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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상 유도전동기 구동을 위한 2상 인버터 토폴로지의 비교 분석

The Comparative Analysis of 2-Phase Inverter Topologies for 2-Phase Induction Mo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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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g-Ki Kim․Duck-Yong Yoon)

Abstract - In this paper, three kinds of the inverter topologies for the variable speed drive of 2-phase induction motor are 

compared and analyzed. The 2-phase inverters are classified into 2-leg, 3-leg, and 4-leg types depending on the number of 

power switching devices. And they use the output voltage vectors of the different forms according to the inverter topologies. 

Based on the comparative analyzed results, the effective values of output voltage have been defined by the linear modulation 

range. Therefore, the motor design guideline is proposed in order to decide a rated voltage of 2-phase induction motor 

according to the inverter topologies. Also, the computer simulations are carried out to verify the output voltage and current 

characteristics of each inverter top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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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오늘날 3상 교류전원을 사용하기 어려운 가정 또는 사무실 등

과 같은 저전력의 전동기 응용분야에서는 구조적으로 단순하고, 가

격이 저렴한 단상 유도전동기(SPIM ; Single-Phase Induction 

Motor)를 주로 사용해왔다. 그러나, 단상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SPIM은 1개의 고정자 권선만을 가질 경우 정지 상태에서 정방향 

및 역방향 토크가 서로 같아서 기동토크(starting torque)를 발생

할 수 없게 되므로 주권선(main winding)과 별도로 기동용 보조

권선(auxiliary winding)을 설치하여 기동토크를 발생시킨다. 그

러나, 이러한 SPIM의 두 권선은 일반적으로 권선 수, 권선 사이

즈, 권선 분포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단상 전동기가 

아닌 비대칭 2상 전동기의 형태로 동작되며, 서로 다른 임피던스

를 갖는 두 권선 사이의 비대칭 특성으로 인하여 역률 및 효율

이 낮아지고 속도제어가 용이하지 못한 단점을 가지고 있다

[1-3].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조권선을 주권선과 

동일하게 설계하여 대칭 2상 유도전동기(2PIM ; 2-Phase 

Induction Motor)가 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제작

된 2PIM은 수학적인 모델링이 많은 부분에서 3상 유도전동기

(3PIM ; 3-Phase Induction Motor)와 유사하여 해석이 용이해

진다[4]. 종래에 2PIM은 일부 제어 시스템에서 서보모터

(servomotor)로 사용되었는데, 이것의 운전 방식은 1개의 권선에 

정전압을 인가하고 나머지 1개의 권선에는 90[°]의 위상차가 나

는 가변전압을 인가하여 회전속도를 변경하였으며, 두 권선에 공

급하는 전원의 위상을 바꾸어 정역운전을 수행하였다[1, 4]. 이와 

같이 2PIM을 제어하려면 2상 교류전원을 필요로 하는데 오늘날 

상용의 2상 교류전원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거의 필

수적으로 2PIM을 위한 전용의 인버터를 사용해야 한다.

3PIM의 경우에는 이를 위한 3상 상용전원이 존재하기 때문에 

3PIM도 이들 상용전원에 따라 220[V], 380[V], 440[V] 등의 정

격전압을 갖는 제품으로 만들어지며, 여기에 인버터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교류를 직류로 변환하였다가 다시 교류로 변환하더라도 

스위칭 소자에서의 전압강하를 무시하면 다시 이들 상용전원과 

같은 출력전압을 얻을 수 있으므로 이들 3PIM을 문제없이 사용

할 수 있다. 그러나, 2PIM의 경우에는 현재 세계 어느 나라에서

도 이를 위한 2상 상용전원을 공급하지 않으며, 따라서 이 전동

기의 정격전압 사양도 일반화되어 있지 않다. 더구나, 2PIM을 구

동하기 위한 인버터 토폴로지에 따라 입력전압과 전혀 다른 크기

의 출력전압을 발생하는 인버터도 있으므로 2PIM의 정격전압을 

결정하는 문제에 대한 체계적이고 정량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현재까지 2PIM의 구동을 위한 여러 가지 형태의 인버터 토폴

