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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proposes a boost/flux-weakening controller (BFWC) for wide speed operation range

having engine and interior permanent magnet synchronous generator (IPMSG) for special equipment

vehicle. The proposed BFWC exploits direct torque/flux control (DTFC) scheme based on space vector

modulation method to control the constant DC voltage output within the entire speed operation range of

engine. And, to improve the response characteristics of maximum torque per ampere (MTPA) operation

and flux-weakening operation, the MTPA and flux-weakening feed-forward controllers are applied. To

estimate feasibility and usefulness of the proposed controller, the simulation and experimental results

are compa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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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냉동․냉장화물차혹은앰뷸런스등특수한목적의

차량은탑재된전자장비의전원공급을위한발전시

스템이필요하다. 또한디젤발전기와같은자가발전

기에 의존하는 고립된 지역에서의 차량의 엔진을 이

용한 발전 시스템은 전원 공급의 어려움을 완화시킬

수 있다[1].

기존의이동식독립형발전시스템은별도의엔진과

발전기를 운영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이러한 방식은

발전용엔진을별도로설치하는비용, 무게및공간등

의문제점을가진다. 또한고정속도로제어되는엔진

의느린속도응답특성에의해부하의변동에대한발

전기의출력주파수응답이느리고, 부하의유무에관

계없는 지속적인 엔진의 구동에 의해 효율이 저하되

는 단점이 있다[2-3].

특수차량은기능상일반차량보다큰출력을가지는

엔진을장착한다. 따라서차량의운행에있어주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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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도엔진의출력은여유가있으며, 정차중에도공회

전하는엔진의출력잉여분을충분히활용하여전력

을생산한다면차량에탑재된다양한장비에전력공

급이 가능하다.

특수차량용엔진직결형발전기는엔진룸의공간및

구조적제약에의해소형화, 경량화, 고효율및고출력

이요구된다. IPMSG의고효율및고출력밀도특성은

이러한 요구사항에 가장 적합하다[4]. 그러나 차량의

엔진은 용도에 따른 특성상 대기속도인 800rpm부터

제한속도인 6000rpm까지회전속도의변동이크고빈

번하게발생하고, 발전기 출력전압의변동또한크고

빈번하게 나타난다. 따라서 기존의 발전 시스템과는

달리엔진직결형발전시스템은넓은입력전압범위

를 가지는 정전압 출력 제어기가 필요하다[5-6].

본논문에서는공간벡터변조기법에의한DTFC 기

법을 이용한 BFWC를 제안하였다. 일반적으로 사용

되는 발전기용 부스트 제어기는 출력전압보다 낮은

입력전압을승압시키는방식이므로자속제어기준값

을 0으로제어한다. 그러나제안된제어기는전압제어

의 출력의 부호에 따라 토크제어와 자속제어를 수행

한다. 입력전압이 출력전압보다 낮은 경우 전압제어

기의출력은토크전류지령을증가시키고, 반대로 입

력전압이출력전압보다높은경우전압제어기의출력

은약자속전류지령을증가시켜일정한DC전압을유

지하도록 제어한다. 또한 IPMSG의 최대토크 운전을

위한MTPA전향보상제어기와약자속제어의빠른

응답을위한약자속전향보상제어기를적용한다. 제

안된 제어기의 타당성과 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해 시

뮬레이션과 실험결과를 비교 분석한다.

2. 특수차량용 엔진 직결형 발전기 시

스템 및 제어기 구성

2.1 시스템 구성

그림 1은 특수차량용엔진직결형발전기시스템을

나타낸다. 엔진의 회전축에 발전기를 직결하고, 발전

기의출력을제어하기위한 3상 AC/DC 컨버터에연

결한다. 컨버터는 SVPWM 제어를 위해 6-pack

IGBT 모듈을 사용하고, 상전류 측정용 전류센서와

DC전압측정용전압센서및회전자위치검출을위한

홀센서타입 엔코더로 구성한다.

그림 1. 엔진 직결형 발전 시스템
Fig. 1. Schematic Diagram of the Generator

System

표 1. IPMSG 성능
Table 1. IPMSG Performance

Parameters Value

Rated Power 3.5kW

Maximum Torque

(below 1550rpm)
21.5Nm

Rated Speed 2600rpm

Maximum Speed 6000rpm

Voltage 150V/krpm

표 1은발전기시스템의운전성능을나타낸다. 엔진

의 출력과 차량의 주행에 요구되는 동력을 감안하여

그림 2와같이DC단의기준전압을 400V로하는발전

기 시스템의 운전 성능을 결정 하였다.

