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SSN 1975-8359(Print) / ISSN 2287-4364(Online)

The Transactions of the Korean Institute of Electrical Engineers Vol. 67, No. 7, pp. 846~853, 2018

http://doi.org/10.5370/KIEE.2018.67.7.846

846 Copyright ⓒ The Korean Institute of Electrical Engineers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

licenses/by-nc/3.0/)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Cascaded H-Bridge 멀티레벨 인버터를 위한 개선된 

모델 예측 제어 방법

Improved Model Predictive Control Method for Cascaded H-Bridge Multilevel Inver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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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 Roh ․ Jae-Chang Kim ․ Sangshin Kwak)

Abstract - In this paper, an improved model predictive control (MPC) method is proposed, which reduces the amount of 

calculations caused by the increased number of candidate voltage vectors with the increased voltage level in multi-level 

inverters. When the conventional MPC method is used for multi-level inverters, all candidate voltage vectors are considered to 

predict the next-step current value. However, in the case that the sampling time is short, increased voltage level makes it 

difficult to consider the all candidate voltage vectors. In this paper, the improved MPC method which can get a fast transient 

response is proposed with a small amount of the computation by adding new candidate voltage vectors that are set to find 

the optimal vector. As a result, the proposed method shows faster transient response than the method that considers the 

adjacent vectors and reduces the computational burden compared to the method that considers the whole voltage vector. the 

performance of the proposed method is verified through simulations and experi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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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멀티레벨 인버터는 우주항공, 철도산업, 전력계통 등 광범

위한 분야에 이용됨에 따라 중요한 대용량 전력변환장치로 주목 

받고 있다. 기존의 2레벨 인버터는 출력 전압 대비 전고조파 왜

형률 (Total Harmonic Distortion : THD)이 높고 스위칭 손실이 

높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그에 비해 멀티레벨 인버터는 출력

을 여러 레벨로 출력하여 THD와 스위칭 손실을 낮추고 스위칭 

스트레스를 감소시킬 수 있다. 

  다양한 대용량 전력변환 장치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Cascaded H-bridge (CHB) 멀티레벨 인버터는 한 상마다 각 셀

이 직렬로 연결된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셀은 각각 독립된 단상 

인버터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각 셀마다 독립된 DC전원을 공급

해줘야 한다. 이러한 셀 구조를 갖는 CHB 멀티레벨 인버터는 높

은 모듈성을 가지며 셀의 수를 조정하여 최대 전압 레벨을 바꿀 

수 있고 고장 시에도 독립된 셀 단위로 교체함으로써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1]. 

이러한 CHB 멀티 레벨 인버터를 더욱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고안되었다. 가장 보편적인 방법으로는 

펄스 폭 제어방식(PWM)을 이용한 level-shifted PWM[2]과 

phase-shifted PWM[3]이 있다. 이외에도 공간벡터 PWM[4], 특

정 고조파 제거 기법 (Selective Harmonic Elimination : 

SHE)[5]과 같은 방법이 고안되었다. 

최근 마이크로프로세서의 급격한 발전에 따라 PWM 제어 기법

보다 간단하고 쉽게 구현 가능한 모델예측제어 (MPC)를 이용한 

여러 가지 제어방법들이 고안되고 있다[6]-[8]. 인버터의 전체 

전압 벡터를 모두 고려하는 기존의 2레벨 모델 예측 제어 기법을 

CHB 멀티레벨 인버터에 그대로 적용하면 모든 전압 벡터를 고려

하기 때문에 정확하고 빠른 과도응답을 가질 수 있다. 하지만 인

버터의 최대 전압 레벨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고려해야할 전압 

벡터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마이크로프로세서에 

과부하를 일으켜 원하는 성능을 얻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계산 량을 줄이기 위해 인접한 7개의 벡터만 고

