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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tters

높은 스위칭 주파수를 가지는 비엔나 정류기의 전류 품질

개선

양송희1, 박진혁1, 이교범✝

Current Quality Improvement for a Vienna Rectifier with High-Switching

Frequ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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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nalyzes the turn-on and turn-off transients of a metal-oxide-semiconductor field-effect

transistor (MOSFET) with high-switching frequency systems. In these systems, the voltage distortion

becomes serious at the output terminal of a Vienna rectifier by the turn-off delay of the MOSFET. The

current has low-order harmonics through this voltage distortion. This paper describes the transient of the

turn-off that causes the voltage distortion. The algorithm for reducing the sixth harmonic using a

proportional-resonance controller is proposed to improve the current distortion without complex calculation

for compensation. The reduction of the current distortion by high-switching frequency is verified by

experiment with the 2.5-kW prototype Vienna rectifi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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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전기자동차의 활성화를 위해 충전 시간을 단축해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충전 방식으로는 고전력을 이용

한 급속 충전 방식이 증가하고 있다. 최근에 전기자동차

의 다양한 충전 용량을 만족하기 위해 급속 충전기를

모듈형으로 제작하는 추세이다[1].

모듈형 충전기는 단위 모듈의 부피를 작게 구성하기

위해 높은 스위칭 주파수를 사용하고 비엔나 정류기를

PWM 컨버터로 사용한다. 고속 스위칭은 크기가 작은

수동 소자의 사용이 가능하여 시스템의 부피를 줄이는

데 유리하다. 비엔나 정류기는 3-레벨 컨버터의 한 종류

로 스위치 소자 및 구변 회로 구성이 간단한 장점이 있

다[2].

Fig. 1. Construction of the grid-connected system with

Vienna rectifier.

PWM 컨버터에서 데드 타임의 영향으로 인한 전류

왜곡을 보상하기 위한 다양한 방식이 연구되었다[3]. 최

근에 고속 스위칭을 필요로 하는 Power Factor

Corrector (PFC)에 비엔나 정류기가 많이 사용되고 있

다. 스위칭 주파수가 높아질수록 MOSFET의 턴-온 및

턴-오프 지연 시간의 영향이 커지게 되고 이는 데드 타

임과 유사하게 전류 왜곡의 원인이 된다[4].

본 논문에서는 고속 스위칭에 의한 비엔나 정류기의

입력 전류 품질을 동기좌표계의 6차 고조파 저감 방법

을 적용하여 개선한다. 제안하는 방법은 2.5-kW 급 비

엔나 정류기 시작품을 이용하여 그 타당성을 검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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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Turn-off transition of power MOSFET.

2. 시스템 구성

그림 1은 본 논문에서 사용된 비엔나 정류기의 회로

를 나타낸다. 그림 1의 회로의 기본적인 구조는 T-type

3-레벨 컨버터와 동일하기 때문에 비엔나 정류기의 장

점은 3-레벨 컨버터의 장점과 동일하다. 논문에서 사용

된 비엔나 정류기는 T-type 3-레벨 컨버터의 외측 스위

치 대신 다이오드를 사용하여 구성할 수 있다.

비엔나 정류기를 제어하기 위해 이중 제어루프 방식

을 사용한다. 직류단 전압을 제어하는 전압 제어기가 상

위 제어기로 사용되고 비엔나 정류기의 입력 전류를 제

어하는 전류 제어기가 하위 제어기로 사용된다. 유효전

력과 무효전력을 독립적으로 제어하기 위해 전압 및 전

류의 물리량을 d-q축 동기좌표계로 변환한다. PLL을 통

해 동기좌표계 변환에 사용되는 계통의 위상각을 추종

한다. 스위칭 방법으로 전류 제어기의 출력인 지령전압

과 반송파를 비교하여 PWM 신호를 생성하는 SPWM

기법을 적용한다.

3. 유효전압 오차에 대한 원인 분석

MOSFET은 빠른 온오프 특성 때문에 고속 스위칭을

필요로 하는 응용 분야에 주로 사용된다. 턴-온 지연시

간은 게이트 드라이버와 주변 회로에 주로 영향을 받고

턴-오프 지연시간과 비교 할 때 10 ns 이하로 매우 짧

다. 하지만 턴-오프 지연시간은 게이트 회로 뿐만 아니

라 MOSFET의 출력 커패시터(Coss)와 부하 전류에 크게

영향을 받고 턴-온 지연시간과 비교 할 때 비교적 길다.

