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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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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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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In this paper, for high speed railway propulsion systems, a single phase PWM Converter using discontinu-

o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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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

posed DPWM method was verified by simulation of 100 kW PWM conver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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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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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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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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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dc

---------Ts=

T
1

Ts T
2

–
Vdc Vref–

Vdc

----------------------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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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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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gion
SPWM DPWM

① ② ① ②

Adjacent Vectors
V1 0 -Vdc 0 -Vdc

V2 Vdc 0 Vdc 0

Dwelling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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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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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6. Proposed DPWM technique for single phase PWM conver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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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2. Simulation and circuit parameters

Simulation Parameters Circuit Parameters

Input voltage, V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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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 Hz IGBT Model

Switching frequeny, fsw
1080 Hz

(frequeny modulation index = 18)

Manufacturer Powerex

Part Number CM1000HA-24H

Sampling frequeny, fsmp 2160 Hz Characteristic
Vce,max=1200 V, Ic,max=1000 A,

Tj,max=150º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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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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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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