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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애플리케이션 노트는 3 레벨 중성점 클램프(이하 “3L NPC”로 함. NPC: Neutral Point Clamped)와 3 레벨 T 형 중성점 

클램프(이하 “3L TNPC”로 함. T-type Neutral Point Clamped)라고 하는 2 종류의 3 레벨 토폴로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 애플리케이션을 정독한다면 3L 인버터가 어떻게 작동하고 각각의 장단점은 무엇인지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3L 인버터 모듈의 구조와 설정에 관한 몇 가지 내용도 함께 설명하였습니다. 다만, 여기에 제공된 정보는 

완전하지는 않으며, 적절한 설계의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일반(General) 

3L NPC 또는 3L TNPC 토폴로지를 사용하여 얻을 수 있는 

한 가지 이점은 전류 THD가 낮다는 점입니다. 즉, 필터에 

대한 설계 값을 낮출 수 있다는 뜻입니다(이는 필터 설계에 

필요한 구리의 양이 줄일 수 있으며, 필터에서의 손실이 

감소함). 

또한 3L NPC의 주된 장점 중 하나는 실제 DC 링크 전압에 

비해 파괴 전압이 낮은 IGBT와 다이오드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다 낮은 차단전압(Blocking Voltage)의  

전력반도체는 높은 차단전압의 반도체보다 손실 발생이 

적어 효율이 증가합니다. 2L 애플리케이션에서와 동일한 

차단전압의 전력반도체를 사용하면 3L에서는 DC 링크 

전압을 더높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2L 1상  레그 모듈에 

비해 3L NPC 1상 레그 모듈은 4개가 아닌 10개의 반도체로 

구성됩니다(그림 1). IGBT 4개(T1~T4), 역병렬 

환류다이오드(FWD) 4개(D1~D4), 클램핑 다이오드(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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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D5,D6)) 

그림.1 녹색박스 : 3L NPC 1상 레그의 구성 

 

회로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4개의 전력 모듈은 AC 및 DC 

링크에 연결합니다: DC 링크는 대칭구조로 2개의 

전력반도체를 통해 직렬 연결하여 절반으로 분할됩니다. 

DC+, DC- , N (중성점). 그 중 윗부분은 DC+와 N을 

연결하고 아래부분은 N과 DC-를 연결합니다. 

2L 토폴로지에 비해 3L 토폴로지에서는 모든 전류의 전도 

경로가 2개의 직렬 연결된 반도체로 구성되어 더 높은 

DC 링크 전압을 처리하거나 스위치의 차단 전압을 낮출 

수 있습니다. 

3L TNPC의 이점은 3L NPC에서와 같은 3L로 구동하지만 스

위칭 방식에 제약이 없다는 점 입니다.(특히 비상 정지 시 

스위치의 OFF 방식에 대한 부분). 

그림.2 녹색박스 : 3L TNPC 1상 레그의 구성 

 

3L TNPC 1 상 Reg(레그(그림 2))는 8 개의 전력반도체로만 

구성됩니다 : IGBT 4 개(T1 – T4), 역병렬 환류다이오드(FWD) 

4 개(D1 – D4). 3L TNPC 는 3L NPC 와 다르게 T1 과 

T4 외부스위치(Outer Switches)가 DC 링크의 전체전압을 

견뎌야 하기 때문에 3L NPC 보다 더 높은 차단전압(Brake 

Down Voltage)의 전력반도체가 사용됩니다. 내부스위치 

(Inner Switches)T2, T3 는 AC 출력과 DC 링크 전압의 

중성점(Neutral)에 연결하고 DC 링크 전압의 절반을 차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3L TNPC 토플로지에서 전류의 

전도경로는 하나의 외부스위치 반도체와 직렬로 연결된 

2 개의 내부스위치를 통과합니다. 

그림 1,2,와 같이 스위치 위치와 이름을 같게 설정하면, 3L 

NPC 및 3L TNPC 토플로지에서 동일한 스위칭 패턴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L과 3L의 차이점 (Difference 2L ↔ 3L) 

2L 및 3L 토폴로지의 차이점은 전력반도체 수에만 있지 

않습니다. 2L 컨버터(또는 인버터)는 DC+와 DC-를 AC 

단자로 전환하지만(그림 3), 3L 토플로지는 AC 를 DC+, DC-, 

N(DC 링크의 중성점)으로 전환하여 중간 전압 레벨을 

생성합니다. 3L 토플로지라는 명칭이 여기에 기인합니다. 

 

세 번째 전압 레벨을 도입함으로써, 출력 전압의 파형이 

사인파형에 더 근접하고(그림 4) 전류 THD 를 줄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통(Grid) 품질에 관한 엄격한 요구 

사항(계통 공급 시)을 더욱 쉽게 충족할 수 있습니다. 

2L 및 3L NPC/TNPC의 비교: 

NPC & TNPC: 

• 3L 토폴로지는 2L 토폴로지에 비해 같은 필터 

설계에서 동일한 전류 THD 값을 위해 스위칭 

그림.3 2L 토플로지의 AC 선간 전압 및 전류 파형 

 

그림.4 3L 토플로지의 AC 선간 전압 및 전류 파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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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파수를 낮춰 스위칭 전력 손실을 줄일 수 있다. 

• 2L 토폴로지와 동일한 스위칭 주파수를 사용할 경우  

3L 토폴로지에서 전류 THD를 줄일 수 있다. 

• 3L 토플로지에서 스위칭 주파수를 2L 토플로지에 

비해 낮추어 사용해도 THD를 개선하고 필터링 

노력을 절감할 수 있다. 

