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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인버터는 산업용 구동장치, 신재생에너지 발전, 전기자동차 추

진장치, 엘리베이터 등에서 DC 전력을 AC 전력으로 변환하는데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다. 따라서 인버터의 전력변환 효율을 증

대하는 것은 전체 시스템의 에너지절감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요

소이다.

인버터의 출력전압을 형성하는 가장 보편적인 모듈레이션 방식

이 PWM (Pulse Width Modulation)인데, PWM의 경우 통상 스

위칭 주파수가 높아, 반도체 스위치에서 발생하는 손실의 대부분

은 스위칭 시 발생하고, 도통 시 발생하는 손실은 상대적으로 상

당히 적다. 따라서 인버터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스위칭 손실

을 최소화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스위칭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DC 단에 보조회로를 병렬 또는 

직렬로 삽입하여 영전압 스위칭(ZVS: Zero Voltage Switching) 

또는 영전류 스위칭(ZCS: Zero Current Switching)에 의한 다양

한 소프트 스위칭 방식이 제안되었다[1]-[6]. 이들 방식 중 가장 

보편적인 것이 2개 IGBT와 Diode, LC 공진회로, 그리고 별도의 

IGBT로 구성된 병렬공진 소프트 스위칭 인버터이다. 그러나 이들 

소프트 스위칭 인버터의 단점은 추가되는 소자가 너무 많아 비용

이 크다는 것이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토폴로지로 인버터의 DC 전압 

중앙점과 주스위칭 교류 출력점 사이에 보조회로를 장착한 

Auxiliary Resonant Commutated Pole (ARCP) 인버터가 제안되

었다. ARCP 인버터의 보조회로는 2개의 IGBT 스위치와 한 개의 

인덕터, 그리고 주스위치 양단에 위치하는 2개의 커패시터로 구성

되어 있다[7]. 보조스위치와 주스위치간의 On/Off 상태에 따라 

크게 3가지의 동작상태를 보인다. 첫 번째로는 부하전류가 주스위

치에 병렬로 연결된 다이오드를 통해 프리휠링하는 동작, 두 번째

로 공진리액터로 흐르는 전류와 부하전류간의 크기 차이에 따른 

공진커패시터의 충/방전, 마지막으로 주스위치의 ZVS 환경에서 

동작시, 공진커패시터의 충/방전에 따른 LC 공진회로에 흐르는 공

진전류이다. ARCP 인버터는 보조회로의 구성이 간단하고 측정된 

효율이 충분히 높으나, 보조 IGBT 스위치 양단에 고주파 과도전

압이 나타나고, 이 과도전압은 보조 IGBT 스위치의 수명에 악 영

향을 초래한다. 이러한 단점 때문에 ARCP 인버터는 산업계에서 

활용이 잘 안되어 왔다.

ARCP 인버터의 이러한 단점을 개선하고자 단상 풀-브리지 인

버터를 대상으로 기존 ARCP 인버터의 보조회로와 동일한 구조에

서 클램프 다이오드를 장착한 방식이 제안되었다[8]. 또한 몇 가

지 새로운 구조의 보조회로를 갖는 ARCP 인버터가 참고문헌 

[9]-[11]에 기술되어 있다. 그러나 이들 보조회로는 구성이 다소 

복잡한 단점을 갖는다.

본 논문에서는 두 개의 IGBT 스위치, LC 공진회로, 그리고 2개

의 클램프 다이오드를 장착한 새로운 구조의 ARCP 인버터를 제

안하고 그 동작과 성능을 이론적인 분석과 PSCAD/EMTDC를 이

용한 시뮬레이션으로 확인하였다. 또한 하드웨어 구현 타당성을 

확인 할 목적으로 3상 380V/5kVA 용량의 프로토타입을 실험실에

서 제작하여 실험을 실시하였다.

본 논문의 구성은 2장에서는 소프트 스위칭의 효과를 추정할 

목적으로 먼저 인버터의 손실을 이론적으로 분석하였다. 3장에서

는 제안하는 ARCP 인버터의 구성과 동작을 소개하였다. 4장에서

는 제안하는 ARCP 인버터의 동작과 성능을 확인하는 시뮬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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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에 대해 기술하였다. 5장에서는 제안하는 ARCP 인버터의 프

로토타입 제작과 실험 결과에 대해 기술하였고 6장에서는 시뮬레

이션과 실험 결과로 판단한 결론에 대해 기술하였다.