로지가 개발되었으며, 이것은 스위칭 소자의 개수에 따라 크게 2

레그형, 3레그형, 4레그형으로 구분된다[5-7]. 본 논문에서는 이

들 3가지 형태의 인버터 토폴로지를 비교 분석하고, 이들 인버터

가 단상 220[V]의 상용 교류전원을 입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선형적으로 출력할 수 있는 출력전압의 실효값을 해석적으로 구

하여 2PIM의 정격전압을 결정하기 위한 설계 가이드라인

(guideline)을 제시한다. 이 결과에 따르면 동일한 220[V]의 입

력전압을 사용하더라도 2상 인버터의 토폴로지가 2레그형, 3레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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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하프 브리지 정류기 방식

(b) 풀 브리지 정류기 방식

그림 1 4개의 스위치를 사용한 2레그형 인버터

Fig. 1 2-leg inverter using the 4-switches

형, 4레그형인 경우에 각각 전혀 다른 출력전압이 만들어지므로 

사용하는 인버터의 종류에 따라 2PIM의 정격전압을 110[V], 

156[V], 220[V]로 서로 다르게 설계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분석의 타당성은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인버터가 출력하는 

전압 및 전류 특성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검증한다.

2. 2상 인버터 토폴로지

2.1 2레그형 2상 인버터

2레그형 2상 인버터는 그림 1에 보인 것처럼 4개의 스위칭 소

자를 사용하고 여기에 중성점(neutral point)을 갖도록 2개의 커

패시터를 직렬로 연결하여 하프 브리지 인버터(half-bridge 

inverter)의 형태로 구성되며, 이는 다시 정류기(rectifier) 토폴로

지에 따라 하프 브리지 정류기(half-bridge rectifier) 방식과 풀 

브리지 정류기(full-bridge rectifier) 방식으로 나누어진다[5].

이것은 인버터 스위칭 소자의 개수가 적고 제어회로가 단순하

여 경제적이지만, 2개의 커패시터 사이에 전압 불균형 문제가 발

생할 수 있어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특히 전동기의 저속

영역에서는 전압 불균형 문제가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 있으

며[8-9], 이러한 불균형 전압은 전동기에 불평형 전류를 공급하

게 되어 토크리플을 발생시키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추가적인 

보상 방법이 필요하다[10-11]. 여기서, 2PIM의 a상 및 b상 전류

는 모두 중성선(neutral line)을 통하여 흐르기 때문에 중성선 케

이블의 전류용량은 각 상보다  배 높게 선정해야 한다. 

2레그형 인버터에서 4가지의 스위칭 상태에 따른 상전압 벡터

는 표 1과 같고, 이를 좌표평면상에 출력전압 벡터로 그리면 그

림 2와 같이 4개의 섹터(sector)를 갖는 정사각형의 형태로 나타

낼 수 있다. 이것은 샘플링 시간   동안 인버터가 출력할 수 

있는 최대전압의 크기가 
 인 4개의 꼭짓점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영벡터가 없이 4개의 유효벡터만을 갖는다.

표    1 2레그형 인버터의 상전압 벡터

Table 1 Phase voltage vectors of 2-leg inverter

전압

벡터

스위칭 상태 공간벡터 전압 출력 상전압

  vs  

V(1) 1 0 


∠ 






V(2) 1 1 


∠ 






V(3) 0 1 


∠ 






V(4) 0 0 


∠ 






그림 2 2레그형 인버터의 출력전압 벡터

Fig. 2 Output voltage vectors of 2-leg inverter

이것은 영벡터를 출력할 수 없기 때문에 전류제어 성능이 우

수한 SVPWM(Space Vector PWM) 방식을 구현하는 것이 어려

웠지만, 역 전압벡터를 이용하여 영벡터의 효과를 낼 수 있는 방

식이 제안되기도 하였다[12]. 그러나, 2레그형 인버터의 SVPWM 

방식은 선형제어 가능한 기본파 상전압의 최대 출력 크기가 

이므로 SPWM(Sinusoidal PWM) 방식에 비해 선형제어 영

역이 증가하지 않는다.