• IGBT의 수가 한상의 Leg당 2에서 4로 늘어남에 

따라 게이트 드라이버의 수도 역시 늘어난다. 제어 

노력과 함께 보조 전력 소비도 증가한다. 

NPC: 

• 3L NPC 토폴로지의 능동 전류 경로에 있는 스위치 

숫자는 두 배가 되기 때문에 이로 인해 전도 전력 

손실이 늘어난다. 

• 3L NPC 애플리케이션에서는 차단전압이 낮은 

반도체가 사용될 수 있다. 가령, 750V의 DC 링크 

전압은 1200V 2L 또는 650V 3L 모듈로 처리가 

가능하다(3L NPC에서는 각 스위치가 375V만 

차단하면 된다). 더 낮은 차단 전력소자를 사용하여 

손실이 감소되어 전류 경로의 장치 수 증가에 따른 

추가 손실을 보상한다. 

• 최대 DC 링크 전압은 650V 반도체 사용시 800VDC, 

1200V 반도체 사용시 1500VDC, 1700V 반도체 

사용시 2400VDC이다. 

TNPC: 

• 3L TNPC 토폴로지의 능동전류 스위치(외부 스위치) 

수는 2L토플로지와 유사하며, 두 배 낮은 차단 

전압의 내부 스위치로, 전도도는 높으나 스위칭 

손실은 낮다. 

• 최대 DC 링크 전압은 2L 토플로지와 마찬가지로 

다음과 같다:  650V 반도체 사용시 400VDC,1200V 

반도체 사용시 800VDC, 1700V 반도체 사용시 

1200VDC이다. 

3L 컨버터의 스위칭 패턴 

3L 애플리케이션의 컨트롤은 2L 에 비해 보다 복잡합니다. 

2L 스위칭 패턴은 매우 간단하나(TOP 및 BOT IGBT 는 항상 

인버스 스위칭됨) 3L 에서는 cosφ 값 (최대 cos φ = 1 에서 

주기의 절반까지)에 따라 특정 스위치(즉, T2 와 T3)가 

상당히 오랫동안 스위치 온 상태가 되므로 더 복잡합니다. 

제어 가능한 스위칭 상태의 수는 2L 토폴로지의 4 개에서 

(TOP/BOT: 0/0, 0/1, 1/0, 1/1) 16 개로 늘어납니다. 

3L NPC 에서 스위칭 패턴은 허용된 상태, 잠재적으로 

파괴적인 상태 및 파괴적인 상태로 구분됩니다.(그림 5). 

허용된 상태(Allowed): 

• 모든 IGBT가 OFF 상태; 컨버터가 OFF된 상태. 

• T2 또는 T3 하나의 스위치만 ON 상태. 

• 인접한 2개의 IGBT(T1/T2, T2/T3, T3/T4)가 스위치 

ON 상태. 

잠재적으로 파괴적인 상태(Potentially destructive): 

• T1 또는 T4 하나만 혹은 둘 다 스위치 ON 상태. 

• 인접하지 않은 2개의 IGBT(T1/T3 or T2/T4)가 스위치 

ON 상태. 

• 결과는 다른 상 레그의 모듈에 적용되는 스위칭 

패턴에 따라 달라짐.  

파괴적인 상태(Destructive): 

• 인접한 3개의 IGBT 스위치가 ON 상태(T1/T2/T3 → 

DC 링크 상부 단락, T2/T3/T4 → DC 링크 하부 단락) 

• 인접하지 않은 3개의 IGBT 스위치가 ON 상태 

(T1/T2/T4 → DC 링크 전전압이 T3에 인가, 

T1/T3/T4 → DC링크 전전압이 T2에 인가) 

• 4개의 IGBT 스위치가 ON 상태 → DC+, DC- 및 N 

단락 

3L TNPC 에서는 허용된 상태와 파괴적인 상태만 구분 

됩니다.(그림 6) 

허용된 상태(Allowed): 

• 모든 IGBT가 OFF 상태; 컨버터가 OFF된 상태. 

• 어느 하나의 IGBT 스위치가 홀로 ON 상태. 

• 인접한 2개의 IGBT(T1/T2, T2/T3 또는 T3/T4) 

스위치가 ON 상태. 

파괴적인 상태(Destructive): 

• 인접하지 않은 2개의 IGBT 스위치가 ON 상태(T1/T3 

→ DC 링크 상부 단락, T2/T4 → DC 링크 하부 단락, 

그림.5 NPC 스위칭 상태 

 

그림.6 TNPC 스위칭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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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1/T4 → DC+ 및 DC- 단락). 

• 인접하지 않은 3개의 IGBT 스위치가 ON 상태(위와 

결과 동일: 상부나 하부 또는 전체 DC 링크 단락). 

• 4개의 IGBT 스위치가 ON 상태 → DC+, DC- 및 N 

단락 

정류 및 정류경로(Commutations and 

commutation paths) 

NPC & TNPC: 

그림 7 은 유도 부하에서 사인 전압(파란선)과 관련 

전류(빨간선)를 나타낸 것입니다. 인버터 구동은 4 가지 

구동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cosφ = +1(위상 변이 

없음)인 경우, 전압 및 전류파형이 서로 동상 작동하며, 

구동영역 1 과 3 만 능동(Active) 상태입니다. cosφ = -1(180° 

위상 변이)인 경우, 구동영역 2 와 4 만 능동 상태입니다. 

cosφ 값이 -1 과 +1 사이의 값인 경우 위상 변위가 

변경되며, 4 개의 구동영역 시간공유(time share)도 함께 

변경됩니다.  

