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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날로그 회로를 이용한 3상 PWM 출력 전압 측정

Sensing of Three Phase PWM Voltages Using Analog Circuits

주 성 탁*․이 교 범†

(Sung-Tak Jou․Kyo-Beum Lee)

Abstract - This paper intends to suggest a sensing circuit of PWM voltage for a motor emulator operated in the inverter. In 

the emulation of the motor using a power converter, it is necessary to measure instantaneous voltage at the PWM voltage 

loaded from the inverter. Using a filter can generate instantaneous voltage, while it is difficult to follow the rapidly changing 

inverter voltage caused by the propagation delay and signal attenuation. The method of measuring the duty of PWM using 

FPGA can generate output voltage from the one-cycle delay of PWM, while the cost of hardware is increasing in order to 

acquire high precision. This paper suggests a PWM voltage sensing circuit using the analogue system that shows high 

precision, one-cycle delay of PWM and low-cost hardware. The PWM voltage sensing circuit works in the process of 

integrating input voltage for valid time by comparing levels of three-phase PWM input voltage, and produce the output value 

integrated at zero vector. As a result of PSIM simulation and the experiment with the produced hardware, it was verified that 

the suggested circuit in this paper is val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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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지금까지 전력전자 분야에서 컴퓨터를 이용한 시뮬레이션이 

동작을 이해하고 설계하고 검증하기 위한 도구로서 도움을 주고 

있다. 또한 시뮬레이션 뿐 만 아니라 테스트베드를 제작하여 실

제 전력을 입출력하여 모든 요소에서 시스템이 의도한 대로 동작

하는 것을 확인하고 보완한다. 테스트베드에 계통 시뮬레이터, 배

터리 에뮬레이터, 전자 부하 등의 Power hardware-in-the-loop 

(PHIL)가 적용된 장비를 이용하는 것은 전력 시스템의 개발 및 

생산 단계에서 많은 편의성을 제공한다[1].

모터 에뮬레이터를 이용하면 모터의 파라미터를 변경하면서 

인버터 개발을 수행 할 수 있다. 다양한 부하상황을 모의할 수 

있기 때문에 개발을 검증하는 단계에서 필요한 시험을 계획하여 

바로 시험이 가능하다. 생산 단계에서는 모델에 따라 다양한 모

터를 구비하지 않고도 모터 에뮬레이터의 파라미터 값을 변경하

여 다양한 모터 부하를 구현하여 시험을 할 수 있다. 또한, 모터

-다이나모로 이루어진 기계적 시스템에 비해 소음 및 진동이 없

고, 소형으로 효율이 높으며 에너지를 회생함으로 테스트하는 용

량보다 적은 전원 용량으로 시험이 가능하다[2].

다른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및 실험 보조 장비들과 마찬가지로 

모터 에뮬레이터는 자체적으로 꼭 필요한 장비는 아니지만, 다양

한 파라미터를 조합할 수 있는 자유도가 높은 툴로서 사용자의 

의도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되어 개발 및 시험 프로세서를 

단축시키는데 도움을 준다. 이를 위해 개발의 필요성을 타진하여 

몇몇 업체에서 전원-인버터-부하로 연결되는 시험장비 전체를 

구비해 나가고 있다.

모터 에뮬레이터를 연구 및 생산 단계에 적용하여 시간 및 비

용을 절약하기 위해서는 실제 부하와 같은 특성을 가진다는 것을 

보장해야한다. 선형 및 비선형 모델을 적용하고 이산시스템으로 

연속 시스템에 가까운 변수들을 출력하기 위해 연산 및 출력 시

간은 최소한이 되어야 한다[3, 4].

VSI (Voltage Source Inverter)의 부하는 인버터로부터 전압이 

인가되면 부하에 걸린 전압과 부하의 모델에 따라 부하에 흐르는 

전류가 결정된다. 모터 에뮬레이터의 동작은 인버터로부터 PWM

형태로 전압을 입력받고 부하 모델에 따라 흘러야하는 전류를 계

산하여 출력함으로 이루어진다. 이때 PWM 형태로 인가되는 전

압으로부터 부하에 인가되는 순시전압을 계산하는 과정이 필요하

다[5, 6].

