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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효율 스위칭을 위한 개선된 히스테리시스 전류제어기

Improved Hysteresis Current Control Regulator for High-efficiency Switc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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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Hysteresis current regulator has been used widely because of its simple principle and structure. However, 

when the current band width is too narrow or the applied voltage is relatively too high, the switching frequency may 

increase abruptly and it generates a large amount of heat. Thus, this study will suggest a better and simple method to 

reduce the switching frequency. For single phase current control, the proposed hysteresis current control is executed by 

adding 0 mode state and comparing the slope of the current reference. This simple method decreases the generated 

switching frequency and significantly reduces the generated heat. This proposed method was proved with simulations and 

experiments comparing with the classical hysteresis current control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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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히스테리시스 류 제어방식은 원리와 구조가 간단하여 

리 사용되었다. 그러나 단 으로 류 오차 허용 밴드폭

이 무 작거나, 원 압이 상 으로 큰 경우 등에 스

칭 주 수가 격히 증가하는 단 이 있다. 이러한 히스테

리시스 류 제어방식의 단 을 보완하려는 많은 노력들이 

있었으며, 개선된 알고리즘을 제시하 지만[1-4], 시스템이 

복잡해지고 구 이 용이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이들 연

구에서 기 류의 기울기를 이용하는 경우는 비교  알고

리즘이 단순하고 구 이 용이한 장 을 갖고 있다[5]. 즉, 

류의 기울기가 증가 는 감소함에 따라 다른 히스테리시스 

오퍼 이터를 사용하여, 류 증가시 허용 밴드폭을 넘어서

면 반  방향의 압을 인가하지 않고, 원을 차단시켜 환

류가 흐를 수 있도록 하고, 류 감소시는 그 반 로 수행함

으로써, 스 칭  주 수를 크게 감소시킬 수 있는 알고리즘

이 제시되었다[5].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고효율 스 칭을 한 개선된 히스

테리시스 알고리즘에 하여 하드웨어를 고려한 시뮬 이션

을 통하여 기존의 히스테리시스 류 제어방식과 비교하여 

스 칭 효율의 가능성을 확인한다. 즉, 두 히스테리시스 

류제어 방식을 DSP TMS320F28335를 활용하여 하드웨어로 

구성하여 실험 한다. 기존의 히스테리시스 류제어와 개선

된 히스테리시스 류제어를 같은 조건에서 실험하여 한 주

기에 하여 밴드폭 안에서 스 칭 횟수를 비교한다. 횟수

의 차이가 즉 스 칭 효율과 비례하기 때문에 다양한 조건

에서 두 히스테리시스 즉 기존의 히스테리시스 류제어 방

식과 개선된 히스테리시스 류제어 방식의 스 칭 횟수차

를 비교하여 개선된 히스테리시스 류제어의 스 칭 효율

을 비교  확인한다.

2. 류제어 시뮬 이션

Psim은 하드웨어, 특히 DSP  TI사의 TMS320 F28335

의 기능을 고려한 시뮬 이션이 가능하여, 력 자회로, 

동기 구동  다이나믹 제어기의 해석에 최 화된 시뮬 이

션 로그램이다. 본 연구에서는 PSim 시뮬 이션을 통하여 

기존의 히스테리시스 류제어 방식과 개선된 히스테리시스 

류제어 방식의 결과를 측  분석 한다. 이를 바탕으로, 

실제 하드웨어로 구성된 류제어 회로의 실험 결과를 측

할 수 있다.

2.1 기존의 히스테리시스 류제어

기존의 히스테리시스 류제어 방식은 기  류 형을 

기 으로 허용 밴드 폭을 주고 R-L 부하에 흐르는 류 값

을 측정하여 기  류 형의 값과 측정값을 비교하여 오차 

값을 측정한다. 이때 오차 값이 밴드 값과 같거나 크면 스

치를 스 칭하여 실제 류가 밴드 폭 안에 들오도록 유

도한다. 즉, 실제 류가 기  류 형에 설정한 밴드를 넘

지 않고 기 류 형을 따라가는 방식이 기존의 히스테리

시스 류 제어 방식이다. 아래 그림 1은 이 방식으로 제어

될 때 1 [A] 정  류의 시뮬 이션 형이다. 