2. 인버터의 손실분석

본 논문에서는 소프트스위칭을 적용하여 기존 하드스위칭인버

터의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을 연구 목표로 하고 있다. 실제 인버

터 토폴로지는 2-레벨, 3-레벨, 멀티-레벨 등 다양하나, 본 논문

에서는 2-레벨 반브리지 인버터를 대상으로 하드스위칭 방식과 

제안하는 ARCP 소프트스위칭 방식의 효율을 비교할 예정이다.

하드스위칭 인버터와 소프트스위칭 인버터의 효율을 정량적으

로 분석한 내용이 참고문헌 [12]에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다. 이 

참고문헌에서 2-레벨 인버터를 대상으로 정격 출력이 100kVA, 

직류 전압이 750V, 그리고 부하역률이 0.8인 조건에서 손실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때 스위칭 소자로는 인버터의 정격 용량과 직류 전

압을 고려하여 Fuji 사의 1200V, 300A IGBT, 2MBI300UC-120을 

대상으로 하였다.

2-Level 인버터의 주된 손실은 스위칭 소자의 도통손실

(Conduction Loss)와 스위칭손실(Switching Loss) 그리고 필터리

액터에 의한 손실이다. IGBT의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데이터 시트

는 도통 전압강하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있어, IGBT의 도통손실

은 식 (1)을 통해 계산 가능하다. 일정한 입/출력 전압조건에서 부

하전력이 증가함에 따라 부하전류 max가 증가함을 의미하며, 아

래 수식에서 보이는 거와같이 도통손실 또한 증가함을 의미한다. 

이에 관련된 부하전력량에 따른 도통손실값은 그림1에서 확인할 

수 있다.




max  


max
  cos      (1)

여기서, max는 부하전류의 최대치, 는 ON-상태 IGBT 전

압, 는 ON-상태 다이오드 전압, 은 모듈레이션 인덱스, 는 

부하 역률각.

한편 스위칭 손실은 IGBT Data Sheet로부터 도출이 가능한데 

식 (2)와 같이 표현 가능하다[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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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는 스위칭 주파수, 는 캐리어 주파수, 는 역회

복 (Reverse recovery) 에너지 상수, 은 턴-온 (Turn-on)시 

에너지 상수, 는 턴-오프 (Turn-off) 에너지 상수.

그림 1은 데이터 시트에서 얻은 값을 위의 식 (1)과 (2)를 통해 

구한 결과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도통손실은 최대출력 

100kVA에서 0.8kW인 반면 스위칭손실은 3.8kW 로 스위칭손실이 

도통손실에 비해 아주 큰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인버터의 손실

을 저감하기 위해서는 스위칭손실을 저감해야 됨을 알 수 있다.

 

(a) 도통 손실

(b) 스위칭 손실

그림 1 인버터 IGBT 스위치의 도통과 스위칭 손실[12]

Fig. 1 Conduction and switching loss of inverter IGBT 

switch [12]

3. 제안하는 ARCP 인버터

3.1 기존 ARCP 인버터

ARCP 인버터는 그림 2(a)와 같이 DC 링크 중앙부와 AC 출력 

단에 독립적으로 제어되는 스너버 커패시터  , 공진 인덕터   

그리고 보조 스위치 로 구성된 보조회로를 이용하여 ZVS 턴온

을 수행한다. 보조스위치 는 4상한 동작이 가능한 스위치로, 양

방향의 전압과 전류를 저지 또는 도통시킬 수 있어야 하므로 보통 

과 의 한 쌍의 스위치로 구성된다. 보조스위치 은 보조

전류를 메인 인버터 스위치 과 로, 는 메인 인버터 스위

치 과 에서 나오는 보조전류를 중성점으로 보낸다. 스위치 

이 Off에서 On으로 되는 ZVS가 이뤄지는 동안 부하전류의 흐

름은 보조스위치 의 동작과 함께, 메인 다이오드 에서 메인 

스위치 을 통해 흐르게 된다. 그리고 보조회로 동작은 ZCS 상

태에서 Turn-off 되며 스위치에 걸리는 전압은 직류단 전압의 

1/2이다.