입력 전압에 대해 부하의 반응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

서는 최대한 지연이 없는 순시전압을 얻어내야 한다. 필터를 이

용한 방법은 간단한 회로로 PWM 전압으로부터 평균전압을 얻어

낼 수 있지만, 필터의 지연이 발생한다. CPLD에 의해 고속의 카

운트를 이용하여 PWM 신호의 듀티비를 얻어내는 방법은 PWM 

한주기로 순시전압을 얻을 수 있지만 높은 정밀도를 얻기 위해서

는 하드웨어 비용이 높아지게 된다[7, 8]. CPLD와 카운터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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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여 측정된 PWM의 듀티는 카운트의 주파수를 PWM의 주파

수로 나눈 값으로 측정 분해능을 가진다. 예를 들어 20kHz의 

PWM신호를 10MHz의 카운트를 이용하여 측정하면 측정 분해능

은 1/500이 된다. 측정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더 높은 주파

수로 동작하는 CPLD가 요구된다.

본 논문은 높은 측정 정밀도와 PWM 1주기 지연을 가지며 하

드웨어 비용이 낮은 아날로그 방식의 PWM 전압 검출 회로를 제

안한다. PWM 전압 검출 회로는 3상 PWM 입력전압의 크기를 

비교하여 유효벡터가 인가되는 시간동안 입력전압을 적분하고 영

벡터에서 적분된 값을 출력하는 방식으로 동작한다. 그림 2와 같

이 전류원과 캐패시터를 이용하여 적분회로를 구성하고 다이오드

를 이용하여 전류의 경로를 단속하므로 연속적인 아날로그 신호

를 출력한다. 출력의 정밀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비교기와 

아날로그 스위치의 지연과 전류원과 캐패시터, 연산증폭기의 오

차이다. 

2장에서 제안하는 PWM 측정 회로를 설명하고, 3장에서 PSIM

을 이용한 시뮬레이션을 진행하며, 4장에서 제작된 센서 보드를 

이용한 실험결과를 나타낸다. 시뮬레이션 및 실험결과는 인버터

로부터 PWM 신호를 입력받아 유효벡터 구간동안 적분하고 

PWM 한 주기 안에 평균 전압을 측정하는 것을 보여준다. 

2. PWM 전압 측정

PWM 인버터의 출력 전압을 측정하기 위한 기본적인 알고리

즘은 전압이 인가되는 시간동안 일정한 전류를 캐패시터에 흘리

고 전압이 0V로 떨어지는 시점에 캐패시터의 전압을 측정함으로

써 PWM 전압을 측정하는 것이다. 그림 1과 같은 전압 파형이 

입력될 때 PWM 전압은 식 (1)과 같이 한주기 평균값으로 계산

한다. PWM ON 구간 동안 캐패시터(C)에 전류(Ic)를 흘리면 그

림 1과 같이 캐패시터 전압(Vc)이 변하고 식 (2)와 같이 PWM 

전압을 측정할 수 있다. 

그림 1 PWM 전압 파형과 캐패시터 전압 파형

Fig. 1 Waveform of PWM and Capacitor Vol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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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는 a상과 b상의 선간전압을 측정하는 회로의 구성도이

다. 출력 전압 측정 회로는 크게 세 가지 회로로 구성되어 있다. 

입력 전압을 비교하여 전압의 크기가 양(+), 음(-), 또는 같음(=)

을 판별하는 비교회로와 전류원을 단속하여 캐패시터에 전압을 

충전 및 방전시키는 적분회로, 영벡터가 인가될 때 충전된 캐패

시터 전압을 읽어오고 초기화 시키는 검출회로이다.

