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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PGA를 이용한 피에조 부하 구동용 고전압 단방향 인버터의 

PI 및 히스테리시스 전압 제어 특성 비교

Characteristic Comparison between PI and Hysteresis Voltage Control of High Voltage 

Unidirectional Inverter for Piezoelectric Load using FP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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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In this paper, hysteresis voltage control method is proposed to an unidirectional inverter control for piezoelectric 

load. Piezoelectric load has electrically RC characteristic, and is driven by the inverter to control the output voltage waveform. 

When controling the output waveform by PI control, appropriate gains need to be selected. However, hysteresis control may 

minimize the output distortion because it has maximum proportional gain. In addition, Hysteresis control algorithm has simple 

structure to realize and the response is fast. Although the switching frequency of the inverter by hysteresis control varies, the 

switching frequency for the piezoelectric load is lower than that by PI control for equivalent performance. In particular, on 

implementing the algorithm using FPGA, the algorithm can be implemented in fewer pabrics and the processing time can be 

reduced. The superiority of the proposed hysteresis voltage control was proved for piezoelectric load through simulation and 

experi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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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피에조 소자란 압전 또는 전왜소자라고도 불리며, 전압을 가했

을 때 그 형태가 변하거나 반대로 형태를 기계적으로 변형시켰을 

때 전압이 발생하는 소자이다. 피에조 소자는 초음파를 발생시킬 

때 널리 사용되지만 피에조 모터 등 기계적인 변형에 의한 작동

기로도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피에조 소자는 전기적으로 RC특성

을 갖고 있어서, 임의의 형태 변형을 위한 제어를 함에 있어서 

RL특성을 갖는 부하와는 다른 특성을 갖고 있다. 큰 변형을 위

해서는 비교적 높은 구동 전압을 필요로 하고, 초음파 발생이 아

니라 기계적 변위 제어를 하기 위해서는 인가전압의 크기 제어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고승압 플라이백 컨버터가 필요하게 되고 

[3], 또한 피에조 부하의 임의의 형태를 제어하기 위해 RC 부하

에 임의 전압을 인가할 수 있는 특별한 인버터가 이용될 수 있

다 [4]. 설계된 인버터는 제어기를 포함한 시스템의 안정성을 위

해 전압센서를 사용하여 절연을 통해 궤환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

다 [3]. 이러한 운전 시스템은 플라이백 컨버터와 임의의 파형을 

만들기 위한 인버터는 하나의 PCB로 설계되어 하이브리드 구동

창치 시스템을 구성하여 연구된 바 있다[4]. 인버터를 사용하여 

출력을 제어할 때 PI제어가 널리 사용된다. PI제어 등 보통의 제

어 방법은 스위치를 구동하는 신호의 폭을 조절하여 출력을 제어

하며 그 스위칭 주파수가 정해져 있고 이득계수 등은 높은 성능

을 발휘할 수 있도록 실험에서 시행착오법을 통해 흔히 결정한

다. 반면, 히스테리시스 제어는 보통 전류제어에서 사용되며, 주

파수가 변한다는 점이 단점이 될 수도 있지만, 일정한 밴드를 설

정한 후 그 안에서 스위칭을 제어하기 때문에 제어기 부분의 구

성이 간단하면서도 구현이 편리하고, 또한 히스테리시스 제어는 

빠른 응답 특성을 갖는 장점이 있다[1].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히스테리시스 제어의 장점을 활용하여, 

피에조 부하에 걸리는 전압 제어법을 제안한다. 또한, 인버터의 

고속 연산 제어를 위해 고속 연산이 가능한 FPGA를 사용한다. 

