하며,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18)

식 (15)부터 (18)까지의 식으로부터, 영상분 전압을 다음과 같

이 계산 할 수 있다.

 

 (19)

7-레벨 인버터에서 이므로 영상분 전압은 다음과 같다.

  


 (20)

식 (20)을 식 (8)-(9)에 대입하면 중성점 천이 허용 제어의 삼

상 전압은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sin (21)

  sin (22)

  sin (23)

따라서 중성점 천이 적용 시 상의 경우 1.125배, 와 상의 

경우 1.145배의 전압 증가율을 가지며 이는 식 (5)의 1.5배의 증

가율에 비하여 현저하게 작은 값이다. 이 전압 증가율은 인버터 

셀의 직렬연결 수가 증가할수록 더욱 낮아진다.

3. 제안하는 고장 허용 기법

2장에서 설명한 중성점 천이 기법을 포함한 여러 허용 제어 

논문들은 대부분 PS-PWM 기반의 스위칭 방법을 제시한다. 그러

나 이러한 중성점 천이 방법을 LS-PWM 방법이 사용되는 멀티

레벨 인버터에 적용할 경우 LS-PWM의 특성 상 평형된 삼상 선

간전압과 전류를 얻기 힘들다. 본 논문은 LS-PWM 기반의 

cascaded 멀티레벨 인버터의 허용 제어에 중성점 천이를 적용하

기 위하여 두 단계의 새로운 변조 기법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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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고장 발생 인버터 셀을 이용할 경우 반송파 형태의 재구성

Fig. 5 Another reconfiguration of carrier bands scheme 

when the faulty inverter cell is used

3.1 반송파의 재구성

Cascaded 멀티레벨 인버터에서 스위칭 디바이스의 고장이 발

생하였다는 것은 해당 디바이스가 삼각 반송파와 전압 지령과의 

변조 기능을 상실하였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전압 지령 중 변

조가 이루어지지 않는 레벨이 발생하여 해당 전압 레벨을 출력할 

수 없게 된다. 

본 절에서는 고장 발생 시에도 전압 지령이 선형 변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반송파의 재구성 방법을 제안한다. 고장 난 디바

이스를 포함하는 인버터 셀을 bypass 시켰을 때와 그렇지 않을 

경우로 각각 나누어 허용 제어 기법을 설명한다.

3.1.1 고장 발생 인버터 셀 bypass

그림 3은 상의 1번 인버터 셀에 있는 스위칭 디바이스 

의 고장이 발생하여 해당 셀이 bypass 되었을 경우의 스위칭 출

력 파형을 나타낸다. 

그림 3 고장 발생 후 bypass된 에 의한 전압 지령과 스위

칭 결과 파형

Fig. 3 Reference voltage and switching signal waveforms of 

bypassed  under faulty condition

이 담당하던 최상위 레벨과 최하위 레벨에서 스위칭 동

작이 불가능하므로, 이 구간에서 전압 지령 은 삼각 반송파와 

변조되지 못한다. 이를 그림 3의 과 같이 등가 전압 지령으

로 나타내었다. 이 등가 전압 지령은 정현파 형태의 신호가 아니

므로 고장이 발생하지 않은 정상의 인버터에 인가되더라도 이를 

변조하여 스위칭 하였을 때 출력 전압의 기본파 또한 정현파 형

태를 이루지 못한다. 

이러한 LS-PWM의 특성 상 스위칭 디바이스 고장 발생 시 

허용 제어를 위하여 2장에서 설명한 오프셋 전압을 주입하여 중

성점 천이를 수행하더라도 출력되는 선간전압과 전류는 평형을 

이루지 못한다.

그림 4 반송파 형태의 재구성

Fig. 4 Reconfiguration of carrier bands scheme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반송파의 재구성 단계를 거치면 전압 

지령은 모든 구간에서 삼각 반송파와 변조되어 선형적인 결과를 

출력할 수 있다. 7-레벨 멀티레벨 인버터에서 단일 스위칭 디바

이스의 개방 고장이 발생하면 반송파의 형태를 5-레벨 멀티레벨

의 것과 같이 4개의 반송파를 갖는 형태로 재구성한다. 그림 4는 

고장 발생 후 시간 축의 중앙부터 제안하는 반송파의 재구성이 

수행되었을 때의 지령 전압과 삼각반송파의 배열, 출력 전압의 

파형을 보여준다. 그림에 보이듯 전압 지령은 오프셋 전압 주입

에 의하여 크기가 약간 증가하더라도 양의 첨두에서 음의 첨두까

지 전 구간에서 삼각 반송파와 변조가 가능해진다. 전압 지령이 

선형 변조 영역 내에서 스위칭을 수행하였기 때문에 출력 전압은 

정상 모드의 경우에 비하여 레벨의 수가 줄어들었지만 기본파 성

분은 사인파의 형태를 유지할 수 있다. 

