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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전기추진선박의 추진시스템에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이 전력변환장치에 의해 전동기에 공급되는 전압

및전류에포함되는고조파성분을억제하는것이다.근래에특수선박의전기추진시스템에서속도및토크제어기

법으로많이사용하고있는벡터제어방식이많은제어기와복잡한연산을요구하고토크의동적특성이전동기의

정수변화에영향이큰단점을가지고있어서대안으로제시되고있는제어기법중에하나가직접토크제어방식이

다.하지만직접토크제어방식은영벡터를인가하지않으므로토크리플이심하여공급전류파형에고조파성분이

포함되는단점을가지고있으므로이를해결해야한다.본논문에서는유도전동기를추진기로채용하고있는 LNG

선박의전기추진시스템에서직접토크제어방식을사용하는경우에고조파발생을저감하기위한제어방식을제시

한다.새로운직접토크제어방식은샘플링주파수의변화없이복잡한제어기를사용하지않고인버터스위칭주파

수를일정하게유지한채개선된공간벡터변조법에의해인버터를제어하는방식이다.제안된방식의유효성은추

진기에공급되는전류파형에포함된고조파성분의분석과속도제어특성을통해입증한다.

ABSTRACT

Harmonics (or distortion in wave form) has always existed in electrical power systems. It is harmless as long as its level is not substantial.

However, with the recent rapid advancement of power electronics technology, so-called nonlinear loads, such as variable frequency drives for

motor power/speed control, are increasingly finding their way to shipboard or offshore applications. In this paper a new approach to direct

torque control (DTC) of induction motor drive is presented. In comparison with the conventional DTC methods the inverter switching

frequency is constant and is dramatically increased, requiring neither any increase of the sampling frequency, nor any high frequency dither

signal. The well-developed space vector modulation technique is applied to inverter control in the proposed DTC-based induction motor drive

system, thereby dramatically reducing the current harmonics. As compared to the existing DTC approach with constant inverter switching

frequency, the presented new approach does not invoke any concept of deadbeat control, thereby dramatically reducing the computations.

키워드

고조파, 전력전자, DTC(직접토크제어), 비선형 부하, 선박

Key word

Harmonic,Power electronics, DTC(Direct Torque Control), Nonlinear loads, Shipboard



직접벡터제어방식을사용하는전기추진시스템의고조파제어

2619

Ⅰ. 서 론

근래에여러가지특수선박에서전기추진시스템의

채용이증가되고있는추세이며[1]-[3]속도및토크제

어기법으로는 벡터제어가 많이 사용되고 있다. 하지

만 벡터제어방식은 많은 제어기와 복잡한 연산을 요

구하며 토크의 동적 특성이 전동기의 정수변화에 영

향이큰단점을가지고있다.이러한단점을보완할수

있는 제어기법 중에 하나가 직접토크제어방식이다.

4]-[5]

직접토크제어방식은 유도전동기의 고정자 자속과

토크를 동시에 제어할 수 있으며 벡터제어와 비교해

볼때폐루프전류제어가필요없고,고정자저항값만

사용되므로파라미터변화에강인하며좌표계의변환

이 요구되지 않으며 스위칭 테이블을 통해 인버터 스

위칭 상태를 선택하므로 빠른 토크응답을 기대할 수

있다.그러나직접토크제어는간과할수없는몇가지

단점이 있다. 토크와 자속의 오차를 일정범위내로 제

한하여 양호한 추종성능을 얻기 위해서는 샘플링 주

파수 및 인버터 스위칭 주파수가 증가되어야할 뿐 아

니라 스위칭 주파수가 균일하지 않아 필터를 설계하

는것이어렵다.또한,영벡터를인가하지않으므로토

크리플이 심하여 공급 전류파형에 고조파 성분이 포

함되게된다.

전기추진선박에서 가장 우선시 되는 사항중에 하나

가바로고조파억제대책임을고려할때기존의직접토

크제어 방식의 사용으로 발생되는 문제들을 해결해야

할필요가있다.[4]-[5]

본 논문에서는 현재 유도전동기를 추진기로 채용하

고 있는 LNG선박의 전기추진시스템에서 고조파 발생

을줄이기위해서샘플링주파수의변화없이복잡한제

어기를사용하지않고인버터스위칭주파수를일정하

게유지한채개선된공간벡터변조법에의해인버터를

제어하는새로운직접토크제어방식을사용함으로써전

류파형에 포함된 고조파 성분을 감소시키고자 한다.