ARCP 인버터의 주된 손실은 주회로와 필터리액터 그리고 보조

회로 손실로 나뉜다. 주회로의 스위치는 영전압 상태에서 

Turn-on 되고, 보조회로의 스위치는 영전압 상태에서 Turn-on과 

Turn-off 동작을 하기 때문에 손실은 오로지 주회로의 스위치가 

Turn-off 될 때 발생한다. 또한 스너버 역할을 하는 커패시터에 

의해 스위치의 전압과 전류의 중첩되는 넓이가 줄어 손실은 더욱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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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기존 ARCP 인버터 회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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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보조스위치 양단전압

그림 2 기존 ARCP 인버터의 회로구성과 보조스위치 양단전압

Fig. 2 Circuit configuration of existing ARCP inverter and 

voltage across auxiliary switches

기존 ARCP 인버터에서 보조스위치 과   양단에 나타나

는 전압을 시뮬레이션을 통해 측정해 보면 그림 2(b)와 같이 스위

칭 주파수에 해당하는 과도전압이 나타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

러한 과도전압은 보조스위치에 전압 스트레스를 가하여 신뢰도와 

수명에 영향을 준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기존 ARCP 인버터는 널

리 활용이 안되고 있는 상황이다.

3.2 제안하는 ARCP 인버터

기존 ARCP 인버터의 이러한 단점을 개선하기 위해 본 연구에

서는 그림 3(a)에 보인 새로운 구조의 다이오드-클램프 ARCP 인

버터를 제안하였다. 제안하는 회로는 주 스위치 양단에 있던 2개

의 공진커패시터  을 제거하고 하나만 공진리액터  과 병렬로 

연결하였다. 그리고 공진리액터   앞단에 2개의 클램핑 다이오드

를 연결하였다. 보조스위치 양단에 걸리는 과도전압은 클램핑 다

이오드를 통해 제거가 가능하다. 그림 3(b)는 보조스위치 양단에 

걸리는 전압파형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 4에 보인 것처럼 제안하는 다이오드-클램프 ARCP 인버

터는 8개의 동작모드로 구분할 수 있고, 각 모드에서는 아래와 같

은 동작이 수행된다. 또한 각 동작모드의 등가회로와 전류 루프는 

그림 5와 같다.

M1: 이 를 감쇠하는 구간으로 과   그리고 로 흐

르는 은 와 반대 방향으로 흘러 를 감쇠한다.

 


   , ( ≤  )    (3)

M2: >  인 구간으로  이 -  크기로 충전되고 의 

전압이  의 전압 크기로 증가한다. 는  을 통해 흐르고 의 

전압은 에서 서서히 감소한다. 

   


   , ( ≤ ) (4)

  


   , ( ≤  )            (5)

(a) 제안하는 ARCP 인버터 회로도

(b) 보조스위치 양단전압

그림 3 제안하는 ARCP 인버터의 회로구성과 보조스위치 양단전압

Fig. 3 Circuit configuration of proposed ARCP inverter and 

voltage across auxiliary switches

그림 4 동작모드 다이어그램: 주스위치와 보조스위치 게이팅 펄

스, 공진전류, 주스위치 양단 전압, 주스위치에 흐르는 

전류

Fig. 4 Operation Mode Diagram: Gating pulse for main and 

auxiliary switches, resonant current, voltage across 

main switches, current through main switch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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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s , ( ≤ )    (6)

(공진 임피던스  





, 공진 주파수  


)

Lr

D1

D2
Cr

S1

S2

M4

CDC1

CDC2

io
SX1 SX2

그림 5 각 동작모드별 등가회로와 전류 루프

Fig. 5 Equivalent circuit for each operation mode and 

current loop

M3: ZVS이 발생하는 구간으로 의 전압이 ‘0’이 되는 동안 

에 -이 흐른다. 만일 >이 되면, 의 내장 다이오드가 

ZVS으로 Turn-on 된다. 이때 은 ‘0’까지 선형으로 감소하고 

은 까지 상승한다.

