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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연속 변조 기법을 이용한 고속철도 추진제어장치용 단상 PWM 컨버터
Single Phase PWM Converter For High-Speed Railway Propulsion System Using
Discontinuous PWM
송민섭*
Min-Sup Song
Abstract In this paper, for high speed railway propulsion systems, a single phase PWM Converter using discontinuous PWM (DPWM) was investigated. The conventional PWM Converter uses a low frequency modulation index of less
than 10 to reduce switching losses due to high power characteristics, which results in low control frequency bandwidth
and requires an additional compensation method. To solve these problems, the DPWM method, which is commonly
used in three phase PWM Inverters, was adopted to a single phase PWM Converter. The proposed method was easily
implemented using offset voltage techniques. Method can improve the control performance by doubling the frequency
modulation index for the same switching loss, and can also bring the same dynamic characteristics among switches. Proposed DPWM method was verified by simulation of 100 kW PWM converter.

Keywords : High speed railway propulsion system, PWM Converter, DPWM
초 록 본 논문에서는 불연속 변조 기법을 이용한 고속철도 추진제어장치용 단상 PWM 컨버터에 대해 연구하였다. 기
존 PWM 컨버터는 대 전력 특성으로 인해 스위칭 손실을 줄이기 위해 주파수 변조지수를 10 이하로 낮게 사용함에
따라 제어의 대역폭이 감소하고, 안정적인 역률 제어를 위해 추가의 보상 기법을 필요로 하는 등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3상 PWM 인버터에서 사용하는 불연속 변조 기법을 단상 PWM 컨버터에 적용하였다. 제
안한 방식은 옵셋 전압 기법을 활용하여 간단히 구현될 수 있으며 동일 스위칭 손실 대비 주파수 변조 지수를 2배 증
가시켜 제어 특성을 향상시키고 스위치 간의 동특성도 동일하게 가져갈 수 있다. 100 kW급 PWM 컨버터에 대한 시
뮬레이션을 통해 제안한 불연속 변조 기법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주요어 : 고속철도 추진시스템, PWM 컨버터, 불연속 변조

