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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통전압 왜곡 및 불평형시 3상 계통연계인버터의 계통전류제어 기법

Grid Current Control Scheme at Thee-Phase Grid-Connected Inverter Under 
Unbalanced and Distorted Grid Voltage Conditions

Thanh-Vu Tran*․  태 원†  

(Thanh-Vu Tran․Tae-Won Chun)

Abstract  -  This paper proposes the control method for compensating for unbalanced grid current and reducing a total 

harmonic distortion (THD) of the grid current at the three-phase grid-connected inverter systems under unbalancd and 

distorted grid voltage conditions. The THD of the grid current caused by grid voltage harmonics is derived by 

considering the phase delay and magnitude attenuation due to the hardware low-pass filter (LPF). The Cauchy-Schwarz 

inequality theory is used in order to search more easily for a minimum point of THD. Both the gain and angle of a 

compensation voltage at the minimum point of THD of the grid current are derived. The negative-sequence components 

in the three-phase unbalanced grid voltage are cancelled in order to achieve the balanced grid current. The simulation 

and experimental results show the validity of the proposed control meth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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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에 화석에 지를 감소시키기 하여 태양 , 풍력, 수

소에 지 등 신재생에 지의 사용이 속히 증가되고 있다. 

따라서 태양  셀, 연료 지 등 공해 에 지원에서 력계

통으로 유효  무효 력을 원활하게 공 하기 하여 이 

에 지원과 계통사이에 연결된 계통연계 인버터에서 계통

류 제어를 수행한다[1]. 그런데 계통 압이 왜곡되거나 3상 

압이 불평형일 경우, 이 것 들이 계통 류제어시스템에 왜

란으로 작용하여 계통 류 역시 왜곡  불평형이 발생하게 

된다. 그런데 계통연계 인버터에서 계통 류의 고조 성분 

억제와 3상 계통 류의 불평형 개선이 다른 응용분야보다 

더 요한 이슈이므로 다양한 방법이 발표되었다.  

먼  낮은 주 수의 고조  류는 계통선로의 인덕턴스

에 의해 필터링이 잘 되지 않으므로 부피가 크고 무거운 수

동형  LC필터를 사용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LC필터 신 

제어기법으로 이 고조  류를 감소시키기 하여 먼  비

례 분 (PI) 제어기의 비례  분이득을 증가시켜 역폭

을 증가시키는 방법이 제시되었다[2],[3]. 이 방법은 고조

류를 억제시킬 수 있으나, 시스템의 노이즈 강인성을 하

시킬 수 있다. 다음은 비례-공진 (PR) 제어기를 사용하여 

특정 주 수의 고조 류를 제거할 수 있으나[4]-[6], 제거

할 고조 의 수만큼 PR제어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한 제

거할 고조 가 시스템의 역폭을 벗어날 경우 시스템이 불

안정 될 가능성도 있다. 고조  압을 향제어하여 특정 

주 수의 고조  류를 감소시키는 방법이 제시되었으나

[7], 검출회로가 추가로 필요하며 연산이 복잡하다는 문제가 

있다. 한편 계통 압이 불평형상태가 되면 계통 류 역시 

불평형이 되므로 계통으로 공 하는 력이 진동하게 된다. 

따라서 이 불평형 계통 압에 의하여 발생되는 계통 류의 

불평형을 방지하기 하여, 계통 류의 정상분과 역상분을 

분리하여 각각 제어하는 방식을 제시하 다[8]-[10].

본 논문에서는 계통 압의 왜곡  불평형 상태에서 계통

류의 고조 류를 억제하면서 3상 류가 평형이 되도록 

제어하는 기법을 제시한다. 먼  계통 압의 고주  리 성

분  노이즈를 감쇄시키기 하여 사용하는 하드웨어 역

필터 (LPF)의 향을 고려하여 계통 류의 total harmonic 

distortion (THD)식을 유도하고, 이 류의 THD를 최소화

하기 한 보상 압 이득  상을 계산한다. 다음은 불평

형 계통 압에 있는 역상분 성분을 이용하여 불평형을 보상

하는 압을 계산한 후, 류제어기에서 출력된 압에 고조

류 보상 압과 불평형 보상 압 등 두 보상 압을 더하

여 PWM신호 발생에 사용한다. 시뮬 이션  DSP를 사용

한 실험을 통하여 제시한 기법의 타당성을 확인한다. 