그림 1에서 알 수 있듯이, 류는 밴드폭 내에서 증가, 감

소를 반복하면서, 정 를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실제 류가 상  밴드를 넘어서려고 할 때는 음의 압을 

인가하여 류를 감소시키고, 이 류가 하  밴드 이하로 

내려가려고 할 때는 다시 양의 압을 인가하여 증가하게 

함으로써, 밴드폭 내에서 류가 제어되도록 한다. 그림 2는 

이와 같은 류제어가 되는 회로를 구 한 모습이며, 단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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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버터에 R-L 부하가 걸려 있고, 1-4번과 2-3번 게이트에 

스 칭 신호를 번갈아 인가하여, 그림 1과 같은 결과를 얻게 

된다.

그림 1 기존의 히스테리시스 류제어 

Fig. 1 Classical hysteresis current control. 

그림 2 기존의 히스테리시스 류제어 회로

Fig. 2 Classic hysteresis current control circuit  

   (a) 증가                        (b) 환류 

   (a) Increasing                  (b) Free wheeling

   (c) 감소                       (d) 환류

   (c) Decreasing                 (d) Free wheeling

그림 3 기존 류제어 4가지 상태 

Fig. 3 4 kinds of classical current control states

그림 2에서 알 수 있듯이, 부하에 흐르는 류를 피드백 

받아, 기 류와 비교하고, 이 오차가 허용 밴드폭 이내에 

들어오도록 제어하는 것이다. 그림에서는 이 알고리즘이 블

록으로 표 되어 있다. 그림 3은 이 알고리즘이 인버터에서 

어떻게 구 되는지를 설명한 것이다. 즉, 그림 3(a)는 1-4번 

스 치를 켜서 류가 증가할 때 동작 회로이며, 류가 +

(왼쪽에서 오른쪽)로 흐른다. 이제 류가 증가하여 그림 1

에서처럼 상  밴드에 닿으면, 1-4번 스 치는 꺼지고 2-3

번 스 치를 켜는 신호를 보낸다. 그러나, 아직 류가 –가 

될 때 까지는 류는 그림 3(b)처럼 환류하게 된다. 이 때 

류의 방향과 원 압의 방향이 반 이기 때문에 류는 

격히 감소한다. 순방향 류가 0이 되고 나면 스 치 2-3

번이 동작하여 그림 3(c)와 같이 – 류가 흐르게 되고, 

류가 하  밴드를 만다면 다시 1-4번 스 치를 켜게 된다. 

그림 3(b)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류가 0이 될 때까지 그림 

3(d)처럼 환류하다가 류가 0가 되면 그림 3(a)처럼 흐르게 

되고 이러한 과정을 반복하게 된다. 이로부터 그림 1이 얻

어진다.

2.2 개선된 히스테리시스 류제어

그림 4는 목표로 하는 개선된 히스테리시스 류제어 

형의 모습이다[5]. 이것은, 기  류가 증가시 실제 류도 

증가하지만, 상  밴드를 만났을 때 – 압이 걸리는 기존 

방법과는 달리 환류 모드(0 모드)로 들어가게 하여 류의 

감소를 지연시킨다. 여기서 환류는 그림 3에서와는 달리 

원 쪽으로 환류하는 것이 아니라, 부하 내부에서 환류하게 

하여 류가 격히 감소하지 않고 부하에서 에 지를 소비

하는 로 서서히 감소하게 된다.

그림 4 개선된 류 형

Fig. 4 Improved current waveform

그림 5(a)는 그림 3(a)와 마찬가지로 1-4번 스 치가 켜

지고 류가 증가하는 상태이다. 이 때는 기  류가 증가

하는 상태이다. 이제 실제 류가 상  밴드를 만나면, 스

치 1번을 끈다. 이 경우 류는 원 측으로 환류하지 않고, 

그림 5(b)에서와 같이 부하를 통해 내부에서 환류하게 된다. 