1. 서

론

고속철도 추진제어장치는 철도 차량내 견인 시스템의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장치로써 컨버터와 인버터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단위 역률 제어 및 인버터 dc-link 전압제어를 위해 양방향 전력변환이 가능한 PWM 컨버터가 널리 사용되고 있다[1,2]. 고
속철도 추진제어 장치의 대 전력 특성으로 스위치 소자로써 고전압, 대전류용 IGBT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스위칭 동특
성이 크게 떨어져서 스위칭 손실이 증가되고 제한된 열 용량 설계의 문제로 인해 스위칭 손실을 줄이기 위해 대부분 540 ~ 600
Hz 정도의 낮은 스위칭 주파수를 사용하고 있다[1,3]. 하지만 이러한 낮은 스위칭 주파수를 사용함에 따라 제어의 주파수 대역
이 크게 감소하여 부하 및 전원 변동에 신속한 대응이 어렵고 단위 역률 제어를 위해 추가의 보상 기법을 필요로 하는 등 문제
점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3상 PWM 인버터에서 스위칭 손실을 줄이기 위해 흔히 사용하는 불연속 변조
기법 (Discontinuous PWM, DPWM)을 단상 PWM 컨버터에 응용하여 그 가능성을 검토해보고자 한다.
고전적인 carrier based Sinusoidal PWM (SPWM)은 3개의 지령 전압을 삼각 반송파와 비교하여 각 상의 스위칭 순간을 결
정하는 방법을 사용한다[4]. 한편, Y 결선된 부하가 3상 PWM 인버터에 연결되었을 때, 적절한 옵셋 전압을 추가함으로써 다
양한 연속/불연속 변조기법을 구현할 수 있음이 널리 연구되었다[5-10]. 적절한 옵셋 전압을 선택하면 스위칭 손실 저감, 파형
품질 향상, 선형 영역 증가 등의 장점을 얻을 수 있고, 특히 스위칭 손실을 저감하기 위해서 불연속 옵셋 전압을 선택하여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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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압을 dc-link 전압에 클램핑하면 상전압 주기의 1/3 (120°) 동안 스위칭을 억제할 수 있다[5]. 일반적으로 3상 인버터에서 사
용하는 DPWM은 스위칭 손실을 평균적으로 약 33 % 정도 줄일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10].
이와 같이 3상 시스템에 대해서는 다양한 변조 기법이 존재하는 반면, 단상 시스템의 경우 비교적 변조 기법이 다양하지 못
하여 기존의 SPWM을 널리 사용하고 있고, 최근에서야 3상 PWM 인버터의 DPWM을 응용하여 단상 PWM 컨버터에 적용한
사례가 Yang에 의해 보고되었다[11]. Yang이 연구한 단상 DPWM 변조 기법은 3상 DPWM와 유사하게 상전압 주기의 120° 동
안 스위칭을 억제하는 방법으로 SPWM 대비 스위칭 손실을 약 40% 감소시켰다. 하지만 이 방법은 스위칭 억제 구간을 한 주
기 동안 두 번으로 나누어 불연속 옵셋 전압을 적용하는 방법이 다소 복잡하며, 그 절차가 명확히 설명되지 않았다.
본 논문에서는 3상 PWM 인버터에서 사용하는 DPWM을 단상 PWM 컨버터에 응용하여 구현이 간단하고 스위칭 손실도 기
존 SPWM 대비 50% 줄일 수 있는 효과적인 DPWM을 제안하다. 제안한 방식을 이용하면 기존 SPWM 대비 스위칭 손실을
그대로 유지한 채 주파수 변조 지수를 2배 올릴 수 있게 되었고, 그에 따라 제어의 주파수 대역이 크게 증가하여 안정적인 제
어가 가능하게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제안하는 DPWM의 기본 아이디어 및 구현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PSIM 시뮬레이션을
통해 100kW급 고속철도 추진제어장치 PWM 컨버터에 DPWM을 적용함으로써 그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또한, 기존 SPWM 대
비 제어 성능을 비교 분석하여 제안한 DPWM의 우수성을 검증하였다.

2. 본

론

2.1 기존 고속철도 추진제어장치용 PWM 컨버터
2.1.1 회로 구성 및 제어 방법
고속철도 추진제어시스템은 25kV 전차선 전원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아서 견인 전동기를 구동/제어하기 위한 전력변환 시스
템으로 크게 단위 역률 제어 및 dc-link 정전압 제어를 위한 양방향 PWM 컨버터, 견인 전동기를 구동하기 위한 PWM 인버터
로 구성되어 있다 (Fig. 1). 그 중 컨버터는 역행 및 회생 시 양방향 전력변환이 가능한 Full bridge 방식의 PWM 컨버터를 사
용하며 컨버터 입력 리플 전류를 저감시키고 높은 출력을 분담시키기 위해 interlacing된 두 개의 PWM 컨버터로 구성된다.
PWM 컨버터 역률 제어를 위한 기본 원리는 다음과 같다. 역행 시에는 입력 전압에 동상인 입력 전류를 생성하기 위해서 컨버
터 입력 전압 VC (두 leg 전압 Vux, Vvy의 차이)가 전원 전압 VS보다 지상이 되도록 제어하고, 회생 시에는 역상 전류를 위해
반대로 VC가 VS보다 진상이 되도록 제어한다[12].
‘Fig. 2’는 일반적인 PWM 컨버터의 제어 블록도로 위상동기루프 (Phase-Locked Loop, PLL), dc-link 정전압 제어, 컨버터 입
력 전류 제어를 통한 PWM 스위치 패턴 생성을 포함한다. 전류제어기가 순시제어 방식을 이용하기 때문에 제어 주파수 대역폭
이 낮은 시스템에서는 정상상태 오차가 발생하게 된다.