본 논문에서는 전류 왜곡의 원인 되는 스위칭 지연시간

으로 턴-오프 지연시간만을 고려하여 유효전압 오차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였다.

MOSFET의 Coss는 VDS에 따라 비선형적으로 변하는

특징이 있다. 턴-오프 시 부하 전류는 Coss를 충전 시키

고 VDS는 상승하게 된다. 그림 2는 턴-오프 시 게이트

전압(Vgs) 및 VDS을 보여준다. 턴-오프 구간은 크게 두

구간으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 구간은 td ( o ff) 이

다. 게이트 드라이버에 의해 Vgs가 문턴전압(Vth) 이하가

된 후에도 VDS는 0 V 근처를 유지한다. 식 (1)은 Coss의

전압 방정식을 나타낸다.

Fig. 3. Block diagram of current controller with reduction of

6th harmonic.







(1)

여기서, iL은 부하 전류이다.

Coss는 VDS와 반비례 관계를 가지고 이 구간에서 Coss
의 값이 크기 때문에 식 (1)에 의해 VDS는 천천히 상승

하게 된다. iL에 의해 VDS가 상승하면서 Coss는 감소하게

된다. 두 번째 구간은 tr 이다. VDS가 Vdc/2 까지 상승하

는 구간이다. 이 구간은 Coss의 감소에 따라 식 (1)에 의

해서 VDS의 변화량이 급격히 상승하기 때문에 td(off) 구

간과 비교할 때 비교적 짧다. 따라서 턴-오프 지연시간

을 고려한 듀티는 식 (2)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2)

여기서, Doff는 턴-오프 지연시간을 고려한 듀티, D는 지

령 듀티 그리고 Ddelay는 턴-오프 지연 듀티를 나타낸다.

본 논문에서 사용한 비엔나 정류기의 iL의 경우 교류

이기 때문에 iL 전류 크기에 따라서 턴-오프 지연시간이

달라진다. 따라서 Ddelay는 시변 함수로 표현이 가능하고

iL과 Ddelay는 반비례 관계를 가진다.

이처럼, MOSFET의 동작특성에 의한 턴-오프 지연시

간은 지령 듀티와의 오차를 만들고 전류에 저차 고조파

를 발생시킨다. 이러한 지연시간은 스위칭 주파수에 관

계없이 iL에 따라 동일하다. 하지만, 스위칭 주파수가 높

아질수록 D를 기준으로 Ddelay가 차지하는 비율이 커지

기 때문에 전류 왜곡이 심해지는 문제가 있다.

4. 전류 왜곡 개선 방법

고속 스위칭을 할 경우 이상적이지 않은 MOSFET의

동작특성에 의해 전류에 5차, 7차 및 11차, 13차와 같은

저차 고조파 성분이 포함된다. 저차 고조파 중 5차 및 7

차 고조파가 가장 크기 때문에 6차 고조파 저감 방법을

사용하여 5차 및 7차 고조파를 저감한다. 그림 3은 6차

고조파 저감 방법이 포함된 전류 제어기의 블록도이다.

PWM 컨버터에서 전류 제어를 위한 시스템은 인덕터

와 저항으로 모델링 할 수 있다[5]. 비례적분(PI) 제어기

를 고려한 폐루프 전달함수는 식 (3)과 같다.

 


(3)

여기서 ωcc는 전류 제어기의 대역폭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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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Bode plot of the current controller.

그림 4는 식 (3)과 전류 제어기의 대역폭을 고려한 전

류 제어기의 보드 선도를 보여준다. 전류 제어기의 폐루

프 전달함수는 1차 지연 형태를 나타내기 때문에 시스

템이 안정한 것을 알 수 있다. 저차 고조파를 포함하고

있는 전류를 안정적으로 제어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전류 제어기의 대역폭을 1500 rad/s로 선정하였다.

5차 및 7차 고조파 성분을 포함하는 정지 좌표계 d-q

축 전류는 식 (4)와 같이 나타낸다.


 sin 

 sin 

 sin⋯

 cos 

 cos 
 cos⋯

(4)

식 (4)를 동기좌표계의 d-q축 전류로 변환하면 5차

및 7차 고조파는 식 (5)와 같이 6차 고조파 성분으로

표현된다.