PI 제어기에 의한 피에조 부하 구동시 비례 이득이 가장 크게 

제어에 영향을 주는 것을 실험으로부터 확인하였기 때문에, 이로

부터 비례 이득이 무한대가 되는 히스테리시스 제어를 적용하면 

제어기 구성이 매우 간단해지면서도 우수한 성능을 유지할 수 있

다. 즉, 히스테리시스 제어는 PI 제어에 비해 시스템 구성이 간단

하게 되며, 알고리즘 구현시 FPGA 내부의 사용 로직 수를 크게 

줄여 구현할 수 있게 된다. 스위칭 주파수가 고정되어있지 않고 

경우에 따라 주파수가 높아질 수 있지만 사용되는 피에조 부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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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RC부하 특성을 갖으며 시정수가 비교적 짧아 PI 제어 경우

보다 낮은 스위칭 주파수로 제어가 가능하다. 때문에 동일 출력

이라도 PI제어에 비해 평균 스위칭 주파수도 낮아 인버터 효율도 

개선될 수 있다[5]. 이러한 결과를 시뮬레이션을 통해 타당성을 

확인하고, 또한 실험을 통해 피에조 부하에 대하여 히스테리시스 

전압 제어 방식이 더 적은 로직 사용과 낮은 스위칭 주파수로도 

PI제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음을 확인한다.

2. 피에조부하 구동장치

2.1 플라이백 컨버터

전압을 승압 또는 강압 시키는 컨버터에는 방법에 따른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본 연구에 사용된 피에조 소자는 150V, 

500V와 같이 입력 28V에 대해 높은 승압 비를 요구하며, 안정성

도 고려하기 위해 플라이백 컨버터가 선정되었다[3]. 플라이백 

컨버터는 변압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1차와 2차의 권선 비를 사

용하여 높은 승압 및 강압이 가능하며 1차와 2차가 전기적으로 

절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그림 1은 플

라이백 컨버터의 등가회로를 나타내며 회로 구성이 비교적 간단

하고 주 스위치 Q의 켜지는 시간에 따라 전압을 조절할 수 있다. 

사용된 플라이백 컨버터는 28V를 입력으로 받아 150V, 500V로 

승압시키는 두 개의 컨버터를 사용하였다.

그림 1 플라이백 컨버터의 등가회로

Fig. 1 Equivalent circuit of fly-back converter

2.2 단방향 인버터

피에조 부하의 동작 제어를 위해 플라이백 컨버터에서 만든 

직류 전압을 0V∼150V 혹은 0V∼500V의 임의의 전압 파형으

로 변형시키기 위해 단방향 인버터가 설계되었다. 그림 2는 단방

향 인버터 등가회로를 나타낸다. 피에조 소자가 0V이라는 것은 

움직이지 않는 상태이며 한 쪽으로의 구동을 위해 음의 전압을 

사용하지 않고 양의 전압만 사용하기 때문에 H브리지가 아닌 두 

개의 스위치만 사용한 단방향 인버터를 선정하였다[3]. 인버터의 

스위치는 FPGA의 신호에 의해 조작되며 피에조 부하에 전압을 

충전 및 방전 시켜서 원하는 파형을 만든다. 또한 제어를 위해 

제어기로 출력의 피드백을 받아오는 과정에서 제어기의 안정성

을 확보하기 위해 절연을 시키는 전압 센서와 OP-AMP가 사용

되었다. 

그림 2 단방향 인버터의 등가회로

Fig. 2 Equivalent circuit of uni-directional inverter

2.3 하이브리드 구동장치

설계된 플라이백 컨버터와 단방향 인버터는 하나의 PCB로 제

작되었고, 하이브리드 구동장치 시스템을 만들었다. 그림 3은 제

작된 하이브리드 구동장치를 나타낸다. 구동장치의 크기는 약 

59x128x80 mm의 사이즈로 소형화 시켜 만들어졌다[4]. 이 구동

장치에 제어기를 부착하여 작은 크기로 높은 전압의 임의의 파형

을 만들 수 있도록 제작되었다.

