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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태양광 인버터는 전력 반도체 소자, 커패시터, 게이트
드라이버 등 다양한 소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1과
같이 전력 반도체 소자는 신뢰성 측면에서 가장 취약한
소자 중 하나로 태양광 인버터의 신뢰성에 큰 영향을
준다[1]-[3]. 온도 스트레스는 전력 반도체 소자의 고장을
일으키는 주요 스트레스 요소로 전력 반도체 스위치의
접합온도가 최대 정격 접합온도를 넘게 되면 전력 반도
체 스위치의 고장이 발생한다[4],[5]. 또한, 전력 반도체 소
자는 다양한 물질로 구성되어 있고 물질마다 고유의 열

Fig. 1. Reliability vulnerable devices in power electronic
systems.

팽창 계수가 존재한다[6]. 온도의 변화에 따라 서로 전력
반도체 소자의 열화 고장이 발생하며 대표적으로 Bond
-wire와 Solder joint에서 발생한다[6]. 따라서 전력 반도
체의 열화 고장을 가속해 수명이 감소한다[7].
본 논문에서는 대표적인 단상 5-레벨 태양광 NPC 인
버터들의 전력 반도체 소자의 열 부하에 대해 분석한다.
먼저, Unipolar 전압 변조 방법(UP-PWM)이 적용되었
을 때 I-type과 T-type NPC 인버터의 전력 반도체 소
자의 열 부하 분포에 대해 분석하고 신뢰성 취약소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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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is paper, the effect of pulse width modulation methods on thermal loadings and power losses of
single-phase five-level NPC inverters for photovoltaic systems are analyzed. The pulse width modulation
methods affect the power losses of the NPC inverters and thus lead to different thermal loadings of NPC
inverters. To identify the reliability-critical power device with respect to thermal stress, the thermal loadings of
I- and T-type NPC inverters are analyzed by applying the unipolar pulse modulation method. Then, the effect
of the discontinuous pulse width modulation method on power losses and thermal loadings of power devices of
I- and T-type NPC inverters are analyzed. Finally, the operation of NPC inverters applying the discontinuous
pulse modulation method is confirmed by experiments. The results show that the discontinuous pulse
modulation method is able to improve the reliability of NPC inverters by reducing thermal loadings of
reliability-critical power devices and it is more effective for T-type NPC inverters than I-type NPC inver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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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Fig. 2. Single-phase five-level inverter topologies. (a) I-type
NPC, (b) T-type NPC.

(a)

  

(b)

Fig. 3. Comparison of reference voltages. (a) UP-PWM, (b)
 = 60°.

평가한다. 또한, 불연속 전압 변조 방법(DPWM) 및 이
의 적용구간에 따른 전력 반도체 소자의 전력손실과 접
합온도 변화에 대해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압 변조
방법이 I-type 및 T-type NPC 인버터의 열 부하에 미
치는 영향을 비교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NPC 인버터들
의 열 부하 감소를 위한 DPWM 방법 적용 시 NPC 인
버터의 동작을 실험을 통해 확인한다.

2. 전압 변조 방법 및 접합온도 추정 방법

2.1 UP-PWM과 DPWM 방법
단상 5-레벨 인버터의 각 레그는 [P], [O] 그리고 [N]

3개의 스위칭 상태를 갖는다. 스위칭 상태 [P]는 그림
2(a), (b)의 스위치  가 켜진 상태를 의미하며
이때 출력 폴 전압 /2이다. 스위칭 상태 [O]와 [N]
은 각각 와 가 켜진 상태를 의미하고 출력 폴

전압은 0과 -/2이다. 그림 3(a)와 식 (1)과 (2)는
I-type과 T-type NPC 인버터의 UP-PWM 방법일 때
지령 전압을 나타낸다. 두 개의 지령 전압에는 위상 차
이가 180° 발생한다.

 sin (1)

   (2)

여기서 은 지령 전압의 크기, 는 계통 주파수를 의
미한다.
그림 3(b)에서 DPWM 방법은 의 최댓값(혹은

의 최솟값)을 기준으로 앞쪽 /2 구간 동안 A 레
그에 [P], 뒤쪽 /2 구간 동안 B 레그에 [N] 스위칭 상
태를 유지하는 [P] 클램핑과 [N] 클램핑을 적용한다. 비
슷하게 의 최솟값을 기준으로 /2 구간만큼 A 레
그에 [N], B 레그에 [P] 스위칭 상태를 유지하는 클램핑
을 적용한다. DPWM을 위와 같이 적용할 경우 한 주기
내에 모든 스위치에 같은 구간 동안 DPWM이 적용되어
두 레그 사이에 열 부하 균형을 이룰 수 있다. 식 (3)과
(4)는 각각 [P]와 [N] 클램핑에 따른 지령 전압 

을 보여준다. 는 클램핑 스위칭이 적용되는 구간으로 0
–180°의 범위를 가진다. DPWM 방법은 클램핑 구간
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은 UP-PWM 방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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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접합온도
도통 손실과 스위칭 손실로 이루어진 전력손실은 열
에너지 방출을 통해 IGBT의 접합온도를 증가시킨다. 도
통 손실()과 스위칭 손실()은 각각 식 (5)와 식

(6)과 같이 나타낸다.

