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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만필터를 이용한 3상 PFC AC/DC 컨버터의 센서리스 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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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3상 PWM 컨버터는 입력 전류를 정현적으로 제어할 수 있어 입력 전류의 고조파 성분을 감소시킬 수 있고 입력 전

압에 대하여 입력 전류의 위상을 제어할 수 있다. 본 논문은 3상 PWM 컨버터의 역률개선을 위하여 전원전압센서를 

사용하지 않고 가상자속기반 벡터제어를 적용한 새로운 센서리스 제어방식을 연구하였다. 직류출력전압은 칼만 필

터를 적용하여 추정한 가상자속에 의해 제어되며, 동기위상은 추정된 가상자속을 이용하여 위상을 얻는다. 제시한 

PFC 알고리즘은 역률개선 및 가변영역에서 직류출력전압, 부하변동에서 직류출력전압을 정밀하게 제어할 수 있는 

우수성을 가진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가상자속추정 알고리즘을 적용한 칼만 필터 성능은 실험과 시뮬레이션을 통해

서 검증하였다.  

ABSTRACT 

This paper investigates a new sensorless control appling a virtual flux oriented vector control without the line 
voltage sensor for the power factor correction of 3 phase PWM converter. The DC output voltage is controlled by 
applying the kalman filter algorithm for the virtual flux estimation and the synchronous phase is obtained by using the 
estimated virtual flux equation based on kalman filter. This method is used to reduce the calculation time of the system 
and obtain a stable control that the input current including the harmonics and the noise is improved. The proposed 
system implement PFC algorithm in the variable region of DC output voltage. It can obtain the unity power factor, and 
can precisely control the DC output voltage in the load variation and in the variable voltage range. The performance of 
the proposed algorithm is verified through simulation and experi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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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산업현장에서 여러 종류의 전력변환장치가 널

리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하드웨어 노이즈 및 고조파

에 의한 시스템 불안정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고효율, 

고성능 등의 요구사항을 만족하기 위하여 다양한 하드

웨어 토폴로지와 제어기법을 활용하고 있다. 일반적으

로 전력변환장치의 하드웨어 구성을 줄이면서 전압, 전

류 스트레스를 분산시키는 VSC-브리지 양방향 승압형 

컨버터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다양한 제어기법

을 활용하여 컨버터의 효율과 저차 고조파제거, 양질의 

출력을 얻을 수 있다[1-5].

대부분의 가상자속추정제어는 전압을 로우패스, 밴

드패스 필터를 시적분하여 변환된 값으로 제어를 한다

[5]. 그리고 VF기반으로 스위칭 전압벡터를 이용한 직

접전력제어와 자속가상관측기를 이용한 정상상태 오차

보상 제어를 하였다[6,7]. 

기존 논문에서 제시한 가상자속추정방식들은 별도

의 필터를 사용함으로써 추가적인 연산이 필요하며, 필

터에 의한 시간지연으로 인해 시스템의 응답성이 떨어

지게 된다. 또한 시스템 초기상태일 때 부정확한 가상

자속을 추정할 수 있다[8]. 

본 논문에서는 입력전류 노이즈에 강인한 칼만 필터

를 사용한 제어방식을 제안하였다. 자속 연산단계에서 

별도의 필터를 사용하지 않는다. 전체 시스템의 연산시

간을 줄이면서 입력전류에 포함된 고조파 및 노이즈성

분을 제거한다. 입력전류, 직류출력전압, 가상자속의 

데이터만을 사용하여 직류출력전압을 보정하고 리플을 

감소시키며, 제안된 가상자속을 이용한 제어방식은 시

뮬레이션 및 실험의 통해서 검증하였다.

Fig. 1 3-phase AC/DC converter

Ⅱ. 3상 AC/DC 컨버터의 수학적 모델링

그림 1은 본 논문에서 사용하는 3상 AC/DC 컨버터

회로이다. 컨버터회로의 구성은 교류 입력 측 승압용 

리액터 , 전력소자, 전압맥동 감소용 커패시터, 부

하로 구성된다.