비교회로는 a상 전압이 b상 전압보다 큰 경우에 양(+)의 

값을 출력하며, 반대의 경우에 음(-)의 값을 출력한다. 두 상전압

이 한계값( ) 이내로 동일한 값을 갖는 경우는 고 임피던스 상

태를 출력한다. a상 PWM 전압과 b상 PWM 전압은 비교기를 통

해 전압의 크기를 비교한다. 두개의 상전압이 동일한 값을 가질 

때에는 비교기의 입력 오프셋 값에 따라 임의의 값을 비교기의 

출력으로 가질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입력전압의 차이가 

일정 값 이하일 경우 같은 전압으로 판별하는 회로가 추가된다. 

비교기와 AND 게이트를 이용하여 식 (3)의 범위 안에 있을 때는 

같은 전압으로 판단하여 AND 게이트의 출력(   )을 1로 만든

다. AND 게이트의 출력신호는 아날로그 스위치를 단속하여 두 

상전압이 같은 값을 가질 때 아날로그 스위치의 출력을 양(+)과 

음(-)이 아닌 고 임피던스 상태로 만든다.

그림 2 PWM 전압 측정 회로 구성도

Fig. 2 Block Diagram of PWM Voltage Sensing Circuit

     (3)

적분회로는 비교회로를 통해 출력된 전압의 상태에 따라 다이

오드를 스위칭하여 전류원으로부터 흐르는 전류의 경로를 바꾸어 

캐패시터(Vcap)를 충전, 방전, 또는 유지한다. 

그림 3은 적분회로의 세 가지 동작 상태를 나타낸다. 그림 

3(a)와 같이 입력으로 양(+)의 값이 입력되면 캐패시터 전압보다 

입력전압이 높으므로 D1이 꺼지고 D2가 켜진다. 또한 D3이 켜지

고 D4가 꺼진다. 그러므로 입력 전압은 -Vmax 쪽으로 흐르며, 

+Vmax 쪽 전류원에 의해 캐패시터가 충전된다. 입력 전압이 –

Vmax일 경우 그림 3(b)와 같이 D2와 D3이 꺼지고 D1과 D4가 

켜지기 때문에 상단 전류원의 전류는 입력 쪽으로 빠져나가고 하

단 전류원의 전류에 의해 캐패시터는 방전된다. 결과적으로 비교

된 두 상전압의 차이가 양의 값을 가질 경우 캐패시터의 전압이 

충전되고 두 상전압의 차이가 음의 값을 가질 경우 캐패시터의 

전압이 방전하게 된다. 이때 다이오드에 의한 스위칭 동작이 정

상적으로 이루어지려면 캐패시터가 충전 또는 방전 되면서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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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전류원과 캐패시터 사이의 전류 경로

Fig. 3 Current Paths between Current Generator and 

Capacitor

게 되는 전압의 범위는 -Vmax에서 +Vmax 사이가 되어야 한다. 

그림 3(c)는 a상 전압과 b상 전압이 동일할 때로, 입력이 고 임

피던스 상태이다. 입력이 고 임피던스 상태이므로 모든 다이오드

가 켜지고 입력전압은 캐패시터의 전압 값과 같아진다. 이때 상

단 전류원에서 나온 전류는 모두 하단 전류원으로 흐르고 캐패시

터로 흐르는 전류는 0이므로 캐패시터 전압은 변하지 않는다.

비교회로와 적분회로에 의해 두 상전압의 차이가 양(+)의 값

을 가질 경우에 캐패시터의 전압이 상승하고 두 상전압의 차이가 

음(-)의 값을 가질 경우에 캐패시터의 전압이 감소한다. 두 상전

압이 같은 전압을 가질 경우에는 캐패시터 전압이 유지된다.

그림 4 영벡터 검출 및 Copy/Reset 신호 발생 회로

Fig. 4 Citcuit of Zero Vector Detection and Copy/Reset 

Signal Generation

 

