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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I.

마이크로 컨트롤러의 연산 능력 향상에 따라 전력 변환

기의 예측 제어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예.

측 제어는 제어 시스템의 모델을 이용하여 상태변수 및 출

력을 예측하고 이를 바탕으로 적절한 비용함수를 이용하여,

최적화를 실행하는 기법이다 이러한 예측 제어의 개념은.

단순하고 직관적이며 구현이 용이하다 전력 변환기에 예측.

제어를 적용할 경우 구성이 가능한 스위칭 조합 상태를 모

두 고려하여 비용함수를 최소화하는 하나의 스위칭 상태를

선정하게 된다 비용함수는 시스템의 지령과 예측값을 이용.

하여 정의하며 다양한 변수들을 동시에 고려할 수 있다

[1-3].

예측 제어 기법은 빠른 응답 특성을 요구하는 매트릭스

컨버터로 구동되는 유도 전동기 제어에 적용이 가능하다

매트릭스 컨버터는 교류교류 직접형 전력 변환기로 직[4]. -

류단에 에너지 저장소자가 없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교류-

직류교류 간접형 전력 변환기와 비교하여 높은 전력 밀도-

를 갖는다 양방향 스위치를 통한 상한 운전이 가능하며. 4 ,

입력 역률 제어가 가능하고 고품질의 입출력 특성을 갖기/

때문에 가변속 드라이브에 적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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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측 제어 기법을 사용하여 유도 전동기를 구동하는 경

우 제어 목표는 전동기의 토크 및 자속 제어로 설정할 수

있으며 이 외에도 입력 역률 및 공통모드 전압 등에 대한

제어를 고려할 수 있다 유도 전동기를 제어하는 기법에[5].

는 일반적으로 직접 토크 제어 벡터 제어 등이 연구되어,

왔다 예측 제어는 유도 전동기의 토크를 직접 제어함으로.

써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벡터 제어 기법에 비해 빠른 속응

성을 얻을 수 있으며 히스테리시스 폭에 따라 스위칭 주파,

수가 가변하는 직접 토크 제어와 달리 스위칭 주파수를 고

정시킬 수 있다 그러나 예측 제어의 경우 한 샘플링 주기.

에 하나의 스위칭을 인가하므로 낮은 전류 를 얻기 위THD

해서는 높은 스위칭 주파수를 사용해야 한다 즉 시스템의. ,

성능은 컨트롤러의 성능과 직결된다 따라서 샘플링 주기가.

충분히 빠르지 않을 경우에는 출력 유도 전동기에 큰 토크

리플이 발생한다.

매트릭스 컨버터로 구동되는 유도 전동기의 토크 제어

기법으로 제어기 대신 예측 제어기를 적용하고 공간 벡PI

터 변조 기법을 통해 토크 리플은 감소시키며 빠른 속응성

을 갖도록 하는 기법이 제안되었다 그러나 이 방식은[6,7].

공간 벡터 변조 기법을 사용하므로 모델 예측 제어나 직접

토크 제어에 비해 속응성은 느리다 또한 모델 예측 제어. -

공간 벡터 변조 기법 을 제안한 논문에서는 유도(MPC-SVM)

전동기의 토크 및 자속 제어에 대하여 제안하며 기존 모델

예측 제어의 단점을 보완하였다[8,9].

본 논문에서는 매트릭스 컨버터에서 한 샘플링 주기에

하나의 스위칭 상태를 인가하는 기존 모델 예측 제어 방식

과 달리 한 샘플링 주기에 영벡터를 포함한 개의 스위칭,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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벡터를 구간으로 나누어 인가하여 스위칭 주파수를 일정

하게 유지하고 전기적 변수의 리플을 감소시키는 방안을

제안한다 장에서는 매트릭스 컨버터와 일반적인 예측. II

제어 기법에 대하여 설명하고 장에서는 제안하는 예측, III

제어 기법에 대하여 설명한다 장에서는 제안하는 알고. IV

리즘을 매트릭스 컨버터로 구동되는 유도전동기의 토크 및

자속제어에 적용하고 토크 리플 저감의 유효성과 우수성을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검증한다 .

