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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력 변환 구동 시스템에서 인버터 류제어 시스

템은 실제 산업 장에서 범 하게 사용되고 많은 연

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 마이크로컨트롤러(Micro

controller unit, MCU)의 발 과 더불어 력변환 시스

템에서의 모델 측 기반의 류 제어 방법의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1]-[4]. 모델 측 제어 방법은 시

스템의 수학 모델링을 통해 다음 상태의 출력을 측

하여 최 의 제어 입력을 선택하는 방법으로, 시스템 구

이 간단하고 응답특성이 빠르며 안정한 장 이 있다
[5]-[8]. 류제어 모터 제어 등 력 변환 시스템에서

모델 측 제어 기법으로, Deadbeat 제어기법과 Finite

set model predictive control (FS-MPC) 제어기법이 활

발하게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9]-[12].

Deadbeat 제어기법은 다음 상태의 출력을 추종할 수

있도록 하는 최 의 압벡터를 모델링된 식으로부터

직 얻는 방식이며, FS-MPC 방법은 스 칭 상태에 의

해서 이미 정해진 압벡터들 (2- 벨 시스템의 경우 8

가지, 3- 벨 시스템의 경우 27가지) 비용함수를 통

해 최 의 압벡터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시스템이 노이즈 는 라미터 변화 등의 외란이 존

재하지 않는 이상 이라면, 정확한 제어입력을 통해 오

차를 0으로 제어할 수 있는 Deadbeat 제어기법이 한정

된 제어입력에 의해 항상 오차가 존재하는 FS-MPC 제

어기법보다 좋은 성능을 나타낸다. 하지만 Deadbeat 제

어기법은 시스템 외란에 매우 취약하며 그로 인해 시스

템의 안 성과 성능이 하되는 단 이 존재한다 [13],[14].

반면 한정된 제어 입력만을 사용하는 FS-MPC 방법의

경우, 시스템에 외란이 발생하여도 인가할 수 있는 제어

입력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외란에 보다 강인하고, 안정

이다[5],[6].

그러나 기존의 FS-MPC 방법의 경우 스 칭 상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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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제한된 수의 압벡터만을 인버터에 인가하기 때

문에, 한 샘 링 주기 동안 하나의 압벡터만을 인버터

에 인가한다[7]. 따라서 샘 링 주기 동안 스 치는 on

는 off 상태만을 유지한다. 그 결과 낮은 스 칭 주

수로 인해 출력 류의 큰 리 성분이 존재한다[15],[16].

높은 스 칭 주 수를 보장하여 출력의 리 성분을

감시키기 해서 공간벡터변조기법(Space vector

modulation, SVM)기반의 방법들이 연구되었다[22],[23].

[22]는 세분화된 압벡터를 이용한 유도 동기 직

토크제어의 토크 리 감기법을 제안하 으나, 압벡

터 개수의 한정되어있다는 단 이 있다. [23]은 세분화

된 압벡터를 이용한 유도 동기 모델 측제어 기법으

로, 많은 계산량에 의해서 성능향상에 한계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세분화된 압벡터를 이용한 모델 측제어

기반의 SVM 기법을 제안한다.

본 논문에서 계산량 감을 해 제안한 공간벡터도

는 12개의 역으로 구성되고 하나의 역만이 비용함

수 계산 시 고려된다. 모델 측제어 알고리즘에 의해서

결정된 최 의 세분화된 압벡터는 SVM을 통해 인버

터에 인가되어 출력의 리 성분을 감시킬 수 있다
[17],[18]. 제안하는 방법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해서 시뮬

이션과 실험을 통해 기존의 FS-MPC 방법과 제안한

방법의 류품질을 비교 분석하 다.

2. 기존의 FS-MPC 방법

그림 1은 3상 2- 벨 계통연계형 압원 인버터의 회

로를 나타낸다. 인버터는 6개의 스 치로 구성되고 출력

은 필터 인덕턴스와 필터 항 그리고 계통 압으로 구

성된다. 인버터 압으로 표 한 3상 2- 벨 계통연계형

압원 인버터의 모델링은 식 (1)과 같다[7].