2.1.2 기존 PWM 컨버터 스위칭 특성 분석
단상 PWM 컨버터에서는 컨버터 입력 지령 전압 Vref(VUX*=VC*/2, VVY*=–VC*/2)의 최대 전압과 최소 전압의 크기가 항상
같으므로 기존 SPWM으로 구현한 스위칭 패턴은 ‘Fig. 3’처럼 3상 PWM 인버터 시스템에서의 공간벡터 변조 방식 (Space
Vector PWM, SVPWM)과 유사하게 유효전압이 스위칭 주기의 가운데 위치하게 된다. 스위칭 패턴에서 “1”은 한 leg에서 위 스
위치가 켜지고 아래 스위치가 꺼진 것을 의미하고, “0”은 그 반대를 의미한다. 기존 SPWM 방식에서는 주어진 컨버터 입력 지
령 전압 Vref에 대해서 스위칭 한 주기 동안 4번의 스위칭 상태 변화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1.3 위상 지연 및 제어 속응성 문제점
수백kW 이상의 대용량 전력시스템 특성으로 스위칭 손실이 과다하고 방열 설계의 현실적인 제약으로 인해 스위칭 주파수를
기본파 주파수 (60Hz)의 약 9~10배 (540~600 Hz)로 제한하여 사용하고 있다. 한편, 전류제어기로 비례적분제어 PI를 사용할 때
여러 방식의 제어기 설계 기법이 존재한다[13-16]. 그 중 시스템의 극점과 제어기의 영점이 같게 조절하여 시스템의 파라미터
로 표현되는 pole을 제거하는 pole-zero cancellation 방법을 사용하면 전류 제어계 개루프 전달함수가 ‘식 (1)’과 같이 표현되며
시스템의 특성에 상관없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제어할 수 있다[14]. 하지만 시스템 폐루프 전달함수가 1차 저역통과 필터의 형
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ωc가 작을 경우 그 만큼 지연 요소가 발생하여 고속철도 추진제어장치용 PWM 컨버터의 경우와 같이 스
위칭 주파수가 낮은 시스템에서는 제어계의 지연이 필연적으로 발생한다. 따라서, 단위 역률 제어를 위해 추가의 위상 보상 기
법이 필요한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스위칭 주기 당 스위칭 상태 변화를 최소화하여 스위칭 주파수(주파수 변조 지수)를 증가
시키면 전체적인 제어 성능이 향상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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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a) Circuit diagram and (b) control strategy of conventional PWM Converter for high speed railway propulsion system.

Fig. 2. Control diagram including PLL, dc-link voltage control, converter input current control, and PWM generation.

Fig. 3. Switching patterns of SPW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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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제안하는 단상 PWM 컨버터용 불연속 변조 기법
2.2.1 제안하는 단상 PWM 컨버터용 불연속 변조 기법 (시간 직접 계산 법)
‘Fig. 4’는 컨버터 입력 전압 지령 Vref가 주어졌을 때 기존 SPWM과 제안하는 DPWM 기법의 스위칭 패턴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SPWM에서는 스위칭 한 주기 동안 4번의 스위칭 상태 변화가 발생하는데 이는 영벡터로 (0,0)와
(1,1)를 모두 사용한 결과이다. 제안하는 DPWM에서는 영벡터를 둘 중 하나만 사용함으로써 스위칭 상태변화를 절반으로 감소
시킬 수 있다. 즉, 영벡터로 (1,1)만 사용할 경우에는 전원 전압 반주기 동안 번갈아가면서 U 스위치와 V 스위치가 각각 Vdc/2
로 클램핑 되고 영벡터로 (0,0)만 사용할 경우에는 X 스위치와 Y 스위치가 –Vdc/2로 클램핑 되어 스위칭을 억제한다. Vref가 위
치한 영역에 따른 인접 벡터 및 인접 벡터의 인가 시간은 잘 알려진 SVPWM에서의 인접 벡터 인가 시간 계산 방법대로 계산
할 수 있다[17]. 예로 영역 ①에 위치한 경우는 다음 ‘식 (2)’와 같이 계산할 수 있다. 지령벡터의 위치에 따른 스위칭 인가 시
간을 ‘Table 1’에 정리하였다.

Fig. 4. Switching pattern comparison between SPWM and DPWM for single phase PWM Converter.