이제 2레그형 인버터가 출력할 수 있는 전압을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2PIM의 정격전압을 다음과 같이 결정할 수 있는데, 

그림 1(a)의 하프 브리지 정류기 방식은 배전압 회로(voltage 

doubler)의 구조로 되어 있어서 입력전압에 비해 직류링크 전압

이 2배의 크기로 상승하기 때문에 스위칭 소자의 내압을 증가시

켜야 하는 등의 어려움이 있다[13].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그림 

1(b)의 풀 브리지 정류기 방식의 2레그형 인버터를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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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6개의 스위치를 사용한 3레그형 인버터

Fig. 3 3-leg inverter using the 6-switches

표    2 3레그형 인버터의 상전압 벡터

Table 2 Phase voltage vectors of 3-leg inverter

전압벡터
스위칭 상태 공간벡터 전압 출력 상전압

   vs  

V(0)
0 0 0

∠ 0 0
1 1 1

V(1) 1 0 0 ∠  0

V(2) 1 1 0 ∠  

V(3) 0 1 0 ∠ 0 

V(4) 0 1 1 ∠  0

V(5) 0 0 1 ∠  

V(6) 1 0 1 ∠ 0 

그림 4 3레그형 인버터의 출력전압 벡터

Fig. 4 Output voltage vectors of 3-leg inverter

그림 5 8개의 스위치를 사용한 4레그형 인버터

Fig. 5 4-leg inverter using the 8-switches

2PIM에 공급할 수 있는 상전압의 실효값을 계산한다.

여기서, 단상 입력전압 는 220[V]이고 다이오드와 선로에서

의 전압강하를 무시하면 단상 정류기에서 출력할 수 있는 직류전

압 는 다음과 같다.

 ×
  × ≒ (1)

2레그형 인버터가 선형적으로 출력할 수 있는 기본파 상전압

의 최대 크기 는 다음과 같으며,

  


 


≒  (2)

이것을 실효값 로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  (3)

따라서, 2레그형 인버터가 출력할 수 있는 전압을 최대한 이용

하기 위해서는 2PIM의 정격전압을 110[Vrms]가 되도록 설계 제

작해야 한다.

2.2 3레그형 2상 인버터

3레그형 2상 인버터는 그림 3과 같이 6개의 스위칭 소자를 사

용하여 세미 풀 브리지 인버터(semi full-bridge inverter)의 형

태가 되도록 구성하는데[5], 이것은 기존의 3상 IPM(Intelligent 

Power Module)을 직접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인하여 최근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방식이다. 여기서, 2PIM의 a상 및 b

상 전류는 모두 중성선을 통하여 흐르기 때문에 중성선 케이블과 

중성선 레그 스위치의 전류용량을 각 상보다  배 높게 선정해

야 한다.

3레그형 인버터에서 8가지의 스위칭 상태에 따른 상전압 벡터

는 표 2와 같고, 이를 좌표평면상에 출력전압 벡터로 그리면 그림 

4와 같이 6개의 섹터를 갖는 비대칭 육각형의 형태로 나타낼 수 

있다. 이것은 샘플링 시간   동안 인버터가 출력할 수 있는 최대

전압의 크기가 인 4개의 꼭짓점과  인 2개의 꼭짓점으

로 이루어져 있으며, 6개의 유효벡터와 2개의 영벡터를 갖는다.

3레그형은 2개의 영벡터가 있어서 비교적 쉽게 대칭변조의 

SVPWM 방식을 구현할 수 있으며[14], 선형제어가 가능한 기본

파 상전압의 최대 출력 크기는 
 가 되어 2레그형에 비해 

 배 증가한다. 따라서, 3레그형 인버터가 출력할 수 있는 전압

을 최대한 이용하기 위해서는 2PIM의 정격전압을 156[Vrms]가 

되도록 설계 제작해야 한다. 

2.3 4레그형 2상 인버터

4레그형 2상 인버터는 그림 5와 같이 8개의 스위칭 소자를 사

용하여 풀 브리지 인버터(full-bridge inverter)의 형태가 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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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하는데[5], 이것은 다른 토폴로지에 비해 인버터 스위치의 개

수가 많고 제어회로가 복잡해지므로 경제적으로 불리하다. 여기서, 

2PIM의 a, b상 권선은 서로 독립적으로 접속되므로 총 4가닥의 

케이블이 사용되며, 2레그형 및 3레그형 인버터와는 달리 모두 동

일한 전류용량을 갖는 스위치와 케이블을 사용할 수 있다.