  

 



  ∙   (5)

여기서 는 스위칭 주기, 는 컬렉터 전류, 은 접

합온도, 는 컬렉터-이미터 전압을 의미한다.

    ∙  (6)

여기서 는 스위칭 주파수, 는 스위칭 에너지를

나타낸다. 그림 3(b)와 같이 클램핑 구간()이 적용되는
레그는 특정 스위칭 상태를 유지하므로 스위칭 손실은
발생하지 않고 도통 손실만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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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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GBT module (T-type) 10-12NMA040SH-M267F

IGBT module (I-type) 10-FZ07NIA060SM-P926F4

전력 반도체 소자의 열적 임피던스는 일반적으로
Foster 모델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나타낸다[8].

 
  




 (7)

여기서 는 IGBT 혹은 다이오드의 접합과 IGBT
모듈 케이스 사이의 열적 임피던스,   그리고 i
는 Foster 모델의 각  조합을 의미한다.
그림 4는 IGBT 모듈 내 IGBT 소자의 열 등가 모델

을 보여준다. IGBT와 다이오드의 접합온도는 전력 반도
체 소자의 열적 임피던스와 전력손실로부터 식 (8)과 같
이 얻을 수 있다.

  ∙
 ∙ 

(8)

여기서 는 IGBT 혹은 다이오드의 접합온도, 는
IGBT 혹은 다이오드의 손실, 은 IGBT 혹은 다
이오드의 접합과 방열판 사이의 열적 임피던스, mod
은 IGBT 모듈 전체 손실, 은 방열판과 대기 사
이의 열적 임피던스이며 는 주위온도이다.
본 논문에서 고려되는 IGBT 모듈들의 열적 임피던스

파라미터 값들은 각 모듈의 데이터시트로부터 얻을 수
있으며 정격출력에서 최대 접합온도가 정격 접합온도의
약 80%가 되도록 는 0.21 K/W로 설정하였다

[9].

               (a)                    (b)

Fig. 5. Switch and diode junction temperature of NPC
inverters with UP-PWM ( = 0°) at 20 kHz, 8 kW. (a)
T-type NPC, (b) I-type NPC.

                 (a)                         (b)

Fig. 6. Power loss distributions of T-type NPC inverter at
20 kHz, 8 kW. (a)   ,   , (b)   ,   .

3. 전압변조 방법에 따른 NPC 인버터들의
손실 및 열 부하 분석

I-type 및 T-type NPC 인버터들의 손실 및 열 부하
분석은 PLECS 시뮬레이션 툴을 사용하였으며 시뮬레이
션 관련 파라미터는 표 1과 같다. 그림 5(a)는 UP-PWM
방법이 적용되었을 때 T-type NPC 인버터의 전력 반도
체 소자의 접합온도 분포를 보여준다. 의 접합온
도는 약 120˚C로 의 접합온도보다 약 13˚C 높으
며 T-type NPC 인버터의 전력 반도체 소자 중 가장 높
은 접합온도를 갖는다. 즉, 은 T-type NPC 인버
터 내에서 가장 큰 열 부하를 갖고 있으며 신뢰성 측면
에서 가장 취약한 소자인 것을 알 수 있다.
UP-PWM 방법을 적용한 I-type NPC 인버터 전력

반도체 소자의 접합온도 분포를 그림 5(b)에서 보여준
다. 의 접합온도는 약 113°C로 의 접합온도
보다 약 4°C 높다. 은 가장 큰 열 부하를 가지고
있으며 신뢰성 측면에서 가장 취약한 소자이다.
그림 6은 T-type NPC 인버터에서 DPWM 적용구간

() 변화에 따른 IGBT의 스위칭 및 도통 손실을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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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Fig. 7. Power loss distributions of I-type NPC inverter at
20 kHz, 8 kW. (a)  ,   , (b)   ,   .

Fig. 8. Switch junction temperature of I-type and T-type
NPC inverters at 20 kHz, 8 kW.