Vref Ts = V1 T1 + V2 T2
V1 = 0, V2 = Vdc
Vref Ts = Vdc T2
Vref
T2 = --------- Ts ,
Vdc
Vdc – Vref
T1 = Ts – T2 = ---------------------- Ts
Vdc

(2)

Table 1. Adjacent vectors and dwelling times for SPWM and DPWM
SPWM

Region

Adjacent Vectors

Dwelling Time

V1

DPWM

①

②

①

②

0

-Vdc

0

-Vdc

V2

Vdc

0

Vdc

0

T1

(Vdc-Vref)/Vdc*Ts

-Vref/Vdc*Ts

(Vdc-Vref)/Vdc*Ts

-Vref/Vdc*Ts

T2

Vref/Vdc*Ts

(Vdc+Vref)/Vdc*Ts

Vref/Vdc*Ts

(Vdc+Vref)/Vdc*Ts

PWM duration time for Q_U1

T1/2+T2

T2/2

Ts

T2

PWM duration time for Q_V1

T1/2

T1+T2/2

T1

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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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제안하는 단상 PWM 컨버터용 불연속 변조 기법 (옵셋 전압 기법)
시간 직접 계산 방법은 각 영역을 구분해야 하고 영역마다 시간을 직접 계산해주어야 되는 불편함이 따르므로, 본 절에서는
옵셋 전압 인가 기법을 사용하여 간편하게 구현하는 방안에 대해서 살펴본다.
단상 PWM 컨버터에 DPWM를 적용하기 전에 우선, 3상 인버터에서 자주 사용되는 DPWM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
겠다. DPWM은 스위칭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상전압 기본파 한 주기 안에서 120° 동안 Vdc/2 혹은 –Vdc/2로 클램핑하여 스위
칭을 억제하여 스위칭 손실을 저감하는 방법으로, 부하의 종류에 따라 여러 가지 변조 방법이 존재한다[5,6,10]. PWM 컨버터
와 같이 전압과 전류가 동상이 되는 단위 역률 시스템에서는 전류의 최대 값 부근에서 스위칭을 억제하기 위해 ‘Fig. 5(a)’처럼
상전압 최대(최소) 값 60° 동안 Vdc/2(-Vdc/2)로 클램핑한다. 이를 구현하기 위한 방법은 널리 알려져 있다[5,6,10]. 3개의 상전
압 중에서 가장 큰 값 (Vmax)과 가장 작은 값 (Vmin)을 얻은 후에 그 크기를 비교하여 ‘Vmax >= -Vmin’ 조건을 만족하면 offset
전압 ‘Voffset=Vdc/2–Vmax’로 두고, ‘Vmax<-Vmin’이면 ‘Voffset=–Vdc/2–Vmin’으로 설정하여 3개의 극전압에 Voffset을 각각 더하여 삼
각 반송파와 비교하여 PWM gate를 출력해준다. ‘Fig. 5(b), (c), (d)’도 비슷한 방법으로 쉽게 구현할 수 있다. 한편, ‘Fig. 5(e),
(f)’는 상전압 전 구간동안 Voffset를 각각 ‘Vdc/2-Vmax’, ‘-Vdc/2-Vmin’으로 고정하여 구현할 수 있다. 이와 같이 Voffset을 조절하여
다양한 DPWM 유형들을 쉽게 생성할 수 있는데 본 논문에서는 ‘Fig. 5(e), (f)’를 단상 PWM 컨버터에 적용하여 그 타당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Fig. 6’은 제안한 단상 PWM 컨버터용 DPWM 기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컨버터 입력 지령 전압 Vref가 VC*로 주어졌을
때 스위치 U, X가 포함된 leg에는 지령 전압 ‘VUX*=Vc*/2’, 스위치 V, Y가 포함된 leg에는 지령 전압 ‘VVY*=–VC*/2’로 놓고,
두 지령 전압으로부터 최대 전압 ‘Vmax=max(VUX*, VVY*)’ 과 최소 전압 ‘Vmin=min(VUX*, VVY*)’을 얻는다. VUX*와 VVY*가 대
칭이기 때문에 VC* 반 주기 마다 min, max값이 서로 바뀐다. Voffset을 Vmax와 Vmin 둘 중 하나만 사용할 경우 스위치간의 특성
편차가 발생한다[11]. 따라서, VC* 한 주기 동안에는 ‘Voffset = Vdc/2-Vmax’, 그 다음 주기 동안에는 ‘Voffset = -Vdc/2-Vmin’으로
설정하면 VC* 한 주기 내에서 반 주기 동안 VUX*와 VVY*가 각각 Vdc/2로 클램핑되고 다음 VC* 한 주기 내에서 반 주기 동안
각각 –Vdc/2로 클램핑되어 스위칭을 억제할 수 있다.