려하는 방식이 제안되었다[6]. 이 방식은 어느 상황에서도 7개의 

벡터만 고려하면 되므로 계산 량을 감소시킬 수 있다. 그러나 이 

기법은 인접한 벡터만을 고려하여 인버터를 제어하기 때문에 과

도 상태 발생 시 느린 응답을 갖는다. 본 논문에서는 정상상태에

서 출력성능에 영향을 주지 않고 계산 량을 감소시키며 빠른 과

도응답을 갖는 최적의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제안된 방법은 기존

의 전체 벡터를 고려하는 방식보다 적은 계산 량으로 기존의 전

체 벡터를 고려하는 방식과 유사한 과도응답 성능을 보여준다. 제

안하는 방식은 기존에 제안되었던 인접한 벡터만을 고려하는 방

식 (6)이 갖는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추가적인 벡터를 선정하고 

이를 이용하여 최적의 벡터를 선택한다. 그 결과, 계산 량 감소와 



Trans. KIEE. Vol. 67, No. 7, JUL, 2018

Cascaded H-Bridge 멀티레벨 인버터를 위한 개선된 모델 예측 제어 방법             847

빠른 과도응답을 얻을 수 있다. 제안된 방법의 성능은 5레벨 

CHB 인버터를 이용한 시뮬레이션과 실험 결과로 검증되었다.

2. 기존 MPC를 이용한 방법

2.1 전체 벡터를 고려한 MPC 방법 (Conv1)

그림 1은 3상 5레벨 CHB 인버터를 나타낸 회로도이다. CHB 

멀티레벨 인버터는 한 셀로 구성된 단상 풀브릿지 인버터가 직렬 

연결된 구조로 되어있다. 각 셀들은 독립된 DC전압을 공급해줘야 

하며 이 전압은 멀티 펄스 다이오드 정류기를 통해 공급된다. 한 

셀마다 네 개의 스위치를 사용하며 셀들은 스위칭을 통해 2개의 

출력 값을 가진다.

그림 1 3상 5-레벨 CHB 인버터의 회로도

Fig. 1 3-phase 5 level CHB inverter circuit

따라서 각 셀의 출력을 조합하여 3상 CHB 멀티레벨 인버터가 

가질 수 있는 최대 출력전압과 레벨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1)

                         (2)

  위의 수식에서 는 CHB 인버터의 H-bridge의 한 상의 셀 개

수이며, 은 셀에 따라 가질 수 있는 최대 전압레벨을 나타낸다. 

또, 은 인버터가 낼 수 있는 최대 출력 상 전압을 나타낸다. 

그림 1에서와 같이 결선 된 CHB에서 하나의 레그에 저항과 인

덕터가 연결 되어 있다면 키르히호프 법칙을 이용하여 부하 전류 

역학 식을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3)

 식 (3)에서  , 은 각각 부하의 저항과 인덕턴스를 나타낸다. 

위 식에서 미분 항을 오일러-근사식을 이용하여 샘플링 시간과 

관련된 이산모델로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4)

 앞서 계산한 식 (4)를 식 (3)에 대입하면 이산시간에서 부하 전

류 역학 식을 다음과 같이 만들 수 있다. 

        

    ;    (5)

        

          (6)

식 (6)에서 미래 전류를 나타내는  의 식을 통해 

CHB 멀티 레벨 인버터에서 발생한 전압 벡터 중 하나인  

에 의해  가 결정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모델 

예측 제어 기법을 마이크로프로세서로 구현 시 필연적으로 시간

지연이 발생한다. 이러한 시간지연은 원-스텝 지연 보상 알고리

즘을 통해 보상할 수 있다[8]. 식 (6)를 원-스텝 지연 보상을 통

해 표현하면 아래 식 (7)과 같이 표현이 가능하다.

        

     (7)

 또한, 미래 지령 전류를 구하기 위해 식 (8)과 같은 라그랑제 

외삽법을 사용한다.


   

  
 

     (8)

식 (7)과 식 (8)을 이용해 구한 식 (9)를 최소로 만드는 전압 

벡터를 이용하여 인버터를 제어한다. 여기서 식 (9)를 비용함수라

고 부른다.