 

 , (1)

여기서 은 필터 항, 은 필터 인덕턴스 값 그리고

는 계통 압이다. 연속-시간 모델로 표 된 식 (1)을

이산-시간 모델로 나타내기 하여 출력 류의 미분

값을 포워드 오일러(forward-euler) 방법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 (2)

식 (2)를 식 (1)에 입해 이산-시간 모델로 표 된

다음 상태의 류는 식 (3)과 같다[7].

  


 . (3)

Fig. 1. Three-phase two-level inverter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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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I

VOLTAGE VECTORS BY SWITCHING STATES

다음 상태의 류 을 계산하기 해서는 계통

압 과 재 압벡터 를 추정해야 한다. 

는 표 1과 같이 8가지 스 칭 상태에 따른 압벡터 값

을 이용하여 나타낼 수 있다. 는 식 (3)을 이용해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4)

식 (4)는 를 포함한 식이므로  값을 추정

할 수가 없다. 따라서 는 한 샘 링 주기 동안에 변

화가 크지 않다는 가정하여 다음 식 (5)와 같이 추정할

수 있다[19].

≈ 

 

 
  . (5)

식 (5)에서 추정한 값과 스 칭 상태에 따른 

에 따라 식 (3)의 값을 계산할 수 있다. 측한

값들 다음 상태 지령 류 벡터값인

과 오차를 최소화하는 스 칭 상태를 결정하

기 해서 비용함수를 식 (6)와 같이 정의한다[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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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Proposed space vector diagram.

  


. (6)

식 (6)의 비용함수를 최소로 하는 압벡터를 결정하

고, 압벡터에 따른 스 칭 상태를 인버터에 인가하여

지령 류를 추종한다[20].

3. 제안하는 모델 측 제어 기반의 SVM 방법

3.1 공간 압벡터 세분화

본 논문에서는 공간 압벡터를 세분화하여 다양한

압벡터를 비용함수 계산할 때 고려한다. 그림 2는 제안

한 방법의 공간벡터도를 도식화 한 것으로, 총 12개

압벡터 역으로 구성되고 각 역의 압벡터들은 서

로 칭 계가 있다.

를 들면, S(1)의 압벡터 값을 기 으로 S(6),

S(12), S(7)의 압벡터는 각각 d축, q축, 원 칭 계

이다. 그림 3은 제안한 공간벡터도의 역의 압벡터를

균일하게 N번 세분화한 것으로 각 역에서의 압벡터

값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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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는 압벡터 역의 좌표값, 은 세분화

개수, 는 인버터 직류단 압을 의미한다. 나머지

역 ∼ 에서의 압벡터 값은 역 ∼ 의 값을 이용

하여 정의한다. 세분화된 압벡터 비용함수를 최소

화하는 최 의 압벡터를 SVM을 통해 인버터에 인가

하여 높은 스 칭 주 수를 보장하는 동시에 출력 류

의 리 을 감한다.

(a)                            (b)

(c)

Fig. 3. Subdivided voltage vectors of (a) sector-1, (b)

sector-2 and (c) sector-3.

3.2 압벡터 역 선정

기존의 FS-MPC 방법에서는 공간벡터도 상에 존재하

는 모든 압벡터를 비용함수 계산 시 고려한 것과 달

리, 제안한 방법은 12개의 역으로 구성된 공간벡터도

상에서 하나의 압벡터 역에서의 압벡터만을 고려

한다. 따라서 비용함수 계산 시 용될 압벡터 역을

선정하는 것이 요하며, 압벡터 역은 지령 압의

상각을 이용하여 선정된다. 지령 압의 상각()은

부하 임피던스()와 지령 압() 그리고 계통 압

()을 이용하여 추정이 가능하다.