[6]-[9]

Ⅱ. 기존의 직접토크제어

1. 직접토크제어알고리즘

그림 1은직접토크제어[DTC]방식에대한제어기구

성도를 보여주는데 이 방법은 전동기에서 전압()과

전류()값을 측정하여 고정자 자속()과 토크()를

연산하고매주기마다자속(∗
 )과토크( ∗

 )의지령치

와비교하여자속과토크의오차가각각자속과토크의

제어정밀도에따라폭이결정되는히스테리시스제어

기로 입력된다. 히스테리시스 제어기의출력은 전압벡

터의룩업테이블[Look-Up table]의입력으로사용되며,

여기서 원하는전압벡터를 찾아출력한다. 직접토크제

어는자속과토크를독립적으로제어하므로빠른응답

성과정확성을얻을수있으며제어구조가디지털형태

로아주단순하고,토크의동적특성이전동기회전자의

파라미터변동에영향이적다.또한,직접토크제어는좌

표변환및비간섭제어가필요없으며,제어기가감소되

고 Modulator를 사용하지 않으므로 연산시간을 감소시

킬수있는장점이있다.직접토크제어루프는자속비교

기,토크비교기,고정자자속과토크계산부,스위칭벡터

선정부로구성되어있다.[4]-[5]

그림 1. 직접토크제어에 의한 제어 블록도
Fig. 1 Control block diagram for direct torque

control

2. 기존의 유도전동기의 직접토크제어

유도전동기의 고정자 자속은 고정자 전압의 크기에

비례하고방향은같은벡터로생각할수있으며식(1)과

같이표현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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Δλ s≈V sΔ t (1)

여기서, Δ t는샘플링주기이다.

즉,고정자자속은고정자전압벡터 Vs와같은방향

으로 움직인다. Vs가 유효벡터일 때, λ s 는 인버터의

출력전압벡터와일정한비율의속도로움직이고,무효

벡터일때는매우작은속도로움직인다.따라서,자속의

회전속도는인버터출력전압벡터의유효벡터와무효

벡터의비율에의해제어된다.고정자자속이 n번째영

역[Sector]에있을때선택되어지는전압벡터에대한의

미를표 1에나타내었다.

표 1. 선택된 전압벡터와 그 의미
Table 1. Selected vector and means

V(n) Radial positive voltage vector

V(n+1) Forward positive voltage vector

V(n+2) Forward negative voltage vector

V(n+3) Radial negative voltage vector

V(n-1) Backward positive voltage vector

V(n-2) Back ward negative voltage vector

V(0) Zero voltage vector

그림 2는직접토크제어의개념도로서스위칭벡터와

자속벡터를 나타낸것이다. 히스테리시스밴드 안에서

스위칭벡터의선택에따라회전하고있는자속의궤적

을나타내고있다.자속은맥동이있는원의궤적을그리

면서회전하게된다.

그림 2. 직접토크제어 개념
Fig. 2 Conception of direct torque control

식(2)는 자속의 히스테리시스 밴드를 나태내고 있

다.

(∣λ s∣
*-Δ∣λs∣/2)≤(∣λ s∣)≤(∣λ s∣

*+Δ∣λ s∣/2)

(2)

일단자속이결정되면토크는식(3)에의하여결정되

어진다.

T e =
3P
2

L m

σL sL r
λ sλ r sinθT (3)

최적 스위칭 전압벡터 룩업 테이블 (Optimum

Switching Voltage Vector Look-up table)에서최적전압벡

터를계산하기위해서는고정자쇄교자속의위치정보

를알아야한다.이위치정보는정지좌표계에서의고정

자쇄교자속의 α축과 β축의값으로부터식(4), (5), (6)

을이용하여얻을수있다.

     

= ⌠
⌡ (v αs-R si αs)dt+j⌠⌡ (vβs-R si βs)dt (4)

 
   

 (5)

  tan  


 (6)

여기서, v αs, v βs, i αs, i βs 는측정된고정자전압

과전류이다.

또한,토크는식(7)과같이나타낼수있다.

T e=
3
2

P
2
(i βsλ αs-i αsλ βs) (7)

표 2는이러한자속과토크히스테리시스비교기특

성을근거로만들어지는최적스위칭전압벡터의룩업

테이블을나타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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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최적 스위칭 전압벡터 룩업테이블
Table 2. Optimum switching voltage vector look-up

table

Comparator

Output
Sector

  Ⅰ Ⅱ Ⅲ Ⅳ Ⅴ Ⅵ

+1 +1 V 2 V 3 V 4 V 5 V 6 V 1

+1 0 V 0 V 0 V 0 V0 V0 V0

+1 -1 V6 V1 V2 V3 V4 V5

-1 +1 V3 V4 V5 V6 V1 V2

-1 0 V0 V0 V0 V0 V0 V0

-1 -1 V5 V6 V1 V2 V3 V4

Ⅲ. 고조파 감소를 위한 직접토크제어

1. 새로운 직접토크제어방식의 개념

본 논문에서 제안한 개선된 직접토크제어방식에 의

한유도전동기속도제어계의블록도는그림 3과같다.