   
    

     

  (9)

  하지만 멀티레벨 인버터는 같은 출력을 내는 전압벡터들이 존

재하기 때문에 계산 량 감소를 위해 중복 전압 벡터 중 공통 모

드 전압을 최소로 하는 전압벡터를 인버터 제어에 사용한다[5]. 

표 1은 3상 CHB 멀티레벨 인버터에서 셀의 수에 따른 최대 전

압 레벨, 전체 전압벡터 그리고 중복벡터를 제거한 벡터 수를 보

여준다.

2.2 인접벡터를 고려한 MPC방식 (Conv2) [6]

Conv1의 방법은 중복되는 벡터를 제거하고 남은 전체 벡터를 

이용하여 비용함수를 최소로 만드는 벡터를 통해 인버터를 제어

한다. 그러나 CHB의 최대 전압 레벨이 증가함에 따라 중복벡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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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CHB 멀티레벨 인버터에서 레벨에 따른 전체 벡터의 

수와 중복되지 않는 벡터의 수

Table 1 Total number of vectors and number of non- 

redundant vector according to the voltage level of 

the CHB multi-level inverter

셀의 수 () 2 3 

전압 레벨 ( ) 5 7 

전체 벡터 () 125 343 

중복벡터를 제거한 벡터 
수 ()

61 127     

(a)

 

(b) 

  

(c)

그림 2 레벨에 따른 총 전압 벡터와 제안하는 방법이 고려하는 

벡터를 나타낸 벡터다이어그램 : (a) 5레벨일 때, (b) 7

레벨 일 때, (c) 9레벨일 때 

Fig. 2 A vector diagram showing the total voltage vector and 

the vector considered by the proposed method according 

to level : (a) 5-level, (b) 7-level, (c) 9-level

를 제거하여도 고려해야 할 벡터의 수는 증가하게 되어 프로세서

의 과부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CHB 멀티 레벨 인버터 제어 시 인접한 벡터만 고려하는 방법이 

제안되었다[6]. 이 방식은 정상상태에서는 전류의 급격한 변화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인접한 벡터만 고려해도 모든 전압벡터를 고려

하는 Conv1 방법과 전류 성능이 동일하다. 이러한 방식을 이용

하면 최대 전압 레벨이 상승하더라도 한 스텝동안 계산 량은 7

개가 된다. 따라서 Conv1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과부하 문제를 해

결할 수 있고 정상상태에서 동일한 출력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과도상태에서 Conv2 방법은 지령 전류의 추종이 느리다는 단점

이 있다. 과도 상태가 발생하더라도 인접한 7개의 벡터만 고려하

기 때문에 변화가 심할수록 여러 번의 샘플링 주기를 거쳐야 원

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즉, Conv2 방법은 계산 량을 감소시

킬 수 있지만 느린 과도응답을 보여준다. 

2.3 새로 제안하는 MPC 방법(Proposed method)

정상상태에서 모든 벡터를 고려해야 하는 Conv1의 방법은 인

버터의 최대 전압 레벨이 증가할수록 인버터가 가질 수 있는 벡

터 수가 증가하여 그에 따라 계산 량이 증가한다. 또한, Conv2 

방식의 경우 급격한 전류변화에 느린 과도응답을 보인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Conv1보다 계산 량을 줄이면서 Conv2보다 빠른 

과도응답을 갖는 제어 기법을 제안한다. 앞서 설명한 Conv1의 

경우, 모든 스위칭 상태를 고려하여 비용함수를 계산하고 계산한 

값을 이용해 최적의 벡터를 찾는다. 그러나 제안된 기법에서는 

그림 2(a)와 같이 현재의 벡터 인근의 벡터와 전체 전압 벡터도

에서 고르게 퍼져있는 6개의 벡터를 고려한다. 그리고 이를 이용

해 다음의 비용함수 (10)를 계산한다. 여기서 벡터도에서 고르게 

퍼져있는 6개의 벡터를 포인트 벡터라고 한다.

