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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q 변환에서의 고조파 맥동 제거

(A Rejection of Harmonic Ripples for d-q Transformation)

최남열*
․이치환**

(Nam-Yerl Choi․Chi-Hwan Lee)

Abstract

This paper presents a simple notch filter, which is so suitable for three-phase unbalanced and

distorted power line. In the d-q synchronous transformation, three-phase unbalanced and distorted

voltages generate lots of ripple voltages on d-q axes. The ripples make disturbances on controllers

such as PLL of phase tracking. Unbalanced state makes ripple of double the frequency of power line.

Odd harmonics 5th and 7th on the line make even 4th and 6th ripples on d-q axes due to the rotating

reference frame, respectively. Cascaded two comb filters, delay lines 1/4T and 1/8T, are adopted for

the ripple rejection. The filter rejects harmonics 2nd, 4th, 6th, 10th and so on. They are very effective

to remove the ripples of both unbalance and distortion. The filter, implemented by two FIFOs on an

experimental system, is adopted on a PLL controller of power line phase tracking. Through the

simulation and experimental results, performance of the proposed comb filter has been valid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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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지구온난화 상을억제하기 한탄소배출량

감정책이나화석연료고갈이나공해등환경 괴

문제로인해태양 , 풍력, 연료 지등신재생에 지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이와 련된 분산 원의 용

량 련 산업의 요구가 증 되고 있다. 특히 여러

재생에 지를 력 계통에 달하기 해 분산 발

방식을 사용하며, 단상 는 3상 분산 계통에 연결된

다. 이를 해서계통 압벡터의 치정보, 즉 상각

정보를 얻기 한 Phase-Locked Loop(PLL) 알고리

즘이 계통에 연결된 력제어시스템 제어 성능에

요한 성능이 된다[1-2].

PLL은모든주 수추종에사용되는일반 방법으

로, 기 주 수 신호와 추종신호의 상을 비교하여

일치하도록추종주 수를제어하는형태이고, 최근의

PLL 기법은 계통과 력 컨버터간의 이상 인 동기

를 해 사용되며, 기본 인 기법은 synchronous

reference frame-PLL(sPLL)이다. 이상 인 계통, 즉

3상평형상태이고고조 왜곡이일어나지않은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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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에서 sPLL은매우우수한특성을보이나실제계

통 압은비선형부하의 향혹은부하의불균형등

으로인해왜곡된 형을나타낼수있다. sPLL은계

통 압의고조 왜곡과 3상불평형특성에취약하며

이러한 비정상 계통하에서 PLL에 의한 계통 압의

상 추종 특성이 하되는 문제 이 있다[1-3].

sPLL에서 PI 제어기를빠르게설정하면, 왜곡된

압과 불평형 압은 d-q축 압에 맥동을 발생하여

PLL 상잡음으로나타난다. 불평형 압에서나타나

는 역상분 맥동은 역상 d-q 변환기의 도입으로 제거

할수있으나제어기구조가매우복잡하다. 큰 THD

압의 경우 LPF를 사용하여 고조 를 억제시키는

경우도 있으나 차단주 수 정의와 추가 연산의 단

이 있다. 계통 압에서 추종한 상에 왜곡이 발생

하는경우인버터 컨버터의출력 류에는고조

가발생하게되며이를보상하기 한고조 보상기

법들이연구되었다. 고조 류를효과 으로보상하

기 해서는 계통 압의 상이 정확하게 계산될 필

요가있다. 계통 압이불평형상태일경우에도계통

압의 상을 정확히 추종하기 해 Double–SFR

PLL, Decoupled DSRF-PLL 등의방법이연구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기법에서는 복잡한 연산을 추가하는

문제가 있다[3-5].

2011년Wang과 Li는 d-q 맥동분제거를 해시간

지연회로를이용한 notch 필터를제안했으나동작해

석의오류로인해모든고조 차수에해당하는복수

개의 지연회로를 사용했으며[6], 2014년 Golestan 등

은 종속 시간지연 필터를 Pade 근사법으로 달함수

를구하 고 PLL 제어기설계에이용하 다[7]. 그러

나 오류가 존재하는 Wang과 Li의 방법을 수정 없이

사용하 으며 d-q축에서 발생하는 고조 차수 분석

이 무시되었다.