Fig. 5. Various DPWM types adopted for 3 phase PWM Inverter :
(a) +60° DPWM, (b) 60°(+30°) DPWM, (c) 60°(-30°) DPWM, (d) 30° DPWM, (e) +120° DPWM, and (f) -120° DPWM
(Vas=phase voltage, Van=pole voltage, Voffset=offset voltage, Vdc=dc-link voltage, Gate_U=gate sig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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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Proposed DPWM technique for single phase PWM converter.

Fig. 7. Overall control algorithm of single phase PWM converter using proposed DPWM technique.

옵셋 전압 기법으로 유도된 leg 지령 전압 VUX와 VVY는 앞서 시간 직접 계산법으로 유도된 스위칭 패턴과 동일한 결과를 나
타낸다. 제안한 DPWM은 동일 스위칭 주파수일 때 기존 SPWM 대비 스위칭이 절반으로 감소하므로 스위칭 손실의 증가 없이
기존 대비 스위칭 주파수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다. 따라서 앞서 언급한바와 같이 스위칭 주파수가 낮은 고속철도 추진제어장
치용 PWM 컨버터의 문제점인 제어계의 지연 및 속응성 문제를 개선할 수 있다.
‘Fig. 7’은 제안된 DPWM 기법이 적용된 전체 PWM 컨버터의 제어 블록도를 나타낸다. 전원 전압의 위상 추종을 위한 PLL,
dc-link 정전압 제어기, 동기 좌표계 PI를 이용한 전류제어기 [18,19], 제안한 DPWM, Dead time 보상을 포함한 PWM 신호 생
성기 등이 포함되어 있다. 제안한 DPWM은 기존 제어시스템에 단순 추가된 방식이므로 해당 기능을 off (Voffset = 0)하면 기
존 SPWM 방식이 구현된다.

2.3 Simulation 검증
2.3.1 동작 검증
제안한 DPWM의 동작을 검증하기 위해서 PSIM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시뮬레이션 회로는 ‘Fig. 8’과 같으며 두 개의
PWM 컨버터가 서로 Interlacing 되도록 설계되었다. 제안한 DPWM을 포함한 제어기는 C 언어 기반 Dynamic-Link Library
(DLL)로 구현하였다[20]. 또한, SPWM과의 제어 성능을 비교하기 위해서 PSIM software package에서 제공하는 실제 datasheet
기반의 IGBT Thermal Module [21]을 사용하였다. IGBT의 주요 특성은 최대 허용 전압 Vce,max=1200V, 최대 허용 전류
Ic,max=1000A, 최대 허용 Junction 온도 Tj,max=150°C이다. 주요 시뮬레이션 파라미터는 ‘Table. 2’과 같다.
‘Fig. 9’은 시뮬레이션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Fig. 9(a)’는 전원 전압 VS과 입력 전류 IS 파형으로 역률은 0.999로 확인되었
다. ‘Fig. 9(b)’는 지령전압 VC1*과 옵셋 전압 Voffset1을 나타내고 있다. Voffset1이 VC1* 매 주기마다 Vdc/2-Vmax, -Vdc/2-Vmin으로
교번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 9(c)’는 옵셋 전압이 더해진 지령전압 VUX1*, VVY1*과 삼각 반송파 Carrier1을 나타낸다.
‘Fig. 9(d)’는 지령전압 VUX1*, VVY1*과 삼각 반송파 Carrier1의 비교 결과로 나타난 leg 전압 VUX1, VVY1으로써 두 leg 전압이
교대로 Vdc/2 혹은 –Vdc/2로 클램핑되어 스위칭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 9(e)’는 컨버터 입력 전압 VC1을 나타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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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Simulation circuit of single phase PWM converter.