그림 2. 발전기 시스템 운전 성능
Fig. 2. Driving Performance of Generator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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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진의대기속도인 800rpm부터 1550rpm의구간까

지는 21.5Nm의토크제한에의해최대출력이선형적

으로 증가한다. 1550rpm 이상의 구간에서는 토크 제

한범위이내에서정격출력인 3.5kW의 출력이가능

하다. 800rpm부터 2600rpm의 구간까지는 발전기의

기전력이 DC전압보다 낮으므로 제어기는 일반적인

3상AC/DC컨버터와동일한부스트발전모드로동작

한다. 그러나 엔진의 속도가 2600rpm 이상인 구간에

서 기전력이 DC전압보다 높아짐으로 제어기는 d-축

자속 제어를 통해 약자속 발전모드로 동작하여 출력

전압을 일정하게 제어한다.

2.2 제안된 제어기

그림 3은 제안된 BFWC의 제어 블록도이다. DC전

압의 궤환을 통해 전압 PI제어를 수행하고 제어기의

출력을 d-축과 q-축전류 PI제어기의기준값으로사

용한다. 이때전압 PI제어기의출력에서음(-)의값이

D축전류기준값이되고, 양(+)의 값은 부호가반전

되어 Q축의 전류 기준 값이 된다.

발전기의기전력이낮은구간에서전압 PI제어기의

출력은 양의 값을 가짐으로 D축 전류 기준 값은 0이

되고, Q축전류기준값은부호가반전되어음의값이

됨으로 제동토크에 의한 부스트 발전이 이루어진다.

반대로발전기의기전력이높은구간에서전압PI제어

기의출력은음의값을가짐으로 D축전류기준값이

음의값이되어약자속발전이이루어지고, Q축전류

기준 값은 0이 되어 영(zero)토크 제어가 이루어진다.

그림 3. BFWC 제어 블록도
Fig. 3. Control Block Diagram of BFWC

그리고 정격 속도 이하에서 IPMSG의 릴럭턴스

토크를 충분히활용하기위하여 Q축전류기준값을

입력으로 하는 MTPA 전향 보상 제어기를구성하여

D축전류기준값을전향보상한다. 식 (1)은 MTPA

제어기의 관계식을 나타낸다.


  

   (1)

또한정격속도이상에서약자속제어의빠른응답

을위해발전기의회전속도와 Q축 전류의궤환값을

입력으로 하는 약자속 전향 보상 제어기를 구성하여

D축전류를전향보상한다. 식 (2)는약자속제어기의

관계식을 나타낸다.


 

  (2)

이때약자속전향보상제어기는발전기의회전속

도가 기준 속도 이상인 경우에만 동작하여 시스템의

약자속 제어 응답 특성을 향상 시킨다.

3. 시뮬레이션

그림 4는제안된BFWC의성능을모의분석하기위

한시뮬레이션모델을나타낸다. 엔진은 관성을가진

속도부하를 사용하여 간단하게 구현하였으며 표 2에

나타낸 10극 IPMSG의 파라미터를 이용하여 발전기

를 모델링 하였다. 시뮬레이션에 사용된 파라미터는

표 3에 나타내었다.

엔진속도의급격한변동에대한제어기의성능을확

인하기 위해 차량의 운전조건을 고려하여 대기 속도

인 800rpm에서 최고 속도인 6000rpm까지 급가속 하

는조건과반대로최고속도에서대기속도까지급감

속하는조건으로무부하와 3.5kW부하의경우로나누

어 각각의 경우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그림 5는부하에따른가속조건의시뮬레이션의결

과파형으로그림 5 (a)는무부하, 그림 5 (b)는 3.5kW

의 전부하 조건에서의 응답특성으로 각각의 파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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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부터DC전압, 상전류, 속도센서의출력을타나

낸다.