  
     

        (10)

그림 2는 레벨에 따른 제안된 방식이 고려하는 벡터를 나타낸

다. 제안하는 방법이 고려하는 벡터들은 기준 전압이 어디에 있

더라도 고려하는 벡터로부터 최대 거리가 2개 벡터 거리를 넘지 

않는 벡터들의 조합이다. 따라서 인접한 벡터와 포인트 벡터를 

고려하여 인버터를 제어하면 인접한 벡터만을 고려하는 Conv2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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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5레벨 CHB 인버터에서 과도상태 시 각 방식에 따른 전

압벡터

Fig. 3 Selected voltage vector according to each method in 

5-level CHB inverter

표 2 CHB 멀티레벨 인버터에서 레벨에 따라 제안된 방식의 

포인트 벡터 수와 Conv1의 벡터 수

Table 2 The number of proposed point vectors and the 

number of vectors of Conv1 according to the level 

in CHB multi-level inverter

전압 레벨 포인트 벡터 수 Conv1 벡터 수

5 13 61

7 25 127

9 43 217

11 67 331

13 97 469

그림 4 5레벨 CHB 인버터에서 제안된 방식의 알고리즘

Fig. 4 The algorithm of the proposed method in 5-level 

CHB inverter

방식보다 과도 상태에서 빠른 응답을 보여줄 수 있다. 한편, 

Conv1의 기법은 5레벨 CHB 인버터를 기준으로 한 번에 지령전

류를 추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대신에 최대 61번의 비용 

함수 계산을 필요로 한다는 단점이 있다. 하지만 제안된 방식은 

추가적인 포인트 벡터를 이용해 지령전류를 추종하고 최대 13번

의 계산 량을 가진다. 표 2에서 알 수 있듯이 레벨이 증가하더라

도 제안된 방식은 Conv1의 방식보다 약 80% 정도 감소된 계산 

량을 가진다. 그림 3은 5레벨 CHB 인버터에서 과도 상태가 발생 

했을 때, 각 방식에 따라 선택되는 전압벡터를 보여준다. 현재 k

번째에서는 정상상태로서 세 방식 모두 동일한 최적의 전압 벡터

를 선택한다. 하지만 그림 3에 나타난 것처럼 과도 상태가 발생

하면 Conv2 방식은 계산 량 감소를 위해 인접한 벡터만 고려하

기 때문에 인접한 벡터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게 된다. 즉, Conv2 

방식은 느린 과도 응답을 갖는다. 하지만, Conv1 방식은 모든 전

압 벡터를 고려해서 지령전류와 오차가 가장 작은 벡터를 선택하

기 때문에 기준 전압과 가장 가까운 전압벡터를 선택한다. 그래

서 Conv1 방식은 빠른 과도 응답을 얻을 수 있다. 하지만 모든 

벡터를 고려하기 때문에 계산 량이 증가한다는 단점이 있다. 그

래서 제안하는 방법은 정상상태에서는 Conv2 방식처럼 인접한 

벡터를 고려해서 계산 량을 감소시킴과 동시에 Conv2 방식과는 

다르게 새로운 전압 벡터들을 고려해서 그림 3에 나타난 것처럼 

Conv1 방식과 같이 기준 전압에 가까운 벡터를 선택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표 2에 나타난 것처럼 제안하는 방법은 Conv1 방

식보다는 80% 적은 전압 벡터를 고려하고도 Conv1 방식과 유사

한 과도 응답 속도를 얻을 수 있다. 그림 4는 제안하는 방식의 

알고리즘을 나타낸다.

2.4 시뮬레이션 분석

위에서 설명했던 Conv1, Conv 2, Proposed의 방식들을 5 레

벨 CHB 인버터를 통해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였다. 각 셀에는 DC

전압   를 공급해주었고 저항과 인덕터는 각각  Ω과 

  를 사용하였다. 또, 샘플링 시간은 로 하였다.