매트릭스 컨버터와 예측 제어 기법II.

상 매트릭스3 컨버터는 그림 과 같이 개의 양방향 스1 9

위치가 행렬매트릭스 형태의 조합으로 구성되며 입력3x3 ( )

측에는 고조파 저감을 위한 필터가 위치한다 입력 필터는.

일반적으로 필터가 사용되며 댐핑 저항을 인덕터와 직LC ,

렬로 연결하였다.

각 양방향 스위치는 , ∈,∈로

정의한다.  은 스위치 가 단락되어 도통되어있는

상태를 의미하며  은 스위치 가 개방되어있는 상

태를 의미한다 매트릭스 컨버터는 상 전원이 입력 필터를. 3

통해 상 부하에 연결되며 이 때 시스템의 과전압과 과전3 ,

류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하 전류는 연속적으로 흘러야 하

며 두 입력 선간은 단락되지 않아야 한다 이러한 제한을.

포함하여 스위칭 상태를 수학적 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 (1)

여기서, 는 입력 각 상을 나타내며, 는 출력 각

상을 나타낸다 매트릭스 컨버터는 출력. 상에 따라

가지의 스위칭 조합 상태를 갖게 되며 이에 따라 매트릭27

스 컨버터의 출력 전압과 입력 전류를 스위치 행렬 T로 표

현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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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은 각각 입력 전압 출력 전압 입력 전, ,

류 출력 전류를 나타낸다, .

매트릭스 컨버터로 구동되는 유도 전동기의 토크 및 자

속을 제어하기 위하여 유도 전동기의 방정식을 통해 예측,

값을 구한다 고정자 자속은 아래의 고정자 전압 방정식을.

이용하여 추정할 수 있다.

 



(4)

여기서, 는 고정자 전압, 는 고정자 전류, 고정자 자

속을 나타낸다.

오일러 공식을 통해 위의 식을 이산화 하여 현재 샘플링

주기 에서의 고정자 자속을 구할 수 있으며 자속식과 회,

전자 전류와의 관계를 통해 회전자 자속을 구할 수 있다.

  (5)









  (6)

여기서, 는 회전자 자속, 는 샘플링 주기를 나타내며,

은 유도 전동기의 파라미터로 고정자 저항,

회전자 인덕턴스 고정자 인덕턴스 자화 인덕턴스를 나타, ,

낸다.

다음 샘플링 주기 에서의 고정자 자속의 예측값

은 식 를 이용하여 다음 식과 같이 근사화 하(4)

여 나타낼 수 있다.

  (7)

유도 전동기의 고정자와 회전자의 동특성에 관한 특성

방정식을 통해 고정자 전류의 예측값은 다음과 같은 식으

로 표현할 수 있다.

 
 


 

 

 












(8)

여기서,   ,   
  ,   ,

 ,  

,  이다.

위의 자속과 전류 예측값을 이용하여 유도 전동기의 토

크 예측값  을 다음 식과 같이 구할 수 있다.








   (9)

앞에서 구한 예측값과 지령토크 
와 지령자속의 크기


를 이용하여 비용함수를 구성하면 다음과 같다.

  





 (10)

여기서, 와 는 가중치로 토크와 자속의 단위가 다르

므로 적절한 가중치를 설정해야 한다.

비용함수를 최소화 하는 스위칭 상태를 선정하고 시스템

에 인가하여 매트릭스 컨버터로 구동되는 유도전동기의 토

크 및 자속 제어가 가능하다 위의 식을 시스템에 적용하면.

그림 1. 매트릭스컨버터구성.

Fig. 1. Power circuit of the matrix conver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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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측은 제어가 되지 않아 입력 전류에 왜곡이 발생하게

되므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즉 비용함수에 입력측. ,

무효 전력을 최소화 하는 항을 추가하여 이를 해결할 수

있다 입력 필터값을 통해 입력 전압 및 전류는 다음과 같.

은 식을 만족한다.