Fig. 9. Simulation results of single phase PWM converter adopting proposed DPWM :
(a) Vs, Is, (b) VC1*/2, -VC1*/2, Voffset1, (c) Carrier1, VUX1*, VVY1*, (d) VUX1, VVY1, (e) VC1, (f) IU1, IX1, (g) IV1, IY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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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Simulation and circuit parameters
Simulation Parameters
Input voltage, Vs

Circuit Parameters

380 Vac(rms)

Input Inductance, L

2 mH

Output voltage, Vdc

670 Vdc

Input Inductor’ resistance, RL

40 mΩ

Output power, Po

100 kW

Dc-link capacitance, Cdc

10 mF

Source frequency, fs
Switching frequeny, fsw
Sampling frequeny, fsmp

60 Hz

IGBT Model

Manufacturer
1080 Hz
(frequeny modulation index = 18) Part Number
2160 Hz

Characteristic

Powerex
CM1000HA-24H
Vce,max=1200 V, Ic,max=1000 A,
Tj,max=150ºC

며, SPWM (9 pulses)과 동일하게 반 주기 동안 9번의 스위칭 pulse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 9(f), (g)’는 각 스
위치에 흐르는 전류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에서 표현한 non switching zone에서는 스위치가 완전히 소거되거나 혹은 완전
히 도통되어 스위칭이 억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제안한 DPWM은 Voffset을 교번하여 모든 스위치의 도통 특성, 스위칭 특
성에 편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어하고 있다. 따라서, 스위치들의 전류 파형을 살펴보면 전원 전압 2 주기 동안에 평균적으로
동일한 특성을 나타냄을 확인할 수 있다. 주파수 변조 지수를 18로 기존 대비 2배 증가시켰으나, 스위칭은 기존과 동일한 횟수
로 발생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제안한 DPWM 알고리즘의 타당성이 검증되었다.

2.3.2 성능 비교
‘Fig. 10’은 제안한 DPWM의 리플 전류 및 스위치 손실 지수를 확인하기 위해 기존 SPWM (9 pulses)와 SPWM (18 pulses)
와 비교한 결과이다. 첫 번째 파형은 입력 전압, 입력 전류를 나타내고, 두 번째 파형은 삼각 반송파와 지령전압, 세 번째 파형
은 스위치 U1의 전류, 네 번째 파형은 스위치 U1, X1의 channel 및 body diode의 도통 손실, 다섯 번째 파형은 스위치 U1, X1
의 channel 및 body diode의 스위칭 손실을 나타낸다. 역률은 세 가지 변조 기법에서 모두 0.99 이상이 나왔으며 리플 전류는
DPWM (18 pulses)은 34A, SPWM (9 pulses)는 37A로 동등 수준을 나타냈고, SPWM (18 pulses)는 17A로 나머지 두 변조 기
법보다 절반 정도로 나타났다. 제안한 DPWM은 SPWM (9 pulses) 대비 스위칭 주파수는 2배 증가하였지만 스위칭 단위 주기
당 유효 주파수는 한 leg의 클램핑으로 인해 절반이 되어 결과적으로 동등한 수준의 리플 전류 양상을 나타낸다. 스위치 U1의
전류 양상을 살펴보면 SPWM 기법은 매 시간 연속 스위칭 동작이 이루어지며 DPWM은 전원 전압 매 주기 당 절반만 스위칭
하게 된다 (‘Fig. 10(a)’ 세 번째 파형에서 ②, ③ 구간 스위칭 억제). 도통 손실 (Pcond)을 비교한 결과 모든 변조 기법에서 차
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동일한 입출력 조건에서 변조 기법을 달리하더라도 입력 전류의 양상에는 차이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한편, 스위치 channel 보다 body diode의 도통 손실이 크게 나타난 이유는 입력 전류가 양일 경우 (①, ③ 구간
: body diode 도통 구간)와 음일 경우 (②, ④ 구간: channel 도통 구간)의 전류 흐름을 살펴보면 body diode 쪽으로 더 큰 rms