이 4 가지 구동영역에 대한 능동 스위치와 정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압과 전류가 모두 0 초과 (V > 0, I > 0): 

2L : TTOP ↔ DBOT  

3L NPC : T1/T2 ↔ D5/T2 (short commutation path)  

3L TNPC: T1 ↔ T2/D3 

2. 전압이 0보다 낮고 전류는 0 초과(V < 0, I > 0): 

2L : TTOP ↔ DBOT  

3L NPC : D5/T2 ↔ D3/D4 (long commutation path) 

3L TNPC: T2/D3 ↔ D4 

3. 전압과 전류가 모두 0 미만 (V < 0, I < 0):  

2L : TBOT ↔ DTOP 

3L NPC : T3/T4 ↔ T3/D6 (short commutation path) 

3L TNPC: T4 ↔ T3/D2  

4. 전압은 0보다 높고 전류는 0 미만 (V > 0, I < 0):  

2L : TBOT ↔ DTOP 

3L NPC : T3/D6 ↔ D1/D2 (long commutation path) 

3L TNPC: T3/D2 ↔ D1 

NPC: 

“짧은 정류 경로(short commutation path)"에서는 정류가 

능동 스위치 2 개중 하나에만 영향을 주고(예: T1 ↔ D5), 

다른 능동 스위치를 통과하는 전류의 방향은 바뀌지 

않습니다. “긴 정류 경로(long commutation path)”(예: D5/T2 

↔ D3/D4)애서는 두 장치가 모두 영향을 받습니다. 

"짧은/긴 정류 경로"라는 용어는 정류의 기하학적 길이를 

나타냅니다. 짧은 정류는 3L 모듈의 상부 혹은 하부 절반 

내에서 발생하지만 긴 정류에서는 전류가 상부에서 

하부로(혹은 그 반대로) 변환됩니다. 

짧은 정류 경로(그림 8)는 TOP(상반부) 모듈(device indices 

1, 2 및 5)을 통해 구동되며 구동영역 1(그림 9)와 같이 능동 

상태이며, 전압과 전류 모두 양의 값(positive)을 갖습니다. 

정류는 T1 과 D5 사이를 왕복합니다. T1 이 스위치 ON 

상태인 동안은 전류가 DC+에서 T1 과 T2 를 거쳐 AC 

단자로 흐르게 됩니다. T1 이 스위치 ON 상태일 때, 전류는 

클램핑 다이오드 D5 로 정류됩니다. T1 스위치가 OFF 되면 

전류는 D5 와 T2 를 거쳐 N 에서 AC 로 흐르게 됩니다. 이 

구동영역에서 T2 는 항상 스위치 ON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림.7 구동영역(Operating areas) 

 

그림.8 짧은 정류경로 구동영역1 

 

그림.9 구동영역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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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의 출력 전류에 대한 긴 정류(그림 10)는 전체 장치에 

걸쳐 TOP 모듈의 D5/T2, 그리고 BOT 모듈(하반부)의 D3/D4 

사이를 왕복합니다. => 장치 전반에 걸쳐 흐름 

이렇게 장치 전반에 걸친 정류의 흐름은 구동 영역 

2(그림 11)에서 전류가 여전히 양의 값(DC 링크에서 부하 

쪽으로 흐름)인데 반해 출력 전압은 음의 값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짧은 정류 경로는 BOT 모듈의 구동 영역 3(그림 12, 

그림 13)에서와 같이 능동 상태입니다.  출력 전류와 

전압이 모두 음의 값을 갖습니다. 

정류는 T4 과 D6 사이를 왕복합니다. T4 스위치가 ON 

상태인 동안은 전류가 AC 단자에서 T3 과 T4 를  DC- 로 

흐르게 됩니다. T4 스위치가 OFF 되는 즉시 전류가 클램핑 

다이오드 D6 으로 정류됩니다. 새로운 전도 경로는 AC 에서 

T3 및 D6 를 거쳐 N 에 이르게 됩니다. 이 구동영역에서 

T3 는 항상 스위치 ON 상태를 유지해야만 합니다. 

장치 전반에 걸쳐 음의 전류에 대한 긴 정류 경로(그림 

14)는 BOT 모듈부의 D6/T3 사이와 TOP 의 D1/D2 사이를 

왕복합니다. 

영역 4(그림 15)의 긴 정류는 음의 출력 전류(AC 단자 에서 

DC 링크로 흐르는)와 양의 전압과 함께 발생합니다. 

 

TNPC: 

NPC 토폴로지에는 "짧은" 또는 "긴" 정류 경로가 없으며, 

모든 경로의 기하학적 길이가 같고, 스위치 1 개(인덱스 1 

또는 4, IGBT 또는 다이오드)와 내부 스위치 2 개(T2 및 D3 

또는 T3 및 D2)를 통해 동작됩니다.  정상 구동시, 정류는 

항상 외부 스위치 1 개와 내부 스위치 2 개에 영향을 

받습니다. T1/D1 과 T4/D4 사이에는 정류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구동 영역 1 에서(그림 16 및 그림 9) 출력 전압 및 전류는 

양의 값을 갖습니다. 전류는 AC 단자를 향해 흐르게 되며, 

그림.10  긴 정류경로 구동영역2 

 

그림.11 구동영역2 

 

그림.12 짧은 정류경로 구동영역3 

 

그림.13 구동영역3 

 

그림.14  구동 영역 4의 긴 정류 경로 

 

그림.15 구동 영역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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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류는 T1 과 / T2/D3 사이를 왕복합니다. T1 스위치가 ON 

상태인 동안은 전류가 DC+에서 T1 을 거쳐 AC 단자로 

흐르게 됩니다. T1 스위치가 ON 상태일 때, 전류는 내부 

스위치 T2/D3 로 정류되고, 전류는 T2 와 D3 를 거쳐 N 에서 

AC 로 흐르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T2 스위치는 항상 ON 

상태를 유지해야합니다. T1 스위치가 ON 상태가 되면 즉시 

다이오드 D3 가 전압을 차단하여 DC 링크 상반부의 단락을 

막아야 합니다. 

