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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회전좌표계를 이용한 단상능동 전력필터의 제어 시스템 및방법

요약

  본 발명에서 회전좌표계를 이용한 단상능동 전력필터의 제어 시스템 및 방법을 개시한다. 본 발명에 따르면, 비선형 부하
의 입력전원으로 장착되는 씨티(CT)를 통해 단상 전류를 검출하고, 상기 단상 전류로부터 저역통과필터(Low Pass
Filter)의 지연특성을 이용한 가상의 상 전류를 유도하여, 두 개의 상전류와 전원주파수에 동기하는 회전 좌표계를 사용하
여 왜곡된 부하전류(iL)를 검출하고 이에 대응하는 보상전류를 지령하기 위한 고조파 검출기; 상기 보상전류에 대응하는

보상전류 지령치(iref)를 입력받아 상기 인버터의 출력전류(iC)와 상기 보상전류 지령치(iref )를 상호 비교하여 기준치내에

서의 전류보정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히스테리시스 전류제어기; 및 상기 히스테리시스 전류제어기의 전류보정에 응답하여
상기 비선형 부하로 공급되는 전류량을 구동제어하기 위한 게이트 드라이버로 이루어지고,

  이 때의 고조파 검출기는, 단상 전류의 실제전류( )의 위상을 만큼 지연시키는 제 1 저역통과필터(LPF); 상기 제 1

저역통과필터(LPF)를 거쳐 제공되는 가상전류( ) 및 상기 실제전류( )가 속도로 회전할 때의 d축 전류성분

( ) 및 q축의 전류 성분( )을 산출하기 위한 정상성분 좌표변환부; 상기 정상성분 좌표변환부에서 산출된 d축 전류

성분( ) 및 q축의 전류 성분( )의 직류성분만을 추출하기 위한 제 2 저역통과필터(LPF); 상기 제 1 저역통과필터

(LPF)를 거쳐 제공되는 가상전류( ) 및 상기 실제전류( )가 - 속도로 회전할 때의 d축 전류성분( )및 q축의 전

류 성분( )을 산출하기 위한 역상성분 좌표변환부; 상기 역상성분 좌표변환부에서 산출된 d축 전류성분( )및 q축의

전류 성분( )의 직류성분만을 추출하기 위한 제 3 저역통과필터(LPF); 및 상기 제 2 저역통과필터(LPF)를 통해 추출되

는 직류성분의 d축 전류성분( )에서 상기 제 3 저역통과필터(LPF)를 통해 추출되는 직류성분의 d축 전류성분

( )을 감산하여 d축 전류성분( )을 산출하고, 상기 제 2 저역통과필터(LPF)를 통해 추출되는 직류성분의 q축 전

류성분( )과 상기 제 3 저역통과필터(LPF)를 통해 추출되는 직류성분의 q축 전류성분( )을 합산하여 q축 전류

성분( )을 산출하여, 상기 d축 및 q축 전류성분( , )을 실제전류 축( )에 대하여 역변환을 수행하여 상기 보상
전류 지령치(iref)를 생성하는 역변환부로 구성되어,

  단상 비선형 부하에 의해 발생하는 고조파 저감의 한 방법인 단상능동전력필터에 대한 제어 알고리즘을 제시함에 따라,
기존의 방법에서는 고조파를 검출하는데 최소 반주기의 시간이 소요되는데 가상의 상을 사용하여 3상에서 사용하는 것과
같이 좌표 시스템을 만들 수 있어 순시 계산이 가능하다는 효과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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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실제의 부하전류를 시간지연을 주어 가상의 상을 만드는 기존의 방법과 달리 저역통과필터의 지연특성을 이용하여
위상과 크기가 다른 전류를 생성하고, 위상이 다른 두 전류를 회전좌표계를 이용하여 기본파 전류를 검출한 후, 부하전류
에서 기본파 성분을 제거함으로써 고조파 성분만을 포함하는 보상전류 지령치를 구할 수 있어 실시간 제어가 가능한 효과
를 제공한다.

대표도

도 2

색인어

단상, 고조파, 위상, 비선형 부하, 좌표변환, 역상전류, 보상전류, 지령치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단상능동 전력필터의 제어 시스템을 나타낸 구성도이다.

  도 2는 도 1의 고조파 검출기를 나타낸 구성도이다.

  도 3은 도 1의 히스테리시스 전류제어기를 설명하기 위한 그래프이다.

  도 4는 본 발명의 주요 동작을 설명하기 위한 플로우챠트이다.