 (11)

 



(12)

여기서, 는 전원 전압, 는 필터 인덕터, 는 필터 커

패시터, 는 필터 댐핑 저항, 는 컨버터측 입력 전압, 

는 전원 전류, 는 컨버터측 입력 전류를 나타낸다.

위의 식을 이산화 하여 다음 샘플링 주기 에서의

입력 전류를 구하면 다음과 같다.




(13)

여기서,  



 ,  











이며,

 



  






,  




  

 






이다.

따라서 에서의 입력 무효 전력은 다음 식과 같이

구할 수 있다.

    (14)

여기서, 는 입력 무효 전력을 나타내며 입력 전압의 주,

파수가 빠르지 않을 경우 입력 전압의 예측값 은

현재값 로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입력 무효 전력을 최소화하는 항을 추가한

비용함수는 다음과 같다 [2].

  










(15)

제안하는 예측 제어 기법III.

매트릭스 컨버터를 이용한 예측 제어 기법은 한 샘플링

주기 동안 하나의 스위칭 상태를 유지하므로 샘플링 주기

에 따라 시스템의 성능이 좌우된다 좋은 성능을 내기 위해.

서는 고성능의 마이크로 컨트롤러가 요구되며 이는 보편적,

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산업 응용에는 적합하지 않다.

본 논문에서는 한 샘플링 주기 동안 개의 스위칭 상태3

를 구간으로 나누어 인가하여 출력 성능을 향상시키는 기

법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예측 제어 기법은 공간 벡터를 기.

반으로 스위칭 벡터를 선택하게 된다 매트릭스 컨버터의.

입력 전류 및 출력 전압의 벡터도는 그림 와 같다2 .

그림 는 매트릭스 컨버터의 입력 전류 및 출력 전압에2

따른 스위칭 벡터도를 나타내며 단락된 스위치 조합을

 ∈로 표현한다 예를 들[10].

어 출력, 상에 입력 상이 연결되고 출력, 상에 입력 

상이 연결되고 출력, 상에 입력 상이 연결된 경우 

로 표현한다.

그림 과 같이 출력 전압의 위상각이 섹터 에 위치할3 1

경우 인접한 스위칭 상태의 조합을 통해 지령 토크 및 자

속에 가장 인접하도록 제어한다 기존 예측 제어의 경우. ,

한 샘플링 주기 동안 한 개의 스위칭 상태를 인가하므로

지령 토크 및 자속에 따라 가장 인접한 하나의 스위칭 상

태를 인가하게 된다 제안하는 기법은 한 샘플링 주기에. 

번의 벡터를 인가하도록 예측값을 합성한다.  일 경우

섹터 에서 스위칭 상태1 와 를 고려하면 스위칭 조

합에 따라 가지 경우의 수가 발생할 수 있다 그림21 . 3(a)

의  지점의 경우 벡터 ( 를 번) 3 , 벡터 ( 를) 1

번 인가하며 나머지는 영벡터 ( 를 각각)  시간동안

(a) (b)

그림 2. 입력전류스위칭벡터도 출력전압스위칭벡(a) (b)

터도.

Fig. 2. (a) Input current switching vectors (b) Output voltage

switching vectors.

(a)

(b)

그림 3. 섹터 에서스위칭조합에따른출력전압경우의수(a) 1

(b) 을표현하는스위칭벡터조합.

Fig. 3. (a) Possible voltage vectors of sector 1 (b) switching vector

sequences i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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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하였을 경우이다 이는 그림 에 나타내었다. 3(b) .

스위칭 벡터의 선정에 따라 전압 벡터의 크기가 결정되

고 이에 따라 상태 변수전류 토크 및 자속가 결정된다, ( , ) .