다음으로 검출회로는 Copy 신호에 동기하여 캐패시터에 충전

된 전압을 검출하며 Reset 신호에 의해서 충전된 전압을 0V로 

초기화하는 동작을 한다. 그림 4는 Copy 신호와, Reset 신호가 

발생하는 원리를 나타낸다. Copy 신호와 Reset 신호는 3상의 

PWM 전압이 같은 값을 가지는 영벡터 구간에 발생한다. 영벡터 

구간이 되면 Copy 신호를 발생해 전압을 검출하고 검출이 완료

되면 Reset 신호를 발생시켜 다음 주기에 측정이 가능하도록 한

다. 영벡터 구간의 검출은 a상, b상, c상이 같은 전압이 되는 것

을 검출함으로 이루어진다. 그림 2와 같은 회로로 b상과 c상의 

전압을 비교하고 Va=b 신호와 Vb=c 신호가 모두 1이 되는 순간을 

검출한다. 영벡터가 되는 순간 RC 지연 회로를 이용하여 지연을 

발생시켜서 일정한 펄스폭을 가지는 Copy 신호와 Reset 신호를 

순차적으로 발생시킨다.

그림 5는 제안하는 PWM 인버터 전압 측정과정을 8단계로 나

타낸다.

(1) 모드 1 (t0<t<t1)

a상 전압과 b상 전압이 동일한 경우로, 캐패시터 전압은 변하

지 않는다. 이때 전류의 흐름은 그림 3(c)와 같다.

그림 5 PWM 측정 회로의 각부 파형

Fig. 5 The wave forms of proposed circuit

(2) 모드 2 (t1<t<t2)

a상 전압이 b상 전압보다 더 작은 경우로, 캐패시터의 전압은 

일정 기울기로 감소하며 이때 전류의 흐름은 그림 3(b)와 같다.

(3) 모드 3 (t2<t<t3)

a상전압과 b상전압이 서로 동일한 값을 갖고 있어, 캐패시터 

전압은 변하지 않는다. 이때 전류의 흐름은 그림 3(c)와 같다. a

상, b상, c상 전압이 모두 동일한 값을 갖기 때문에 영벡터가 검

출된다. 영벡터 인가에 맞춰 캐패시터 전압 측정 신호인 Copy 

신호가 발생하고 Vab 측정값으로 캐패시터의 전압을 출력한다.

(4)　모드 4 (t3<t<t4)

Copy 신호가 해제되고 Reset 신호가 발생하여 캐패시터

의 전압을 0V로 초기화한다.

(5) 모드 5 (t4<t<t5)

a상 전압과 b상 전압이 동일한 경우로, a상 전압과 b상 

전압이 서로 동일한 값을 갖고 있어 회로의 동작은 모드 1

과 동일하다.

(6) 모드 6 (t5<t<t6)

a상 전압이 b상 전압보다 더 큰 경우로, 캐패시터 전압이 

양의 방향으로 일정 기울기로 증가한다. 이때 전류의 흐름은 그

림 3(b)와 같다.

(7) 모드 7 (t6<t<t7)

a상, b상, c상전압이 모두 동일한 값을 갖는 상태로 회로

의 동작은 모드 3과 동일하다.

(8) 모드 8 (t7<t<t8)

Copy 신호가 해제되고 Reset 신호가 발생하는 구간으로 

회로의 동작은 모드 4와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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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인버터 PWM 전압(상)과 캐패시터 전압 및 PWM 측정 

전압(중), 2차 저역통과 필터의 전압(하)

Fig. 7 Inverter PWM Voltage (upper) and Voltage of 

Capacitor and Measured PWM Voltage (mid), Second 

Order Low Pass Filter Voltage(bottom)

3. 시뮬레이션

Psim 시뮬레이션을 통해 제안한 방법을 검증하였다. 그림 6은 

Psim을 사용하여 PWM 전압 검출 회로를 구성한 것으로 전압에 

따른 전류원과 캐패시터 적분회로, 검출회로로 이루어진다. 입력

전압은 SVPWM 방식의 인버터를 이용하여 DC 600V의 전압을 

스위칭하여 360V의 정현파를 출력하여 사용하였다. 

그림 6 PSIM 시뮬레이션을 위한 PWM 전압 검출 회로

Fig. 6 PWM Voltage Sensing Circuit for PSIM Simulation

전압 검출의 지연시간을 확인하기 위해 0.01초를 지나서 입력

전압의 위상각을 급변하였다. 그림 7의 (하)는 3kHz의 컷오프 주

파수를 가지는 2차 저역 통과 필터를 이용하여 PWM 전압을 측

정한 것이다. 약 150us 지연이 발생한다. 반면에 그림 7의 (중)은 

PWM 전압 검출 회로의 출력으로 PWM 1주기 내에 PWM 전압

을 측정한다. 