   


   , ( ≤  )             (7)

M4: =인 구간으로 는 을 통해 흐르고 다른 스위치 

 , 는 모두 Turn-off 된 상태로 있다.

M5: 공진전류를 Boosting 하는 구간으로 가 Turn-on 되

면, 과  을 통해 폐회로가 구성되고 이 Turn-off 될 때까지 

+이 을 통해 흐른다.

 


   , ( ≤ )               (8)

M6: 근사 ZCS이 발생하는 구간으로 이 Turn-off 될 때 

+가  을 통해 흐른다. 의 전압과  의 전압은 동일한 수준

으로 감소하고 의 전압은 -까지 상승한다.   전압의 

하강 기울기와   전압의 상승 기울기는  에 의해 정해진다. 따

라서 적절히  을 설정하면 과 의 오버랩은 최소화가 가능

하여 근사 ZCS로 동작한다.

M7: 이 '0'으로 Reset 되는 구간으로 의 내장 다이오드가 

Turn-on 되어 +가 의 내장 다이오드로 흐르고 은 '0'까

지 상승한다.

M8: =-인 구간으로 가 의 내장 다이오드와 필터리액

터를 통해 흐른다.

제안하는 ARCP 인버터에서 공진커패시터와 공진리액터는 각 

모드구간에서의 공진조건과 소자의 내압과 내전류를 고려하여 설

계되어야 한다. 그 외에도 주스위치와 보조스위치의 Overlap 시간 

 을 적절하게 선정해야 한다. 그렇기에 공진소자는 소프트스

위칭이 발생하는 M2 구간에서의 동작과 파형의 수식을 통해 설계

될 수 있다.

M2 구간에서의 공진커패시터의 최대전류는 직류단 전압 

와 특성임피던스 로 표현될 수 있고, 공진리액터의 최대전류는 

출력전류와 공진커패시터 전류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다.

 












  (9)

                 (10)

앞서 소개된 공진 주파수 의 수식을 식(9)에 대입하여 정리

하면, 공진커패시터 과 공진리액터 의 값을 선정할 수 있다. 

그리고 공진 주파수 는 주스위치의 데드타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공진이 주로 데드타임 내에 발생하기에 공진 주파수의 

반주기를 데드타임에 가깝도록 맞추어 설계해야 한다.

 


,  


          (11)

4. 시뮬레이션 결과

그림 6부터 9까지는 제안하는 다이오드-클램프 ARCP 인버터

의 동작을 시뮬레이션으로 분석한 결과이다. 그림 6은 제안하는 

ARCP 인버터가 DC 출력전압을 유지할 때 주스위치 과   양

단 전압과 이에 흐르는 전류, 그리고 공진 커패시터와 인덕터의 

전류를 나타낸 파형이다. 이 시뮬레이션 결과를 통해 공진전류는 

주스위치 과 가 Turn-on 또는 Turn-off 되는 순간에 공급

됨을 알 수 있다.

그림 6 주스위치 전압과 공진전류

Fig. 6 Main switch voltage and resonant curr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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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은 주스위치 이 Turn-on 되는 구간을 중심으로 주스

위치 과   양단 전압과 이에 흐르는 전류, 그리고 공진 커패시

터와 인덕터의 전류를 확대한 파형이다. 주스위치 에 걸리는 전

압은 Turn-on 되는 순간에 0으로 감소하고 그후 스위치 전류는 

서서히 상승하여 영전압 스위칭이 이루어 짐을 알 수 있다. 주스

위치 는 이와 반대로 영전류 스위칭이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그림 7 턴-온 시 확대한 주스위치 전압과 공진전류 파형

Fig. 7 Expanded switch voltage and resonant current at 

turn-on

그림 8은 주스위치 이 Turn-off 되는 구간을 중심으로 주스

위치 과   양단 전압과 이에 흐르는 전류, 그리고 공진 커패시

터와 인덕터의 전류를 확대한 파형이다. 주스위치 에 흐르는 전

류는 Turn-off 되는 순간에 0으로 감소하고, 스위치 양단 전압은 

서서히 상승하여 영전류 스위칭이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주스위

치 는 이와 반대로 영전압 스위칭이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그림 8 턴-오프 시 확대한 주스위치 전압과 공진전류 파형