2. 계통 류제어기법

그림 1은 3상 계통연계 인버터에서 계통 류의 고조 성

분 억제  불평형을 개선하기 한 계통 류제어 블록도를 

보인 것이다. 고조   불평형 보상기에서는 하드웨어 

역필터를 거친 3상 계통 압으로 불평형  고조  억제를 

한 α-β축 보상 압과 류제어기의 향제어를 한 d-q

축 정상분 기본 압을 계산한다. 원하는 유효  무효

력으로부터 동기좌표계 d-q축 기 류를 얻을 수 있으며, 

d-q축 계통 류제어를 하여 PI 제어기를 사용한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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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q축 류제어기의 출력은 d-q축 압 변화량 ΔVgd,  Δ

Vgq가 되며, 류의 과도응답특성을 향상시키기 하여 계통

압의 정상분 기본 압을 향제어한다. 계통 류의 고

조   불평형 보상용 보상 압을 더하여 PWM펄스를 발

생시키기 한 고정좌표계 (α-β축) 기 압을 계산한다. 

한편 PLL제어기에서는 인버터 출력 압 상을 계통 압의 

상으로 동기화시키기 한 동기 상각을 출력시킨다. 

그림 1 고조   불평형 류 보상용 계통 류 제어

Fig. 1 Grid current control for suppressing harmonics and 

unbalance of grid current.

계통 압에 포함한 고주  리   노이즈를 제거하기

하여 일반 으로 하드웨어 LPF를 사용하며, 이 LPF에 의한 

k차 고조  성분 크기 Afk와 상각 θfk는 다음 식과 같다. 

 









                       (1)

  tan  

                         (2)

여기서 fc는 LPF 차단주 수이다. 이 LPF로 필터링된 계통

압은 고조   불평형 보상기와 PLL제어기에 사용된다. 

2.1 PLL제어기

그림 2는 인버터 출력 압 상을 계통 압과 동기화시키

기 하여 pq이론을 근거로 한 PLL제어기 블럭도이다[11].

그림 2 PLL제어기 블록도

Fig. 2 Block diagram of PLL controller.

먼  식(3)과 (4)를 사용하여 검출한 3상 선간 계통 압으

로 α-β축 계통 압을 계산한다.

  

  


                        (3)

 


                             (4)

여기서 3상 계통 압이 불평형일 경우, 이 불평형 계통

압으로 계산된 PLL출력 동기 상각의 정확도가 떨어지므로 

계통 압의 정상분 기본 압을 사용하여야 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고정좌표계 (α-β축) 상에서 정상분 기본

압을 다음 식과 같이 계산한다[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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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여기서 q는 90도 상  연산자이며, 계통주 수 ωo에

서 90도 상차를 발생시키기 한 식은 다음과 같다.

  

 
                         (6)

계통 압이 불평형상태에서도 정확한 동기 상을 출력시

키기 하여 식(5)의 α-β축 정상분 압을 PLL입력 압으

로 설정한다. 이 PLL제어기는 계통 압 상을 검출하는 

상검출기 (Phase Detector, PD), 비례 (P) 제어기, 분기  

궤환신호 발생기 등으로 구성된다. 

먼  α축 정상분 압에 궤환신호   sin를, β축 정상
분 압에 궤환신호  cos를 각각 곱한 후 더하여 계산된 
PD 즉 각속도 변화량 Δω은 식(7)과 같이 유도된다.


  

   sin              (7)

  

여기서 Vp와 θg는 각각 계통 압의 피크치와 상각이며, 

θf1은 LPF에 의한 기본  지연 상각이다.  

다음은 P-제어기 출력값과 계통 압의 주 수가 60Hz일 

경우에 기본 각속도 ×를 더하여 분하면 동기 상

각 θ가 구해진다. 한편 인버터 출력 압 상이 계통 압 

상과 동기화되면 PLL출력 동기 상각    이 된다.

2.2 고조   불평형 보상 기법 

2.2.1 고조   불평형 보상기 동작

그림 3은 3상 계통 압 고조   불평형을 보상하기 

한 보상기의 내부 블록도이다. 3상 계통 압이 입력되면 계

통 압의 정상분 기본  압과 함께 보상 압이 출력된다. 

불평형이며 왜곡된 3상 계통 압벡터를 다음 식과 같이 

정상분  역상분성분과 고조 성분으로 표 할 수 있다.  