  도 5는 실제전류와 가상전류의 위상차를 설명하기 위한 오실로스코프의 캡쳐 화면이다.

  도 6a, 6b는 실제전류와 가상전류의 위상차에 의한 축 변환을 설명하기 위한 그래프이다.

  도 7은 본 발명에 따른 단상전력 시스템의 각 단자의 동작파형도이다.

  도 8은 보상 전/후의 고조파 스펙트럼을 나타낸 파형도이다.

  도 9a는 부하전류와 보상전류 지령치의 아날로그 출력파형이고, 9b는 보상 전후의 전원전류를 나타낸 출력파형이며, 9c
는 부하전류의 주파수 스펙트럼을 나타낸 파형이고, 9d는 보상후의 전원전류의 고조파 스펙트럼을 나타낸 파형도이다.

  도 10a는 제어회 기동시의 전류 파형이고, 10b는 가변 부하에서의 전원전류 파형도이다.

  <주요도면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1 : 비선형 부하 103 : 고조파 검출기

  105 : 히스테리시스 전류제어기 107 : 게이트 드라이버

  109 : 인버터 201, 205, 209 : 저역통과필터

  203, 211 : 정상성분 좌표변환부 207 : 역변환부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단상능동 전력필터(Single-Phase Active Power Filter)의 제어방법에 관한 것으로, 보다 상세하게는 다이오
드 정류기를 사용하는 비선형 부하에 의해 생성되는 왜곡된 부하전류 즉, 전류의 고조파 성분을 추출하고 이를 실시간으로
보상할 수 있는 회전좌표계를 이용한 단상능동 전력필터의 제어 시스템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SMPS, UPS, 컴퓨터 시스템 등과 같이 사이리스터 컨버터나 다이오드 정류기와 같은반도체 전력변환장치를
사용하는 부하는 비 선형 부하로 동작하여 전원측에 심각한 고조파를 발생시키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고조파
전류는 전원전압의 왜곡 및 발전기, 송전선, 변압기 등과 같은 전력계통 장치들의 용량증대를 가져오며, 각종 전력장치들
에 열 및 진동을 발생시켜서 절연파괴나 수명 단축을 야기할 수 있다. 또한, 계측장비와 같은 각종 전자장비의 오 동작이나
통신 시스템에 EMI 현상을 야기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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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의 고조파 제거를 위해 사용되는 수동필터는 저가이지만, 특정차수의 고조파만을 선택적으로 보상할 수 있기 때문에
전원단에 광범위한 차수의 고조파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다지 만족할만한 성능을 얻기 힘들고, 전원측 임피던스와 직렬공
진을 일으킬 가능성을 항상 내재하고 있다. 이러한 수동필터의 해결책으로 3상 능동전력필터가 개발되어 있다.

  3상 능동전력필터는 고조파 성분에 대한 보상을 위해, 부하의 무효전력을 계산하여 보상전류의 지령치를 결정하거나,
DC 캐패시터 전압의 기준치와 검출치와의 오차를 이용하여 입력전류의 지령치를 결정하고 있으나, IEEE-519 고조파 기
준에 부합되는 능동전력필터의 설치지점인 PCC(Point of Common Coupling)에 3상 능동전력필터를 설치할 때는 컨버터
의 스위칭에 의해서 전압왜곡이 발생하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전류 고조파에 대한 상관성이 높은 단상능동 전력필터를 사용할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 3상 능동
전력필터에 비해 단상능동 전력필터에 대한 연구가 극히 미비하여 현실화되지 못하고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창출된 것으로, 본 발명의 목적은 비선형 부하로 동작하는 전원측의 고조파
성분을 제거하고 무효전력을 보상함으로써 PF를 개선하고, 부하 사이의 간섭의 가능성을 감소시킬 수 있는 회전좌표계를
이용한 단상능동 전력필터의 제어 시스템 및 방법을 제공함에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관점에 따른 회전좌표계를 이용한 단상능동 전력필터의 제어 시스템은, 비선형
부하의 입력전원으로 장착되는 씨티(CT)를 통해 단상 전류를 검출하고, 상기 단상 전류로부터 저역통과필터(Low Pass
Filter)의 지연특성을 이용한 가상의 상 전류를 유도하여, 두 개의 상전류와 전원주파수에 동기하는 회전 좌표계를 사용하
여 왜곡된 부하전류(iL)를 검출하고 이에 대응하는 보상전류를 지령하기 위한 고조파 검출기; 상기 보상전류에 대응하는

보상전류 지령치(iref)를 입력받아 상기 인버터의 출력전류(iC)와 상기 보상전류 지령치(iref)를 상호 비교하여 기준치내에

서의 전류보정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히스테리시스 전류제어기; 및 상기 히스테리시스 전류제어기의 전류보정에 응답하여
상기 비선형 부하로 공급되는 전류량을 구동제어하기 위한 게이트 드라이버로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한다.

