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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SS(Energy Storage System) connected with distributed

generation is drawing attention due to improving the quality

load leveling, peak shaving for enhancing reliability of the power

grid. The grid-connected inverter makes frequency adjustment

to the active power's charge·discharge according to the load

variation. In addition, the inverter is possible to act as a

reactive power compensation device to eliminate harmonic

operates as power factor change inhibiting, anti-transient

voltage fluctuation, active filter. In this paper, we propose a

design method of igbt stack considering the reactive power

supply capacity to improve the quality and reliability of the

inverter. Moreover, the grid-connected inverter considering

the four-quadrant rated operation designed stack and verified

the feasibility of the design through a thermal analysis.

1. 서론

에너지 저장 장치(Energy Storage System)는 화력, 수력, 풍

력 발전 등과 연계하여 계통의 전력 품질 개선, 공급 신뢰도 향

상, 부하 평준화, 최대부하 저감과 같은 계통의 신뢰성 향상과

전력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계통 연계형 인

버터는 수용가나 변전소에서 부하 변동에 따른 유효 전력 충·방

전을 하여 주파수 조정을 한다. 또한, 역률 변화 억제, 순간 전

압 변동 방지, Active filter로 동작하여 고조파를 제거하는 무효

전력 보상 장치와 같은 역할이 가능하다. 본 논문에서는 인버터

의 품질과 신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무효 전력 공급 능력을

감안한 IGBT Stack 설계 방법을 제안하였다. 또한, 계통 연계

형 인버터의 4상한 정격 운전을 고려한 Stack을 설계하고, 방열

해석을 통해 설계의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2. 계통 연계형 인버터 IGBT Stack 설계

2.1 계통 연계형 인버터 동작 영역

계통 연계형 인버터는 분산 전원 시스템에서 계통의 사고 확

산 방지와 계통 안정화를 위해 동적 계통 지원과 정적 계통 지

원 운전을 한다. 동적 계통 지원은 FRT(Fault Ride Through)

대한 요구사항이며, 정적 계통 지원은 유효/무효 전력에 관한

사항으로 고정된 무효 전력 또는 고정 역률, 계통 전압이나 유

효 전력에 종속되어 무효전력을 공급해야 한다. 계통의 다양한

요구에 맞추어 지원하기 위해서 무효 전력 제어가 필요하며, 요

구되는 무효 전력량은 계통 운영자에 따라 다르다. Stack 설계

에 의해서 동적/정적 계통 지원을 위한 인버터 운전 범위가 결

정되며, 시스템의 용도나 쓰임에 따라 인버터의 성능이 달라질

수 있다. 그림 1은 계통 연계형 인버터 중에서 PV 인버터와

ESS 인버터의 운전 가능한 영역을 나타낸다. PV 인버터는 계

통에 전력 주입만 가능하여 1상한과 4상한 영역에서 동작하며,

ESS 인버터는 배터리 충전이나 계통에 전력 주입이 가능한 전

영역에서 동작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PV 인버터와 ESS 인버

터의 피상전력은 식 (1),(2)와 같다.

   (1)

    (2)

그림 1  PV/ESS 인버터 운전 영역 범위

Fig. 1  Operating range of the PV/ESS Inverter

PV 인버터의 경우 제한적인 Q값을 갖으며, ESS의 경우는

P값에 따라 충전과 방전이 결정되고, Q값에 따라 역률

(Power Factor) 값이 결정된다. 전 영역에서 Q값을 전력 용량

의 100%까지 출력하기 위해서는 IGBT Stack 방열 설계 및 해

석이 매우 중요하다.

2.2 각 상한별 IGBT Power Loss 비교

본 논문에서는 125[kVA]급 인버터 Stack을 그림 2와 같이

3-레벨 NPC(Neutral Point Clamped) 타입으로 설계하였다. 3-

레벨 NPC에서 한 상은 4개의 IGBT와 FWD(IGBT1∼4), 2개의

Clamping Diodes(Diode1,2)로 구성된다. IGBT 모듈에서 발생하

는 전력 손실은 스위칭 손실과 도통 손실이 있으며, 두 손실을

인버터 손실로 가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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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3-레벨 NPC 인버터 구성도

Fig. 2  Block Diagram of Three-level NPC inverter

Stack 설계 파라미터는 표1과 같으며, 입력되는 전압의 MI값

은 1로 설정하였다.

표    1  시스템 파라미터 

Table 1  Parameters of system

구분 항목 사양 단위

Stack 정격 용량 125 [kVA]

DC 입력

최대 전압 1050 [Vdc]

최대 전류 211 [Adc]

정격 전류 192 [Adc]

AC 출력

정격 용량 125 [kW]

정격 전압 380 [Vrms]

정격 전류 190 [Arms]

출력 주파수 60 [Hz]

MI 1

PF ±1

3-레벨 NPC 타입 인버터에서 하나의 상에 발생하는 총 전

력 손실은 수식(3)∼(10)에 의해 계산되어 진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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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는 인버터가 충전모드와 방전모드에서 뿐만 아니라 지상

1 ≤ 역률 ≤ 진상 1 범위 내의 모든 동작 지점에서 무효 전력

을 제공할 수 있도록 모듈의 전력 손실을 구하였다. 그림 3은

각 역률에 따른 손실을 그래프로 나타내었다.

표    2  3-레벨 NPC 인버터의 전력 손실

Table 2  Power loss of Three-level NPC inverter

역률 (PF) 1 0.707 0 -0.707 -1

측정 위치 IGBT Diode IGBT Diode IGBT Diode IGBT Diode IGBT Diode

Power
loss
(W)

1상 921 161 829 243 608 440 387 637 295 719

3상 2763 484 2488 729 1825 1320 1161 1912 886 2157

접합
온도
(℃)

최
대
값

123 106 118 111 116 112 112 118 109 127

그림 3  역률에 따른 전력 손실 그래프

Fig. 3  Power loss graph based on the power factor

2.3 열해석 결과

손실을 기반으로 인버터 Stack 설계를 하였고, 열 유동 해석

결과 열포화 후 IGBT의 가상 접합 온도는 계산치와 유사함을

확인하였다.

그림 4  인버터 Stack의 온도 분포

Fig. 4  Temperature distribution of the inverter stack

3. 결론

본 논문에서는 계통 연계형 인버터의 4상한 정격 운전을 하

기 위해 IGBT 모듈의 Power loss를 분석하고 설계의 타당성을

확인 하였다. 계산한 Power loss를 바탕으로 열 유동 해석 결과

를 통해 인버터 Stack의 설계 및 성능을 검증하였다. 향후 분산

전원과 연계되어 계통 상황에 입각한 다양한 실험을 통해 시스

템 성능과 신뢰성을 검증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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