3상 AC/DC 컨버터전압방정식은 식(1)처럼 표현 할 

수 있다. 

    


                        (1)

여기서 는 전원전압이며, 는 컨버터 입력전압, 

는 상전류이다. 2상 정지좌표계인 축의 전압

방정식을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2) 

    


                        (3)

정지좌표계 전압방정식을 축 동기좌표계로 변

환한 전압방정식은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4)

     

               (5)

는 전원 전압의 최대치이며, 전원전압이 3상 정현

파 전압의 전제 조건에서 변환된 동기좌표계 전압방정

식 식(4)과 식(5)에 대입하면 다음과 같은 수식을 얻을 

수 있다.

    


                   (6)  

    


                  (7)   

여기서, 는 동기각속도이며, 축을 0으로 가정한

다면 무효성분을 상쇄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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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칼만필터를 이용한 센서리스 제어

3.1. 가상자속  상태방정식

Fig. 2 Vector diagram of virtual flux reference

그림 2는 정상상태 시 가상자속벡터 기준으로  

축는 정지좌표계이며, 축은 동기축이다. 전압방정

식에서 R=0으로 하고, 전원전압과 가상자속의 관계로 

재정립하면 식(8)처럼 나타낼 수 있다[6,7].

   
                        (8)

  sin cos        (9)

    
cos sin                   (10)

  





 


                  (11)

               





  

  
            

단,              
 : 가상자속크기

위의 수식에서 추정된 가상자속을 미분하게 되면 식

(12)처럼 표현할 수 있다.

 
   -                     (12)

가상자속은 삼각함수를 이용하여 표현가능하며, 

동기위상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sin 



 



 ,  cos 



 



   (13)

  tan

                        (14)

3.2. 칼만 필터 알고리즘

식(15)-식(16)은 칼만 필터 수식을 표현하였다[9,10].

                     (15)

                                (16)

단,   상태변수    사용자입력변수   측정값 

 상태천이행렬  시스템외란   변환행렬  

  측정노이즈벡터

가상자속 방정식을 적용하여 상태변수  와 사용

자 입력변수 와 측정값 는 아래와 같이 정의하

였다.

  


 

′             ′     

    
′                       (17)

 











 


   



  


 




    
   

 











 




  



 
 

 


 


   

   
                             (18)

칼만 필터는 2단계로 예측단계와 추정단계로 구성하

며,     추정변수이다. 식(19)은 예측단계를 구성하

는 식이다.

                     (19)

                 ′   

추정단계는 식(20),식(21)이며, 칼만 필터 이득 
은 식(22)처럼 나타낸다.

                           (20)

                             (21)

      ′       ′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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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시뮬레이션

3상 PFC AC/DC 컨버터에서 제안한 칼만필터를 이

용한 센서리스 제어를 검증하기 위하여 그림 3처럼 시

스템을 구성하여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컨버터사

양은 입력전압 3상 250V, 직류출력전압은 500V이며, 

인덕터 1mH, 직류커패시터 5500uF, 부하는 저항 100Ω

을 사용하였다.

Fig. 3 Block diagram of the overall system

시뮬레이션에서 잡음 공분산 Q와 측정 잡음 공분산 

R은 반복적인 실험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가정한다.

 











   
   
   
   




 


 

 












    

    

    

    

그림 4는 지령 직류출력전압을 500[V]로 고정한 상

태에서 칼만 필터를 이용한 3상 PFC AC/DC 컨버터의 

센서리스 제어 시뮬레이션 결과이다. 시지연이 발생하

는 상전압적분을 사용하지 않고 추정된 가상자속을 사

용하여 동기위상을 연산하였다. 이론을 기반으로 한 가

상자속방정식을 시뮬레이션에 적용하여   상 전

압과 
가상자속추정은 90。위상차를 나타낸다.  