  바람직하게는, 상기 고조파 검출기는, 상기 단상 전류의 실제전류( )의 위상을 만큼 지연시키는 제 1 저역통과필터

(LPF); 상기 제 1 저역통과필터(LPF)를 거쳐 제공되는 가상전류( ) 및 상기 실제전류( )가 속도로 회전할 때의 d

축 전류성분( ) 및 q축의 전류 성분( )을 산출하기 위한 정상성분 좌표변환부; 상기 정상성분 좌표변환부에서 산출

된 d축 전류성분( ) 및 q축의 전류 성분( )의 직류성분만을 추출하기 위한 제 2 저역통과필터(LPF); 상기 제 1 저역

통과필터(LPF)를 거쳐 제공되는 가상전류( ) 및 상기 실제전류( )가 - 속도로 회전할 때의 d축 전류성분( )및

q축의 전류 성분( )을 산출하기 위한 역상성분 좌표변환부; 상기 역상성분 좌표변환부에서 산출된 d축 전류성분( )

및 q축의 전류 성분( )의 직류성분만을 추출하기 위한 제 3 저역통과필터(LPF); 및 상기 제 2 저역통과필터(LPF)를 통

해 추출되는 직류성분의 d축 전류성분( )에서 상기 제 3 저역통과필터(LPF)를 통해 추출되는 직류성분의 d축 전류성

분( )을 감산하여 d축 전류성분( )을 산출하고, 상기 제 2 저역통과필터(LPF)를 통해 추출되는 직류성분의 q축

전류성분( )과 상기 제 3 저역통과필터(LPF)를 통해 추출되는 직류성분의 q축 전류성분( )을 합산하여 q축 전

류성분( )을 산출하여, 상기 d축 및 q축 전류성분( , )을 실제전류 축( )에 대하여 역변환을 수행하여 상기 보
상전류 지령치(iref)를 생성하는 역변환부로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한다.

  한편, 상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관점에 따른 회전좌표계를 이용한 단상능동 전력필터의 제어방법은, a) 제

1 저역통과필터를 통해 단상 전류의 실제전류( ) 위상을 만큼 지연시켜 가상전류( )를 생성하는 단계; b) 상기 가

상전류( ) 및 상기 실제전류( )를 좌표변환하여 속도로 회전할 때의 d축 전류성분( ) 및 q축의 전류 성분

( )을 산출하는 단계; c) 제 2 저역통과필터를 통해 상기 d축 전류성분( ) 및 q축의 전류 성분( )의 직류성분만

을 추출하는 단계; d) 상기 가상전류( ) 및 상기 실제전류( )를 좌표변환하여 - 속도로 회전할 때의 d축 역상전류

성분( )및 q축 역상전류성분( )을 산출하는 단계; e) 제 3 저역통과필터를 통해 상기 d축 역상전류성분( )및 q

축 역상전류분성분( )의 직류성분만을 추출하는 단계; f) 상기 직류성분의 d축 전류성분( )에서 상기 직류성분의

d축 역상전류성분( )을 감산하여 d축 전류치( )를 산출하는 단계; g) 상기 직류성분의 q축 전류성분( )과 상

기 직류성분의 q축 역상전류성분( )을 합산하여 q축 전류치( )를 산출하는 단계; h) 상기 d축 및 q축 전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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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를 실제전류 축( )에 대하여 역변환을 수행하여 상기 보상전류 지령치(iref)를 생성하는 단계; 및 i) 상기 보상

전류 지령치(iref)를 입력받아 상기 인버터의 출력전류(iC)와 상기 보상전류 지령치(iref )를 상호 비교하여 기준치내에서의

전류보정이 이루어지도록 비선형 부하의 공급 전류량을 제어하는 단계로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한다.