   




  


   
 

∞



   (8)

여기서 Vg
1+
와 Vg

1-
는 각각 계통 압 정상분과 역상분 기본

 크기이며, Vg
k
와 θfk는 k번째 고조  크기  상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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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고조   불평형 보상기 

Fig. 3 Harmonics and unbalance compensator.

인버터 출력 압이 계통 압과 동기화 시 동기 상각 

   이므로, 복소수로 표 된 계통 압을    

각으로 회 시킨 동기좌표계로 변환하면 다음 식과 같이 직

류값인 정상분의 기본 성분, 계통 주 수의 2배 주 수를 

가지는 역상분의 기본 성분과 고조  성분으로 구성된다.  

 


 


  

 

∞



         (9)

다음은 LPF를 사용하여 식(9)에서 직류성분인 정상분 기

본 성분만 통과시킨 후, 계통 압에서 정상분 기본 성분만

을 빼면 식(10)과 같이 교류 압 vac만을 축출할 수 있다. 


  

 

∞



             (10)

2.2.2 고조   불평형 보상 압

식 (10)의 교류 압성분을 이용하여 고조   불평형 보

상 압을 유도한다. 먼  식(10)에  를 곱하여 2θ각으로 

회 시킨다. 다음은 LPF를 사용하여 직류성분인 역상분의 

기본 성분만 통과시킨 후, 직류값인 역상분의 기본 성분을 

빼면 식 (11)과 같이 고조  압만을 축출할 수 있다.


  

 

∞



                      (11)

이 고조  압에 보상이득 Kc을 곱하고, 기본  압성

분을 제거하면서 θc로 상보상을 하기 하여 식(11)에 


   을 곱하여 고조  보상 압 vh_c을 유도한다. 

 ∙
 

∞



                (12)

이 보상 압의 크기는 보상이득 Kc로 제어하고, 보상 압의 

상은 보상 상각 θc로 제어할 수 있다. 

다음은 불평형 계통 압에 포함된 역상분 압과 동일한 

크기  상의 압을 인버터에서 출력시킴으로써 계통

압에 포함된 역상분 압을 상쇄시켜 계통 류의 불평형을 

해결한다. 따라서 식(13)과 같이 LPF에서 통과한 직류성분

인 역상분의 기본  압에서 LPF에 의하여 감소된 크기 

Av1을 보상한 후 
 을 곱하여 계통 압에 포함된 역

상분 압과 거의 동일한 보상 압 vu_c 을 구한다. 

 


×


    


           (13)

식(14)와 같이 에서 유도된 고조  보상 압과 불평형 

보상 압 등 두 보상 압을 더하여 최종 보상 압을 α-β축 

성분으로 분리한다. 다음은 그림 1에서 d-q축 류제어루

에서 출력된 α-β축 압에 이 보상 압을 더하여 인버터의 

α-β축 기 압으로 출력된다. 


  
                       (14)

3. 보상 이득  상

  식(12)의 고조  보상 압 식에 포함된 보상이득 Kc와 보

상 상 θc는 계통 류 THD가 최소가 되는 에서 결정한

다. 계통 류의 THD식을 유도하기 하여 먼  그림 1에서 

인버터 출력 압 벡터 vo는 다음 식(15)와  같이 d-q축 

류제어기 출력인 계통 압변화량 ΔVg와 계통 압의 정상분 

기본   보상 압의 합으로 표 할 수 있다.

 
 

                     (15)

그리고 계통 류는 식(16)과 같이 인버터 출력 압과 계통

압의 차에 계통측 인덕터 임피던스를 나 어 구한다.



 


                        (16)

여기서 k번째 고조  계통측 인덕터의 임피던스 

  이다.

  식(12), (13), (15)를 식(16)에 입하면 계통 류의 기본  

 고조  식을 각각 다음과 같이 유도된다. 




 


 
                              (17)





 

∞


 
 

   

             (18)

식(17)과 (18)로부터 계통 류의 THD식은 다음과 같이 정

의한다. 