Fig. 8 Expanded switch voltage and resonant current at 

turn-on

그림 9는 주스위치 이 Turn-off 되는 구간을 중심으로 보조

스위치 과 에 나타나는 전압과 이에 흐르는 전류, 그리고 

클램핑 다이오드 과 에 나타나는 전압과 전류를 보인 것이

다. 보조스위치 과 는 공진전류에 의해 Turn-on과 Turn- 

off 되는 순간 모두 영전압과 영전류 상태에서 동작함을 알 수 있

다. 그리고 보조스위치 양단에 나타나는 전압은 그림 2(b)에 보였

던 기존 ARCP 인버터의 보조스위치에 나타났던 과도전압이 제거

됨을 알 수 있다. 또한 글랭핑 다이오드 과 에 나타는 전압과 

전류를 보인 것인데 약간의 오버랩 영역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그림 9 보조스위치 양단 전압과 클램핑 다이오드 양단 전압

Fig. 9 Voltages across auxiliary switches and clamping diode

5. 하드웨어 실험 결과

그림 10은 설계한 다이오드-클램프 ARCP 인버터의 3상 회로

도를 나타낸 것이다. 기본적으로 단상 다이오드-클램프 ARCP 인

버터 3대를 병렬로 결합한 형태로 보조스위칭 회로는 각 상별로 

한 세트씩 배정되어 있다. 3상 인버터가 교류 전력계통과 연계하

여 동작할 경우 DC 전압제어와 무효전력제어가 필요한데 그림 

10(b)는 이를 나타낸 것이다.

(a) 3상 ARCP 인버터 회로도

 

(b) 3상 전류제어 블록도

그림 10 제안하는 3상 ARCP 인버터 회로도와 전압-전류 제어기

Fig. 10 Proposed 3-phase ARCP inverter circuit diagram 

and voltage-current control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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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한 하드웨어 프로토타입의 정격과 회로정수는 표 1과 같다.

Parameter Value

Rated Power  5kW

Input AC Voltage  380Vac

Output DC Voltage  750Vdc

Switching Frequency  20kHz

Resonant Inductor  18uH

Resonant Capacitor  10nF

Filter Inductor  2mH

Load Resistance  112Ω

표    1 제안하는 ARCP 인버터의 회로정수

Table 1 Circuit parameters for proposed ARCP

그림 11은 실험실에서 제작한 제안하는 ARCP 인버터의 프로

토타입과 이를 테스트하는 시험장치의 사진을 보인 것이다. 

(a) 제안하는 ARCP 인버터

(b) 제안하는 ARCP 인버터의 시험장치 구성

그림 11 실험실에서 제작한 5kVA 3상 ARCP 인버터와 시험장치 

구성

Fig. 11 Proposed 3-phase ARCP inverter and configuration 

of its test set-up

그림 12는 주스위치와 보조스위치에 공급되는 게이팅 펄스를 

나타낸 것이다. 여기서 보조스위치에 공급되는 게이팅 펄스는 주

스위치에 공급되는 PWM 펄스의 상승단 보다 앞서서 상승함을 알 

수 있다. 채널 2에 나타낸 보조스위치의 게이팅 펄스는 채널 1에 

나타낸 주스위치의 PWM 펄스의 상승단보다 2μs 일찍 상승함을 

볼 수 있다.

그림 12 주스위치와 보조스위치의 게이팅 펄스

Fig. 12 Gating pulses for main and auxiliary switches

그림 13은 DC 전압이 750V를 유지하면서 5kW 전력을 교류 

측에서 직류 측으로 전달할 때 주스위치 상/하단 Arm 양단에 걸

리는 컬렉터-에미터 전압, 공진 전류, DC 전류를 나타낸 것이다. 

최상단 파형은 A상 전류를 나타낸 것이고 중간 파형은 상/하단 

주스위치 컬렉터-에미터 양단에 걸리는 전압을 나타낸 것이고 최

하단 파형은 인덕터로 흐르는 공진전류를 나타낸 것이다. 인덕터

의 공진전류는 상단 Arm의 컬렉터-에미터 양단에 걸리는 전압이 

영이 되기 전에 상승하기 때문에 상단 Arm 스위치는 ZVS로 동작

한다. 또한 인덕터의 공진전류는 하단 Arm의 컬렉터-에미터 양단

에 걸리는 전압이 영이 되기 전에 상승하기 때문에 하단 Arm 스

위치 역시 ZVS로 동작한다.

