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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평형부하 시 독립형 인버터의 데드타임 보상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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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tand-alone inverter supplies constant voltage to loads. However, when a three-phase stand-alone inverter

supplies unbalanced load, the generated output voltages also become unbalanced. The nonlinear characteristics of

inverter dead time cause a more serious distortion in the output voltage. With unbalanced load, voltage

distortion caused by dead time differs from voltage distortion under balanced load. Phase voltages in the

stationary reference frame include unbalanced odd harmonics and then, d-q axis voltages in the synchronous

reference frame have even harmonics with different magnitude, which are mitigated by the proposed multiple

resonant controller. This study analyzes the voltage distortion caused by unbalanced load and dead time, and

proposes a novel dead time compensation method. The proposed control method is tested on a 10-kW

stand-alone inverter system, and shows that total harmonic distortion (THD) is reduced to 1.5% from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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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마이크로그리드는 다수의 분산전원 및 에너지 저장장

치를 이용하여 수요지에 전력을 공급하는 소규모의 에

너지공급 시스템이다. 독립형 마이크로그리드 시스템은

주로 계통이 공급되지 않는 지역에 설치되어 안정적인

전원을 부하에 공급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1]
. 이 때, 연료

전지, 풍력 발전, 태양광 발전 시스템과 같은 분산전원

으로부터 생산된 전력을 부하에 공급하기 위하여 독립

형 인버터가 사용되고
[2]
, 그림 1과 같이 DC 링크 커패

시터, DC/AC 전력변환 스위치, LC필터 및 부하로 구성

된다. 독립형 인버터는 구동하는 부하의 종류에 상관없

이 CVCF(Constant Voltage Constant Frequency) 제어

를 수행하여 고정 주파수로 동작하는 일정한 전원을 부

하에 공급해야 한다. 그러나 불평형부하 및 인버터의 데

드타임과 같은 특성은 인버터 출력 전압을 왜곡시키므

로 양질의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제어 알고리즘이 필

요하다. 기존의 동기좌표계 비례-적분(Proportional and

Integral : PI) 전압제어를 적용한 3상 PWM(Pulse

Width Modulation) 인버터가 불평형부하 구동 시, 불평

형의 부하 전류가 야기되어 출력단에 설치된 LC필터 양

단에 불평형의 전압 강하가 발생한다
[3]
. 부하 측 불평형

기본파 전압은 동기좌표계상에서 직류성분과 2차 고조

파 리플(ripple) 성분으로 나타나며 이 리플 성분의 제거

를 위해 PI 제어기의 대역폭을 증가시키는 것은 시스템

의 불안정성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않다. 불

평형 기본파 전압을 대칭분으로 분해하여 정상분, 역상

분을 각각 서로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는 두 종류의 동

기좌표계로 변환할 경우 각 대칭분은 직류량으로 표현

되므로 PI 제어기의 이득을 크게 증가시키지 않아도 전

압을 평형으로 제어할 수 있다
[4]
. 그러나 데드타임은 출

력 전압을 왜곡시키며
[5]-[7]

인버터가 불평형부하 구동 시

전압은 보다 심각한 형태로 왜곡된다. 이러한 전압 왜곡

을 보상하기 위해 공진제어(Resonant Control)을 이용하

여 고조파를 선택적으로 제거하는 기법은 효과적이며

비교적 쉽게 구현 가능한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
[8]
. 기존

에 발표된 데드타임 보상 방법은 동기좌표계상에서 6차

고조파 성분을 보상하여 전력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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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Three phase stand-alone PWM inverter.

Fig. 2. Unbalanced three phase load voltage.

으며
[9]
이는 평형부하에 효과적인 방법이나 불평형부하

시 발생하는 전압 왜곡을 충분히 억제하기 어렵다. 본

논문에서는 독립형 인버터가 불평형부하 구동 시 데드

타임에 의해 발생하는 고조파를 해석하여 이를 기반으

로 전압 왜곡을 보상할 수 있는 전압제어기를 제안한다.

2. 불평형부하 구동 시 인버터의 전압 왜곡

2.1 불평형부하에 의한 기본파 전압 왜곡

3상 PWM 인버터가 동기좌표계 PI 전압제어를 이용

하여 불평형부하 구동 시 불평형의 3상 부하 상전압

(VL_rst)이 발생한다. 그림 2는 독립형 3상 3선식 인버터

에서 임의의 불평형부하에 의한 부하 상전압을 나타내

며 3상 전압이 서로 120°의 위상차를 갖지 못하고 서로

크기가 다른 불평형 전압을 보여주고 있다.