구동 영역 2(그림 17)에서 출력 전류는 여전히 양이고 

전압은 음의 값을 갖습니다(그림 11). 전류가 내부 스위치 

T2/D3 와 다이오드 D4 사이에서 정류됩니다. 

그림 18 은 작동 영역 3 의 전도 경로를 나타냅니다. 전류는 

T4 내부 스위치와 T3/D2 사이에서 정류합니다. 전류는 AC 

단자에서 DC 링크로 흐르고 전류와 전압은 모두 음의 값을 

갖습니다(그림 13 참고). 이때 T3 스위치는 ON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T4 스위치가 ON 상태인 동안은 다이오드 

D2 가 전압을 차단하여 음의 값을 갖는 DC 링크 절반부의 

단락을 막게 됩니다. 

구동 영역 4(그림 19)에서 출력 전류는 음의 값을 갖고 

전압은 양의 값을 갖습니다(그림 15). 전류는 내부 스위치 

T3/D2 와 다이오드 D1 사이에서 흐르게 됩니다. 

 

3L 컨버터 

모듈 고려사항 

3L 모듈 설계 시 특히 정류 경로를 고려해야 합니다. 큰 

정류 경로는 큰 표류 인덕턴스를 만들어지기 때문에 표류 

인덕턴스가 큰 전도 경로를 통한 부하 전류가 스위치 

OFF 될 때 고전압 오버슈트가 발생하게 됩니다. 반도체 

손상 방지를 위해 전압 오버슈트가 차단 전압 아래로 

유지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는 최대 DC 링크 전압을 

줄이고 더 높은 오버슈트를 허용하거나, 오버슈트를 적게 

발생시키는 표류 인덕턴스를 줄임으로써 가능합니다. 

물론 목표는 표류 인덕턴스를 줄이고 더 높은 DC 링크 

전압을 허용하는 것입니다(이 경우 가능한 AC 출력 전압과 

모듈 전력이 증가함). 

표준 2L 모듈을 이용한 3L 설정 

이론적으로 3L 토폴로지는 기존 표준 2L 모듈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그림 20, 그림 21). 어셈블리는 모듈의 버스바 

상호연결을 필요로 하며 확장성이 매우 뛰어납니다. 

NPC: 

특히 모듈 경계를 가로지르는 정류의 경우 실제로 2L 

모듈을 통한 NPC 설정(그림 20)은 항상 매우 긴 전도 

경로를 갖게 됩니다(긴 정류 경로의 경우 더욱 심함).  

그림.16 구동영역1의 정류경로 

 

그림.18 구동영역2의 정류경로 

 

그림.17 구동영역2의 정류경로 

 

그림.19 구동 영역 4의 정류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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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류 인덕턴스로 인해 이러한 큰 정류 경로는 아주 높은 

전압 오버슈트를 생성함에 따라 2L 설계와 관련하여 

이점이 없습니다. 

2L 모듈을 통한 TNPC 설정(그림 21)에서 모든 정류 경로가 

모듈 경계를 넘게 됩니다. NPC 설정과 유사하게 표류 

인덕턴스는 고전압 오버슈트를 초래하므로 이러한 

솔루션은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TNPC: 

전용 3L 모듈 

2L 모듈을 통한 3L 토폴로지 설정이 최상의 솔루션이 아닌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3L 기술과 관련한 특별한 요구 

사항에 대응하여 새로운 모듈 설계를 진행하였습니다. 

모듈 선택시 처음에는 모듈 크기 및 관련 전기 사양에 

대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모듈이 커질수록 칩 영역이 

커지면서 전력도 높아지게 됩니다. 하지만 모듈 크기가 

커지면 표류 인덕턴스도 함께 증가하므로 스위칭 전압 

오버슈트가 높아져 최대 전류가 제한됩니다. 

높은 전력이 필요할 경우 하나의 대형 모듈이나 여러 소형 

모듈을 병렬로 연결하여 구현 가능합니다.  병렬연결  

방안은 병렬화해야 하는 똑같이 많은 수의 구동 장치가 

필요하다(확인된 문제: 병렬 드라이브 사용시 비용, 공간, 

개별 드라이버의 지터( jitter), 보상 전류…). 

SEMIKRON 3L 모듈 

SEMIKRON 은 특별히 재설계한 다수의 3L 모듈을 통해 

표류 인덕턴스를 최소화하였습니다.  모듈 범위는 정격 칩 

전류가 20A ~ 150A 인 SEMITOP 부터 시작하여 

MiniSKiiP(75A ~ 200A)과 200A ~ 600A 정격 전류의 SKiM 

모듈까지 다양하다.  SEMITOP 과 MiniSKiiP 는 최대 약 

800V 까지의 DC 링크 전압에 사용할 수 있고, SKiM 모듈은 

최대 1500V 까지 가능하다. 출력 전력 범위는 최대 

250kVA 이다(그림 22). 

더 높은 전력이 요구되면 여러 모듈을 병렬로 연결해야 

한다. 

 

그림.20 3L NPC 모듈 설정을 위한 2L 구성 

 

그림.21 3L TNPC 모듈 설정을 위한 2L 구성 

 

그림.22 Semikron 3L NPC 모듈 포트폴리오 

 

그림.23 Semikron 3L TNPC 모듈 포트폴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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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V NPC 모듈의 주된 장점은 1500V DC 링크에서 

1000V 의 최대 AC 출력 전압을 구현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한편으로는 저전압 지침(조화 표준 적용)을 

준수하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출력 전력 변경 없이 

컨버터 전류를 줄일 수 있습니다. 