즉, 번의 벡터를 인가하는 경우 각 전압 벡터의 크기는,

이 되며 이에 따른 비용함수는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16)

비용함수 는  부터 까지의 각 비용함수의 합이

다 즉 모든 경우의 수를 비용함수에 적용하여 최소값을. ,

갖는 스위칭 벡터를 선택한다 기존 예측 제어는.  인

경우이며, 이 커질수록 시스템의 출력 성능은 좋아지게

되지만 연산량은 늘어나게 된다 따라서 유효벡터 개와. 18

영벡터 개에 대하여 고려하며 영벡터의 경우에 출력 전압3

은 모두 으로 동일하므로 한 가지 경우의 수로 판단할 수0

있다 따라서.  일 경우는 가지 스위칭 상태에 대한19

비교를 통해 제어가 수행된다.  로 설정하였을 경우에

는 인접한 두 벡터의 조합으로 한 섹터에서는 가지의 경21

우의 수가 있으나 섹터의 경계선에서 중복되는 경우를 제,

외하면 한 섹터에서 가지의 경우의 수를 비교할 수 있다15 .

따라서 한 섹터에서는 가지의 벡터 조합이 있으며 총 개3 6

의 섹터가 존재하므로 영벡터로만 구성된 경우를 포함하여,

가지 스위칭 벡터의 조합에 대하여 수행된다 따라서271 . 

개의 스위칭 벡터의 조합이 사용되는 경우,

⋯ 가지의 경우의 수를 고려해

야 한다 따라서 마이크로 컨트롤러의 성능과 스위칭 주파.

수를 고려하여 의 값을 선정할 수 있다.

유도 전동기의 동특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적절한 가중

치를 선정해야 한다 가중치 선정에 있어 지령값과 예측값. ,

의 오차가 이 되어 비용함수가 이 되는 경우를 방지하기0 0

위하여 각 설정 변수에 상수를 더해준다 이는 과도 상태에.

서는 오차에 따라 가중치가 가변하고 정상 상태에서는 일,

정 상수의 가중치를 주기 위함이다 유도 전동기에 적[11].

용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환산 계수  를 시스템의

동특성 및 제어 목표에 맞게 선정할 수 있다 하나의 가중.

치에만 큰 값을 설정하면 다른 설정 변수가 제어에 고려되

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가중치의 선정이 중요하다, .

 
  





(17)

 






(18)

 






(19)

시뮬레이션 결과IV.

제안한 예측 제어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소PSIM

프트웨어 툴을 이용하여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였으며 시스

템 파라미터는 표 과 같다 상 정격의 유도1 . 3 380 V/60 Hz

전동기를 상 상 매트릭스 컨버터를 이용하여 구동하였다3 -3 .

매트릭스 컨버터는 개의 양방향 스위치 및 입력 필터 및9

전압전류 센서로 구성하였으며 유도 전동기의 속도 정보/ ,

를 얻기 위해 속도 센서엔코더를 이용하였다( ) .

그림 는 제안하는 예측 제어 시스템의 구성도를 나타낸4

다 매트릭스 컨버터의 입출력 센서를 이용하여 전압 및. /

전류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앞에서 구한 식을 이용하여,

출력 전류 및 입력 전류를 예측할 수 있다 이러한 값들은.

토크 자속 및 입력 무효 전력의 예측에 사용된다 지령 토, .

크 지령 자속 및 지령 입력 무효 전력과 예측값으로 구성,

된 비용함수  가 정의되며 비용함수를 최소화 하는 스위,

칭 상태를 선정하여 시스템에 인가한다.

그림 는 제안한 기법을 매트릭스 컨버터로 구동되는 유5

도전동기 예측 제어에 적용하였을 경우의 출력 파형을 나

타낸다.  이며 샘플링 주기는 로 설정하였을 경50 sμ

우 유도 전동기의 속도 토크 고정자 자속 및 고정자 전류, ,

의 동특성 및 정상상태를 나타낸다 이 때. , =1,  으=30

로 설정하였다 지령 토크의 변화에 따라 실제 토크는 정확.