그림 8은 PWM 전압 검출 회로의 세부 동작을 나타낸다. 유

효 벡터시간 동안 캐패시터의 전압을 변화시키고, 영벡터가 인가

되면 Copy 신호와 Reset 신호를 차례로 발생시켜 캐패시터의 

전압을 출력하고 다음 측정을 위해 캐패시터의 전압을 0V로 만

든다.

그림 8 PWM 입력 전압과 캐패시터 전압 및 측정 전압

Fig. 8 PWM Input Voltage, Capacitor Voltage and Measured 

Voltage

4. 실  험

그림 9는 주요 PWM 전압 측정 회로를 나타낸다. 양전원 5V

에서 1V 낮은 레퍼런스 전압과 음전원 -5V에서 1V 높은 레퍼런

스 전압으로부터 양(+) 전류원과 음(-) 전류원을 생성한다. 두 입

력 상전압은 저항으로 분압되어 비교기로 입력되고 비교기의 출

력에 따라 다이오드가 도통되어 전류원의 전류가 캐패시터를 충

전 또는 방전시킨다. 캐패시터의 전압은 아날로그 스위치를 통하

여 출력으로 전달되고, MOSFET스위치를 통해 0V로 초기화 된

다. 그림 9의 회로는 두 입력 상전압이 입력전압이 한계값( ) 

보다 작을 경우 같은 전압으로 판별하고 다이오드의 입력부를 오

픈상태로 하기 위한 회로가 추가되어 있다. 입력전압에 한계값

( )이 더해진 전압을 저항 분압회로에 5V 쪽으로 저항분기를 

추가하여 구현하였다. 

회로도에 따라 제작된 측정 보드를 그림 10에 나타내었다. 적

분용 캐패시터는 50V 내압을 가지며 0.1uF 용량의 MLCC 캐패

시터를 사용하였다. 온도계수를 작게 하기 위해서는 적층 필름 

캐패시터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회로를 최적화 하여 전류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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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기를 줄이면 온도계수가 작고 용량이 작은 캐패시터를 쉽게 이

용할 수 있다. 

그림 9 PWM 전압 측정 회로도

Fig. 9 Schematic of PWM Voltage Sensing Board

그림 10 제작된 PWM 전압 측정 보드

Fig. 10 Manufactured PWM Voltage Sensing Board

측정 보드를 이용한 실험 결과를 그림 11과 그림 12에 나타낸

다. 시뮬레이션에서 검증한 것과 같은 결과를 나타낸다. 그림 

11(a)에서 캐패시터 전압은 입력 선간전압이 양(+)인 경우에 일

정한 기울기로 증가하며 선간전압 0V일 경우 유지된다. 그림 

11(b)에서는 선간전압이 음(-)일 경우 캐패시터 전압이 일정 기

울기로 감소한다. 영벡터 구간에서 Copy 신호가 발생하고 이어서 

Reset 신호가 발생하여 캐패시터 전압은 0V로 초기화된다. 영벡

터를 만날 때 마다 Copy 신호와 Reset 신호가 발생해야 하지만 

그림 4와 같이 시간 지연을 이용하여 Copy 신호와 Reset 신호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영벡터 구간이 충분히 크지 않을 때는 해당 

신호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림 11은 영벡터 구간이 작을 때는 

Copy 신호와 Reset 신호가 발생하지 않고 충분히 큰 영벡터를 

만났을 때만 발생하고 있다. 