낸다. 가 증가함에 따라 의 도통 손실은 증가하
고 스위칭 손실은 감소하지만, 결과적으로 도통 손실의
증가량보다 스위칭 손실의 감소량이 더 커 전력손실이
감소한다. 또한 적용구간 150° 이상일 때는 스위칭 손실
감소량이 적어져 전력손실 감소량이 적어진다. 반면에
의 도통 손실과 스위칭 손실은 큰 변화가 없다.
그림 8은 에 따른 T-type NPC 인버터의 IGBT 접

합온도 변화를 보여준다. 180° 구간 동안 DPWM이 적
용되었을 경우 의 접합온도는 120˚C에서 109˚C로
약 11˚C 감소한다. 앞의 손실 분석에서 보듯이 가 증가
함에 따라 의 전력손실은 감소하게 되고 이는 접
합온도의 감소를 야기한다. 반면 의 접합온도 변
화는 크지 않은데 이는 DPWM 방법은 의 전력
손실에 큰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이다.
DPWM 적용구간 에 따른 I-type NPC 인버터

IGBT의 전력손실 변화는 그림 7과 같다. 가 증가함에
따라 의 스위칭 손실은 감소하고 도통 손실은 증
가하지만, 전체적인 전력손실은 감소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의 전력손실은 대부분 도통 손실에 의
한 것으로 DPWM 적용에 따른 전력손실의 변화량은 미
비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8과 같이 가 증가함에 따라 의 접합온도

는 감소하며 180° 구간 동안 DPWM이 적용되었을 경우
접합온도는 109˚C에서 103˚C로 감소한다. T-type 인버
터와 비교하였을 때 의 접합온도 변화량이 상대적
으로 적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T-type NPC 인버터

TABLE Ⅱ
POWER LOSS OF I-TYPE AND T-TYPE NPC
INVERTERS AT 20 kHz, 8 kW DEPENDING ON 

Power loss
 ()

0 30 60 90 120 150 180

T-type (W) 235.2 229.2 223.2 218.2 214.4 209.8 206.2

I-type (W) 230 226.7 223.6 221 218.9 217.1 216.2

(a)

(b)

Fig. 9. Mission profile recorded in Arizona in USA for a
day. (a) Ambient temperature, (b) Solar irradiation.

의 에는 I-type NPC 인버터의 IGBT 소자들의
내압보다 약 2배 큰 IGBT 소자가 사용되어 상대적으로
스위칭 손실의 비중이 더 크며, 따라서 DPWM 적용에
따른 전력손실 감소량이 더 크기 때문이다. DPWM적용
에 따른 의 전력손실 변화는 매우 적어 접합온도
의 변화는 크지 않다.
DPWM 방법을 T-type NPC 인버터에 적용하였을 경우

가 증가함에 따라 최대 접합온도를 갖고 있는 

의 접합온도가 감소하므로 T-type NPC 인버터의 신뢰
성이 향상될 것이다. 반면에 I-type NPC 인버터는
DPWM 적용구간 가 증가하더라도 최대 접합 온도를
갖는 의 접합온도는 변화가 적어 I-type NPC 인
버터의 신뢰성 향상 효과는 미비하다. 또한 표 2의 에
따른 NPC 인버터들의 전력손실에서 보듯이 두 인버터
모두 가 증가함에 따라 전력손실은 감소하여 효율이
향상되지만 DPWM의 적용은 효율 향상 측면에서
T-type NPC 인버터에 더 효과적인 것을 알 수 있다.
태양광 시스템의 미션 프로파일 하에서 전압 변조 방

법에 따른 NPC 인버터들의 열 부하를 분석하였다. 미션
프로파일은 그림 9와 같이 하루 동안 미국 애리조나에
서 기록된 일사량과 주위온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사
량과 주위 온도에 따른 PV 패널의 출력 전력 측정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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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Thermal loadings of the IGBTs of T-type NPC
with UP-PWM ( = 0°).

  

Fig. 11. Thermal loadings of T-type NPC inverter  
when  = 0°, 30° and 60°.

  

Fig. 12. Thermal loadings of the IGBTs of I-type NPC with
UP-PWM ( = 0°).

  

Fig. 13. Thermal loadings of I-type NPC inverter  
when  = 0°, 30° and 60°.

TABLE Ⅲ
EXPERIMENT PARAMETER

Parameters Value

Switching frequency ( ) 20 [kHz]

Resistor load () 30 [Ω]

DC-link voltage ( ) 400 [V]

Output current () 8 [A]

Inductor load () 1.5 [mH]

바탕으로 한 PV 모델로부터 태양광 시스템의 발전 전
력, 즉 태양광 인버터의 입력 전력을 결정하였다. 인버
터의 입력 전력에 따라 전력 반도체 소자는 다른 전력
손실 및 열 부하를 갖는다.

 

(a)

        

(b)

(c)

    

(d)

Fig. 14. Pole and reference voltage under the different 
when (a) 0°, (b) 60°, (c) 120°, (d) 180°.