이 불평형 전압은 식 (1)과 같이 정상분(VL_rst_p), 역상

분(VL_rst_n), 영상분(VL_rst_o)의 대칭분으로 분해된다. 정상

분과 역상분은 식 (2)와 같이 표현되고 V1과 V-1은 각각

정상분과 역상분의 최대값을, φ는 두 대칭분의 위상차를

의미한다. 식 (3)은 동기좌표계 PSRF(Positive

Synchronous Reference Frame) 변환 행렬으로 정상분과

역상분은 식 (4)의 동기좌표계 변환을 통해 식 (5)와 같

이 나타난다. 아래첨자 p는 정상분(Positive Sequence)을,

n은 역상분(Negative Sequence)을 의미한다. 정상분의

d-q축 전압은 직류 성분이지만 역상분의 d-q축 전압은

2차 고조파 성분으로 나타나므로 제한된 대역폭을 가지

는 PI 제어기는 정상상태 전압 오차를 제거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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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헌 [3]-[4]에서 서로 반대방향으로 회전하는 두 종

류의 동기좌표계 PSRF와 NSRF(Negative Synchronous

Reference Frame)을 사용하여 정상분과 역상분을 각각

제어하는 방법이 제시되었다. 식 (6)과 식 (7)과 같이 정

상분과 역상분을 각각 T(ωt)와 T(-ωt)의 동기좌표계 변

환행렬을 통해 PSRF, NSRF로 좌표 변환하면, 정상분의

d-q축 전압(VL_dqe_p)과 역상분의 d-q축 전압(VL_dqe_n)은

직류량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각각의 대칭분을 PI 제어

시 대역폭에 상관없이 정상상태 오차를 제거할 수 있다.

그러나 암 단락(Arm Short)을 방지하기 위한 인버터의

데드타임은 출력전압에 비선형적인 특성을 발생시켜 전

압을 왜곡시킨다. 즉 PI 제어를 통해 불평형 기본파 전

압이 평형으로 제어되지만 데드타임에 의한 고조파는

전력품질을 악화시키므로 양질의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추가적인 알고리즘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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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평형부하 및 불평형부하 시 데드타임에 의한

전압 왜곡

그림 3은 3상 PWM 인버터의 스위칭 신호와 출력 상

전압을 나타낸 것이다. Vrn은 r상의 출력 상전압을 의미

한다. 각 상의 상단과 하단 스위치는 상보적으로 동작하

며 PWM(+)는 상단 스위치의 스위칭 신호, PWM(-)는

하단 스위치의 스위칭 신호를 의미한다. 이상적인 스위

칭 패턴과 달리, 실제 인버터를 구동하는 신호에는 데드

타임 Td가 삽입되며 출력 상전압은 왜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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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Switching signal and output voltage of PWM inverter.

Fig. 4. Average error voltage over Ts caused by dead time

under unbalanced load.

데드타임 구간에 발생하는 평균 오차 전압은 그림 4

와 같고 그림 1의 필터 인덕터 전류(Irst)의 크기에 관계

없이, 전류의 방향에 따라 오차의 부호가 결정된다. 전

류가 부하 측으로 흐를 경우의 전류 방향을 Irst > 0, 인

버터 측으로 흐를 경우의 전류 방향을 Irst < 0 이라 할

때, 데드타임에 의한 오차 전압을 스위칭주기 Ts 동안의

평균으로 표현하면 식 (8)과 같다. (단, 스위치와 환류

다이오드의 전압강하는 고려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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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문헌 [9]에 평형계통에 대한 계통연계 인버터의 데드

타임에 의한 전압 왜곡이 분석되었고 이는 평형부하를

구동하는 독립형 인버터의 데드타임 오차 해석에 적용

가능하다. 각 상의 데드타임에 의한 오차 전압은 필터

인덕터 전류의 부호에 따라 결정되며 3상 전류가 평형

일 때 평균 오차 전압도 120°의 위상차를 가진다. 이 때

동기좌표계로 변환된 d-q축 오차 전압은 6차 고조파 성

분이 가장 현저하다. 그러므로 공진제어를 통해 6차 고

조파 성분을 보상하여 THD를 감소시킬 수 있으나 이

방법으로는 불평형부하 시 발생하는 전압 왜곡을 충분

히 개선하기 어렵다. 그림 4는 3상 PWM 인버터가 불평

형부하 구동 시 필터 인덕터 전류에 따른 3상 평균 오

차 전압을 나타내고 있다. 임의의 불평형부하에 의한 독

립형 인버터의 불평형 전압을 가정하여 3상 전류의 크

기는 서로 다르고 r상을 기준으로 s상 오차는 (120°+θ1)

만큼, t상 오차는 (240°+θ2)만큼 지연되도록 나타내었다.