그림 3 하이브리드 전력구동장치

Fig. 3 Hybrid power driver

3. 단방향 인버터 구동 제어법

3.1 히스테리시스 제어

히스테리시스란 다른 말로 이력현상이라고 하며 과거 상태에 

따라 다음 상태가 정해지게 된다. 히스테리시스 제어는 전류를 

제어하는데 많이 사용되며 가장 간단하게 구현할 수 있는 제어 

방법이다[2]. 히스테리시스 제어는 교번 히스테리시스를 사용하

며 그림 4와 같다. 교번 히스테리시스에서 과거 상태는 2가지로 

나뉠 수 있는데 그림 4(a)와 같이 전압이 증가할 경우와 그림 

4(b)와 같이 전압이 감소하고 있는 상태를 파악하여 다음의 상태

를 결정한다. 그림 4(a)의 화살표와 같이 현재 (+)밴드폭 영역에 

있다 하더라도 과거에 증가하고 있던 상태이면 다음에도 증가를 

한다. 또한 그림 4(b)와 같이 현재 (-)밴드폭 영역에 있다 하더라

도 과거에 감소하고 있다면 계속 감소시키는 것을 히스테리시스 

제어라고 한다[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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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증가상태의 교번 히스테리시스

(a) Alternate hysteresis of increasing state

(b) 감소상태의 교번 히스테리시스

(b) Alternate hysteresis of decreasing state

그림 4 교번 히스테리시스 동작

Fig. 4 Alternate hysteresis operation

그림 5 히스테리시스 전압 제어 원리

Fig. 5 Principle of hysteresis voltage control

그림 4의 (-)밴드와 (+)밴드는 전압의 증가 혹은 감소를 제한

해줄 밴드를 나타낸다. 전압이 증가 혹은 감소를 하는 중에 밴드

를 만나게 되면 상태가 바뀌게 되며 이 과정에서 계속해서 오차

를 검출해내고 현재 전압과 기준 전압의 오차를 밴드와 순간적으

로 비교를 위해 FPGA를 사용하게 되었다. 이러한 히스테리시스 

제어는 과도 응답 특성이 우수하고 단 시간에 목표치에 도달할 

수 있다. 또한 구현이 쉽다는 장점이 있어 소형 시스템에 많이 

사용된다. 하지만 실제 전압을 검출해야하기 때문에 아날로그 처

리 능력이 필요하게 된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고자 FPGA와 

ARM 프로세서가 SoC(System on Chip)로 되어 있는 Smart 

Fusion을 사용하였다. 그림 5는 히스테리시스 전압 제어 시 밴드

와 기준 전압 그리고 실제 전압의 파형을 보여준다. 그림 5에서

와 같이 기준 전압을 따라 실제 전압이 스위치의 온-오프동작에 

의해 밴드 안에서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히스테리시

스 제어는 전류를 제어하는데 대부분 사용되지만 본 연구에서는 

피에조 소자 즉, RC특성의 부하를 대상으로 전압을 제어한다.

3.2 SmartFusion

히스테리시스 제어를 함에 있어 매 순간 빠른 오차의 계산 및 

비교가 가능해야 한다. 때문에 프로세서가 아닌 하드웨어적으로 

비교를 할 수 있는 FPGA를 사용하였다. FPGA는 로직(Logic)으

로 구성되어 있고 사용가능한 로직의 수가 칩마다 정해져 있는데 

그것을 패브릭(Fabric)이라고 부른다. FPGA는 하드웨어 그 자체

이기 때문에 디지털만 입출력이 가능하다. 하지만 실제 전압의 검

출이 매 순간 이루어 져야 하므로 아날로그를 처리할 수 있는 시

스템이 필요하고 동시에 처리하기 위해 SmartFusion을 사용하였

다. SmartFusion은 FPGA와 ARM사의 Cortex-M3가 하나의 칩

(SoC)로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Cortex-M3에서 ADC (Analog 

to Digital Conversion)와 간단한 연산을 전담하게 되고 고속 처

리가 필요한 부분은 FPGA를 사용하면서 두 개의 제어기가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으면서 처리를 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다. 그

림 6은 히스테리시스 전압 제어에 사용된 제어기를 보여준다.