3L 드라이브 구동 

정상 작동 순서 

NPC & TNPC: 

모든 장치의 스위치가 OFF 되고 3L 컨버터가 구동을 

시작하면 내부 IGBT 중 하나가 먼저 스위치(Inner Switch) 

ON 되어야 합니다. 양의 출력 전압 T2 의 경우, 잠시 

후(T2 가 완전히 스위치 ON 되면) T1 이 펄스(pulse) 

스위칭을 할 수 있습니다. 스위치 OFF 시퀀스의 경우 

역순을 유지해야 합니다. T2 을 Turn OFF 하기 전에 T1 

스위치가 완전히 OFF 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것은 

T1 에 대한 Turn OFF 신호 발생 후 잠시(1~3µs)동안의 

지연시간 후에 T2 를 OFF 하면 됩니다. 이 데드 타임은 

SEMIKRON 2L 게이트 드라이버에서 TOP 와 BOT 스위치 

간의 인터록 타임(interlock-time)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NPC: 

내부 IGBT(T2 또는 T3)가 대응하는 외부 IGBT(T1 또는 

T4)보다 먼저 스위치 OFF 되면 내부 스위치가 전체(full) DC 

링크 전압을 견뎌야 합니다. 이 전압이 해당 반도체의 차단 

전압보다 높으면 파손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림 5 와 같이 파괴적이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 스위칭 

패턴이 존재하게 됩니다. 장치가 파괴되지 않도록 이러한 

상태를 피해야 합니다. 

TNPC: 

NPC 에 대한 것과 같은 규칙이 TNPC 컨버터에도 

적용됩니다. 내부 IGBT(T2 또는 T3)가 대응하는 외부 

IGBT(T1 또는 T4) 스위치 보다 먼저 OFF 되면 부하 전류가 

외부 IGBT(T1 또는 T4)에서 외부 다이오드(D4 또는 

D1)으로 정류됩니다. 이 정류 경로는 더 높은 인덕턴스를 

통과하게되므로 외부 IGBT 스위치 OFF 시 더 높은 전압의  

오버슈트를 발생하게 됩니다. 이 오버슈트가 해당 반도체의 

차단 전압보다 높으면 파손이 발생합니다. 

이후에 스위치를 다른 순서로 Turn OFF 하거나 모든 

IGBT 스위치를 동시에 OFF 하는 것은 반도체의 차단 

전압을 넘지 않을 때에만 가능합니다. 

그림 6 와 같이 파괴적인 상태에 허용되지 않는 스위칭 

패턴이 존재합니다. 장치가 파괴되지 않도록 이러한 상태를 

발생하지 않게 하여야 합니다. 

NPC & TNPC: 

T1 및 T3 의 게이트 신호(각각 T2 및 T4)는 인버스(invers) 

된 신호입니다.  다른 IGBT 스위치를 ON 하기에 앞서 IGBT 

스위치가 안전하게 OFF 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비상 정지 

2L 애플리케이션에서 반도체를 보호하기 위해 드라이버가 

즉각 스위치 오프를 실시하는 몇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열 과부하 

- 전류 과부하 

- 단락 

이러한 상황 발생 시 3L 애플리케이션에서도 역시 즉시 

종료 조치가 실시되야 합니다.  

NPC & TNPC: 

그러나 올바른 스위치 오프 시퀀스가 유지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외부 IGBT(T1 또는 T4) 확인 후 

이어서 내부 IGBT(T2 또는 T3)를 확인하여 전압 파괴로 

인한 파손을 막아야 합니다.  

NTC/PTC 및 전류 센서를 통해 열 과부하 또는 천천히 

상승하는 전류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경우, 컨트롤러 

(supervising controller)가 적절한 시간에 반응할 수 있도록 

시간적 여유가 있지만, 단락 상황의 스위치 OFF 를 

위해서는 최대 10µs 의 시간적 여유밖에 없습니다. 

외부 스위치(T1 또는 T4)에서 단락전류(desaturates)가 

발생되는 경우, 드라이버가 즉시 스위치를 OFF 할 수 

있어야 합니다. 1~3µs 이내에 해당 내부 IGBT 스위치도 

역시 OFF 된어야 합니다. 

내부 스위치(T2 또는 T3)에서 단락전류가 발생하면 

외부스위치에서 발생하였을 때 보다 스위치 OFF 시퀀스가 

더 복잡합니다. 모니터링을 통해 다음과 같은 상황이 

확인되면, 드라이버는 해당 외부 스위치가 스위치 온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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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외부 스위치가 ON 

상태라면 게이트 드라이버는 외부 IGBT 스위치를 즉시 

OFF 하고 1~3µs 대기한 후 내부 IGBT 스위치도 OFF 해야 

합니다. 스위치 ON 상태인 외부 IGBT 가 없으면 

드라이버가 즉시 내부 IGBT 를 스위치 오프 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드라이버가 오류 정보 메시지를 발생하면 

컨트롤러가 컨버터의 다른 장치들도 정지시켜 안전한 

상태가 될 수 있도록 합니다. 

전압 오버슈트로부터 3L 장치 보호 

전류 경로가 중단되는 즉시(IGBT 또는 다이오드를 스위치 

OFF 하여) 스위치가 OFF 된 장치의 전압이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이와 같은 전압 오버슈트(overshoo)는 전류 

경로의 자기장으로 저장된 에너지에 의해 발생합니다. 표류 

인덕턴스 LS(E = 0.5*LS*i²)가 증가함에 따라 에너지가 

선형적으로 증가합니다. 가령, 기생 인덕턴스 Ls 가 2 배 

증가하면 에너지 E 도 2 배로 증가하게 됩니다. 전압 

오버슈트(V = LS*di/dt)가 DC 링크 전압에 더해지게 됩니다. 