2.4.1 정상상태 분석

그림 5는 정상상태일 때 Conv 1, Conv 2, Proposed 세 가지 

방식에 대한 5레벨 CHB 인버터에서의 파형을 나타낸다. 각 그림

에서 첫 번째 그림은 상 인버터의 출력전압  , 두 번째 그림

은 출력 전류 ,,와 상 지령전류 를 나타낸다. 그림 5

에서 나타난 것처럼 정상상태에서는 기준 주파수(60 [Hz])보다 

샘플링 주파수가 빠르므로 어느 방식을 사용해도 동일한 출력전

류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정상상태에선 지령전류의 

변화가 크지 않으므로 비용함수를 통해 선택되는 전압 벡터가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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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그림 5 3상 5레벨 CHB 인버터에서 정상상태 일 때 출력전압 

(), 3상 출력전류 (, , ) 및 상 지령전류 

() 파형 : (a) Conv1 방식, (b) Conv2 방식, (c) 

Proposed 방식 

Fig. 5 3-phase 5-level CHB Inverter output voltage (), 

3-phase output current (, , ) and phase 

reference current () waveform in the steady 

stage : (a) Conv1, (b) Conv2, (c) Proposed method

(a)

(b)

(c)

그림 6 3상 5레벨 CHB 인버터에서 과도상태일 때 출력전압 

(), 상 전류 () 및 상 지령 전류 () 파형 : 

(a) Conv1 방식, (b) Conv2 방식, (c) Proposed 방식 

Fig. 6 3-phase 5-level CHB inverter output voltage (), 

a-phase output current () and phase reference 

current () waveform in the transient state : (a) 

Conv1, (b) Conv2, (c) Proposed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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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3상 5-레벨 CHB 인버터의 셋업 

Fig. 7 Set-up for 3-phase 5 level CHB inverter

 (a)

 (b)

(c)

그림 8 3상 5레벨 CHB 인버터에서 정상상태 일 때 3상 출력전

류 (, , ) 및 상 지령전류 () 파형 : (a) 

Conv1 방식, (b) Conv2 방식, (c) Proposed 방식 

Fig. 8 3-phase 5-level CHB inverter 3-phase output current 

(, , ) and phase reference current () waveform 

in the steady state : (a) Conv1, (b) Conv2, (c) Proposed 

method

두 같고 세 방식 모두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따라서 제안

된 방식은 정상상태에서 전류추종 시, 계산 량을 줄일 수 있지만 

정상상태에서 출력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2.4.2 과도상태 분석

그림 6은 5레벨 CHB 인버터에서 지령전류가 스텝-변화를 가

질 때 Conv1, Conv2, Proposed 세 가지 방식에 대한 과도응답 

파형을 나타낸 것이다. 첫 번째 그림에서 은 상에 대한 인

버터 출력 전압을 나타낸 것이고 두 번째 그림에서 와 

은 출력전류와 지령전류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에서 알 수 있듯

이 0.3초에서 크기는 절반으로 줄고 위상은 180도 반전되는 과도

상태가 발생하였다. 정상상태와는 다르게 세 방식이 서로 다른 

전압벡터를 고려하기 때문에 다른 과도 응답 속도를 갖는다.

그림 6을 통해 모든 벡터를 고려하는 Conv1 기법의 과도 응

답 속도가 제일 빠른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인접한 벡터만 고

려하는 Conv2 기법의 과도 응답 속도가 제일 느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제안된 기법의 과도 응답 속도는 Conv1 기법과 

Conv2 기법 사이인 것을 알 수 있다. 

과도응답 시, 각 기법의 응답시간은 표 3과 같다. 표 3으로부

터 전체 벡터를 고려하는 Conv1의 방식이 과도 상태에서 가장 

빠르게 지령전류를 추종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Conv1의 

방식은 가장 빠른 과도응답을 갖지만 최대 전압 레벨이 증가할수

록 계산 량이 늘어나는 단점이 있다.