 

3.1.2 고장 발생 인버터 셀 이용

3.1.1절은 디바이스 고장이 발생한 셀을 bypass 시켰을 때의 

허용 제어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이 경우 상의 출력 전압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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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 4의 우측과 같이 총 5-레벨의 파형을 가진다. 오직 한 개의 

스위칭 디바이스가 고장이 발생하여도 해당 인버터 셀은 bypass 

되어 온전히 전류 흐름의 통로로만 사용되었기 때문이다.

만약 단일 디바이스 고장 발생 시 해당 인버터 셀을 bypass 

하지 않는 다면, 셀 내에 있는 정상 디바이스의 스위칭 기능을 계

속해서 이용하여 총 6-레벨의 출력 파형을 얻을 수 있다. 제안하

는 반송파의 재구성 또한 고장 난 디바이스가 스위칭을 해야 하

는 구간 동안만 수행되어 고장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다.

그림 5는 고장 발생 시 bypass를 수행하지 않을 때의 반송파 

재구성 방법을 보여준다. 그림의 우측과 같이 고장 난 디바이스 

이 담당하던 양의 첨두 부분의 스위칭 구간 동안만 반송파 밴

드가 5-레벨 멀티레벨 인버터의 반송파 밴드 형태로 변경되었다. 

그리고 해당 인버터 셀의 정상 디바이스는 고장 발생 전과 동일

한 스위칭 변조를 수행하므로 상의 출력 전압은 총 6-레벨의 

파형이다. 이 때 중성점 천이 또한 반송파가 재구성된 구간 동안

만 오프셋 전압을 주입하여 수행된다.

3.2 인버터 셀 변조 레벨의 재할당

지금까지의 설명은 오직 최상·하위 전압 레벨을 담당하는 1번 

인버터 셀의 고장 상황만을 고려하였다. 만약 2번 혹은 3번 인버

터 셀에서 고장이 발생할 경우 제안하는 허용 제어 기법을 적용

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단계가 필요하다. 단, 이 단계는 고장이 

발생한 셀을 bypass 시키지 않는 3.1.2절의 경우에만 요구된다.

상의  내에 있는 스위칭 디바이스 에서 고장이 발생

하였다고 가정한다. 이 경우 가 담당하는 변조 영역(두 번

째 반송파)에서 반송파 형태가 5-레벨의 것과 같이 재구성 될 

것이다. 이 외의 영역에서는 그림 6(a)와 같이 정상 동작 모드의 

7-레벨 반송파가 전압 지령과 변조된다. 따라서 은 최상위 

반송파와 변조되며 이 구간 동안의 출력전압은 에서  

사이의 첨두값을 갖는 파형을 출력해야 한다. 하지만 의 양

의 구간에서의 스위칭 기능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최대로 출력될 

수 있는 전압의 크기는 에서  사이로 제한된다.

그림 6  고장 시의 등가 전압 지령과 스위칭 결과 파형

Fig. 6 Equivalent reference voltage and switching signal 

waveforms under faulty  condition

 

그림 7 인버터 셀 변조 레벨의 재할당

Fig. 7 Re-assigned modulation levels under faulty 

condition

따라서 의 스위칭 구간 동안 출력되는 전압은 그림 6(b)

와 같이 본래의 전압 지령이 출력하고자 하는 레벨에 위치하지 

못하고 한 레벨이 내려온 형태의 파형을 발생하게 된다. 전압 지

령이 목표한 파형을 출력하지 못함에 따라 삼상 선간전압과 전류 

또한 평형을 이루지 못한다. 

따라서  혹은  내의 스위칭 디바이스에서 고장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인버터 셀의 변조 담당 영역을 

의 것과 맞바꾸는 재할당 과정이 필요하다. 

이 과정을 통해 어떠한 인버터 셀에서 고장이 발생하더라도 

모두 의 고장처럼 동작할 수 있게 된다. 그림 7은 에

서 고장이 발생하여 의 변조 담당 영역과 맞바꾸어 주었을 

경우의 재구성된 반송파 형태와 전압 지령을 보여준다. 

위의 과정을 거친 후 중성점 천이를 수행하면 단일 인버터 셀 

고장의 모든 경우에서 평형된 삼상 선간전압과 전류 파형을 얻을 

수 있다.

4. 시뮬레이션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허용 제어 기법을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검증하였다. 시뮬레이션을 위하여 PSIM을 사용하였다.

그림 8은 의 에서 고장이 발생하였을 경우 을 

bypass 시킨 뒤 0.06초부터 제안하는 허용 제어 기법을 적용한 

결과 파형을 보여준다. 이 bypass되어 총 5-레벨의 상전압 

파형이 출력된다. 삼상의 선간전압과 전류는 허용 제어 후 평형

을 이룬다. 그림 9는 고장 발생 시 을 bypass 하지 않고 

나머지 정상 스위칭 디바이스를 계속 이용하며 허용 제어를 하였

을 때의 파형을 보여준다. 허용 제어 후 상전압은 총 6-레벨의 

파형을 출력하며 삼상의 선간전압과 전류는 평형을 유지한다.