 
 

∞







∙


  cos 
  (19)

  이 THD 최소 을 좀 더 간단하게 찾기 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된 Cauchy-Schwarz inequality이론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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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식(19)과 식(20)의 우측 두 개 항을 비교하면 xk항은 보상이

득  상과 계가 없으며, yk항은 보상이득  상의 함

수이므로, 식(20)의 계식에서 yk항의 최소 이 실제 계통

류의 THD의 최소 이 된다. 따라서 식(19)의 yk항만으로 

표 한 Mi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


  

 

∞




 
  cos 

  (21)

  3상 계통연계 인버터의 계통 류에서 가장 낮은 고조 인 

5차, 7차, 11차 고조 를 감소시키기 하여, 보상 이득 Kc

와 상 θc를 연속 으로 변화시키면서 실제 THD 신 Mi

가 최소화 될 때의 보상 이득 Kc   상θc를 구한다. 

  그림 4는 하드웨어 LPF의 차단주 수변화에 한 보상 

이득  상의 변화를 보인 것이다. LPF의 차단주 수가 

증가하면 보상 이득  상 모두 감소되고, LPF의 차단주

수가 결정되면 보상 이득  상값을  구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하드웨어 LPF의 차단주 수를 500Hz로 하 으

므로 그림 4로부터 구한 보상이득 Kc  = 1.1과 보상 상 θc 

= 0.43 rad 값으로 사용한다. 

  

   

        (a) 보상이득                (b) 보상 상

그림 4 LPF의 차단주 수변화에 한 보상 이득  상

Fig. 4 Plots of compensation gain and angle with a 

variation of cut-off frequency of LPF.

  

4. 시뮬 이션  실험결과

4.1 시뮬 이션 결과

본 논문에서 제시한 계통 류의 불평형  왜곡을 보상하

는 기법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하여 PSIM을 사용하여 시

뮬 이션을 실행하 다. 그림 5는 3상 계통 압이 불평형이

면서 왜곡이 있는 상태에서 보상기법이 없는 경우 3상 계통 

압  류 형과 α-β축 기 압 형을 보인 것이다. 

계통 압의 불평형  왜곡에 의하여 3상 계통 류 역시 

불평형되면서 고조 가 많이 포함됨을 볼 수 있으며 류의 

불평형 때문에 계통 류 제어시스템 출력인 α-β축 기

압 역시 불평형이 된다. 

  

그림 5 3상 압 왜곡  불평형 시 시뮬 이션 결과 (보상

기법 미 용 시)

Fig. 5 Simulation results under unbalanced and distorted 

grid voltage without compensation scheme.

     

그림 6 3상 압 왜곡  불평형 시 시뮬 이션 결과 (보상

기법 용 시) 

Fig. 6 Simulation results under unbalanced and distorted 

grid voltage with compensation scheme.

그림 6은 3상 계통 압이 그림 5와 같은 상태에서 보상기

법을 용하 을 때, 3상 계통 압  류 형, 불평형 

 왜곡 보상 압과 α-β축 기 압 형을 보인 것이다. 

계통 압의 불평형  왜곡에도 불구하고 3상 계통 류는 

거의 평형을 이루며 고조 성분도 감소되었음을 알 수 있

다. 3상 불평형 압에 포함된 역상분 압성분을 상쇄시키

기 한 α-β축 보상 압과 낮은 주 수의 고조 성분을 감

소시키기 한 α-β축 보상 압과 함께 d-q축 류제어기에

서 출력된 압에 이 두 보상 압을 더한 α-β축 기 압 

형을 보인 것이다. 고조  보상 압 vh_c에 의하여 α-β축 

기 압이 왜곡됨을 알 수 있다.

4.2 실험결과

그림 7을 실험을 수행하기 한 실험장치의 구성도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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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회로는 3상 계통연계형 인버터, 계통연계형 인버터와 계

통 압사이에 계통 인덕터 Lg, 실제 3상 계통 압 신 3상 

압의 불평형  왜곡을 발생시키기 한 3상 교류 시뮬

이터로 구성된다. 본 실험실에서 제작한 3상 교류 압 시뮬

이터는 3상 PWM인버터, LCL필터  력소비용 항으

로 구성되며, 이 3상 PWM인버터 출력 압 형을 조정하

여 3상 불평형  왜곡 압을 발생시킨다. 제어용으로 

150MHz의 클럭주 수를 가지며 부동호 연산이 가능한 32비

트 DSP TMS320F28335로 3상 계통 압  류를 검출하

고 PLL제어기를 포함한 계통 류제어  보상알고리즘을 

수행하여 6개의 PWM신호를 발생시킨다. 