본 논문에서는불평형 왜곡된 3상 압으로부터

d-q 변환시 나타나는 맥동 성분을, 두 개의 comb 필

터를 이용하여 제거됨을 보인다. 압 불평형은 d-q

2차고조 로, 5차고조 는 d-q 4차로, 7차고조 는

d-q 6차로 나타난다. 제안된 두개의 직렬 comb 필터

는 2차, 4차, 6차, 10차, 12차 고조 의 성분이 제거되

며 지연시간 3/8주기를 가진다. sPLL 제어기에 필터

를 용하여불평형 왜곡된 압에 해완 한

상 추 성능을 보인다. 수식 연산을 사용하지 않는

단순FIFO의구성으로모든차수의고조 제거가이

루어진다. 제안된 필터의 시뮬 이션과 실험결과로

압 불평형 고조 에 한 성능을 검증하 다.

2. d-q 변환과 comb 필터

a) abc-dqs b) dqs-dq

Fig. 1. Stationary and rotating d-q axes

계통 압을 고정좌표계 abc에서 동기좌표계 d-q로

변환하면직류성분의 d-q축 압을얻을수있다. 그

림 1 (a)는 삼상신호를고정된 측축 ds-qs로변화

하는것이며식 (1)의 계를가진다. 그림 1 (b)는고

정축에서회 동기축 d-q로의변환을보인다. 식 (2)

로 동기축 변환이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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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LL 제어기는 상오차를 검출하기 해 계통

압을 q축에일치시키고, 을기 으로 상오차에반

응하는 d축 압을 이용한다. 그림 2는 sPLL의 구성

이며 제어기의 입력으로 사용되는 상오차 신호는

Vd 이다. 그림 3은 상각오차에 따른 Vq, Vd 압

을표시한것이다. 상 오차에 한검출신호로 Vd

가 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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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sPLL system

Fig. 3. Relationship phase error, Vq and Vd

sPLL 시스템은 상오차를 으로유지하기 한

피드벡제어이며 PI 제어기에서 출력주 수 f̂ o를 결

정하고 분기를 통해 회 각 ƟPLL을 생성한다.

sPLL의 응답시간은 PI 제어기의 계수로 결정되므로

빠른 응답이 가능하다. 그러나 입력인 계통 원이불

평형 고조 를가지므로 Vd, Vq가 순시 으로변

하게 된다. 이것은 상잡음을 발생하며 불안정한회

각 ƟPLL이 얻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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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평형 계통 압은 d-q 변환에서 역상분의 향으

로Vd, Vq 모두 원주 수 2배의맥동이나타나난다.

동기좌표의 회 속도와 반 방향의 회 으로 인해

2차 고조 가 생성된다. 정상분에서는 동기속도와의

차이로 맥동이 측된다. 식 (3)의 왜곡된 형 5차,

7차, 11차 등 고조 는 동기속도로 회 하는 Vd, Vq

에서 4차, 6차, 10차등으로각각맥동 압을발생시킨

다. 결국맥동 압은계통주 수의짝수로나타나며,

아날로그 디지털 역제거필터는 하나의 역 제

거만가능하므로부 하다. 모든맥동고조 에

해완 한제거가가능한것은 comb 필터가유일하다

[8]. Comb 필터는 입력신호를 일정시간 지연시켜 합

하는 것으로 지연시간의 함수로 특정 주 수 신호를

제거한다. 계통 신호의 d-q 변환은 직류성분을 얻는

것이 목 이므로 LPF와 유사한 comb 필터의 사용이

가능하다. 그림 4는 2 fo, 6 fo 4 fo, 12 fo를제거하

는두개의 comb 필터를보인다. 두 개의 comb 필터

를 직렬로 연결하여 d-q 변환에서 나타나는 맥동을

제거할수있다. 계통주 수에 해 3/8 주기의시간

지연을 가진다.

그림 5는 comb 필터를 sPLL에 용한경우이다. d

축 압 Vd를 comb 필터링한 후 Vdf를 얻고 상오

차 신호로 인가한다. Vd Vq에 comb 필터를 용

하면정상분의 압을맥동없이실시간 측가능하

다. d-q 축에서정상분의유효, 무효 력의계산에도

사용할 수 있다.