이 경우 반도체의 차단 전압을 초과하게 되면 반도체가 

파괴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압 오버슈트와 DC 링크 

전압의 합이 반도체 차단전압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3L 모듈의 크기가 2L 장치보다 더 크고 전도 경로가 2 개의 

스위치를 통과한다는 점 때문에 전류 경로가 더 길어서 

표류 인덕턴스가 더 높게 나타납니다. 모듈 설계 시 특히 

긴 정류 경로(NPC 토폴로지; T2/D5  D3/D4 또는 T3/D6  

D1/D2)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잘 설계한다면 낮은 표류 인덕턴스 값을 실현할 수 

있으나(예: SKiM4 MLI: 스위치당 28nH. 긴 정류 경로의 

경우 약 60nH), 표준 2L 모듈로 낮은 유도성을 갖는 3L 

설계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긴 정류 경로는 NPC 

토폴로지의 경우 최소 3 개의 모듈(그림 20 참조) 또는 

TNPC 토폴로지의 경우 2 개 또는 3 개의 모듈(그림 21)을 

통과하여 약 200nH 의 표류 인덕턴스가 발생합니다.  이는 

전용 3L 모듈의 3 배가 넘는 수준입니다. di/dt 가 

동일하다고 가정할 때, 이 설정은 3 배 이상의 전압 

오버슈트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SEMIKRON 은 전용 3L 모듈의 사용을 

권장합니다. 

전압 오버슈트를 근원적으로 줄일 수 있는 가능성이 더 

이상 없다면(즉, 특정 지점에서 반도체간의 짧은 연결이 더 

이상 가능하지 않다면) 반도체를 보호하는 방식으로 

오버슈트를 처리해야 합니다. 

스너버 

스너버 커패시터를 DC+ 와 N, N 과 DC-에 각각 연결할 수 

있다. 가능하면 최대한 모듈에 가까운 위치에 두어야 하며 

SEMIKRON 애플리케이션 노트 AN-7006 에 제공된 정보를 

참고하여 선택할 수 있습니다. 

Active Clamping(능동 클램프) 

유해 전압을 처리하는 또 다른 방법은 IGBT에서 능동 

클램핑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그림 23). 

능동 클램핑 네트워크는 IGBT의 파괴 전압(breakdown 

voltage)에 비해 약간 낮은 파괴 전압을 제공하는 몇개의 

직렬 연결 과도 전압 억제기(TVS: Transient voltage 

suppressor) 다이오드로 구성됩니다.  

클램핑 네트워크는 보호할 장치의 컬렉터(collector)와 

게이트(Gate) 사이에 연결합니다.스위치가 turned off 되고 

전압이 TVS 다이오드의 파괴 전압보다 높아지면 IGBT의 

게이트로 전류를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IGBT도 스위치가 

ON되어 전도를 시작합니다. 자기장으로 저장된 에너지가 

소진되면 바로 장치 전체에 전압 파괴가 발생됩니다. TVS 

다이오드가 다시 차단 모드로 돌입하고 IGBT 스위치는 

OFF 됩니다. 

 

 

그림.23 간략한 Active Clamping 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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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L 손실 계산 

특정 애플리케이션에 최적의 3L 모듈을 선택하려면 다양한 반도체에서 발생하는 전력 손실을 계산해야 합니다. 3L NPC와 3L 

TNPC에서 전력 손실을 계산하는 방정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NPC:  

3L NPC 토폴로지에서 10 개의 반도체의 전력 손실은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 T1 & T4: 

𝑃𝑐𝑜𝑛𝑑 =
𝑀𝐼

12𝜋
∙ {3𝑉𝑐𝑒0 ∙ [(𝜋 − 𝜑) ∙ 𝑐𝑜𝑠(𝜑) + 𝑠𝑖𝑛(𝜑)] + 2𝑟𝑐𝑒𝐼 ∙ [1 + 𝑐𝑜𝑠(𝜑)]2} 

𝑃𝑠𝑤 = 𝑓𝑠𝑤 ∙ 𝐸𝑠𝑤 ∙ (
𝐼

𝐼𝑟𝑒𝑓
)

𝐾𝐼

∙ (
𝑉𝐶𝐶
𝑉𝑟𝑒𝑓

)

𝐾𝑉

∙ (
1

2𝜋
[1 + 𝑐𝑜𝑠(𝜑)]) ∙ 𝐺𝐼 

⚫ T2 & T3: 

𝑃𝑐𝑜𝑛𝑑 =
𝐼

12𝜋
∙ {𝑉𝑐𝑒0 ∙ [12 + 3𝑀(𝜑𝑐𝑜𝑠(𝜑) − 𝑠𝑖𝑛(𝜑))] + 𝑟𝑐𝑒𝐼 ∙ [3𝜋 − 2𝑀(1 − 𝑐𝑜𝑠(𝜑))

2
]} 

𝑃𝑠𝑤 = 𝑓𝑠𝑤 ∙ 𝐸𝑠𝑤 ∙ (
𝐼

𝐼𝑟𝑒𝑓
)

𝐾𝐼

∙ (
𝑉𝐶𝐶
𝑉𝑟𝑒𝑓

)

𝐾𝑉

∙ (
1

2𝜋
[1 − 𝑐𝑜𝑠(𝜑)]) ∙ 𝐺𝐼 

⚫ D5 & D6: 