그림 4. 제안된 BFWC의 시뮬레이션 모델
Fig. 4. Simulation Model of Proposed BFWC

표 2. 발전기 파라미터
Table 2. Generator Parameter

Parameters Value

Stator Resistor 0.276Ω

Ld 4.75mH

Lq 7.8mH

EMF Constant 150Vpk/krpm

No. Poles 10pole

표 3. 시뮬레이션 파라미터
Table 3. Simulation Parameter

Parameters Value

Minimum Speed 800RPM

Maximum Speed 6000RPM

DC_Link Voltage 400V

DC_Link Capacitor 3300uF

Load Resistor 46Ω

Switching Frequency 15kHz

가속도 3000rpm/s로 2초이내로최고속도까지도달

하는조건에서DC전압변동은무부하의경우변동이

거의없음을확인할수있다. 전부하의경우 1550rpm

이하에서 토크제한에 따른 출력 부족으로 전압이 떨

어지지만 그이상의 속도구간에서는 400V ±5V 이내

로 안정적으로 제어됨을 확인할 수 있다.

(a) No-Load

(b) Full-Load

그림 5. 가속에 따른 출력전압, 상전류 및 발전기 속도
Fig. 5. Output Voltage, Phase Current and

Generator Speed at Acceleration Condition

그림 6은부하에따른감속조건의시뮬레이션결과

파형으로그림 6 (a)는 무부하, 그림 6 (b)는 3.5kW의

전부하 조건에서의 응답특성을 나타낸다. 감속도

-3000rpm/s로 2초이내로대기속도까지도달하는조

건에서 DC전압변동은무부하의경우가속조건에서

와마찬가지로변동이거의없음을확인할수있으며,

전부하의 경우도 1550rpm 이상에서는 400V ±5V로

안정적으로제어되고, 그이하의속도에서는토크제한

에따른출력부족에의해전압강하가나타남을확인

할수있다. 그리고 부스트제어와약자속제어의교차

구간인 2600rpm근방에서약간의전압출렁임이관측

되나, 그 변동범위가 ±5V 이내이므로 충분히 안정적

인 제어가 이루어짐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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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No-Load

(b) Full-Load

그림 6. 감속에 따른 출력전압, 상전류 및 발전기 속도
Fig. 6. Output Voltage, Phase Current and

Generator Speed at Deceleration Condition

그림 7은 부하의 변동에 따른 속도 구간별 시뮬레

이션의 결과 파형이다. 그림 7 (a)는 800rpm에서

1.5kW 부하, 그림 7 (b)는 2600rpm에서 3.5kW 부하,

그림 7 (c)는 6000rpm에서 3.5kW 부하를 각각 온․

오프시켰을경우의응답특성을나타낸다. 각각의파

형은 위에서부터 차례대로 DC전압과 발전기 상전류

를 나타낸다.

속도 800rpm 조건에서발전기의최대토크제한에

의해 1.5kW의부하변동에대한시뮬레이션을수행하

고, 나머지의 경우는 전부하인 3.5kW의 부하변동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각각의속도조건에서 1초간격의부하변동에대해

DC전압은 가장변동폭이크게 나타나는 800rpm 조

건에서도 기준전압 대비 ±2% 이내로 150ms 이내에

안정됨을 확인할 수 있다.

(a) 800rpm - 1.5kW Load

(b) 2600rpm - 3.5kW Load

(c) 6000rpm - 3.5kW Load

그림 7. 부하 변동에 따른 엔진 속도별 출력전압 및 상전류
Fig. 7. Output Voltage and Phase Current at Load

Change Condition by each Speed of Engine

4. 실험 및 결과

그림 8은제안된BFWC의실험사진을나타낸다. 제

어기는전력용반도체의스위칭을위한CPU로Texas

Instrument 사의 TMS320F28335를 사용하였으며, 전

력용반도체는 1200V의내압과 75A의전류용량을가

지는 MITSUBISHI사의 7-pack IGBT 모듈인

PM75RA1A120를 사용하였다. 제어기의 동작실험은

표 2에서제시된 3.5kW급 10극 IPMSG를사용하였으

며, 엔진의 동력을대신하기위하여하이젠모터사의

스핀들 모터를 사용하여 동력을 공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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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No-Load

(b) Full-Load

그림 9. 가속에 따른 출력전압, 상전류 및 발전기 속도
Fig. 9. Output Voltage, Phase Current and

Generator Speed at Acceleration Condition

(a) No-Load

(b) Full-Load

그림 10. 감속에 따른 출력전압, 상전류 및 발전기 속도
Fig. 10. Output Voltage, Phase Current and

Generator Speed at Deceleration
Condition

그림 8. 제안된 BFWC의 실험사진
Fig. 8. Experimental Photograph of Proposed

BFWC

그림 9는급가속운전에따른제어기의동작파형으

로 그림 9 (a)는 무부하 운전, 그림 9 (b)는 3.5kW의

전부하 운전일 경우의 응답특성을 나타낸다. 각각의

파형은위에서부터차례대로DC전압, 상전류, 속도센

서의 출력을 나타낸다. 그리고 속도센서의 출력은

0.5mV/rpm의 비율을 가진다.