하게 지령을 추종하며 자속도 지령에 따라 값을 추종함을

확인할 수 있다 고정자 전류의 경우 상 평형의 정현파 형. 3

태로 출력됨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은 제안하는 예측 제어 기법에서6 의 개수에 따

라 성능의 차이를 나타내는 파형으로 샘플링 주기는 50 μ

로 일정하게 설정하였다 그림 파형은s . 6(a)  인 경우

로 기존 예측 제어와 동일하며 그림 파형은, , 6(b)  인

경우이다. 의 개수가 많아질수록 토크 리플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의 개수가 많아짐에 따라 고

표 1. 시스템파라미터.

Table 1. The parameter of the system.

매트릭스 컨버터 회로 파라미터

계통 전압  380 Vrms

계통 주파수  60 Hz

필터 인덕턴스  2 mH

필터 커패시턴스  6 Fμ

필터 댐핑저항  0.5 Ω

유도 전동기 파라미터

정격 전력  3.7 kW

고정자 저항  1.366 Ω

회전자 저항 


2.546 Ω

고정자 인덕턴스  145 mH

회전자 인덕턴스  145 mH

자화 인덕턴스  137 mH

극수  4

그림 4. 제안하는예측제어시스템구성및제어블록도.

Fig. 4. Proposed predictive control power control block dia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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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많아지고 인가하는 시간을 세분,

화 할 수 있으므로 제어의 성능이 향상되게 되어 토크 리

플이 감소하게 된다.

그림 은 샘플링 주기에 따른 토크 파형을 나타낸다 샘7 .

플링 주기가 빠른 경우 토크 리플이 감소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나 이는 마이크로 컨트롤러의 성능에 따라 결정할

수 있으며 스위칭 주파수가 빨라지므로 스위치의 손실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a)   .

(b)   .

그림 7. 샘플링주기 에따른토크파형. (a)  = 60 s (b)μ

 = 30 s .μ

Fig. 7. Comparison between electromagnetic torque of (a)  =

60 s (b)μ  = 30 s .μ

(a) Space vector modulation.

(b) Proposed predictive control.

그림 8. 스위칭기법에따른토크파형 벡터제어 제안하. (a) (b)

는예측제어.

Fig. 8. Comparison between electromagnetic torque of (a) Space

vector modulation (b) proposed predictive control.

그림 은 제안한 알고리즘의 빠른 동적 응답 특성을 검8

증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매트릭스 컨버터의 공

간 벡터 변조 기법을 이용한 유도 전동기의 벡터 제어와

비교한 파형이다. t = 0.1 에서 지령 토크를s 5 에서Nm 10

로 변동하였다 공간 벡터 변조 기법을 사용하면 지령Nm .

그림 5. 제안하는예측제어를이용한유도전동기의토크및자

속제어 속도 토크동특성 고정자자속크기 고정자. , , ,

전류.

Fig. 5. Proposed predictive torque and flux control of an induction

machine. Speed, torque dynamic behavior, stator flux, and

stator currents.

(a)  .

(b)  .

그림 6. 의개수에따른토크파형. (a)   (b)  .

Fig. 6. Comparison between electromagnetic torque of (a)  

(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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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압 벡터에 따른 스위칭 테이블과 듀티를 통해 스위칭‘8-

기법의 경우 한 샘플링 주기에 가지의 스위칭 벡터와 하’ 4

나의 영벡터를 대칭으로 위치시켜 인가한다 토크 및 자속.

지령은 전류 지령과 비례하며 전류 지령은 제어기를 통, PI

해 전압 지령 벡터를 생성한다 또한 지령 토크의 변화에.

따라 자속 성분이 영향을 받게 되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

다 이는 벡터 제어의 좌표 변환에 의해 상호 간섭 성분이.

발생하는 것으로 이러한 현상을 보상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기법이 요구된다 반면 제안하는 알고리즘은 한 주기에.

간격으로 가지의 벡터를 인가하게 되며 지령과 예측2 ,

값의 오차를 이용하여 토크를 직접적으로 제어하게 되므로

지령 변동 상황에서 우수한 응답특성을 갖게 되며 지령 토,

크의 변화에 따른 자속의 영향도 크게 나타나지 않음을 확

인할 수 있다.