이 경우는 그림 4에서처럼 류가 상 밴드를 만난 후 다시 

감소할 때 천천히 감소하게 되어, 하  밴드를 그림 2에서보

다 늦게 만나게 된다. 즉, 스 칭 주 수를 늦출 수 있게 된

다. 그림 5(c)는 기 류가 감소할 때, 원도 그림 3(c)에



기학회논문지 61권 11호 2012년 11월

1608

서와 마찬가지로 – 압을 가하여 빨리 기  류를 추종

하게 한다. 이제 실제 류가 하  밴드를 만나면 스 치 2

를 꺼서 류가 천천히 증가하게 하여 상  밴드를 그림 2

의 경우보다 늦게 만나게 한다. 즉, 이 때도 스 칭 주 수

가 그림 2 경우보다 늦춰지게 된다.

그림 6은 이를 구 한 회로의 모습이다. 인버터의 구성은 

기존 방법과 동일하지만, 각 스 치를 켜는 알고리즘에 다르

기 때문에 이 알고리즘은 그림에서 블록에 구성되어 있고, 

C로 로그래  되어 있다. 여기에, 입력 조건으로 기  

류의 기울기 라미터가 추가된다. 기  류 기울기에 따

라, 증가 감소시 어떤 스 치를 켜고 끌 것인가를 그림 5와 

같이 단하여 수행하면 그림 4와 같은 결과를 얻게 된다. 

이것은 실험을 통하여 그 타당성을 확인할 수 있다.

  

   (a) 증가                   (b) 환류 

   (a) Increasing             (b) Free wheeling

  

   (c) 감소                   (d) 환류

   (c) Decreasing             (d) Free wheeling 

그림 5 개선된 류제어 4가지 상태

Fig. 5 4 kinds of improved current control states

그림 6 개선된 히스테리시스 류제어회로

Fig. 6 Improved hysteresis current control circuit

3.  TMS320F28335를 활용한 실험

지 까지의 Psim을 활용한 시뮬 이션을 통하여 개선된 

히스테리시스 류제어 방식의 가능성을 검증  확인하

다. 이제는 시뮬 이션을 통하여 검증된 개선된 히스테리시

스 류제어의 알고리즘을 실제로 구 하여 R-L 부하에 흐

르는 류를 측정하고 기존의 히스테리시스 류제어와 동

일한 조건에서 실험하여 스 칭 효율을 비교한다. 하드웨어

는 고성능 DSP TMS320F28335를 활용하여 구축하 다. 그

림 7은 구축한 하드웨어인 인버터와 제어용 로세서  부

하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7 제어장치  인버터와 부하

Fig. 7 Controller, inverter and load

그림 8은 그림 7에서 제어용 로세서인 DSP와 이를 PC

에서 제어할 수 있도록 하는 에뮬 이터  인버터를 보여 

주고 있다. 3상도 실험할 수 있도록 3상 인버터를 구성하

고, 여기서는 단상 바이폴라 제어를 해 4개의 FET를 이

용하 다. DSP에서 나온 온/오  신호는 인버터 상하단 

연을 해, 각각 포토 커 러를 통해 FET 게이트 단에 신

호가 달되도록 하 다. 이로부터 4개의 FET를 온/오  

시켜 기존 히스테리시스 류제어 방식과 개선된 히스테리

시스 류제어방식을 R-L 부하에 하여 실험하 다. 

그림 8 컨트롤러, 에뮬 이터  인버터

Fig. 8 Controller, emulator and inver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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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실험 과정을 거쳐, 좀 더 안정한 실험을 하여 

인버터 PCB를 제작하 다. 그림 8은 이 실험을 하여 제

작된 인버터 사진이다. PC에서 에뮬 이터를 통해 DSP에 

로그램을 업로드하여 제어 로그램을 수행하고, 이로부터 

류제어를 수행하 다.