그림 4-(a)는 압원 인버터 등가회로이며, 그림

4-(b)는 과 의 벡터도를 나타낸다. 계통연계형

인버터 류제어에서 무효성분인 d축 류는 0으로 제

어하고, 유효성분인 q축만을 이용해 류제어를 실시하

기 때문에, 인버터의 출력 류는 계통 압과 동 상이

된다.[21]. 이를 통해 인버터로부터 계통 측으로 흐르는

류()는 식 (10)과 같다
[21].

 




∠ ∠ 
 ∠ , (10)

여기서 와 은 필터 인덕턴스와 항, 는 계통 압

의 주 수, 는 계통 상각과 지령 상각의 차이,

 는 각각 , , 의 크기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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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4. (a) Equivalent circuit of the inverter and (b)

vector diagram of grid voltage and reference voltage.

식 (10)을 계통 압 상각과 지령 압 상각의 차이

인 에 한 식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tan
×  . (11)

그림 4-(b)에서 은 와 에 의해서 계통 상각

()와 만큼 차이가 나기 때문에 는 다음과 같다.

∴   . (12)

식 (12)의 을 이용해 그림 2의 존재하는 12개의

압벡터 역 단 하나의 역만이 선택되어 비용함

수 계산 시 고려된다. 추정한 와 실제 지령 압의

상각(
 )과의 차이가 발생하게 되면, 오차만큼 시간동

안 인 한 압벡터 역이 비용함수 계산 시 고려된다.

이 경우, 부정확한 압벡터 역에 의해 출력 류의

리 을 증가시켜 시스템의 성능을 하시킬 수 있다.

그림 5와 그림 6은 제안한 방법의 블록 다이어그램과

순서도를 나타내며 제어 순서는 다음과 같다

1. 를 이용하여 12개의 압벡터 역 비용함수

계산 시 사용될 하나의 압벡터 역을 선정한다.

2. 선정된 압벡터 역의세분화된 압벡터들을 이용

하여  값을 측한다.

3. 측한  값과  값과의 비용함수를

계산하여 최 의 압벡터를 결정한다.

4. 최 의 압벡터를 좌표변환을 이용하여 3상 지령

압으로 변환한다.

5. 변환된 3상 지령 압을 SVM을 통해 인버터에 인

가한다.

Fig. 5. Flow chart of the proposed method.

제안한 방법은 N의 값이 커질수록 다양한 압벡터

를 인버터에 인가할 수 있어 높은 성능을 나타낼 수 있

지만, 고려되는 압벡터의 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연산

시간을 고려하여 한 N 값을 선정해야 한다. N의

값에 따라 비용함수에서 고려되는 총 연산횟수는 n(N)

으로 정의하며, 식 (13)과 같다.

  ∙ 


 . (13)

4. 시뮬 이션

제안한 방법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해 PSIM을 이용

하여 그림 1의 3상 2 벨 계통연계형 압원 인버터

류제어 시뮬 이션을 진행하 다. 시뮬 이션 라미터

는 Modulation Index (MI)가 0.5인 상황으로 DC링크

압은 200 [V], 계통 압은 50 [V(peak)]로 설정하 고,

스 칭 주 수 10 [kHz], 필터 인덕턴스 항은 각각

5[mH]와 0.1 [Ω]으로 설정하 다.

시뮬 이션은 무효성분인 동기좌표계 d축 류(I*de)는

0 [A]로 제어하고 유효성분인 q축 류(I*qe)를 10 [A]로

제어하 다. 기존의 FS-MPC 방법과 제안한 방법의 성

능을 비교하기 한 지표는 류의 고조 왜율(To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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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Simulated results of the three-phase load currents

and d-q axis voltage vectors using the conventional

method.

Harmonic distortion, THDi)을 비교 분석하 다.

그림 7은 기존의 FS-MPC 방법의 류 제어 시뮬

이션 결과를 나타낸다. 기존의 FS-MPC 방법은 스 치

상태에 따른 8가지 압벡터만을 이용하여 류제어를

수행하기 때문에 인버터에 인가되는 d-q축 압벡터가

각각 5-스텝, 3-스텝 구형 의 압 형으로 나타난다.