Fig. 10. Input ripple current and switch losses of (a) DPWM (18pulses), (b) SPWM (9pulses), and (c) SPWM (18pulses) .
(From Top, Vs, Is ; Carrier, Vux1*, Vvy1*; IU1 ; Pcond_U1, Pcond_X1, Pcond_UD1, Pcond_UD1, Pcond_XD1 ; Psw_U1, Psw_X1,
Psw_UD1, Psw_X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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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Load regulation performance of (a) proposed DPWM (18pulses) and (b) SPWM (9pulses).
(From Top, Vs, Is ; Vux1*, Vvy1* ; Vdc)

전류가 흐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스위칭 손실 (Psw)을 비교한 결과를 살펴보면 DPWM (18 pulses)는 기존 SPWM (9
pulses)와 동등하고 SPWM (18 pulses)의 절반 수준으로 나타났다. PSIM에서 제공하는 IGBT Thermal Module을 사용하면 스
위칭 손실 및 도통 손실을 계산하는 식을 이용하여 datasheet에 입력된 스위치 특성을 바탕으로 스위치 손실을 simulation할 수
있다[21]. 따라서, 실험을 통한 절대치와는 오차가 발생하지만 상대적인 성능 비교에는 충분하다. 이로써 제안한 DPWM은 기
존 SPWM (9 pulse) 대비 전류 리플과 도통 손실은 동등 수준, 스위칭 손실은 SPWM (18 pulse)의 절반 수준으로 분석되었다.
‘Fig. 11’은 제어 성능 중 부하 변동에 따른 동특성을 비교하기 위한 것이다. 최초 50 kW (Half 부하)에서 100 kW (Full 부하),
다시 50 kW (Half 부하)로 변동 시 dc-link 전압의 동특성을 분석하였다. DPWM의 유효 스위칭 주파수가 SPWM 대비 2 배
증가하였으므로 제어 대역폭을 각각 500 Hz, 300 Hz로 놓고 비교한 결과 DPWM이 SPWM 대비 전압 안정화 시간은 평균
58% 수준, 전압 overshoot/undershoot는 평균 80% 수준으로 감소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3. 결

론

본 논문에서는 고속철도 추진제어장치용 단상 PWM 컨버터의 스위칭 손실 저감을 위해 새로운 불연속 변조 기법을 제안하
였다. 기존 PWM 컨버터는 대전력 특성으로 스위칭 주파수를 전원주파수의 9 ~ 10 배정도로 낮게 사용함에 따라 제어계의 지
연 및 속응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3상 PWM 인버터에서 많이 사용하는 불연속 변
조 기법을 단상 PWM 컨버터에 적용하였다. 제안한 변조 기법을 통해서 스위칭 한 주기 동안 스위칭 상태 변화를 절반으로 감
소시켜 동일 스위칭 손실 대비 유효 주파수를 2배로 높일 수 있었고, 이를 통해 제어의 대역폭이 증가하여 제어의 성능이 크게
향상되었다. 또한, 전원 전압 주기마다 옵셋 전압을 달리 적용하여 전체적인 스위치의 특성이 편차가 나지 않도록 설계하였다.
시뮬레이션 결과를 통해 제안한 불연속 변조 기법의 동작을 확인하였고, 기존 SPWM과의 비교를 통해서 제안한 DPWM의 우
수한 성능을 검증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불연속 변조 기법은 스위칭 주파수가 낮은 대전력 시스템에 널리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후

기

본 연구는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주요사업의 연구비 지원으로 수행되었습니다.