(a)

(b)

그림 11 제작된 측정 보드의 각부 파형 - (a)입력 전압이 양(+)

일 경우, (b)입력전압이 음(-)일 경우

Fig. 11 Waveform of PWM Voltage Sensing Board – (a) 

Positive input Voltage, (b) Negative input Voltage

그림 12 적분 시간을 측정하고 적분 값을 초기화 하는 회로 

Fig. 12 Circuits of Generating Integrated Period and 

Resetting Integrated Voltage

영벡터 구간이 충분히 크지 않거나 과변조기법이 사용되어 영

벡터 구간이 존재하지 않으면 Copy 신호와 Reset 신호가 발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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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PWM 입력 전압과 전압 적분 값, 적분 시간 출력 및 

계산된 출력 전압

Fig. 13 PWM Input Voltage and Integrated Voltage, 

Integrated Period, Calculated Measured Voltage

그림 14 PWM 전압검출 회로와 2차 저역통과 필터의 출력파형 

Fig. 14 Output Voltages by Second Order Low Pass Filter 

and PWM Voltage Measuring Circuit

지 않는다[9, 10]. 이와 같은 경우에는 캐패시터 전압이 초기화 

되지 않고 계속 증가하는 문제점이 있다. 이런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 시간 후에도 영벡터가 검출되지 않으면 Copy 신호와 

Reset 신호를 발생해야 한다. 그림 12는 영벡터 시간을 측정하고 

일정시간 이상일 경우 Copy 신호와 Reset 신호에 트리거를 발생

시키는 회로이다.

산업용 인버터를 이용하여 30Hz의 주파수 지령을 주고 모터

를 구동하여 인버터의 PWM 출력 전압을 측정 보드에 입력하였

다. 그림 13에 측정된 파형을 나타내었다. CH1은 입력 PWM 전

압을 나타내며, CH2와 CH3은 각각 선간전압의 적분 값과 적분 

시간을 나타낸다. 적분 시간으로 선간전압의 적분 값을 나누면 

한 주기 동안 입력 PWM 전압의 평균값을 구할 수 있다. F1은 

CH2를 CH3으로 나눈 것으로 PWM 전압의 측정값을 나타낸다. 

측정된 전압은 사인파 모양을 이루고 있다.

그림 14는 PWM 출력이 급변할 때의 측정된 전압과 2차 저역 

통과 필터를 통과한 전압 파형을 나타낸다. 2차 저역 통과 필터

의 차단 주파수는 3kHz이고 이득이 0.01이 되도록 수동 소자로 

구성하였다. 2차 저역 통과 필터의 출력은 리플이 완전히 제거되

지 않으며, 약 150us의 지연이 발생한다. 반면에 전압검출회로는 

50us안에 PWM 전압을 추종하여 측정된 PWM 전압을 출력한다. 

5. 결  론

전력 반도체를 이용하려 부하를 모의하는 PHIL 시스템의 경

우 부하에 PWM 방식으로 인가되는 전압을 측정해야한다. 아날

로그 필터는 측정 지연을 피할 수 없고, 카운터를 이용하여 펄스

폭을 측정하는 경우 분해능이 높아질수록 하드웨어 비용이 올라

간다. 본 논문은 아날로그 회로로 구성되기 때문에 높은 측정 정

밀도를 가지며, PWM 한주기 안에 3상 PWM 전압을 측정하는 

회로를 제안하고 시뮬레이션과 실험을 통하여 제안한 회로의 동

작을 검증하였다. 영벡터 구간이 존재하지 않는 PWM 방식에서 

적분시간 항목을 추가하여 적분된 전압에서 유효한 측정값을 얻

을 수 있었다. 아날로그 회로는 연속된 측정 정밀도를 가지지만 

소자의 오차에 의해 측정값에 오차가 발생하는 단점이 있다. 전

류원과 캐패시터 값의 오차는 출력신호의 이득에 영향을 주며, 

비교기와 아날로그 스위치의 지연시간은 오프셋 오차를 발생시킨

다. 그러므로 측정된 출력 신호는 이득과 오프셋 오차를 보정하

여 사용해야 한다. 또한 측정된 전압값은 아날로그 디지털 컨버

터(ADC)에 의해 디지털 값으로 변환되어 DSP 등에서 제어 입력

으로 이용되므로 높은 정밀도와 빠른 변환속도를 가지는 ADC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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