기존 FS-MPC 방법은 하나의 압벡터만을 샘 링 주

기 동안 인가하기 때문에 낮은 스 칭 주 수로 인하여

출력 류에 큰 리 성분이 존재하는 것을 출력 류

형을 통해 확인하 다.

그림 8과 그림 9는 각각 제안한 방법의 N이 3과 5일

때의 시뮬 이션 결과를 나타낸다. 그림 7의 기존의

FS-MPC 방법의 출력 류 형과 비교해 볼 때, 제안

한 방법의 출력 류 형은 기존 FS-MPC 방법에 비

해 리 성분이 많이 감되었다.

Fig. 8. Simulated results of the three-phase load currents

and d-q axis voltage vectors using the proposed method

(N=3).

제안한 방법은 N의 값이 클수록 인버터에 인가되는

세분화된 압벡터의 개수가 증가한다. 따라서 d-q축

압벡터의 형이 N의 값이 클수록 정 형태에 가까

운 것을 그림 8과 그림 9의 d-q축 압벡터 형을 통

해 확인하 다.

표 2는 기존 FS-MPC 방법과 제안한 방법의 출력

류 THDi 분석 결과를 나타낸다. 기존 FS-MPC 방법은

낮은 스 칭 주 수의 의해서 출력 류 THDi가 크게

나타난다. 하지만 제안한 방법은 세분화된 압벡터를

SVM을 통해 인버터에 인가하기 때문의 높은 스 칭 주

수를 보장하여 출력 류 THDi가 낮다. 한 제안한

방법은 N의 값이 커질수록 출력 류 THDi가 낮아진

다. 그 이유는 N의 값이 크면 더 다양하고 세분화된

압벡터를 인버터에 인가하기 때문에 정상상태 성능을

개선시켜 출력 류의 성능이 향상된다.

Fig. 6. Block diagram of the proposed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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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Simulated results of the three-phase load currents

and d-q axis voltage vectors using the proposed method

(N=5).

N THDi

Conventional method - 8.8 [%]

Proposed method

3 3.1 [%]

5 2.3 [%]

TABLE II

THDi COMPARISON OF SIMULATION RESULTS

그림 10는 시스템 라미터 변화에 따른 기존

FS-MPC 방법과 제안한 방법의 성능을 분석하 다.

0.15 에서 인덕터 값을 5 [mH]에서 1 [mH]로 변화를

발생시켜 시스템 변수의 변화를 주었다. 기존 FS-MPC

방법의 경우 부정확한 인덕터 값에 의해서 THDi가 약

7 [%] 증가하 지만, 제안한 방법의 경우 THDi가 약

1.3 [%] 증가하 다. 이를 통해 제안한 방법이 기존

FS-MPC 방법보다 시스템 변수 변화에 해 강인한 특

성을 나타냄을 확인하 다.

그림 11은 지령 압 상각() 추종이 정확하게 이

루어지지 않았을 때 제안한 방법의 성능을 분석한 결과

이다. 0.15 에서 추정한 를 실제 지령 압의 상각

(
 )에 비해 약 20° 차이를 발생시켰다. 출력 류의

형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부정확하게 추정된 에 의

해서 제안한 방법의 출력 류 성능이 감되었으며,

류 THDi는 2 [%]에서 7 [%]로 약 5 [%] 증가하 다.

이는 추정한 와 
 과의 오차만큼 부정확한 압

벡터 역이 비용함수를 계산할 때 나타나는 것으로, 제

안한 방법은 정확한 를 추정하는 것이 요하다.

(a) 

  (b) 

Fig. 10. Simulated results of (a) the conventional method

and (b) the proposed method when the inductance is

changed from 5 [mH] to 1 [mH].

(a) 

  (b) 

Fig. 11. Simulated results of the (a) three-phase load

currents and (b)  and 
 when the proposed method

estimates  inaccurately.

5. 실 험

제안한 알고리즘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시뮬 이션과

동일한 조건에서 실험을 수행하 다. 제어부는

TMS320F028335를 사용하여 구성하 으며, 기존의

FS-MPC 방법과 제안한 방법의 류제어를 수행하 다.