𝑃𝑐𝑜𝑛𝑑 =
𝐼

12𝜋
∙ {𝑉𝑓0 ∙ [12 + 3𝑀((2𝜑 − 𝜋)𝑐𝑜𝑠(𝜑) − 2𝑠𝑖𝑛(𝜑))] + 𝑟𝑓𝐼 ∙ [3𝜋 − 4𝑀(1 + 𝑐𝑜𝑠2(𝜑))]} 

𝑃𝑠𝑤 = 𝑓𝑠𝑤 ∙ 𝐸𝑠𝑤 ∙ (
𝐼

𝐼𝑟𝑒𝑓
)

𝐾𝐼

∙ (
𝑉𝐶𝐶
𝑉𝑟𝑒𝑓

)

𝐾𝑉

∙ (
1

2𝜋
[1 + 𝑐𝑜𝑠(𝜑)]) ∙ 𝐺𝐼 

⚫ D1 & D4: 

𝑃𝑐𝑜𝑛𝑑 =
𝑀𝐼

12𝜋
∙ {3𝑉𝑓0 ∙ [−𝑐𝑜𝑠(𝜑) + 𝑠𝑖𝑛(𝜑)] + 2𝑟𝑓𝐼 ∙ [1 − 𝑐𝑜𝑠(𝜑)]2} 

𝑃𝑠𝑤 = 𝑓𝑠𝑤 ∙ 𝐸𝑠𝑤 ∙ (
𝐼

𝐼𝑟𝑒𝑓
)

𝐾𝐼

∙ (
𝑉𝐶𝐶
𝑉𝑟𝑒𝑓

)

𝐾𝑉

∙ (
1

2𝜋
[1 − 𝑐𝑜𝑠(𝜑)]) ∙ 𝐺𝐼 

⚫ D2 & D3: 

𝑃𝑐𝑜𝑛𝑑 =
𝑀𝐼

12𝜋
∙ {3𝑉𝑓0 ∙ [−𝜑𝑐𝑜𝑠(𝜑) + 𝑠𝑖𝑛(𝜑)] + 2𝑟𝑓𝐼 ∙ [1 − 𝑐𝑜𝑠(𝜑)]2} 

𝑃𝑠𝑤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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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NPC:  

3L TNPC 토폴로지의 8 개의 반도체의 전력 손실은 3L NPC 와 다르며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 T1 & T4: 

𝑃𝑐𝑜𝑛𝑑 =
𝑀𝐼

12𝜋
∙ {3𝑉𝑐𝑒0 ∙ [(𝜋 − 𝜑) ∙ 𝑐𝑜𝑠(𝜑) + 𝑠𝑖𝑛(𝜑)] + 2𝑟𝑐𝑒𝐼 ∙ [1 + 𝑐𝑜𝑠(𝜑)]2} 

𝑃𝑠𝑤 = 𝑓𝑠𝑤 ∙ 𝐸𝑠𝑤 ∙ (
𝐼

𝐼𝑟𝑒𝑓
)

𝐾𝐼

∙ (
𝑉𝐶𝐶
𝑉𝑟𝑒𝑓

)

𝐾𝑉

∙ (
1

2𝜋
[1 + 𝑐𝑜𝑠(𝜑)]) ∙ 𝐺𝐼 

⚫ T2 & T3: 

𝑃𝑐𝑜𝑛𝑑 =
𝐼

12𝜋
∙ {𝑉𝑐𝑒0 ∙ [12 + 6𝑀(𝜑𝑐𝑜𝑠(𝜑) − 𝑠𝑖𝑛(𝜑)) − 3𝑀𝜋𝑐𝑜𝑠(𝜑)] + 𝑟𝑐𝑒𝐼 ∙ [3𝜋 − 4𝑀(1 + 𝑐𝑜𝑠2(𝜑))]} 

𝑃𝑠𝑤 = 𝑓𝑠𝑤 ∙ 𝐸𝑠𝑤 ∙ (
𝐼

𝐼𝑟𝑒𝑓
)

𝐾𝐼

∙ (
𝑉𝐶𝐶
𝑉𝑟𝑒𝑓

)

𝐾𝑉

∙ (
1

2𝜋
[1 − 𝑐𝑜𝑠(𝜑)]) ∙ 𝐺𝐼 

⚫ D2 & D3: 

𝑃𝑐𝑜𝑛𝑑 =
𝐼

12𝜋
∙ {𝑉𝑓0 ∙ [12 + 3𝑀(2𝜑𝑐𝑜𝑠(𝜑) − 2𝑠𝑖𝑛(𝜑)) − 3𝑀𝜋𝑐𝑜𝑠(𝜑)] + 𝑟𝑓𝐼 ∙ [3𝜋 − 4𝑀(1 − 𝑐𝑜𝑠2(𝜑))]} 

𝑃𝑠𝑤 = 𝑓𝑠𝑤 ∙ 𝐸𝑠𝑤 ∙ (
𝐼

𝐼𝑟𝑒𝑓
)

𝐾𝐼

∙ (
𝑉𝐶𝐶
𝑉𝑟𝑒𝑓

)

𝐾𝑉

∙ (
1

2𝜋
[1 + 𝑐𝑜𝑠(𝜑)]) ∙ 𝐺𝐼 

⚫ D1 & D4: 

𝑃𝑐𝑜𝑛𝑑 =
𝑀𝐼

12𝜋
∙ {3𝑉𝑓0 ∙ [−𝑐𝑜𝑠(𝜑) + 𝑠𝑖𝑛(𝜑)] + 2𝑟𝑓𝐼 ∙ [1 − 𝑐𝑜𝑠(𝜑)]2} 

𝑃𝑠𝑤 = 𝑓𝑠𝑤 ∙ 𝐸𝑠𝑤 ∙ (
𝐼

𝐼𝑟𝑒𝑓
)

𝐾𝐼

∙ (
𝑉𝐶𝐶
𝑉𝑟𝑒𝑓

)

𝐾𝑉

∙ (
1

2𝜋
[1 − 𝑐𝑜𝑠(𝜑)]) ∙ 𝐺𝐼 

NPC & TNPC: 

이 식들은 M = 0…1 에 대해 유효합니다. 변조 지수 M 은 DC 링크 전압 및 RMS 전압과 상관 관계는 아래와 같습니다. 