표 3 3상 5레벨 CHB 인버터에서 과도 응답 반응 시간

Table 3 The time for the transient response in the 3-phase 

5-level CHB inverter

    

    

 Pr   

2.5 실험결과 분석

기존의 방식과 제안된 방식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림 7과  같

이 한 상당 단상 풀브릿지 인버터 2개가 연결된 3상 5레벨 CHB 

인버터 시제품을 사용하였다. 시제품은 기존의 방식들과 제안된 

방식의 출력을 얻기 위해 제어보드에 DSP (Digital Singnal 

Processor)를 이용하였다. 실험은 시뮬레이션과 동일하게 저항 

 Ω, 인덕턴스   를 사용하였고 샘플링시간은 

, 기본주파수는  로 설정하였다. 각 모듈에는 다권선 

변압기를 연결한 다이오드 정류기를 통해 독립된 직류전압 

  가 공급되었다. 그림 8은 정상상태 시, 세 방식의 부하 전

류 , , 를 나타낸다. 그림 8으로부터 각 방식의 결과 값이 

시뮬레이션 결과 값과 같은 것을 알 수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기

준 전압의 주파수보다 샘플링 주파수가 빠르므로 세 방식 모두 

동일한 출력전류를 갖는다. 그림 9는 과도 상태 시, 세 방식의 부

하 전류 , 지령전류  그리고 a상 전압 의 실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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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그림 9 3상 5레벨 CHB 인버터에서 과도상태일 때, 상 출력 전

압 (), 상 전류 () 및 상 지령 전류 () 파형 

: (a) Conv1 방식, (b) Conv2 방식, (c) Proposed 방식 

Fig. 9 3-phase 5-level CHB Inverter output voltage (), 

a-phase output current () and phase reference current 

() waveform in the transient state : (a) Conv1, 

(b) Conv2, (c) Proposed method

표 4 3상 5레벨 CHB 인버터에서 DSP의 실행시간 비교 

Table 4 Comparison of DSP execution time in 3-phase 

5-level CHB inverter

  Pr
실행 시간   

를 나타낸다. 과도상태에서 지령 전류는 크기를 절반으로 줄이

고 위상은 180도 반전시켰다. 세 방식은 서로 다른 전압 벡터를 

선택하기 때문에 과도응답시간에 차이를 보인다. 제안된 방식은 

시뮬레이션과 유사하게 Conv1과 유사한 빠른 과도응답을 보여

준다.

계산 량을 비교하기 위해 DSP의 실행시간을 표 4에 나타냈다. 

Conv1과 비교하였을 때, 제안하는 방법의 계산 량은 약 70% 정

도 감소했다. 그리고 Conv2와 비교했을 때, 제안한 방법의 계산 

량은 7 % 정도 증가했다. 이를 통해 제안된 방법은 계산 량을 획

기적으로 줄임과 동시에 과도 응답 속도를 높일 수 있다. 

3. 결  론

본 논문에서는 계산 량을 줄이고 과도 응답 속도를 높인 CHB 

멀티 레벨 인버터를 위한 모델 예측 제어 기법을 제안했다. CHB 

멀티 레벨 인버터는 레벨이 증가할수록 고려해야할 스위칭 상태

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계산 량을 줄이는 것이 중요

하다. 이를 위해 기존 방법은 현재 전압 벡터의 인접 벡터만을 

고려하여 인버터를 제어했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은 과도 상태 

발생 시 응답 속도가 느리다는 단점이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제안된 방법은 현재 벡터의 인접 벡터와 전체 벡터도에서 고르게 

분포된 포인트 벡터를 이용하여 비용 함수를 계산하고 비용 함수

를 최소로 만드는 벡터를 이용하여 인버터를 제어한다. 상대적으

로 적은 최적의 전압 벡터 후보수와 고르게 분포된 포인트 벡터 

덕분에 제안된 기법은 적은 계산 량으로도 빠른 과도 응답 속도

를 보인다. 제안된 기법의 성능은 시뮬레이션과 실험을 통해 증

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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