  

  

그림 7 하드웨어 구성도 

Fig. 7 Hardware configuration

그림 8은 3상 계통 압이 불평형이면서 압왜곡 상태에

서 보상기법을 사용하지 않을 때, 두개 상의 계통 압  

류 형과 α-β축 보상 압  기 압 형을 보인 것

이다. 불평형이면서 왜곡된 계통 압에 의해 3상 계통 류 

역시 불평형이면서 많이 왜곡됨을 볼 수 있으며, 보상기법을 

용하지 않았으므로 두 보상 압이 0V가 되고, 류의 불

평형때문에 α-β축 기 압 역시 불평형이 된다.  

그림 9는 보상기법을 용하 을 경우 두 상의 계통 압

과 계통 류 형  α-β축 보상 압  기 압 형을 

보인 것이다. 계통 압의 불평형과 왜곡에도 불구하고 보상

압에 의해 3상 계통 류기 거의 평형이 되면서 류왜곡

도 많이 감소되었다. 그러나 PWM인버터  LCL필터로 제

작한 3상 교류 압 시뮬 이터와 3상 계통연계 인버터시스

템이 서로 향을 주기 때문에 3상 교류 압 시뮬 이터에

서는 정확한 압의 불평형  왜곡 압을 발생시킬 수 없

으며 특히 계통연계 인버터시스템에서 계통 류의 불평형 

 왜곡 보상 제어 성능을 하시키므로, 그림 6의 시뮬 이

션결과와 비교하면 계통 류의 왜곡이 더 발생된다. 한편 α

-β축 기 압은 고조 성분을 보상하는 보상 압 때문에 

왜곡이 발생되었으며 계통 류가 거의 평형이 됨에 따라 α-

β축 기 압 역시 평형을 유지함을 볼 수 있다. 

그림 10은 3상 계통 압이 평형을 유지하면서 압왜곡만 

발생되었을 때 보상기법을 용하지 않았을 경우와 용하

을 경우 각각 두 상 계통 압과 a상 계통 류 형을 보

인 것이다. 그림 10(a)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보상기법을 용

하지 않았을 경우 계통 압의 왜곡에 의해 계통 류 역시 

왜곡이 발생되며, 그림 10(b)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보상기법

을 용하 을 경우 계통 압의 왜곡에도 불구하고 계통

류가 거의 정  형임을 알 수 있다. 

    

 (a) 계통 압  류         (b) 기 압  보상 압 

그림 8 보상기법 미 용 시 실험 결과

Fig. 8 Experimental results without compensation scheme.

    

    (a) 계통 압  류      (b) 기 압  보상 압 

그림 9 보상기법 용시 실험 결과 

Fig.  9 Experimental results with compensation scheme.

    

(a) 보상기법 미 용 시       (b) 보상기법 용 시 

그림 10 3상 압 왜곡 시 계통 압  류 실험 결과 

Fig. 10 Experimental results of grid voltage and current 

under distorted grid voltages.

5. 결  론

본 논문은 3상 계통연계 인버터시스템에서 3상 계통 압

의 불평형과 왜곡에 의하여 발생되는 계통 류의 불평형을 

보상하면서 고조 성분을 감소시키는 기법을 제시하 다. 

계통 압의 불평형 상태에서 고조 성분을  고려하여 계통

류의 THD식을 유도하 다. 그리고 류 THD식을 이용

하여 하드웨어 LPF의 차단주 수변화에 한 계통 류의 

낮은 주 수 고주 성분을 최소화 하는 보상 압의 이득  

상을 구하 다. 다음은 불평형 계통 압에 포함된 역상분

압과 동일한 크기  상의 불평형 보상 압을 인버터에

서 출력시킴으로써 계통 압의 역상분 압을 상쇄시켜 계통

류의 불평형을 개선하 다. 이 불평형 보상 압과 고조  

보상 압을 통합 제어하는 계통 류제어루 를 제시하 다. 

32비트 DSP를 사용한 실험결과  시뮬 이션 결과를 통하

여 본 논문에서 제시한 방법을 용할 경우 계통 압의 불

평형  왜곡에도 불구하고 3상 계통 류는 거의 평형을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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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 으며 계통 류의 왜곡도 많이 감소됨을 확인하 다. 

실제 실 계통에 용 시에는 계통연계 인버터시스템과 실 

계통이 서로 향을 주지 않으므로 계통 류의 왜곡  불

평형 보상제어 성능이 더 향상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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