 

 sin 

 sin⋯

 

 cos 
 cos⋯

(5)

식 (4)로부터 d-q축 전류 중 6차 성분을 통해 5차 및

7차 고조파를 제어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비

례-공진(PR) 제어기로 d-q축 전류의 6차 고조파를 제어

하여 5차 및 7차 고조파를 저감한다. PR 제어기를 통한

보상 전압을 전류 제어기 출력에 전향보상 한다. 안정적

인 응답특성을 위해 저역 통과 필터를 사용한 비이상적

인 비례-공진 제어기를 사용하고 전달함수는 식 (6)과

같다.

 



(6)

여기서 ωc는 저역 통과 필터의 차단 주파수이고 ω는 제

어 대상 주파수 이다.

5. 실험 결과

그림 5의 비엔나 정류기 시작품을 이용하여 실험을

Fig. 5. Experiment set of prototype vienna rectifier.

(a) Grid current in time domain

(b) Grid current in frequency domain

Fig. 6. Experiment results with ideal grid.

수행하였다. 또한, MOSFET의 동작특성에 의한 전류왜

곡과 비 이상적인 전원을 고려하기 위해 계통시뮬레이

터를 사용하여 계통 전압을 모의하였고 WT3000 전력분

석기를 사용하여 전류의 THDi를 측정하였다. 실험 조건

은 스위칭 주파수 50 kHz, 직류단 전압 350 V, 계통 전

압 100 Vrms, 필터 인덕터 500 μH, 제어주기 20 μs 및

정격전력 2.5-kW 이다.

그림 6은 이상적인 전원을 모의했을 때의 계통 전류

파형을 나타낸다. MOSFET의 턴-오프 지연 시간에 의

해 계통 전류가 왜곡된 것을 그림 6의 (a)에서 볼 수 있

고, 이때의 THDi는 5.8 %이다. 그림 6의 (b)를 통해 계

통 전류에 5차 및 7차와 같은 저차 고조파가 발생한 것

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7은 그림 6의 조건에 비이상적인 계통 전원을

고려한 실험 파형을 나타낸다. 계통전압의 왜곡을 고려

하기 위해 5차 및 7차 고조파를 기본파 대비 2 %씩 주

입하였다. 그림 6의 (a)와 비교할 경우 계통 전류의 왜

곡이 더 심한 것을 그림 7의 (a)에서 확인 할 수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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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Grid current in time domain

(b) Grid current in frequency domain

Fig. 7. Experiment results with non-ideal grid.

이때의 THDi는 약 18 % 이다. 계통전압의 왜곡에 의해

전류에 5차 및 7차 고조파가 그림 6의 (b)와 비교했을

때 더 커진 것을 그림 7의 (b)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림 8은 제안하는 고조파 저감 알고리즘의 성능을

보여준다. 그림 7의 (a)와 비교할 때 계통 전류의 왜곡

이 줄어 든 것을 그림 8의 (a)를 통해 확인 할 수 있고

이때의 THDi는 약 3.8 %로 개선된 것을 볼 수 있다. 5

차 및 7차 고조파가 저감된 것을 그림 8의 (b)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MOSFET의 턴-오프 지연시간

에 의해 발생하는 11차 및 13차 고조파에 의해 계통 전

류에 왜곡이 남아있는 것을 볼 수 있다.

6. 결 론

본 논문에서는 고속 스위칭을 할 경우 MOSFET의

턴-오프 지연시간에 의해 발생하는 전류 왜곡을 실험을

통해 확인하였다. 또한, 실제 상용전원의 왜곡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기 위해 기본파를 기준으로 2 %의 5차

및 7차 고조파를 주입하였다. MOSFET의 턴-오프 지연

시간과 전원 왜곡에 의해 계통 전류의 왜곡이 심해지는

것 을 확인 하였다. 계통 전류의 품질을 개선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 는 d-q축 전류의 6차 고조파를 PR 제어를

사용하여 제어하였다. 제안하는 방법은 추가적인 하드웨

어와 복잡한 연산 없이 5차 및 7차 고조파를 저감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실험을 통해 MOSFET이 고속 스위

칭을 할 경우 발생 하는 전류의 왜곡을 제안하는 6차

고조파 저감 방법을 사용하여 전류의 품질을 간단하게

개선할 수 있음을 검증하였다.

(a) Grid current in time domain

(b) Grid current in frequency domain

Fig. 8. Experiment results with 6th reduction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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