그림 5는 무 부하상태에서 직류출력전압을 500V로 

승압 후 임의의 시간에 부하 100%인가했을 때 직류출

력전압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6-9는 초기 구동 후 정상

상태에서 직류출력전압을 변동 시 컨버터가 동작하는지 

검증하는 시뮬레이션이다. 승압동작은 400V→450V, 

450V→500V를 단계적으로 직류출력전압을 상승시킨 

후, 승압상태에서 500V→450V, 450V→400V로 강압동

작에서 입력전압, 전류의 PFC 시뮬레이션이다.

Fig. 4 Simulation waveform of  phase voltage 
and estimated   flux

Fig. 5 PFC simulation waveform in the case of the boost 
operation(500[V], No load → load 100[%])

Fig. 6 PFC simulation waveform in the DC link Voltage 
Variation(400[V] → 450[V], load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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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PFC simulation waveform in the DC link Voltage 
Variation(450[V] → 500[V], load 100[%])

Fig. 8 PFC simulation waveform in the DC link Voltage 
Variation(500[V] → 450[V], load 100[%])

Fig. 9 PFC simulation waveform in the DC link Voltage 
Variation(450[V] → 400[V], load 100[%])

Ⅴ. 실험결과 및 검토

3상 PFC AC/DC 컨버터의 제원은 시뮬레이션에 적

용된 컨버터사양과 동일하게 하여  3상 PFC AC/DC 컨

버터 실험 장치를 구성하고 실험을 수행하였다. 

그림 10은 칼만필터를 이용한 센서리스 제어 실험에

서 나타난 상전압과 가상자속 파형으로서 상전압과 가

상자속추정이 양호하게 수행된 결과를 보이고 있다. 그

림 11은 직류출력전압 500V일 때 초기 동작 시에는 무 

부하로 동작시키며, 임의의 시간에서 부하100%인가한 

실험결과로서 직류출력전압은 무 부하 상태에서 측정

한 입력전류에 노이즈 및 고조파 성분이 포함된 상태에

서도 정확한 제어가 되고 있다.

그림 12-15는 정상상태에서 직류출력전압 변동 시 

입력 전압과 전류위상을 검출하여 역률개선이 이루어

지는지 검증하였다. 그리고 그림 11에 적용한 전압 및 

전류제어이득을 변경 없이 그림12-15에도 동일한 값을 

적용하였다. 입력전류의 실험파형을 분석했을 때 사인

파는 고조파가 포함된 상태에서도 시스템은 안정적으

로 가변직류출력전압이 제어되었다. 그리고 부하변동

에서도 PFC제어와 직류출력전압은 양호한 결과를 보

였다.

  

Fig. 10 Experimental waveform of  phase voltage 
and estimated   flux

Fig. 11 PFC Experimental waveform in the case of the 
boost operation(500[V], No load → load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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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PFC Experimental waveform in the case of the 
boost operation(400[V] → 450[V], load 100[%])

Fig. 13 PFC Experimental waveform in the case of the 
boost operation(450[V] → 500[V], load 100[%])

Fig. 14 PFC Experimental waveform in the case of the 
boost operation(500[V] → 450[V], load 100[%])

Fig. 15 PFC Experimental waveform in the case of the 
boost operation(450[V] → 400[V], load 100[%])

Ⅵ. 결  론

본 논문에서는 3상 PFC AC/DC 컨버터에서 입력전

류 노이즈를 능동적으로 필터링이 가능한 칼만 필터를 

이용하여 가상자속추정에서 측정전압 적분을 적용하지 

않는 센서리스 제어를 제안하였다. 칼만 필터를 이용한 

센서리스 제어 방식은 가상자속추정, 입력전류 노이즈 

및 전력오차를 감소할 수 있는 방식으로서 제안한 알고

리즘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3상 PFC AC/DC 컨

버터를 구성하여 시뮬레이션 및 실험을 수행하였다. 시

뮬레이션 및 실험결과에서 역률개선이 양호하게 이루

어지고 직류출력전압이 입력전류 노이즈, 가변출력전

압 및 부하변동 상태에서도 양호한 제어가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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