  바람직하게는, 상기 h)단계는 h-1)상기 d축 및 q축 전류성분( , )을 실제전류 축( )에 대하여 역변환을 수행하여

전류 지령치( )를 산출하는 단계; h-2) 상기 실제전류( )에서 상기 전류 지령치( )를 감산하여 그 결과를 상기 보상
전류 지령치(iref)로 상정하는 단계로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는, 상기 h)단계는 h-1) 상기 d축 및 q축 전류치( , )를 실제전류 축( )에 대한 역변환을 수행하여 전류 지령치

( )를 산출하는 단계; h-2) 상기 전류 지령치( )의 유효성분( )을 추출하는 단계; h-3) 상기 실제전류( )에서 상

기 전류 지령치( )의 유효성분( )을 감산하여 그 결과를 상기 보상전류 지령치(iref)로 상정하는 단계로 이루어진 것

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상기 i)단계는 i-1) 상기 비선형 부하고 공급되는 실제 보상전류( )를 산출하는 단계; i-2) 상기 보상전류 지령

치(iref(t))와 상기 실제 보상전류( )사이의 오차(e(t))를 산출하는 단계; i-3) 지령전류에 대한 상기 오차(e(t))에 응답

하여 상기 인버터를 스위칭 제어하는 단계로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와 같은 특징을 갖는 본 발명에 따른 회전좌표계를 이용한 단상능동 전력필터의 제어방법을 첨부된 예시도면에 의거
상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회전좌표계를 이용한 단상능동 전력필터의 제어장치를 설명하기 위
한 시스템 구성도이다. 도시된 바와 같이, 비선형 부하(101)로 입력전원(Vs)가 공급되고, 상기 비선형 부하(101)의 전원입
력단과 병렬접속되어 전류의 고조파 성분을 보상하기 위한 인버터(109)가 접속된다. 상기 비선형 부하(101)의 입력전원으
로 씨티(CT)를 장착하여 왜곡된 부하전류(iL)를 검출하고 이에 대응하는 보상전류를 지령하기 위한 고조파 검출기(103)가

접속되며, 상기 보상전류의 지령치(iref)를 입력받아 상기 인버터(109)의 출력전류(iC)와 보상지령전류(iref)를 상호 비교하

여 기준치내에서의 전류보정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히스테리시스 전류제어기(105) 및 상기 히스테리시스 전류제어기
(105)의 출력신호에 응답하여 상기 인버터(109)를 구동제어하기 위한 게이트 드라이버(107)로 구성된다.

  상기 보상전류 지령치(iref)는 고조파 검출기(103)에 의해 생성되며, 상기 고조파 검출기(103)는 저역통과필터(Low

Pass Filter)의 지연특성을 이용하여 가상의 상 전류를 유도하여, 두 개의 상전류와 전원주파수에 동기하는 회전 좌표계를
사용하여 순시계산을 수행함으로써, 보상전류 지령치(iref)를 산출한다. 도 2는 이와 같은 단상회로에서의 고조파 전류를

검출하여 보상전류 지령치(iref)를 산출하기 위한 기능별 모듈을 나타낸 구성도이다. 도 4는 보상전류 지령치(iref)를 산출

하기 위한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플로우챠트이다.

  먼저 S401 단계로 진입하여, 비선형 부하(101)로 인입되는 실제의 전류를 iL,Re( )로 놓고, 저역통과필터(LPF)를 통과

한 후의 만큼 지연되고 크기가 감소한 전류신호를 iL,LPF( ) 라고 가정하였을 때 iL,Re( ) 및 iL,LPF( )는 수학식 1, 2으

로 정의된다.

  

수학식 1

  

수학식 2

  여기서, 상기 iL,Re는 축 전류로, iL,LPF는 축 전류로 각각 정의하며, 수학식 3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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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식 3

  이다. 상기 비선형 부하(101)로 공급되는 실제의 축 전류와 저역통과필터(201)를 통해 제공되는 가상의 축 전류는

도 3에서와 같이 소정의 위상치를 갖는 파형을 형성한다. 이 때, 수학식 4의 두 성분을 이용하여 도 6(a)와 같이 축과

축을 갖는 좌표 시스템을 얻는다.

  도시된 는 의 속도로 회전하는 전류의 성분을 나타내고, 은 - 의 속도로 회전하는 전류의 성분을 나타내

며, 각각 전류를 정상 성분과 역상 성분으로 명명한다. 그리고 S403 단계에서, 상기 축 전류와 축 전류를 d축 전류 및
q축 전류로 변환할 수 있으며, 상기 정상성분 좌표변환부(203)는 수학식 4에 기초한 연산을 수행한다. 연산은 상기 수학식
1과 2의 기본파 성분(iα1 , iβ1)만 사용한다.