그림 12은 기존의 FS-MPC 방법을 이용한 류제어

실험 결과를 나타낸다. 시뮬 이션 결과와 마찬가지로,

출력 류에 큰 리 성분들이 존재하며 d-q축 압벡터

의 형이 각각 5-스텝, 3-스텝 구형 형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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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Experimental results of the three-phase load

currents and d-q axis voltage vectors of the conventional

method.

Fig. 14. Experimental results of the three-phase load

currents and d-q axis voltage vectors of the proposed

method (N=5).

그림 13과 그림 14는 각각 제안한 방법의 N이 3과 5

일 때의 실험 결과를 나타낸다. 그림 12의 기존

FS-MPC 출력 류 형과 비교해, 리 성분이 많이

감되었음을 실험을 통해 확인하 다. 한 시뮬 이션

과 동일하게, 제안한 방법은 세분화된 압벡터들을

SVM을 통해 인버터에 인가하므로 d-q축 압벡터의

형이 정 형태에 압 형으로 나타난다. 제안한

방법은 N의 값이 클수록, 더 많은 세분화된 압벡터들

이 인버터에 인가되므로 그림 14의 d-q 압벡터 형

이 그림 13 보다 정 형태에 가깝다.

표 3은 기존의 FS-MPC 방법과 제안한 방법의 성능

비교를 해 출력 류의 THDi를 분석한 결과이다. 표

2의 시뮬 이션 결과와 마찬가지로 제안한 방법이 기존

FS-MPC 방법보다 출력 류 THDi 측면에서 높은 성

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하 다.

제안한 방법은 N 값을 증가시켜서 더 세분화된 압

벡터를 이용하여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지만, 계산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식 (13)의 총 연산횟수를 고려하여

한 N의 값이 선정되어야 한다.

Fig. 13. Experimental results of the three-phase load

currents and d-q axis voltage vectors of the proposed

method (N=3).

N THDi

Conventional method - 10.8 [%}

Proposed method

3 3.7 [%]

5 2.9 [%]

TABLE III

THDi COMPARISON OF EXPERIMENTAL RESULTS

그림 15는 동기좌표계 q축 지령 류(I*qe)를 10 [A]에

서 5 [A]로 스텝으로 변화시켰을 때 기존 FS-MPC 방

법과 제안한 방법의 과도응답 상태 실험 결과 형이다.

두 방법 모두 모델 측 제어 알고리즘을 사용하기 때

문에, 매우 빠른 응답특성을 가지고 있어 출력 류가 지

령 류에 즉각 으로 추종한다. 이를 통해 제안한 방법

은 모델 측 제어 기법의 장 인 빠른 응답 특성과

SVM의 장 인 낮은 류 리 을 동시에 취하는 것을

확인하 다.

6. 결 론

본 논문은 기존의 FS-MPC 방법의 류 리 감을

해 모델 측 제어 기반의 SVM 방법을 제안한다. 제

안한 방법은 공간 압벡터 세분화를 통해 다양한 압

벡터들을 비용함수 계산 시에 고려하고 비용함수를 최

소화 하는 최 의 압벡터를 SVM을 통해 인버터에 인

가한다. 샘 링 주기 동안 연산시간을 보장하기 하여

지령 상각을 이용해 공간벡터도 상에서 하나의 압

벡터 역을 선정하여 선정된 역의 압벡터들 만이

비용함수 계산 시에 고려된다. 제안한 방법의 류 리

감을 확인하기 하여 3상 2- 벨 계통연계형 인버터

시스템 류 제어 시뮬 이션과 실험을 진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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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15. Experimental results of the (a) the conventional

method (b) the proposed method (N=5).

시뮬 이션 실험 결과를 통해 제안한 방법은 모델

측 제어의 장 인 빠른 응답 특성을 가지면서 기존의

FS-MPC 방법보다 높은 류 품질을 보장하는 것을 확

인하 다.

본 연구는 2016년도 정부(미래창조과학부)의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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