그림 10은 미션 프로파일 하에서 동작하는 T-type
NPC 인버터의 IGBT들의 열 부하를 보여준다. 앞의 분
석처럼 UP-PWM 방법을 적용했을 때 이 

보다 더 높은 열 부하를 갖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고 일
조량이 높아 더 높은 전력이 발전되는 구간에서 온도
차이가 더 크게 발생한다.
그림 11은 의 변화에 따른 신뢰성 취약소자인

의 열 부하를 나타낸다. DPWM 적용구간 가 증
가함에 따라 의 열 부하가 감소하게 되며 이는
신뢰성 취약소자의 수명을 증가시켜 T-type NPC 인버
터의 신뢰성이 향상할 것으로 기대된다.
미국 애리조나 미션 프로파일 하에서 UP-PWM 방법
이 적용된 I-type NPC 인버터의 IGBT들의 열 부하 분
포는 그림 12와 같다. 는 보다 더 높은 열
부하를 갖는 신뢰성 취약소자인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13은  구간에 따른 의 열 부하 변화를 보여준다.
T-type NPC 인버터의 신뢰성 취약소자 과는 다
르게 DPWM 적용구간이 증가하더라도 의 열 부
하 감소는 미비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DPW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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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Fig. 15. Output voltage and current depending on  (a) 0°,
(b) 60°, (c) 120°, (d) 180°.

적용에 의한 I-type NPC 인버터의 신뢰성 향상 효과는
T-type NPC 인버터에 비해 미비하다.

4. 실 험

본 논문에서 적용한 전압 변조 방법에 따른 NPC 인
버터의 동작을 실험을 통해 확인하였다. 실험 조건은 표
3과 같다. 전압 변조 방법에 따른 I-type NPC 인버터와
T-type NPC 인버터의 출력 파형은 같으므로 본 논문에
서는 I-type NPC 인버터의 출력 파형을 고려하였다.
그림 14는 DPWM 적용구간()가 각각 0°, 60°, 120°
그리고 180° 일 때의 지령 전압 파형과 그에 따른 두 레
그의 폴 전압 파형을 보여준다. 각 폴 전압은 스위칭 상
태에 따라  , 0,  을 가지며  구간 동안
지령 전압은 [P] 또는 [N]으로 클램핑되어 폴 전압이
  또는 - 으로 고정된다. 에 따른 인버터의
출력전압과 출력전류는 그림 15와 같다. 두 레그의 폴전
압 차이로 발생하는 출력전압 은 , , 0,

Fig. 16. Efficiency comparison of I-type and T-type NPC
inverters at 2 kW.

 ,  로 5레벨 전압을 가지며 출력전류 

은 8A로 제어되고 있다. 하지만 은 가 증가함에 따
라 클램핑 구간이 길어지고 이 구간에서 출력전압의 스
위칭 주파수는 반으로 감소하여 출력전류의 리플이 증
가한다.
그림 16은 출력 전력이 2kW일 때 전압 변조 방법에
따른 I-type 및 T-type NPC 인버터의 효율을 보여준
다. T-type NPC 인버터에서 DPWM 방법( = 180°)을
적용했을 때 효율은 97.352%로 UP-PWM 방법이 적용
되었을 때의 효율 96.940%에 비해 약 0.41% 향상되었
다. I-type NPC 인버터의 경우에도 DPWM 방법을 적
용하였을 때 인버터의 효율이 97.085%에서 97.253%로
향상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UP-PWM 적용 시 I-type
NPC 인버터의 효율이 T-type NPC 인버터의 효율보다
더 높지만 DPWM 적용 시 T-type NPC 인버터가 전력
손실의 감소량이 더 커 I-type NPC 인버터보다 더 높
은 효율을 갖는다. 따라서 DPWM은 효율 향상 측면에
서 T-type NPC 인버터에 더 효과적이다.

5. 결 론

본 논문은 I-type 및 T-type의 NPC 스위치 접합온도
에 따른 신뢰성 취약소자를 파악하고 전압변조 방법이
두 인버터의 신뢰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DPWM
적용은 T-type NPC 인버터에서 신뢰성 취약소자의 접
합온도를 낮춰 신뢰성 향상시키는 반면 I-type NPC 인
버터의 신뢰성 취약소자의 접합온도는 큰 변화가 없어
신뢰성 향상 효과는 미비하다. 또한 DPWM의 적용은
두 인버터의 효율을 향상시키며 T-type 인버터의 효율
상승에 더 효과적이다. 하지만 DPWM 적용은 출력전류
의 THD를 증가시키므로 스위치의 접합온도 감소, 효율
향상 및 출력전류의 THD 증가를 고려한 적절한 적용구
간 의 선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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