  

수학식 4

  따라서, 정상성분 좌표변환부(203)를 통해 도 6b에서와 같이 정상회전에 대한 좌표변환을 수행한다. 이는;

  

수학식 5

  이며, 와 는 각각 idpos의 DC성분과 AC성분을 나타낸다.

  따라서,

  

수학식 6

  

  이며, S405 단계를 통해 idpos를 와 로 나눈 것 처럼 iqpos을 DC성분과 AC성분으로 분리시킬 수 있다. 즉,

  

공개특허 10-2005-0067701

- 5 -



수학식 7

  이며, 수학식 8에서 와 는 다음의 수학식 8 및 9으로 나타낸다.

  

수학식 8

  

수학식 9

  한편, S407 단계에서 역상성분의 좌표변환은 각속도 를 반전시키는 반전부(213) 및 정상성분 좌표변환부(211)를 통해

이루어진다. 여기서, 역상회전에 대한 ->ｄｑ 좌표변환을 수식으로 나타내면,

  

수학식 10

  이다. 또한, Negative sequence의 d 축 전류는 수학식 11;

  

수학식 11

  

  여기서,

  

공개특허 10-2005-0067701

- 6 -



수학식 12

  

  이다. 또한, q 축 전류는 수학식 12과 같이 나타낸다.

  

수학식 13

  여기서,

  

수학식 14

  

수학식 15

  이다. S409 단계에서, 상기한 , 는 Negative sequence의 DC 성분을 나타내며, , 는
AC 성분을 각각 나타낸다.

  이와 같이, 전류 지령치(iref)를 구하기 위해 새로운 상을 이용하여 2상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나, 실제로는 부하전류(iL,Re)

에 대한 보상만 이루어지므로 부하전류의 기본파 성분을 검출한 후, 전체 부하전류에서 기분파 성분을 빼줌으로서 고조파
성분만을 추출할 수 있다. 이 때, 저역통과필터(205,209)는 정상성분 좌표변환부(203,211)를 통해 제공되는 id,pos, iq,pos,

id,neg, iq,neg 신호의 DC값만을 추출하고, S411 단계에서 수학식 6과 12을 이용하여 d축 전류의 DC 성분인 d축 전류치

( ) 를 구한다. 즉,

  

수학식 16

  이며, S413 단계에서는 q축 전류의 DC성분인 q축 전류치( )를 수학식 8과 수학식 14의 합에 의해 구한다.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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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식 17

  이다. 그리고 S415 단계에서 역변환부(207)를 통해 ｄｑ -> 변환하면,

  

수학식 18

  이다. 또한, 전류 지령치를 구하는데는 실제 부하전류인 축 성분만 쓰이고, 축 성분은 사용하지 않으며, 는 S417 단
계를 통해 수학식 18과 같이 표현된다.

  

수학식 19

  한편, S419 단계를 통해 전류 지령치에 따라 고조파만을 필터링하는 것과 고조파를 필터링하고 무효성분까지 보상하는
경우, 본 발명의 제 1 실시예에서 1) 무효전류성분과 왜곡된 전류성분 모두를 보상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전체 부하전
류에서 기본파 전류의 유효성분만을 제거한다. 즉, 전류 지령치는 수학식 19와 같다.

  

수학식 20

  여기서, 는 의 유효성분이다.

  또한, 본 발명의 제 2 실시예에서 2) 유효전류와 무효전류의 왜곡된 성분만을 필터링하는 경우에는 부하전류에서 를
제거한다. 즉, 이 때의 전류 지령치는 수학식 21과 같다.

  

수학식 21

  한편, 상기 히스테리시스 전류제어기(105)는 비선형 부하(101)로 공급되는 출력전류가 상기 보상전류 지령치(iref)를 추

정할 수 있도록 상기 인버터(109)의 전류를 제어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으로, 출력전류가 지령전류의 밴드폭보다 커지면
전류크기를 낮추고 지령전류보다 작아지면 전류를 높여 인버터(109)를 제어한다. 보상전류 지령치(iref)의 전류값 즉, 지령

전류(iref(t))와 실제 보상전류(ic(t)) 사이의 오차(e(t))는 인버터의 스위치 동작을 제어한다.