FPGA와 ARM 프로세서 두 개의 제어기를 사용하는 만큼 서

로 전담하는 부분이 중요하게 된다. 그림 7은 FPGA와 ARM 프

로세서의 사용 블록도를 나타내며 ARM 프로세서에서는 아날로

그 데이터를 읽어오는 것과 간단한 사친연산을 수행하며 실제 오

차와 밴드의 비교 및 고속 곱셈 연산을 위한 부동 소수점 곱셈

\과 같은 대부분의 고속 연산은 FPGA에서 처리를 하게 된다.

그림 6 FPGA와 ARM 프로세서를 포함하는 SmartFusion

Fig. 6 SmartFusion including FPGA and ARM processer

그림 7 SmartFusion 블록도

Fig. 7 Block Diagram of SmartFu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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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피에조 부하의 등가회로

Fig. 11 Equivalent circuit of the piezoelectric load

3.3 히스테리시스 전압 제어 알고리즘

그림 10은 히스테리시스 전압제어의 순서도를 나타낸다. 기준 

전압과 실제 전압의 차이로 오차를 계산하다보면 오차가 음의 경

우가 생기게 된다. 차이 계산은 ARM 프로세서에서 사용하기 때

문에 연산처리에 문제가 없지만 FPGA에서 음의 데이터를 받아

서 처리하는데 문제가 생긴다. 때문에 그림 8과 같이 ARM 프로

세서에서 A/D변환과 오차 연산을 마친 후에는 FPGA로 데이터를 

보내주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32bit의 부동소수점으로 변환하여 

보내준다. 받아온 데이터는 부호비트, 지수비트, 가수비트로 나뉘

어 부동소수점 연산이 가능하며 첫 번째 자리의 부호비트를 사용

하여 음수와 양수를 판단 할 수 있다. 부동소수점 곱셈과 같은 

경우는 그림 9와 같으며 두 개의 변수에서 지수 비트는 서로 더

하게 되고 가수 비트는 서로 곱해주어 하나의 32bit로 만들어 주

면 곱셈 연산이 가능하다. 부동소수점의 연산과 비교로 FPGA 내

에서 빠른 속도로 처리가 가능하게 된다.

FPGA는 음수를 바로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히스테리시스 제

어를 위해 먼저 음수와 양수 부분을 나누어 주어야 한다. 그림 

10(a)는 오차가 음수일 경우의 히스테리시스 제어 알고리즘을 나

타내며 이전의 전압이 충전 중이면 밴드폭을 만나기 전까지 계속 

충전하고 그림 10(b)는 오차가 양수일 경우의 알고리즘을 나타내

며 하단 밴드를 만나기 전까지는 계속 방전을 하게 된다.

그림 8 ARM 프로세서 데이터를 FPGA 알고리즘으로 변환

Fig. 8 Convert ARM processor data to FPGA algorithms

그림 9 FPGA 부동 소수점 곱셈 연산 알고리즘

Fig. 9 FPGA floating point multiplication algorithm

(a) 오차가 음수일 때 히스테리시스 제어 알고리즘

(a) Hysteresis control algorithm for negative error

(b) 오차가 양수일 때 히스테리시스 제어 알고리즘

(b) Hysteresis control algorithm for positive error

그림 10 히스테리시스 전압 제어 알고리즘

Fig. 10 Hysteresis voltage control algorithm

4. 시뮬레이션 및 실험

4.1 피에조 부하

피에조 소자란, 압전 소자라고도 불리며 기계적인 힘 즉, 압력

을 가했을 때 전압이 발생하고 압력의 정도에 따라 발생되는 전

압이 바뀌는 소자를 말한다. 반대로 피에조 소자에 전압을 가하

면 팽창되거나 수축되는 성질을 갖고 있으며 인가되는 전압에 따

라 변형 정도가 달라지는 특성을 갖는다. 피에조 소자는 주로 압

력계, 진동센서, 부저, 펌프 그리고 카메라 줌 등에 사용되며 초

음파를 발생시키는 곳에도 많이 사용된다. 이런 피에조 소자는 

전기적으로 RC특성을 갖고 있으며 전동기의 RL특성과는 다른 

특성을 갖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피에조 소자를 대상으로 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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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0V∼150V 히스테리시스 전압제어 시뮬레이션