그림 3. 개선된 DTC의 속도제어 블록도
Fig. 3 Speed control block diagram of the

improved DTC

제어블록은 크게 자속 및 토크 제어기, 고정자 자속

및토크연산기, PWM전압벡터선정기등으로구성되

어있다. 전력회로는 DC 입력단, 2레벨인버터, 유도전

동기로구성된다.속도지령치와속도측정치의오차가

PI제어기를거쳐서토크지령치가되며,이지령치와실

제토크추정치와의오차가 PI제어기를거쳐토크전류

지령값이된다.그리고자속지령치와전압,전류로계산

된고정자자속추정치와의오차가 PI제어기를거쳐자

속전류지령값이된다.기존의 DTC방식과의차이점을

비교하기위해그림 3에점선으로표시하였다.

2. 기존 직접토크제어방식과 새로운 직접토크제어

방식 비교

스위칭테이블만을이용하는기존의직접토크제어방

식은토크,자속및 전류리플이발생하여결국전동기

속도에도리플이발행하게된다.

하지만 새로운 직접토크제어방식은 전류 리플을 줄

이기 위해 기존 직접토크제어방식에서 스위칭 테이블

대신 PI제어기에의해지령값을구하고,보다정확한제

어를위해 PWM기법을사용하였다.

Ⅳ. 고조파의 전기적 특성

부하에 공급되는 전류는 전력변환 과정에서 외형파

가되며,왜형파는기본파와고조파로분해된다.고조파

는전압및전류의기본파에대한정수배의주파수이고

고조파의크기와기본파에대한편위각의크기에따라

왜형파의왜곡이결정된다.

고조파는 전력용콘덴서의 고장, 전력케이블의 절연

열화,변압기의과열,개폐장치의고장,자동화및제어

기기의오동작,발전기의국부적과열등의피해를발생

시킬수있다

고조파가포함되어있는왜형파를퓨리어변환에의

해분석하면다음과같이표현된다.

         
  

∞

    (8)

여기서, 은기본파전류, 은 차고조파

Ⅴ. 컴퓨터 시뮬레이션

기존의 DTC방식과새로운 DTC방식에의한전동기

공급전류에포함된고조파성분의개선정도를알아보

기 위해서컴퓨터 시뮬레이션을수행하였다. 부하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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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속도를고려한전부하상태에서시뮬레이션하였다.

시뮬레이션에사용된추진전동기인유도전동기는현재

대형 LNG선박에서사용하고있는전동기이며,각종파

라미터는표 3과같다.

표 3. 시뮬레이션에 사용된 유도전동기의
파라미터 및 시스템 상수

Table 3. Parameters and system constants of induction
motor used for simulation

정격출력 6000  1.49

정격전압 3300   0.07

정격전류 1200   0.35

극수 6  48

 0.0167  169 

(a)

(b)

그림 4. 기존의 DTC 방식에 의한 상전류 파형 및
FFT 분석 결과 (0→500[rpm])

(a) 상전류 파형 (b) 상전류 파형의 FFT 분석결과
Fig. 4 Phase currents and FFT results by old DTC
method (a) Phase currents (b) FFT results of Phase

currents

그림 4 (a)와 (b)는기존의DTC방식에의해속도지령

이 500[rpm]인 경우에 있어서의 상전류 파형과 상전류

파형의FFT분석결과로써고조파성분이다수포함되어

상전류의왜곡현상이일어나고있음을알수있다.

그림 5 (a)와 (b)는새로운DTC방식에의해속도지령

이 500[rpm]인경우의상전류파형과상전류파형의FFT

분석결과로써 상전류 파형이 구형파 형태이며 상전류

의왜곡이적음을볼수있다.

(a)

(b)

그림 5. 새로운 DTC 방식에 의한 상전류 파형 및
FFT 분석 결과 (0→500[rpm])

(a) 상전류 파형 (b) 상전류 파형의 FFT 분석결과
Fig. 5 Phase currents and FFT results by new DTC
method (a) Phase currents (b) FFT results of Phase

currents

그림 6 (a)와 (b)는새로운DTC방식에의해속도지령

이 300[rpm]인경우의속도응답및상전류파형이며저

속에서의속도제어특성도양호함을알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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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6. 새로운 DTC 방식에 의한 전동기 속도응답
및 상전류 파형 (a) 전동기 속도 (b) 상전류 파형
Fig. 6 Motor speed and Phase currents by new DTC

method (a) Motor speed (b) Phase currents

Ⅵ. 결 론

기존의 DTC방식은토크와자속의오차를일정범위

내로제한하여양호한추종성능을얻기위해서샘플링

주파수및인버터스위칭주파수를증가시켜야하며영

벡터를인가하지않으므로토크리플이심하여공급전

류파형에고조파성분이포함된다.반면에기존DTC방

식의스위칭테이블대신 PI제어기에의해지령값을구

하고, 보다정확한제어를위해 PWM기법을사용하는

새로운DTC방식은전류고조파를감소시킨다.

이를 실증하기 위해 전기추진선박에 채용되는 추진

전동기를 대상으로 시뮬레이션을 행하였으며 우수한

결과를얻을수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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