  만약 두 신호의 오차가 히스테리시스 밴드 상한치에 도달하면 전류가 감소하도록 인버터의 스위치가 동작할 것이며, 반
대로 오차가 하한치에 이르면 전류가 증가하도록 동작한다. 따라서, 도 3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상기 히스테리시스 전류제
어기(105)는 지령전류치를 중심으로 상한치와 하한치를 갖는 히스테리시스 밴드내에서 출력전류가 지령전류치 및 상한치
(또는 하한치)를 넘지 않도록 스위칭된다. 이 때, 스위칭 주파수는 수학식 22;

  

수학식 22

  이며, 여기서 h 는 히스테리시스 리미트, Vdc는 인버터의 DC-Link 전압이며, L 은 인버터 출력단의 인덕턴스의 값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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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병렬형 능동전력필터는 비선형 부하(101)에 의해 발생하는 전류의 고조파 성분을 보상하므로서, 안정적인 전원
을 공급하게 된다.

  도 7 내지 도 10은 본 발명의 시뮬레이션 및 실험결과를 나타는 실험 파형도이다. 먼저, 능동전력필터에 의한 고조파 전
류의 보상은 앞서 설명된 바와 같이 단상 시스템에서 수행된다. 시뮬레이션 패키지(PSIM)를 사용하여 전류원으로 쓰이는
RL 부하에 대해 모의실험을 하였다. 도 7은 고조파 전류원 부하를 갖는 단상전력시스템에서의 동작 파형을 보여주고 있
다. 부하전류는 도 7(a)에 나타내고 있으며, 제안된 알고리즘에 의해 결정된 보상전류의 지령치는 도 7(b)이고, 인버터의
출력전류인 실제 보상전류는 7(c)에 나타낸다. 보상된 후의 전원전류는 도 7(d)에서 보여준다.

  도 8에서는 부하전류와 전원전류의 FFT 분석을 보여준다. 파형에서 보여주는 것과 같이 저 차 고조파 성분의 저감이 잘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THD(Total Harmonic Distortion)를 25th까지 측정한 결과, 보상전 부하전류에서는 도 8a와
같이 18.41%의 고조파 성분을 포함하고 있으나, 보상 후 전원전류는 도 8b에서와 같이 3th, 5th, 7th 고조파가 전부 보상
되고 나머지 고조파 성분도 거의 남아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보상 후의 THD는 3.05%로 낮아져서 IEEE-519의 고조파
규제치를 만족하고 있다.

  

표 1.
Supply Voltage
Voltage frequency

110[Vrms]
60[Hz]

 Sampling Frequency  20[kHz]
Cut-off Frequency(1)
Cut-off Frequency(2)

70[Hz]
20[Hz]

 DC-Link Capacitance(C_dc )  4700[㎌]
 Load Inductance(L_L )  15[mH]
 Load Resistance(R_L )  12.8[Ω]
 Inverter side Inductance(L_c)  1.8[mH]

  실험에 사용된 비선형 부하로는 RL 직렬부하와 연결된 단상 전파정류회로를 사용하였으며, 사용된 시스템의 회로정수들
은 표 1과 같다. 복소계산을 하기 위하여 제2의 상을 만드는데 필요한 LPF의 차단 주파수는 70[Hz]로 주었다. 인버터
DC-Link 커패시터는 4700[㎌], 다이오드 정류기 출력단의 부하는 15[mH]의 인덕터(LL)와 12.8[Ω]의 저항(RL)을 사용

하였다. 인버터 출력단의 인덕터(Lc)는 1.8[mH]를 사용하였다. 고조파 검출 알고리즘에서 DC 성분을 분리하는데 사용된

LPF의 차단주파수로 20[Hz]를 사용하였다.

  도 9a는 부하전류(iL,Re)와 보상지령전류(iref)의 파형이다. 도 9b는 인버터 출력전류(ic)와 보상 후의 전원전류 파형을 보

여준다(10A/div, 4ms/div). 부하전류와 보상 후의 전원전류의 고조파 스펙트럼을 부하전류를 나타내며, 도 9c 및 도 9d에
각각 도시되고 있다. 따라서, 부하전류의 THD는 17.94%이고, 보상 후의 전원전류의 고조파 성분은 3.25%로 IEEE-519
의 고조파 규제치를 만족시킨다. 도 10a는 제어회로 기동시의 전류들의 파형을 보여준다. eh 10b는 제안한 능동전력필터
의 동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 부하를 50%에서 100%, 다시 50%로 변화시켰을 때의 부하전류와 전원전류의 파형을 측정한
것이다. 부하가 변화하기 전과 변화한 후의 전원전류의 파형은 모두 정현파 형태를 그대로 유지함을 볼 수 있다.