(a) Simulation of 0V∼150V Hysteresis voltage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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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0V∼500V 히스테리시스 전압 제어 시뮬레이션

(b) Simulation of 0V∼500V Hysteresis voltage control

그림 12 10Hz 주파수에서 히스테리시스 전압 제어 시뮬레이션

Fig. 12 Hysteresis voltage control simulation for 10Hz

의 전압을 가하여 움직임을 제어하기 위해 히스테리시스 전압 제

어를 사용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소자는 2가지이며 0V∼150V로 

구동되는 15, 7의 전기적 특성을 갖는 소자와 0V∼500V로 

구동되는 50, 1의 특성을 갖는 소자가 사용되었다. 그림 11

은 피에조 소자의 전기 등가회로를 나타내며 R과 C는 직렬인 특

성을 갖고 있다.

4.2 히스테리시스 전압 제어 시뮬레이션

그림 12는 피에조 부하를 대상으로 히스테리시스 전압 제어를 

사용한 시뮬레이션을 나타낸다. 그림 12(a)는 150V의 전압을 입

력받아 15, 7 부하를 대상으로 10Hz, 0V∼150V 정현파 전

압을 출력한 것이고 그림 12(b)는 500V의 전압을 입력 받아 50

, 1 부하를 대상으로 10Hz, 0V∼500V 정현파 전압을 출력

한 것이다. 각각 밴드폭은 150V출력에서는 3V이며 500V출력에서

는 10V로 설정되어 있다. 시뮬레이션은 DSP의 경우로 진행한 것

이며 잘 동작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두 전압의 경우 서로 사용하

는 피에조 부하가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부하에 전압이 충전되

고 방전되는 시간 즉, 시정수가 다른데 이 경우 인버터의 하드웨

어를 변경해 주어야 한다. 그림 3에서 두 개의 스위치의 앞에 저

항이 위치해 있는데 전압이 충전 및 방전될 때 충전과 방전을 

지연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부하의 시정수가 짧은 경우 저항을 

키워 전압의 변화를 늦춰주어야 한다.

4.3 히스테리시스 전압 제어 실험

앞서 다루었던 히스테리시스 전압 제어를 대상으로 실제 실험

을 진행하였다. 시뮬레이션과 같은 조건에서 실험을 진행하였고 

두 개의 부하에 대해 150V와 500V 실험을 진행하였다. 그림 4의 

하이브리드 전력구동장치를 사용하여 출력을 시켰으며 5Hz∼

15Hz의 정현파를 레퍼런스로 하여 출력전압을 제어하였다. 그림 

13(a)∼그림 15(a)는 0V∼150V의 전압으로 구동되는 15, 7 

특성의 부하를 사용하였고, 그림 13(b)∼그림 15(b)는 0V∼500V

의 전압으로 구동되는 50, 1 부하를 사용하여 실험하였다. 