그림 는 매트릭스 컨버터의 입력측 무효 전력 제어 전9

과 후의 파형을 나타낸다 샘플링 주기.  = 50 로 설정sμ

하고,  = 1, = 로 선정하였으며 토크 지령을5.2 , 12 Nm

로 설정해 주었을 경우의 입력 전압과 입력 전류 출력 전,

류를 나타낸다 매트릭스 컨버터는 입력측 역률 제어가 가.

능하므로 입력 무효 전력을 최소화 하는 항을 비용함수에

추가하여 제어할 수 있다. t < 0.1 구간은 식 과 같이s (10)

유도 전동기의 토크 및 자속 제어를 고려하였을 경우의 파

형이며, t > 구간은 식 와 같이 토크 및 자속뿐만0.1 s (15)

아니라 입력측 무효 전력을 고려하였을 경우의 파형이다.

0.1 s < t < 0.16 구간은 입력 무효 전력 가중치s 를 0.03

으로 설정하였으며, t > 0.16 구간에서는s 를 으로 설1.6

정하였다 시뮬레이션 결과를 통해 입력 무효 전력을 최소.

화 하여 입력 전류의 위상이 입력 전압의 위상과 동일함을

확인할 수 있다 가중치 값은 입력 무효 전력뿐 아니라 토.

크 및 자속 제어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입력 무효 전력 가.

중치 가 작을 경우에는 입력 역률 제어가 잘 되지 않게

되며 가중치 가 크게 되면 입력 역률 제어는 잘 되지만

출력 토크 및 자속의 큰 리플이 발생한다.

그림 은 부하 전동기의 파라미터 변동에서도 제안한10

예측 제어 기법의 강인함을 보여준다 전동기의 파라미터는.

비선형성이 존재하며 특히 저항값은 온도 상승과 표피효과

에 의한 변동으로 인하여 제어 성능을 현저히 저하시킨다.

따라서 예측 제어에서는 고정된 전동기의 파라미터를 사

용하지만 그에 따른 제어기의 영향은 크지 않다 그림. 10(a)

는 정상적인 토크 특성을 나타내며 그림 는 회전자, 10(b)

인덕턴스를 증가시켰을 경우의 토크 특성을 나타낸다20% .

이 경우 토크의 옵셋이 약간 내려가지만 동특성에는 영향

을 주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와 는 고. 10(c) (d)

정자 인덕턴스와 고정자 저항을 증가시켰을 경우의20%

토크 특성으로 일반적인 경우와 큰 차이가 없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결론V.

본 논문은 향상된 예측 제어를 통해 매트릭스 컨버터로

구동되는 유도전동기의 토크 리플을 저감하는 기법을 제안

한다 제안하는 기법은 한 샘플링 주기에 하나의 스위칭 상.

태를 유지하는 기존 예측 제어와 다르게 한 샘플링 주기에

번의 스위칭 상태를 인가하도록 하여 제어의 성능을 향상

시키며 빠른 동적 응답 특성을 갖는다 스위칭 상태에 따, .

그림 9. 입력무효전력제어에따른입력및출력파형.

Fig. 9. Performance of the drive without reactive input power

control, with reactive input power control.

(a) normal operation.

(b) 

  .

(c) 

 .

(d) 

 .

그림10. 전동기파라미터변동에따른제어특성파형 정상. (a)

적인경우 회전자인덕턴스 변동시 고정자(b) 20% (c)

인덕턴스 변동시 고정자저항 변동시20% (d) 20% .

Fig. 10. Performance of the drive with variation of machine

parameters. (a) normal operation (b) variation of rotor

inductance (c) variation of stator inductance (d) variation

of stator resis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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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전압 및 출력 변수를 예측하여 비용함수를 최소화 하는

스위칭 상태를 선정한다 또한 비용함수를 통해 토크 및 자.

속뿐 아니라 입력 무효전력 크기도 제어가 가능하다. 이

커질수록 제어의 성능은 향상되지만 연산량은 늘어나므로,

마이크로 컨트롤러의 성능과 시스템의 스위칭 주파수를 고

려하여 적절한 의 값을 설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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