식 (9)~(11)은 불평형부하 시 데드타임에 의한 3상 평균

오차 전압을 푸리에 급수 전개한 결과이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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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0)

∆ 

 
⋯

∞




 (11)

0이 아닌 θ1과 θ2에 의하여 3상 평균 오차 전압이 서

로 120°의 위상차를 갖지 못하므로 오차 전압에 포함된

각 고조파는 불평형을 이룬다. 그러므로 3상 부하상전압

도 불평형의 홀수배 고조파로 왜곡되며 식 (12)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12)

각 고조파는 정상분과 역상분의 대칭분으로 분해되며

기본파 전압은 PI 제어기에 의해 제어되므로 보상해야

할 고조파 성분은 식 (13)과 같다.




  
 

  ⋯ (13)

불평형 고조파의 대칭분을 동기좌표계로 변환하면 식

(14)와 같은 형태로 나타낼 수 있고 이 때 d-q축 전압

은 짝수배 고조파 성분으로 왜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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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The proposed dead time compensation method under unbalanced load.

예를 들어 식 (13)에서 3차 고조파(V
3rd
L_rst_pn)의 정상

분은 동기좌표계상에서 2차 고조파 성분, 역상분은 4차

고조파 성분으로 변환되며, 식 (15)~(18)에 나타내었다.

마찬가지로 5차 고조파(V
5th
L_rst_pn)의 정상분과 역상분은

각각 4차 고조파 성분과 6차 고조파 성분으로 변환되며,

7차 고조파(V
7th
L_rst_pn)의 정상분과 역상분은 각각 6차

와 8차 고조파 성분으로 변환된다. 즉, 불평형부하 시

d-q축 전압은 2n차 고조파 성분으로 왜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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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불평형부하 시 데드타임 보상 방법

독립형 인버터가 불평형부하 구동 시 데드타임은 3상

부하 상전압을 불평형의 홀수배 고조파 성분으로 왜곡

시킨다. 이 불평형의 홀수배 고조파 성분은 동기좌표계

상에서 짝수배의 고조파 성분으로 나타난다. 즉, 동기좌

표계상의 d-q축 전압이 2n차 고조파 주파수의 리플 성

분을 포함하므로 기존의 동기좌표계 PI 제어기는 정상

상태 오차를 제거하기 어렵다. 그러나 공진제어기를 이

용한 전압제어 구조를 통해 선택적 고조파 보상을 수행

함으로써 전압 왜곡을 보상할 수 있다. 공진제어기는

d-q축 전압의 직류성분, 즉 3상 전압의 기본파 성분을

제어하는 PI 제어기와 병렬로 구성되며 기준 값(VL_dqe
*
)

과 피드백 값(VL_dqe)의 차이에서 보상하고자 하는 차수

의 고조파 성분을 추출 및 증폭한다. 고조파 성분을 억

제하기 위한 공진제어기의 출력은 동기좌표계에서 3상

좌표계로의 좌표 변환을 통해 3상 전압의 보상분으로

변환된다. 이 보상분은 PI 제어기 출력이 3상 좌표계로

변환된 값에 더해진다. 이를 통해 3상 전압을 제어하기

위한 PWM 신호를 생성한다. 이 때 3상 좌표계에서 동

기좌표계로의 변환(abc/dq)은 식 (3)을, 동기좌표계에서

3상 좌표계로의 역변환(dq/abc)은 식(19)를 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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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그림 5는 불평형부하 시 데드타임에 의한 전압 왜곡

을 보상하기 위해 제안된 데드타임 보상기를 보여주고

있다. 전압 왜곡이 동기좌표계상에서 짝수배 고조파 성

분으로 나타나므로 본 논문에서는 2차 고조파 성분부터

8차 고조파 성분까지 보상하는 공진제어기를 이용하여

고조파 발생을 억제하였다. 부하 상전압의 d-q축 오차

전압(VL_dqe
*
-VL_dqe)을, 병렬로 구성된 각각의 공진제어

기의 입력으로 하여 공진주파수에서 얻는 이득을 통해

2차 고조파부터 8차 고조파 성분까지의 고조파를 보상

하는 출력(VR_out)을 얻을 수 있다. 식 (20)은 그림 5에

사용된 공진제어기의 전달함수를 나타낸다. 공진주파수

를 기본파 주파수(60Hz)의 2배, 4배, 6배, 8배의 주파수

인 120Hz, 240Hz, 360Hz, 480Hz로 설정하여 식 (21)과

같은 각주파수를 설정하였고 이득 k를 10, ωc는 10rad/s

을 적용하였다. 이 때 각각의 공진제어기 출력은 리미터

에 의해 ±10Vpeak의 크기로 제한된다.