그림 13은 5Hz의 출력, 그림 14는 10Hz의 출력, 그림 15는 

15Hz의 출력으로 히스테리시스 전압 제어를 한 것이며, 출력 파

형으로부터 피에조 부하를 대상으로 히스테리시스 전압 제어가 

레퍼런스에 따라 깨끗하게 출력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16은 

10Hz의 기준 입력을 사용하여 동일한 부하를 대상으로 PI제어를 

하여 나타낸 출력을 보여준다. 그림 16(a)는 0V∼150V를 사용하

는 부하에 대해 PI제어를 한 것이고 그림 16(b)는 0V∼500V를 

사용하는 부하에 대한 PI 제어에 대한 출력이다. 이와 같이 두 

제어방법에 의한 결과를 비교하였을 때, 히스테리시스 전압제어

가 PI 전압 제어 결과 이상으로 레퍼런스를 잘 추종함을 알 수 

있다. 여기서 PI제어는 FPGA의 58%의 패브릭(Fabric)을 사용하

여 허용 패브릭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반면, 히스테리시스 제

어는 FPGA 전체 패브릭의 6.5%만을 사용한다. 이러한 결과로부

터 히스테리시스 전압 제어는 PI제어보다 간단하게 적은 패브릭

으로 구성할 수 있고 제어 성능 또한 뛰어난 것을 볼 수 있다.

(a) 0V∼150V 히스테리시스 전압제어 출력

(a) 0V∼150V Hysteresis voltage control output

(b) 0V∼500V 히스테리시스 전압제어 출력

(b) 0V∼500V Hysteresis voltage control output

그림 13 5Hz에서 히스테리시스 전압 제어 출력

Fig. 13 Hysteresis voltage control output for 5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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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0V∼150V 히스테리시스 전압제어 출력

(a) 0V∼150V Hysteresis voltage control output

(b) 0V∼500V 히스테리시스 전압제어 출력

(b) 0V∼500V Hysteresis voltage control output

그림 14 10Hz에서 히스테리시스 전압 제어 출력

Fig. 14 Hysteresis voltage control output for 10Hz

(a) 0V∼150V 히스테리시스 전압제어 출력

(a) 0V∼150V Hysteresis voltage control output

(b) 0V∼500V 히스테리시스 전압제어 출력

(b) 0V∼500V Hysteresis voltage control output

그림 15 15Hz에서 히스테리시스 전압 제어 출력

Fig. 15 Hysteresis voltage control output for 15Hz

(a) 0V∼150V PI 제어 출력

(a) 0V∼150V PI control output

(b) 0V∼500V PI 제어 출력

(b) 0V∼500V PI control output

그림 16 10Hz에서 PI 제어 출력

Fig. 16 PI control output for 10Hz

3. 결  론

본 논문에서는 RC특성을 갖고 있는 피에조 소자를 대상으로 

하는 전압 파형 제어 방법에서 히스테리시스 전압 제어방법을 

제시하였다. 히스테리시스 제어는 응답 속도가 빠른 장점을 갖

고 있고, 구현이 용이하기 때문에 전류를 제어할 경우 많이 사

용되고 있다. 피에조 소자는 전류가 아닌 전압으로 동작하기 때

문에, 피에조 부하를 대상으로 전압제어를 함에 있어히스테리시

스 전압제어를 적용하였고, PI제어만큼 뛰어난 전압 파형제어 

특성을 갖게 됨을 확인하였다. 제시된 히스테리시스 전압 제어

의 빠른 응답 특성에 대한 밴드폭과의 비교 처리를 위하여 고

속처리의 장점을 갖고 있는 FPGA를 사용하였으며, 고속 처리를 

통해 제어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하였다. FPGA는 코딩 용량

을 결정하는 패브릭 수가 제한이 있으며, 히스테리시스 제어는 

구성이 간단하기 때문에 FPGA를 사용한 제어기의 패브릭 사용

량 또한 PWM으로 스위칭하는 PI제어보다 89%나 적게 사용하여 

프로그래밍 할 수 있었다. 따라서 제어기에 부담이 적고, 히스테

리시스 제어는 스위칭 주파수가 가변이지만 기준전압 변화가 작

은 구간에서도 동일한 성능을 낼 때의 PI제어에 비해 동등 이하

의 주파수로 운전하게 되어, 전체적으로 인버터 스위칭 손실도 

저감시킬 수 있어 인버터의 효율도 향상시킬 수 있는 장점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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