References
[1] K. Jia (2012) High frequency model of electrified railway propulsion system for EMC analysis, PhD Thesis, KTH School of Electrical
Enginerring.
[2] H.C. Kim, J.H. Choi (2007) A study of control algorithm for propulsion systems, Journal of Korean Society Railway, 10(1), pp. 51-56.
[3] B.G Park, D.S. Hyun (2010) An improved feed-forward controller for the parallel operation of a single-phase PWM converter in highspeed trains, Transactions of Korean Institution of Power Electronics, 15(2), pp.226-234.
[4] A. Schönung, H. Stemmler (1964) Static frequency changers with subharmonic control in conjuction with reversible variable speed AC

불연속 변조 기법을 이용한 고속철도 추진제어장치용 단상 PWM 컨버터
한국철도학회논문집 제 20 권 제 4 호 (2017 년 8 월) 457

drives, Brown Boveri Review, pp.555-577.
[5] O. Ojo (2004) The generalized discontinuous PWM scheme for three-phase voltage source inverter, IEEE Transactions on Industrial
Electronics, 51(6), pp.1280-1289.
[6] D.W. Chung, J.S. Kim, S.K. Sul (1998) Unified voltage modulation technique for real-time three-phase power conversion, IEEE Transactions on Industry Applications, 34(2), pp.374-380.
[7] J. Holtz (1994) Pulsewidth modulation for electric power conversion, Proceeding of IEEE, 82(8), pp.1194-1214.
[8] M. Depenbrock (1975) Pulsewidth control of a 3-phase inverter with non-sinosoidal phase voltages, IEEE International Semiconductor Power Conversion Conference, Orlando, FL, pp.399-403.
[9] V. Blasko (1997) Analysis of a hybrid PWM based on modified space-vector and triangle-comparison methods, IEEE Transactions on
Industry Applications, 33(3), pp.756-764.
[10] A. Hava, R. J. Kerkman, T. A. Lipo (1998) A high performance generalized discontinuous PWM algorthim, IEEE Transactions on
Industry Applications, 34(5), pp.1059-1071.
[11] X.J. Yang, H. Qu, H.J. Tang, C. Yao, et al. (2014) Research on discontinuous pulse width modulation algorithm for single-phase voltage source rectifier, Journal of International Conference on Electrical Machines and Systems, 3(4), pp.433-445.
[12] N. Mohan, T. M. Undeland, W. P. Robbins (2003) Power electronics-converters, Applicaitons and Design, Wiley, NY, pp.243-244.
[13] D. M. Sajnekar, S. B. Deshpande, R. M. Mohril (2013) Comparison of pole placement & pole zero cancellation method for tuning PID
controller of a digital excitation control system, International Journal of Scientific and Research Publication, 3(4), pp.1-7.
[14] S.H. Kim (2007) Motor control, Bogdoo publisher, pp.80-87.
[15] S. K. Sul (2011) Control of electric machine drive system, Piscataway, NJ:IEEE Press, pp.161-170.
[16] J. S. Kim (2014) Development of the zero-phase-error speed controller for high performance PMSM drives, The Transactions of the
Korean Institute of Power Electronics, 19 (2), pp.184-193.
[17] D.M. Lee, C.H. Hong (2009) Modeling of SVPWM and control method for driving systems of high-speed trains by using multi-level
power converters,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Illuminating and Electrical Installation Engineering, 23(12), pp.136-145.
[18] R. Teodorescu, F. Blaabjerg, M. Liserre, P. C. Loh (2006) Proportional-resonant controllers and filters for grid-connected voltagesource converters, IEE Proceeding Electric Power Applications, 153(5), pp.750-762.
[19] J.M. Lee, S.J. Jang, S.H. Song, C.Y. Won, K.B. Ahn, J.G. Lee (2004) A Study on DC Power Regeneration for Railway using Parallel
PWM Converter, Power Electronics Annual Conference, Danyang, Korea, pp.524-527.
[20] https://powersimtech.com/support/resources/tutorials/thermal-module-igbt-loss-calculation/ (Accessed 22 August 2017)
[21] https://powersimtech.com/support/resources/video-library/use-psim-dll-block/ (Accessed 22 August 2017)
(Received 22 May 2017; Revised 12 June 2017; Accepted 5 July 2017)

Min-Sup Song : mssong@ krri.re.kr
Technical Standard Team, Korea Railroad Research Institute, 176 Cheoldobangmulgwan-ro, Uiwang-si, 16105, Kore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