발명의 효과

  이상의 설명에서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른 회전좌표계를 이용한 단상능동 전력필터의 제어 시스템 및 방법은 단상 비선형
부하에 의해 발생하는 고조파 저감의 한 방법인 단상능동전력필터에 대한 제어 알고리즘을 제시함에 따라, 기존의 방법에
서는 고조파를 검출하는데 최소 반주기의 시간이 소요되는데 가상의 상을 사용하여 3상에서 사용하는 것과 같이 좌표 시
스템을 만들 수 있어 순시 계산이 가능하다는 효과를 제공한다.

  또한, 실제의 부하전류를 시간지연을 주어 가상의 상을 만드는 기존의 방법과 달리 저역통과필터의 지연특성을 이용하여
위상과 크기가 다른 전류를 생성하고, 위상이 다른 두 전류를 회전좌표계를 이용하여 기본파 전류를 검출한 후, 부하전류
에서 기본파 성분을 제거함으로써 고조파 성분만을 포함하는 보상전류 지령치를 구할 수 있어 실시간 제어가 가능한 효과
를 제공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인버터와 병렬접속되는 비선형 부하의 전류 고조파 성분을 보상하기 위한 전력필터의 제어장치에 있어서,

  전류검출기를 통해 상기 비선형 부하의 입력전원의 단상전류를 검출하고, 상기 단상 전류로부터 저역통과필터(Low
Pass Filter)의 지연특성을 이용한 가상의 상 전류를 유도하여, 두 개의 상전류와 전원주파수에 동기하는 회전 좌표계를
사용하여 왜곡된 부하전류(iL)를 검출하고 이에 대응하는 보상전류를 지령하기 위한 고조파 검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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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보상전류에 대응하는 보상전류 지령치(iref)를 입력받아 상기 인버터의 출력전류(iC)와 상기 보상전류 지령치(iref)를

상호 비교하여 기준치내에서의 전류보정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히스테리시스 전류제어기; 및

  상기 히스테리시스 전류제어기의 전류보정에 응답하여 상기 비선형 부하로 공급되는 전류량을 구동제어하기 위한 게이
트 드라이버로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회전좌표계를 이용한 단상능동 전력필터의 제어 시스템.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고조파 검출기는,

  상기 단상 전류의 실제전류( )의 위상을 만큼 지연시키는 제 1 저역통과필터(LPF);

  상기 제 1 저역통과필터(LPF)를 거쳐 제공되는 가상전류( ) 및 상기 실제전류( )가 속도로 회전할 때의 d축 전

류성분( ) 및 q축의 전류 성분( )을 산출하기 위한 정상성분 좌표변환부;

  상기 정상성분 좌표변환부에서 산출된 d축 전류성분( ) 및 q축의 전류 성분( )의 직류성분만을 추출하기 위한 제
2 저역통과필터(LPF);

  상기 제 1 저역통과필터(LPF)를 거쳐 제공되는 가상전류( ) 및 상기 실제전류( )가 - 속도로 회전할 때의 d축

전류성분( )및 q축의 전류 성분( )을 산출하기 위한 역상성분 좌표변환부;

  상기 역상성분 좌표변환부에서 산출된 d축 전류성분( )및 q축의 전류 성분( )의 직류성분만을 추출하기 위한 제
3 저역통과필터(LPF); 및

  상기 제 2 저역통과필터(LPF)를 통해 추출되는 직류성분의 d축 전류성분( )에서 상기 제 3 저역통과필터(LPF)를

통해 추출되는 직류성분의 d축 전류성분( )을 감산하여 d축 전류성분( )을 산출하고, 상기 제 2 저역통과필터

(LPF)를 통해 추출되는 직류성분의 q축 전류성분( )과 상기 제 3 저역통과필터(LPF)를 통해 추출되는 직류성분의 q

축 전류성분( )을 합산하여 q축 전류성분( )을 산출하여, 상기 d축 및 q축 전류성분( , )을 실제전류 축

( )에 대하여 역변환을 수행하여 상기 보상전류 지령치(iref)를 생성하는 역변환부로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회전좌

표계를 이용한 단상능동 전력필터의 제어 시스템.

청구항 3.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보상전류 지령치(iref)는 상기 d축 및 q축 전류의 DC성분( , )을 실제전류 축( )에 대하여

역변환을 수행하여 전류 지령치( )를 산출하며, 상기 실제전류( )에서 상기 전류 지령치( )를 감산하여 그 결과를 상
기 보상전류 지령치(iref)로 상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회전좌표계를 이용한 단상능동 전력필터의 제어 시스템.