𝑀 =
√2 ∙ 𝑉𝑅𝑀𝑆

√3 ∙
𝑉𝐷𝐶

2⁄
 

SEMIKRON 모듈에 대한 KV, KI 및 GI 대표값은 그림 24 과 같습니다. 

그림.24 세미크론 모듈에 대한 KV, KI and GI 대표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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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miSel 

SemiSel 은 고객의 애플리케이션 내 전력 반도체의 전력 손실과 온도를 계산하는 SEMIKRON 의 온라인 시뮬레이션 

도구입니다.  

SemiSel 은 냉각에 대한 특정값(예: 방열판의 종류와 성능, 주변 온도)과 전기적 파라미터(예: 입/출력 전압, 스위칭 주파수, 

부하 전류 등)를 토대로 모든 IGBT 및 다이오드의 전력 손실 및 접합부 온도를 몇 초 안에 계산합니다. 특정 파라미터를 

변경함으로써 최적의 설정(모듈 유형, 스위칭 주파수 등)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2L 설계와 같이 편리하게 3L NPC 토폴로지를 계산하도록 SemiSel 4.0 을 확장했으며, 현재 SemiSel V5 로 다양한 토플로지에 

대한 시뮬려이션이 가능합니다. 

 

링크 주소 : https://semisel.semikron.com/#/home 

 

기호 및 용어 

문자 기호 용어 

2L 2레벨 

3L 3레벨 

CD 클램핑 다이오드 

cos  역률 

CS1 IGBT 1의  컬렉터 센스(Collector Sense) 

DC+ 직류 전압원의 양의 전위(단자) 

DC- 직접 전압원의 음의 전위(단자) 

di/dt 전류의 증감율 

E 전기에너지 

ESW 턴온 및 턴오프 시간 동안 에너지 분산 합계 

fSW 스위칭 주파수 

FWD 환류다이오드 

GA 싱글 스위치 

GAL 초퍼, 저 IGBT 

GAR 초퍼, 고 IGBT 

GB 하프 브리지 

GI 비선형 반도체 특성에 대한 순응 계수(adaptation factor) 

GM 역직렬 스위치가 있는 하프 브리지(IGBT 및 역병렬 다이오드) 

i 전류의 시간 종속값 

Î 전류의 피크값 

IC,NOM 공칭 컬렉터 전류 

IGBT 절연 게이트 바이폴라 트랜지스터 

Ipeak 전류의 피크값 

Iref 스위칭 손실 측정의 기준 전류값 

IRMS AC 단자 전류 

 전달각(Conduction angle) 

KI 스위칭 손실의 전류 의존성 지수 

KV 스위칭 손실의 전압 의존성 지수 

LS 기생 인덕턴스 / 표류 인덕턴스 

M 변조 지수 

N 직류 전압원의 중성 전위(단자); DC+와 DC-의 중간점 

NPC 중성점 클램프드(Neutral Point Clamped) 

NTC 온도 계수가 음의 값인 온도 센서 

P 유효 전력 

Pcond 전도 전력 손실 

PSW 스위칭 전력 손실 

https://semisel.semikron.com/#/h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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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조항 

SEMIKRON은 추가 통지 없이 신뢰성, 기능 또는 설계를 개선하기 위해 변경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이 문서에 제공된 

정보는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보의 정확성 또는 사용과 관련하여 어떠한 확약이나 

보증도 제공하지 않으며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SEMIKRON은 이 문서에 기술된 제품이나 회로의 응용 또는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아울러 이 기술 정보는 부품 특성에 대한 보증으로 간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배송, 성능 또는 적합성과 관련하여 일체의 명시적 혹은 암묵적 보증이나 보장도 하지 않습니다. 이 문서는 

이전에 제공된 모든 정보를 대체 및 대신하며 추가 통지 없이 업데이트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SEMIKRON 제품은 SEMIKRON의 명시적인 서면 승인 없이 생명 유지 장치 및 시스템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SEMIKRON-DANFOSS KOR 

경기도 광명시 새빛공원로67 광명역자이타워 A동 1207~12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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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TC 온도 계수가 양의 값인 온도 센서 

Q 무효 전력 

rCE 온-상태 슬로프 저항(IGBT) 

rf 온-상태 슬로프 저항(다이오드) 

RMS 실효값(Root Mean Square) 

Rth 열 저항 

S 피상 전력 

t 시간 

THD 전고조파 왜곡(Total Harmonic Distortion) 

Tj 접합부 온도 

TNPC t-형 중성점 클램프드(Neutral Point Clamped) 

TVS 과도전압억제기(ransient voltage suppressor) 다이오드 

V 전압 

VCC 컬렉터-이미터 공급 전압 

VCE 컬렉터-이미터 전압 

Vce0 순방향 문턱 전압(IGBT) 

Vf0 컬렉터-이미터 문턱 전압(다이오드) 

VCEsat 컬렉터-이미터 포화 전압 

VDC 총공급전압(DC+에서 DC-) 

Vref 스위칭 손실 측정의 기준 전압값 

VRMS AC 단자 전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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