그림 13 주스위치 전압과 공진 전류

Fig. 13 Main switch voltages and resonant current

그림 14는 DC 전압이 750V를 유지하면서 5kW 전력을 교류 

측에서 직류 측으로 전달할 때 인버터 교류 측에서 측정한 3상 

전류와 DC 전압을 나타낸 것이다. 3상 전류는 주파수가 60Hz 이

고 왜곡이 거의 없는 파형을 나타내고 있으며 DC 전압은 750V

의 일정한 값을 유지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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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3상 인버터 전류와 DC 전압 

Fig. 14 3-phase inverter current and dc voltage

제안하는 ARCP 인버터의 효율을 측정할 목적으로 인버터의 교

류 측을 3상 전원에 연결하고 AC 측으로부터 5kW의 전력을 흡수

하여 DC 전력으로 바꾼 다음 DC 측의 저항부하에서 소모하는 형

태로 동작한다. 이때 교류 측 전류제어에 의해 인버터 교류 측에

서는 무효전력의 소모가 없는 단위 역률로 동작하도록 전류제어를 

실시하였다. 상호비교를 위해 동일한 조건에서 하드스위칭 인버터

를 동작시켜 각각의 효율을 Power Meter로 교류입력에 대한 직

류출력의 비를 측정하였다.

그림 15는 제안하는 ARCP 인버터의 효율과 하드스위칭 인버

터, 기존 ARCP 인버터의 효율을 측정하여 비교한 그래프이다. 

2kW 이하 영역에서는 하드스위칭 인버터의 효율이 ARCP 인버터

보다 높게 나타난다. 그 이유는 제안하는 ARCP 인버터의 경우 보

조회로에서 소모되는 전력이 낮은 출력에서는 차지하는 비중이 크

기 때문이다. 그러나 2kW 이상의 영역에서는 하드스위칭 인버터 

보다 높은 효율을 나타낸다. 제안하는 ARCP 인버터의 최대효율은 

97% 정도로 하드스위칭 인버터에 비해 정격 용량에서 약 1.5% 

이상 높은 효율을 나타내었다. 제안하는 ARCP 인버터는 기존 

ARCP 인버터에 비해 약간 낮은 효율을 보이는데 이것은 클램핑 

다이오드에서 발생하는 손실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소프트 스

위칭 인버터의 경우 구성요소의 3차원적인 물리적인 배치와 제작

이 효율에 큰 영향을 주는데 학교실험실이 아닌 숙련된 산업체에

서 전문적으로 제작할 경우 효율은 좀 더 향상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15 하드스위칭 인버터와 ARCP 인버터의 효율 비교

Fig. 15 Comparison of efficiency between hard switching 

inverter and ARCP inverter

6. 결  론

본 논문에서는 2개의 보조스위치, 2개의 클램핑 다이오드, 그리

고 LC 공진회로로 구성된 새로운 구조의 ARCP 인버터를 제안하

였다. 제안하는 ARCP 인버터의 동작과 성능은 이론적인 분석과 

시뮬레이션에 의해 검증하였고, 또한 하드웨어 구현 타당성을 검

증하기 위해 3상 380V/5kVA 용량의 프로토타입을 실험실에서 제

작하여 실험을 실시하였다. 실험결과를 분석한 결과 제안하는 

ARCP 인버터는 하드스위칭 인버터에 비해 1.5% 정도의 효율 개

선이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제안하는 ARCP 인버터는 기존 

ARCP에 비해 단일 공진 커패시터가 필요하나 2개의 클램핑 다이

오드를 필요로 하여 기존 ARCP 인버터에 비해 비용면에서 불리

하나 보조스위치에서 발생하는 과도전압을 억제하여 보조스위치의 

수명을 개선하는 효과를 갖는다. 또한 제안하는 ARCP 인버터는 

손실 개선효과가 1.5% 정도로 낮으나 다수의 신재생발전과 전기

자동차 그리고 산업용 구동장치를 고려하면 전체적인 손실저감 효

과는 클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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