Comb Filter

TD=1/4f0

Comb Filter

TD=1/8f0

x(t) y(t)

Comb Filters for BRF

Fig. 4. Comb filters for harmonic rejection

Fig. 5. Block diagram of sPLL with comb filters

그림 6 (a)는상 압Va 크기가 50%불평형일때의

d-q 변환 형이다. 2차고조 의맥동이크게나타나

고있다. 그림 6 (b)는 5차고조 가 20%의크기로존

재할때의 d-q 변환결과이며 d-q 축모두에서4차고



86

d-q 변환에서  고조파 맥동 제거

Journal of KIIEE, Vol.29, No.12, December 2015

(a) at unbalanced 50%

(b) at 5th harmonic 20%

Fig. 6. d-q waveforms at unbalanced and distorted
voltages

Fig. 7. Comparisons of sPLL and cPLL

조 형태로 맥동이 측된다. 반면 comb 필터된 신

호 Vdf Vqf는일정한직류성분으로나타난다. 그

림 7은 20% 5차 고조 가 존재하는 경우, sPLL

comb filtered sPLL(cPLL)의 결과를 비교한 것이다.

sPLL에서는추정각의변동이주기 으로나타나지만

cPLL의 경우 안정된 상각을 볼 수 있다.

권선형유도 동기를사용하는크 인의회 자측

에 지를회생시키는인버터구성에제안된 comb 필

터를 용하여 계통 주 수에 동기시켰다. DSP

STM32F407을 이용하여제어기를 설계하고, PLL 제

어루 는 60Hz 주기의 128배샘 시간인 130us로동

작한다. 그림 8은 DSP 제어보드를 보인다.

Comb 필터 1은 16 스텝지연시키고, comb 필터 2는

32 스텝 지연시키는 두 개의 FIFO로 구성하 다. 시

뮬 이션과 동일하게 Va를 50% 크기로 하는 역상분

조건과 20% 5차 고조 조건으로 실험하 다.

Fig. 8. Photograph of the DSP board

(a) at unbalanced 50%

(b) at 5th harmonic 20%

Fig 9. Phase trackings of sPLL and cPLL.

그림 9 (a)는 역상분이 존재하는 경우의 상각 추

정성능을보인다. sPLL에서는발생된 120Hz 맥동에

따라 상각의추정이오차를발생시킨다. cPLL은역

상분이 발생하는 기에는 comb 필터 시간지연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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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df가 과도상태를 가지며 반주기 이후에는 정상상

태가된다. 그림 9 (b)는 20% 5차고조 가있는경우

이며, comb 필터의 용으로맥동이제거된Vdf로인

해안정된 상추 이이루어진다. 두개의 comb 필

터로 d-q 변환된 신호의 맥동 성분이 완 히 제거되

었고, comb 필터의시간지연으로인한과도상태는반

주기 만에 정상상태가 되었다.

3. 결  론

압 불평형 고조 왜곡이 포함된 계통의 d-q

변환에서나타나는 d-q 축성분의맥동분을제거하기

한 고조 제거 필터를 제안하 다. d-q 변환에서

얻어지는 맥동분은, 불평형에 의한 2차 고조 , 그리

고삼상 압의 5차, 7차, 11차등은 4차, 6차, 10차고

조 등으로 각각 나타남을 이용하여, 두 개의 comb

필터를설치하여맥동을제거한다. Comb 필터두개는

계통 주 수의 1/4 주기 1/8주기로 지연시간이 결

정되고이때 2차, 4차, 6차, 10차, 12차등의맥동은모

두제거된다. Comb 필터 3/8 주기의시간지연은반주

기 내에서 정상 상태 응답을 보장한다.

복잡한연산을필요로하는 달함수 notch 필터가

아닌 comb 필터는 단순 FIFO로 쉽게 구 되며, d-q

변환에서 comb 필터의 용은 압, 류, 력 등의

정상분 추출 방법을 단순화시킨다. 시뮬 이션과 실

험으로 제안된 comb 필터의 유용성을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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