 와 의 고장 발생 시 허용 제어는 3.2절에서 제안

한 인버터 셀 변조 레벨의 재할당 단계를 거치면 모두 의 

고장 발생 경우와 동일한 파형을 출력하므로 본 시뮬레이션에서 

와 의 고장 상황은 고려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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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6kW cascaded H-bridge 멀티레벨 인버터 실험 세트

Fig. 10 6kW cascaded H-bridge multilevel inverter hardware 

used for experimental evaluation 

그림 11 상 인버터 셀 의 스위칭 디바이스 의 고장 

발생 시 삼상 전압 실험 파형

Fig. 11 Experimental three line-to-neutral voltage waveforms 

under faulty   device condition in -phase inverter 

cell numbered 1

그림 8 고장이 발생한 을 bypass시킨 상황에서의 제안하는 

허용 제어 기법 적용 전후 파형

Fig. 8 Simulated voltage waveforms at the ac side of 

cascade inverter. Faulty  is bypassed

그림 9 고장이 발생한 의 스위칭 동작을 이용하며 제안하는 

허용 제어 기법 적용 전후 파형

Fig. 9 Simulated voltage waveforms at the ac side of cascade 

inverter. Faulty  is not bypassed

5. 실험 결과

그림 10의 실험 세트는 cascaded 멀티레벨 인버터 실험의 목적

으로 제작되었다. 본 논문의 실험에서는 7-레벨의 출력 전압을 얻

기 위하여 각 상당 3개의 인버터 셀을 사용하였다. 각 인버터 셀은 

30V의 직류 전압원을 가지며 저항과 인덕터를 부하로 사용한다.

실험은 3.1.2 절에서 제안한 bypass를 하지 않는 방법으로 진

행하였다. 

그림 11은 상의 1번 인버터 셀 내에 있는 스위칭 디바이스 

의 고장 전후 삼상 출력 전압 파형을 보여준다. 의 고장으로 

최상의 전압 레벨이 사라져 총 6-레벨의 상전압이 출력된다. 고장 

후의 출력 전압은 과변조 상태와 같이 변조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림 12는 이 스위칭을 담당하는 구간동안만 오프셋 전압

을 주입하였을 때의 전압 지령 파형이다. 이 전압 지령이 재구성

된 반송파와 비교되어 전 구간에서 변조가 이루어지며 이때의 출

력 전압 파형이 그림 13에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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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오프셋 전압 주입에 의한 중성점 천이를 적용한 삼상 

전압 지령 실험 파형

Fig. 12 Experimental three reference voltage waveforms 

when neutral shift is implemented 

그림 13 제안된 반송파 형태 재구성을 적용한 뒤 중성점 천이를 

수행하였을 때의 삼상 전압 실험 파형

Fig. 13 Experimental three line-to-neutral voltage waveforms 

during proposed fault-tolerant operation

그림 14-15는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고장 허용 제어를 단계적

으로 수행하였을 때 출력되는 삼상의 선간 전압과 전류 파형이다. 

그림 14 제안된 반송파 형태 재구성을 적용한 뒤 중성점 천이를 

수행하였을 때의 선간 전압 실험 파형

Fig. 14 Experimental three line-to-line waveforms during 

proposed fault-tolerant operation 

그림 15 제안된 반송파 형태 재구성을 적용한 뒤 중성점 천이를 

수행하였을 때의 삼상 전류 실험 파형

Fig. 15 Experimental three current waveforms during 

proposed fault-tolerant operation 

각 파형의 좌측에서 제안하는 반송파 형태 재구성이 수행된다. 

그 후 파형의 중앙에서 오프셋 전압 주입을 통한 중성점 천이가 

이루어져 최종적으로 평형이 이루어진 선간전압과 전류의 파형이 

출력된다.

6. 결  론

본 논문은 level-shifted PWM을 스위칭 변조 기법으로 사용

하는 cascaded 멀티레벨 인버터의 고장 발생 시 중성점 천이를 

적용하기 위한 새로운 변조 기법을 제안하였다. 고장 발생 시 전

압 지령의 모든 영역에서 반송파와 변조가 이루어지도록 반송파

를 재구성 한다. 그 후 중성점 천이를 수행하면 인버터의 교류 

단에서 평형이 이루어진 삼상 선간 전압과 전류를 생성할 수 있

다. 또한 인버터 셀의 변조 레벨을 재할당 함으로써 어떠한 인버

터 셀에서 고장이 발생하더라도 모두 최상·하위 레벨을 담당하는 

인버터 셀의 고장처럼 동작할 수 있다. 시뮬레이션과 실험을 통

해 단일 인버터 셀의 개방 고장 시 제안하는 기법이 교류 단에

서 평형된 선간 전압과 전류를 출력함을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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