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BSTRACT

본 논문에서는 5 레그 인버터(Five leg Inverter)를 이용하여

2대의 유도전동기를 구동하는 시스템의 모델 예측 제어 기법을

제안한다. 기존 모델 예측 제어 기법인 FS MPC(Full Set MPC)

는 5 레그 인버터에서 가능한 32가지의 모든 스위칭 상태를

고려하기 때문에 제어 성능은 뛰어나지만 계산량이 많아지는

단점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FS MPC보다 제어 성능의 저하를

최소화하고 계산량은 현저히 감소시킨 모델 예측 제어 기법을

제안하며 시뮬레이션을 통해 제안하는 기법의 성능 및 타당성

검증을 검증한다.

1. 서 론

AC 전동기 드라이브 시스템은 산업 현장에서 널리 사용되

고 있으며, 인버터를 구성하는 전력반도체 소자의 수를 줄여

전체 시스템의 설계비용 절감 및 부피 감소가 가능한 다중 AC

전동기 드라이브 시스템에 대한 연구가 진행된 바 있다. 특히

5 레그 인버터는 듀얼 전동기를 독립적으로 제어할 수 있으며,

일반적인 3 레그 인버터 시스템 2대에 비해 전력반도체 소자

를 2개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따라서 5 레그

인버터를 위한 펄스 폭 변조(Pulse Width Modulation), 직접

토크 제어(Direct Torque Control), 히스테리시스 제어(Hysteresis

Control), 모델 예측 제어(Model Predictive Control) 등의 다양

한 제어 기법들이 연구되었으며, 그 중 모델 예측 제어 기법은

시스템의 수학적 모델링을 통해 다음 상태의 출력을 예측하며

최적의 제어 입력을 선택하여 응답특성이 빠르고 안정적인 장

점이 있다.

5 레그 인버터는 5개의 레그로 구성되며 일반적인 모델 예

측 제어 기법(Full Set MPC, FS MPC)은 총 32개의 가능한

스위칭 상태를 모두 고려하여 비용함수를 최소화하는 전압 벡

터를 선정하기 때문에 많은 계산량을 요구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제어 성능의 저하를 최

소화하고 계산량은 현저하게 감소시킨 5 레그 인버터를 위한

모델 예측 제어 기법을 제안한다.

본 논문은 5 레그 인버터를 위한 일반적인 모델 예측 제어

기법에 대해 소개하고 제안하는 기법에 대한 분석결과를 제시

한다. 시뮬레이션을 통해 기존 방식과 제안하는 방식의 성능을

비교하고 제안하는 방식의 타당성을 검증한다.

2. 5-레그 인버터를 위한 모델 예측 제어 기법

2.1 일반적인 모델 예측 제어 기법(FS-MPC)

그림 1은 5 레그 인버터의 토폴로지를 나타내며 총 5개의

레그, 즉 10개의 전력 반도체 소자로 구성된다. C 레그는 2대

의 유도 전동기에 공통적으로 연결되며 나머지 A, B, D 및 E

레그는 두 유도 전동기와 각각 연결된다.

그림 1  5-레그 인버터의 토폴로지

Fig. 1  Topology of Five-leg Inverter

그림 2는 5 레그 인버터를 위한 일반적인 모델 예측 제어 기

법의 제어 블록도를 나타낸다. 모델 예측 제어 기법을 이용한

전동기 드라이브 시스템은 PI 전류 제어기 대신 모델 예측 제

어기가 사용되며, 고정자 전류 예측을 위해 유도 전동기의 추정

된 회전자 자속을 이용한다. 예측된 고정자 전류로부터 비용함

수를 최소로 하는 전압 벡터를 선정하기 위해 총 32개의 스위

칭 상태가 비용함수에 적용되고 이를 통해 총 128번의 각 전동

기를 위한 d, q축 고정자 전류 예측 과정이 수행된다.

그림 2 일반적인 모델 예측 제어 기법의 제어 블록도  

Fig. 2  Block diagram of FS-MPC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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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제안하는 모델 예측 제어 기법

그림 3은 제안하는 모델 예측 기법의 제어 블록도를

나타낸다.

(a)

(b)

그림 3 제안하는 모델 예측 제어 기법의 제어 블록도  

Fig. 3  Block diagram of the proposed model predictive 

control method

제안하는 기법은 일반적인 2 레벨 3 레그 인버터의

FS MPC 방식을 바탕으로 3 레그 인버터에서 가능한 8

개의 전압 벡터를 고려하여 5 레그 인버터에 연결된 2대

의 유도 전동기 중, 먼저 1대의 유도 전동기를 위한 최

적의 스위칭 상태를 결정한다. 이 때, 결정된 스위칭 상

태는 다른 유도 전동기 c상의 스위칭 상태를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다른 유도 전동기를 위한 최적의 스위칭

상태는 앞서 결정된 c상의 스위칭 상태로부터 가능한 4

개의 전압 벡터만을 고려하여 결정된다. 이러한 과정은

한 제어 주기 동안 수행되며, 다음 제어 주기에는 먼저

스위칭 상태가 결정되는 유도 전동기를 변경해 준다. 위

의 제어 기법에 대한 제어 블록도는 그림 3 (a)와 3 (b)

로 나타낼수 있으며 제안하는 제어 기법은 k번째 제어

주기에서 그림 3 (a)를 수행하고, k+1번째 제어 주기에

서는 그림 3 (b)를 수행하며 이를 순차적으로 반복하여

제어한다. 제안하는 기법 적용 시, 한 제어 주기 내에서

12번의 비용함수 최적화 과정 및 총 24번의 각 전동기를

위한 d, q축 고정자 전류 예측 과정이 수행되므로 계산

량이 현저하게 감소된다.

3. 시뮬레이션 결과

시뮬레이션은 2.2kW급 유도전동기 2대를 이용하여 진행하

였으며, 전동기 파라미터는 표 1과 같다.

Sampling period 50[us] Rs 1.9625[Ω]

Rr 2.2103[H] Ls(Lr) 0.2482[H]

Lm 0.204[H] Pole 4

Rotor Inertia 0.02[kg·m3] Rated Torque 10[N·m]

Rated Speed 1750[rpm] Rated Current 6.6[Apk]

Rated Power 2.2[kW] DC link Voltage 538[V]

표    1  유도전동기의 파라미터 

Table 1  Parameters of Induction Motor

시뮬레이션 결과는 그림 4와 같으며, 그림 4 (a)는 일반적인

FS MPC 기법의 결과이며, 그림 4 (b)는 제안하는 방식의 결

과를 나타낸다. 이를 통해 제안하는 기법은 기존의 일반적인

FS MPC과 성능에는 큰 차이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

(a) 기존의 FS-MPC 기법 적용 시         (b) 제안하는 기법 적용 시

그림 4  시뮬레이션 결과

Fig. 4  Simulation Results

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구현이 쉽고 기존의 FS MPC와 유사한 제어

성능을 갖으나 계산량을 현저하게 감소시킬 수 있는 5 레그

인버터를 위한 새로운 모델 예측 제어 기법을 제안하였다. 제

안하는 알고리즘의 동작에 대한 분석을 통해 계산량이 감소하

였음을 증명하고, 시뮬레이션을 통해 제안하는 기법의 타당성

을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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