그림 9 실험을 해 제작된 인버터 

Fig. 9 Inverter for experiments

그림 10은 부하 1.5 Ω, 6.5 mH, 기 형 120Hz 크기1 

A, 밴드 0.05 A, 입력 압 13V 일 때의 기존 히스테리시스 

류 형과 개선된 히스테리시스 류 형에 한 실험 

형이다. 기존 형은 정  기  류가 증가하거나 감소

하거나 류가 스 칭되면서 나타나는 증감 기울기가 같지

만, 개선된 형은 기 류 상승 시는 스 칭된 류가 감

소할 때는 완만한 기울기로 감소되고, 특히 그림에서 화살표

가 나타난 부분에서 알 수 있듯이 기존 방식의 류 형보

다 스 칭 횟수가 격히 어들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기존

개선

[s]

[A]

그림 10 기존  개선된 실제 류 형 

Fig. 10 Classical and improved current wave form

그림 11은 개선된 류 형에 한, 측정치와 계산치를 

같이 표시한 것이다. 그림 10에서 언 한 바와 같이 개선된 

알고리즘에 의한 류 형은 기 류가 증가 시는 밴드폭 

내에서 류가 증가할 때 상한 밴드를 만날 때까지는 기울

기가 크게 상승하지만, 다시 감소하여 하한 밴드까지 갈 때

에에는 류가 환류에 의해서 감소하기 때문에 천천히 감소

하게 된다. 실험과 시뮬 이션과 비교  잘 일치하지만 어

느 정도 오차가 발생하는 것은, 스 칭 시 , 부하 조건들이 

이상 이지 않기 때문이라 생각되지만 큰 문제는 없다.

   

실험

[s]

[A]
계산

그림 11 개선된 류 시뮬 이션과 실제 형  

Fig. 11 Improved current simulation and experiment 

waveform

표 1은 이러한 실험 결과로부터 두 류제어방식의 스

칭 횟수를 한 주기에 하여 표시하 다. 첫 행의 결과는 

그림 9에 한, 한 주기에 한 스 칭 횟수로 스 칭 횟수

가 기존 방법보다 상당히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둘 째 

행부터 넷 째 행까지 밴드폭과 인가 주 수를 변경하면서 

스 칭 횟수를 측정하 으며, 상당히 스 칭 횟수가 감소함

을 알 수 있다. 즉, 약 30 ∼ 40 %의 스 칭이 감소하 음

을 확인할 수 있다.

표 1 히스테리시스 알고리즘 비교

Tabel 1 Comparison of Hysteresis algorithm

비교조건 기 값
스 칭 횟수[회] 스 칭감소율

[%]기존기법 제안된 기법

밴드폭
0.05 89 56 37.1

0.1 44 26 40.9

주 수
60Hz 181 105 42.0

240Hz 28 20 28.6

3. 결  론

히스테리시스 류 제어방식은 원리와 구조가 간단하여 

쉽게 이용할 수 있지만, 몇가지 단 으로 인하여 그동안 다

른 제어 방식으로 처 되어 왔다. 그러나 이 단 을 보완

한 고효율 스 칭을 한 개선된 히스테리시스 알고리즘을 

PSim의 시뮬 이션과 DSP TMS320F28335를 활용한 실험

을 통하여 그 타당성을 확인하 다. 고효율 스 칭을 한 

개선된 히스테리시스 알고리즘은 기존의 방식에 비하여 한 

주기를 기 으로 스 칭 횟수가 30% 혹은 그 이상 어들

어 스 칭 효율을 높이 다는 것을 표 1을 통하여 확인 할 

수 있었다. 한 기존의 히스테리시스 류제어와 개선된 

히스테리시스 류제어의 실제 류 형을 비교하여 개선

된 히스테리시스 류제어가 스 칭이 감소된 것을 가시

으로 확인 할 수 있었으며, 개선된 히스테리시스 류제어의 

시뮬 이션 형과 실제 류 형을 비교하여 그 타당성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개선된 히스테리시스 류제

어 방식은 스 칭 효율을 높일 수 있고 이 알고리즘을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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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스 칭 과정에서 일어나는 스 칭 손실을 감할 수 

있어 류제어가 필요한 곳에 스 칭 손실을 상당히 감시

켜 고효율로 운 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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