4레그형 인버터에서 16가지의 스위칭 상태에 따른 상전압 벡터

는 표 3과 같고, 이를 좌표평면상에 출력전압 벡터로 그리면 그림 

6과 같이 8개의 섹터를 갖는 정사각형의 형태로 나타낼 수 있다. 

이것은 샘플링 시간   동안 인버터가 출력할 수 있는 최대전압

의 크기가 인 4개의 꼭짓점과  인 4개의 꼭짓점으로 이

루어져 있으며, 12개의 유효벡터와 4개의 영벡터를 갖는다.

표    3 4레그형 인버터의 상전압 벡터

Table 3 Phase voltage vectors of 4-leg inverter

전압

벡터

스위칭 상태 공간벡터 전압 출력 상전압

 ′  ′ vs  

V(0)

0 0 0 0

∠ 0 0
1 1 0 0

0 0 1 1

1 1 1 1

V(1)
1 0 0 0

∠  0
1 0 1 1

V(2) 1 0 1 0 ∠  

V(3)
0 0 1 0

∠ 0 
1 1 1 0

V(4) 0 1 1 0 ∠  

V(5)
0 1 0 0

∠  0
0 1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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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7)
0 0 0 1

∠ 0 
1 1 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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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4레그형 인버터의 출력전압 벡터

Fig. 6 Output voltage vectors of 4-leg inverter

4레그형은 4개의 영벡터가 있어서 비교적 쉽게 대칭변조의 

SVPWM 방식을 구현할 수 있으며[15], 선형제어 가능한 기본파 

상전압의 최대 출력 크기는 가 되어 2레그형에 비해 2배 증

가하고, 3레그형에 비해  배 증가한다. 따라서, 4레그형 인버

터가 출력할 수 있는 전압을 최대한 이용하기 위해서는 2PIM의 

정격전압을 220[Vrms]가 되도록 설계 제작해야 한다.

3. 컴퓨터 시뮬레이션

3.1 컴퓨터 시뮬레이션

본 논문에서 비교 분석한 인버터 토폴로지의 전압 및 전류 특

성을 확인하기 위해 MATLAB/Simulink를 사용하여 시뮬레이션

을 수행하였다. 여기서, 입력전원은 단상 220[V]가 공급되고 3가

지 토폴로지는 모두 10[kHz]의 스위칭 주파수로 대칭 SVPWM 

방식을 구현하였으며, 2PIM을 V/f 일정제어로 운전하였다.

그림 7은 2레그형 인버터를 사용하여 60[Hz]의 회전속도로 운

전하였을 경우에 a, b상의 기준전압, 실제전류 그리고 고조파 성분

을 상세하게 보기 위하여 y축 방향으로 확대하여 표시한 전류 

THD(Total Harmonic Distortion)의 그래프를 나타낸다. 여기서, 2

레그형 인버터가 출력하는 상전압의 최대값은 156[Vmax]이고 실효

값은 110[Vrms]이며, 2개의 상전류는 90[°]의 위상차를 가지고 동

일한 크기로 잘 제어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본 논문에

서는 인버터가 출력하는 전압 및 전류 특성만을 확인하기 위해 2

개의 커패시터에 의한 전압 불균형 문제는 고려하지 않았다.

그림 7 2레그형 인버터의 a, b상 기준전압, 실제전류, 전류 THD

Fig. 7 a and b-phase reference voltage, actual current and 

current THD of 2-leg inver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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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3레그형 인버터의 a, b상 기준전압, 실제전류, 전류 THD

Fig. 8 a and b-phase reference voltage, actual current and 

current THD of 3-leg inverter

그림 9 4레그형 인버터의 a, b상 기준전압, 실제전류, 전류 THD

Fig. 9 a and b-phase reference voltage, actual current and 

current THD of 4-leg inverter

그림 8은 3레그형 인버터를 사용하여 60[Hz]의 회전속도로 

운전하였을 경우에 a, b상의 기준전압, 실제전류 그리고 전류 

THD를 나타낸다. 여기서, 3레그형 인버터가 출력하는 상전압의 

최대값은 220[Vmax]이고 실효값은 156[Vrms]이며, 2개의 상전류

는 90[°]의 위상차를 가지고 동일한 크기로 잘 제어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2레그형 인버터에 비해 전류리플 및 전류 