 





















(2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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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10kW stand-alone inverter prototype.

Fig. 7. Three-phase load conditions of the stand-alone

inverter.

TABLE Ⅰ

PARAMETER AND RATING OF THE STAND-ALONE

INVERTER

Circuit element Value

DC link voltage Vdc 400Vdc

Switching frequency fsw 10kHz

Filter inductor L 1.1mH

Filter capacitor C 150uF

Load voltage VLL 220VLL

Output power P 10kW

Dead time Td 3.3us

Load
Balanced load

Unbalanced load

4. 실험 결과

제안하는 알고리즘을 검증하기 위하여 그림 6의

10kW급 독립형 인버터 프로토타입을 제작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3상 평형부하와 불평형부하

는 저항 부하를 이용하여 구성하였고 이를 그림 7에 나

타내었다. 시스템에 적용된 파라미터는 표 1과 같다.

그림 8과 그림 9는 평형부하 시 부하 측 선간전압과

전압에 포함된 고조파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8은 데드

타임 보상 없이 동기좌표계 PI 제어로 전압제어를 수행

한 결과이다. 데드타임에 의한 전압 왜곡은 5차 고조파

및 7차 고조파 성분이 현저하며 전압의 THD는 3.3%로

측정되었다. 그림 9는 동기좌표계 PI 제어와 데드타임

보상이 동시에 적용된 실험파형이다. 데드타임 보상은

(a) Output line-line voltage(100V/div, 4ms/div)

(b) Harmonic spectrum (1Vrms/div, 125Hz/div) 

Fig. 8. Experiment waveform without dead time compensation

under balanced load.

(a) Output line-line voltage(100V/div, 4ms/div)

(b) Harmonic spectrum(1Vrms/div, 125Hz/div) 

Fig. 9. Experiment waveform compensating dead time effect

under balanced l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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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10. Experiment waveform without dead time

compensation under unbalanced load (a) output line-line

voltage(100V/div, 4ms/div) (b) harmonic spectrum(1Vrms/div,

50Hz/div).

동기좌표계상에서 6차 고조파 보상으로 이루어지며 선

간전압의 5차 고조파 및 7차 고조파 성분이 감소하였다.

그러므로 전압 왜곡이 개선되어 THD는 3.3%에서 1.5%

로 감소하였다.

그림 10과 그림 11은 불평형부하 시 부하 측 선간전

압과 전압에 포함된 고조파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10은

데드타임 보상 없이 동기좌표계 PI 제어로 전압제어를

수행한 결과이다. 3상 전압은 불평형부하와 데드타임에

의해 홀수배 고조파로 왜곡되며 전압 THD가 4.3%로

측정되었다. 그림 11은 동기좌표계 PI 전압제어와 데드

타임 보상이 동시에 적용된 실험 파형이다. 데드타임 보

상에 의해 홀수배 고조파가 감소하여 THD가 4.3%에서

1.5%로 감소하였고 전압 왜곡이 개선됨을 확인하였다.

그림 12는 불평형부하 시 데드타임 전압 왜곡이 보상

된 경우 3상 3선식 독립형 인버터의 부하상전류 파형을

나타낸다. 불평형의 부하상전류와 데드타임으로 인해 부

하 선간전압은 불평형의 홀수배 고조파로 왜곡되지만

제안된 데드타임 보상 기법을 이용하여 그림 11과 같은

전압 왜곡이 보상된 선간전압이 부하에 공급된다.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독립형 마이크로그리드용 인버터가 불

(a)

(b)

Fig. 11. Experiment waveform compensating dead time effect

under unbalanced load (a) output line-line voltage(100V/div,

4ms/div) (b) harmonic spectrum(1Vrms/div, 50Hz/div).

Fig. 12. Experimental waveforms of three-phase load

current under unbalanced load(10A/div, 4ms/div).

평형부하 구동 시 데드타임에 의한 전압 왜곡을 분석하

였다. 선간전압은 홀수배 고조파로 왜곡되며 이 고조파

는 동기좌표계상에서 짝수배 고조파로 나타나므로 2차

고조파 성분부터 8차 고조파 성분까지 보상하는 공진제

어기를 이용하여 전압 왜곡을 개선하였다. 제안된 제어

기를 통하여 출력 선간전압의 THD가 4.3%에서 1.5%로

개선되어 제안된 기법의 타당성을 입증하였다.

본 연구는 2012년도 지식경제부의 재원으로 한

국에너지기술평가원(KETEP)의 지원을 받아 수행

한 연구과제입니다. (No. 20123010020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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