무부하운전에서는발전기의급격한속도증가에도

DC전압의 변동이 거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전부

하운전의경우는저속에서토크제한에따른출력부

족에의해DC전압이떨어지는구간이존재하지만, 그

이상의속도구간에서는 DC전압이 400V ±2%이내로

안정적으로 제어됨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0은 급감속운전에따른제어기의동작파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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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800rpm - 1.5kW Load

(b) 2600rpm - 3.5kW Load

(c) 6000rpm - 3.5kW Load

그림 11. 부하 변동에 따른 엔진 속도별 출력전압 및
상전류

Fig. 11. Output Voltage and Phase Current at
Load Change Condition by each Speed
of Engine

으로그림 10 (a)는무부하운전, 그림 10 (b)는전부하

운전일 경우의 응답특성을 나타낸다.

가속시험에서와마찬가지로무부하운전에서는DC

전압의 변동이 거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전부하

운전의경우도토크제한에따른출력부족구간을제

외한 전 속도구간에서 DC전압이 400V ±2% 이내로

안정적으로 제어됨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시뮬레이션의 결과와 유사하게 부스트제어

와약자속제어의교차구간인 2600rpm근방에서DC전

압의 출렁거림이 나타난다. 그러나 이는 기준전압인

400V 대비 ±2% 이내의 크기로 70ms 이내에 안정됨

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1은 부하의변동에따른엔진속도별출력전

압및상전류의동작파형으로그림 11 (a)는 800rpm

에서 1.5kW부하, 그림 11 (b)는 2600rpm에서 3.5kW

부하, 그림 11 (c)는 6000rpm에서 3.5kW부하를각각

1초의시간간격으로온․오프동작시켰을경우의응

답특성으로 각각의 파형은 위에서부터 차례대로 DC

전압과 상전류를 나타낸다.

실험의 결과는 시뮬레이션의 결과와 유사하게

800rpm의속도에서DC전압의변동이가장크게나타

남을 확인할 수 있고, 이때의 변동 폭은 기준전압인

400V대비 ±2%이내로 120ms 이내에안정되어확인

할 수 있다.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특수차량용 엔진 직결형 IPMSG의

넓은 속도운전 범위를 위한 BFWC에 관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엔진의 운전특성에의한크고빈번한속

도변동및부하의변동에도DC전압을안정적으로유

지하기위해공간벡터변조기법에의한DTFC 기법을

이용한다. 제안된 제어기는 DC전압을일정하게제어

하기위해전압PI 제어의출력을토크와자속제어모

두에적용한다. 그리고 IPMSG의최대토크운전을위

한MTPA전향보상제어기와약자속제어의빠른응

답을위한약자속전향보상제어기를적용한다. 따라

서 발전기의 저속운전 구간에서 부스트 발전모드로

동작하고, 고속운전구간에서약자속발전모드로동

작하여 DC전압을 400V로유지하고부하에안정적인

전력공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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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된 BFWC의 성능분석을 위하여 PSIM을 이용

한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시뮬레이션 결과에서

엔진의 속도와 부하의 변동에 따른 전압 변동률이

±2%이내로안정적인DC전압제어상태를확인할수

있었다. 또한 3.5kW 10극 IPMSG를사용하여 BFWC

의실험장치를제작하여제어기의성능분석을위한

실험을수행하였다. 실험결과를통해엔진의대기속

도인 800rpm에서 6000rpm까지 급 가․감속 운전과

부하의급변에대한제안된제어기의DC전압제어성

능이시뮬레이션결과와마찬가지로전압변동률±2%

이내, 응답속도 150ms 이내로우수하게나타났다. 이

로서본논문에서제안한BFWC의타당성및유용성

을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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