THD가 현저하게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9는 4레그형 인버터를 사용하여 60[Hz]의 회전속도로 

운전하였을 경우에 a, b상의 기준전압, 실제전류 그리고 전류 

THD를 나타낸다. 여기서, 4레그형 인버터가 출력하는 상전압의 

최대값은 311[Vmax]이고 실효값은 220[Vrms]이며, 2개의 상전류

는 90[°]의 위상차를 가지고 동일한 크기로 잘 제어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2레그형 및 3레그형 인버터에 비해 전류

리플 및 전류 THD가 더욱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상의 결과들로부터 2PIM을 구동하기 위한 3가지 형태의 인

버터 토폴로지를 표 4와 같이 비교 정리하였다.

표    4 2상 인버터 토폴로지의 비교

Table 4 Comparison of 2-phase inverter topologies

구 분 2레그형 3레그형 4레그형

입력전압[Vrms] 220 220 220

직류링크 전압[Vdc] 311 311 311

출력

전압

최대값[Vmax] 156 220 311

실효값[Vrms] 110 156 220

출력전류 THD[%] 2.30 1.55 0.96

유효벡터 수 4 6 12

영벡터 수 없음 2 4

스위치 수 4 6 8

커패시터 수 2 1 1

출력단자 수 3 3 4

전압 불균형 있음 없음 없음

밸런싱 저항 있음 없음 없음

시스템 가격 저가 보통 고가

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2PIM의 가변속 운전을 위한 3가지 형태의 인

버터 토폴로지를 비교 분석하였으며, 이들 각 인버터의 종류에 

따라 여기서 사용할 2PIM의 정격전압을 어떻게 서로 다르게 표

준화시켜 설계해야 하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2레그형 인버터는 스위칭 소자의 개수가 적고 제어회로가 단

순하여 가장 경제적이지만, 영벡터가 없기 때문에 SVPWM 방식

의 구현이 까다롭고 커패시터에 의한 전압 불균형 문제가 존재한

다. 이것은 선형제어 영역이 이므로 출력전압의 실효값은 

최대 110[Vrms]이며, 따라서 단상 220[V]를 입력전원으로 사용하

는 경우에 2레그형 인버터로 제어하려는 2PIM은 정격전압을 

110[V]로 설계해야 한다.

3레그형 인버터는 3상 IPM을 직접 사용할 수 있고 2개의 영벡

터가 있어서 SVPWM 방식의 구현이 비교적 쉬우며, 선형제어 영

역이 
 이므로 출력전압의 실효값은 최대 156[Vrms]이다. 따

라서, 단상 220[V]를 입력전원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3레그형 인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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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로 제어하려는 2PIM은 정격전압을 156[V]로 설계해야 한다.

4레그형 인버터는 스위칭 소자의 개수가 많고 제어회로가 다

소 복잡하여 경제적으로 불리하지만, 출력전류의 고조파 함유율

이 가장 적고 선형제어 영역이 이므로 출력전압의 실효값은 

최대 220[Vrms]이다. 따라서, 단상 220[V]를 입력전원으로 사용

하는 경우에 4레그형 인버터로 제어하려는 2PIM은 정격전압을 

220[V]로 설계해야 한다.

다시 요약하면 동일한 220[V]의 입력전압을 사용하더라도 

2PIM 인버터의 토폴로지가 2레그형, 3레그형, 4레그형인 경우에 

각각 선형적으로 출력할 수 있는 전압은 110[V], 156[V], 220[V]

로 달라지므로 2PIM을 어떤 토폴로지를 갖는 인버터에서 사용할 

것인지에 따라 110[V], 156[V], 220[V]로 서로 다르게 설계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 본 논문에서 비교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가격 또

는 제어성능을 고려한 인버터 토폴로지를 선택하고, 이에 따라 서

로 다른 정격전압을 갖는 2PIM들을 표준 사양으로 규격화하여 설

계한다면 향후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등과 같은 가전제품의 소용

량 전동기 응용분야에 매우 유용하게 사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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