청구항 4.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보상전류 지령치(iref)는 상기 d축 및 q축 전류의 DC성분( , )을 실제전류 축( )에 대한

역변환을 수행하여 전류 지령치( )를 산출하며, 상기 전류 지령치( )의 유효성분( )을 추출하고, 상기 실제전류

( )에서 상기 전류 지령치( )의 유효성분( )을 감산하여 그 결과를 상기 보상전류 지령치(iref)로 상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회전좌표계를 이용한 단상능동 전력필터의 제어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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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5.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히스테리시스 전류제어기는 상기 보상전류 지령치(iref(t))와 실제 보상전류( )사이의 오차

(e(t))에 대응하여 상기 인버터를 스위칭 제어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회전좌표계를 이용한 단상능동 전력필터의 제어 시
스템.

청구항 6.

  인버터와 병렬접속되는 비선형 부하의 전류 고조파 성분을 보상하기 위한 전력필터의 제어방법에 있어서,

  a) 제 1 저역통과필터를 통해 단상 전류의 실제전류( ) 위상을 만큼 지연시켜 가상전류( )를 생성하는 단계;

  b) 상기 가상전류( ) 및 상기 실제전류( )를 좌표변환하여 속도로 회전할 때의 d축 전류성분( ) 및 q축의 전

류 성분( )을 산출하는 단계;

  c) 제 2 저역통과필터를 통해 상기 d축 전류성분( ) 및 q축의 전류 성분( )의 직류성분만을 추출하는 단계;

  d) 상기 가상전류( ) 및 상기 실제전류( )를 좌표변환하여 - 속도로 회전할 때의 d축 역상전류성분( )및 q축

역상전류성분( )을 산출하는 단계;

  e) 제 3 저역통과필터를 통해 상기 d축 역상전류성분( )및 q축 역상전류분성분( )의 직류성분만을 추출하는 단
계;

  f) 상기 직류성분의 d축 전류성분( )에서 상기 직류성분의 d축 역상전류성분( )을 감산하여 d축 전류치( )
를 산출하는 단계;

  g) 상기 직류성분의 q축 전류성분( )과 상기 직류성분의 q축 역상전류성분( )을 합산하여 q축 전류치( )를
산출하는 단계;

  h) 상기 d축 및 q축 전류치( , )를 실제전류 축( )에 대하여 역변환을 수행하여 상기 보상전류 지령치(iref)를 생

성하는 단계; 및

  i) 상기 보상전류 지령치(iref)를 입력받아 상기 인버터의 출력전류(iC)와 상기 보상전류 지령치(iref)를 상호 비교하여 기

준치내에서의 전류보정이 이루어지도록 비선형 부하의 공급 전류량을 제어하는 단계로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회전
좌표계를 이용한 단상능동 전력필터의 제어 방법.

청구항 7.

  제 6 항에 있어서, 상기 h)단계는 h-1)상기 d축 및 q축 전류성분( , )을 실제전류 축( )에 대하여 역변환을 수행

하여 전류 지령치( )를 산출하는 단계;

  h-2) 상기 실제전류( )에서 상기 전류 지령치( )를 감산하여 그 결과를 상기 보상전류 지령치(iref)로 상정하는 단계

로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회전좌표계를 이용한 단상능동 전력필터의 제어 방법.

청구항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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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6 항에 있어서, 상기 h)단계는 h-1) 상기 d축 및 q축 전류치( , )를 실제전류 축( )에 대한 역변환을 수행하여

전류 지령치( )를 산출하는 단계;

  h-2) 상기 전류 지령치( )의 유효성분( )을 추출하는 단계;

  h-3) 상기 실제전류( )에서 상기 전류 지령치( )의 유효성분( )을 감산하여 그 결과를 상기 보상전류 지령치
(iref)로 상정하는 단계로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회전좌표계를 이용한 단상능동 전력필터의 제어 방법.

청구항 9.

  제 6 항에 있어서, 상기 i)단계는 i-1) 상기 비선형 부하고 공급되는 실제 보상전류( )를 산출하는 단계;

  i-2) 상기 보상전류 지령치(iref(t))와 상기 실제 보상전류( )사이의 오차(e(t))를 산출하는 단계;

  i-3) 지령전류에 대한 상기 오차(e(t))에 응답하여 상기 인버터를 스위칭 제어하는 단계로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회전좌표계를 이용한 단상능동 전력필터의 제어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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