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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proposes a compensation method for the dead-time effects on a single-phase grid-connected

inverter. Dead time should be considered in the pulse-width modulation gating signals to prevent the

simultaneous conduction of switching devices, considering that a switching device has a finite switching time.

Consequently, the output current of the grid-connected inverter contains odd-numbered harmonics because

of the dead time and the nonlinear characteristics of the switching devices. The effects of dead time on

output voltage and current are analyzed in this study. A new compensation algorithm based on second-order

generalized integrator is also proposed to reduce the dead-time effect. Simulation and experimental results

validate the effectiveness of the proposed compensation algorithm.

Key words: Single-phase grid-connected inverter, Dead time, SOGI, Current ripple reduction

Paper number: TKPE-2017-22-2-10
Print ISSN: 1229-2214 Online ISSN: 2288-6281

✝ Corresponding author: seonhwan@kyungnam.ac.kr
Dept. of Electrical Engineering, Kyungnam University
Tel: +82-55-249-2744 Fax: +82-505-999-2161
1 Dept. of Electrical Engineering, Kyungnam University
2 Dept. of Electrical Engineering, Pusan National University
Manuscript received Sep. 30, 2016; revised Oct. 31, 2016;
accepted Dec. 8, 2016

  ─ 본 논문은 2016년 전력전자학술대회 우수추천논문임

1. 서 론

계통연계형 전력변환장치는 분산발전 시스템, 신재생

에너지 산업 및 스마트 그리드 연계산업 등의 활성화로

인하여 그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그 결과

전력품질, 신뢰성 및 에너지 효율 개선은 이러한 계통연

계형 시스템에서 주요한 이슈이다. 특히, 전력품질은 계

통측 출력전압과 전류에 의해 영향을 크게 받으며 고품

질의 전력을 계통측에 공급하기 위해서는 전력변환장치

로부터 정밀한 계통측 전압 및 전류 전달이 요구된다
[1],[2]. 그림 1은 일반적인 단상 계통연계형 인버터 시스

템의 구성도이며 전력변환회로와 계통전원의 위상 검출

을 위한 위상 동기 루프제어, 전류제어 및 직류단 전압

제어 알고리즘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나 PWM 인

버터를 사용하는 경우 스위칭 소자의 데드타임 및 비선

형적인 특성에 의해 출력 전압이 왜곡되는 현상이 발생

한다. 데드타임은 스위칭 소자가 이상적이지 않기 때문

에 턴-온, 턴-오프 시에 순간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단

락을 방지하기 위해 강제적으로 인가된다. 이로 인해 인

버터 출력전압에 홀수차 고조파가 발생하며, 그 결과 계

통측 상전류도 마찬가지로 홀수차 고조파를 포함하게

된다. 이와 같은 데드타임으로 인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들이 기존에 연구되어 왔다.

기존 논문에서는 왜란 관측기를 이용한 데드타임 보

상 기법이 소개되었다[3]-[5]. 하지만 이러한 접근은 추가

적인 하드웨어와 안정적인 파라미터 산정이 요구될 뿐

만 아니라 출력신호의 크기가 가변됨에 따라 파라미터

가 변동하는 단점이 있다. 또한 Look-up 테이블을 이용

하여 데드타임의 영향을 완화시키는 기법도 제안되었다
[6]. 데드타임 보상 전의 크기는 피크 전류에 따라 좌우

되는데 이를 테이블을 사용하여 보상함으로써 개선된

성능의 데드타임 보상기법을 구현하였다. 다른 기법으로

는 데드타임에 의한 맥동을 적분기를 통해 그 크기를

검출하여 전향보상하는 기법과 적응 제어기를 통한 데

드타임 보상기법을 소개하였다[7]-[10]. 하지만 이러한 논

문들에서는 직류단 전압 변동에 따른 보상기법의 동작

특성에 대해서는 언급되지 않았다. 기존의 공진 제어기

를 이용한 경우, 특정 주파수에서 무한대의 이득과 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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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Block diagram of a single-phase grid-connected

inverter system.

지연이 없는 특성을 갖는다. 하지만 특정 주파수에서의

무한대 이득과 복소수 공간상에서 허근을 가짐으로써

과도상태에서 시스템의 안정성이 낮아지게 된다[11].

본 논문에서는 특정 주파수의 신호를 통과시키는 특

성을 가지는 SOGI(Second-order Generalized

Integrator)와 비례이득을 갖는 새로운 데드타임 보상 알

고리즘이 제안되었다. 또한 단상 계통연계형 인버터의

데드타임에 따른 계통측 상전류의 영향을 좌표계상에서

상세히 분석하였다. 그 결과 정지 좌표계에서는 데드타

임에 의한 홀수차 고조파 (1, 3, 5…)가 발생하였으며 좌

표변환 시 동기 좌표계에서는 짝수차 고조파 (2, 4…)가

야기됨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정지 좌표계에 비해 고조

파 차수의 개수가 적은 동기 좌표계상에서 데드타임의

영향을 전류 제어기의 출력전압에 전향보상 함으로써 2

개의 보상기를 사용하여 데드타임을 보상한다. 이를 통

해 비교적 빠른 연산속도와 외부적인 하드웨어를 필요

로 하지 않고 구현이 가능한 장점을 갖는다. 시뮬레이션

및 실험을 통해 직류단 전압이 변동하는 경우에도 제안

된 알고리즘이 효과적임을 검증하였다.

2. 좌표계 기준에 따른 데드타임 영향 분석

그림 2는 단상 PWM 인버터의 전류방향에 따른 이상

적인 인버터와 실제 인버터의 출력전압을 보여주고 있

다. 전류가 양의 방향일 때 (  ) 위쪽 스위치 가

턴-온 시 데드타임  동안 아래쪽 다이오드가 도통하

고 스위칭 소자의 턴-온 시간  이후 위쪽 스위치를

통해서 전류가 흐르므로   시간의 출력 전압 오

차가 발생하게 된다. 반대로 아래쪽 스위치 가 턴-온

시 위쪽 스위치 로 흐르던 전류가 스위칭 소자의 턴-

오프 시간  이후 아래쪽 다이오드를 통해서 도통되

Fig. 2. Switching patterns and output voltages of the

H-bridge inverter.

Fig. 3. Output current and average voltage error due to

dead time effect.

어  시간만큼의 출력 전압 오차가 발생한다.

반면, 전류가 음의 방향인 경우 (  ) 위쪽 스위치

가 턴-온 시 아래쪽 스위치
로 흐르던 전류가 스위

칭 소자의 턴-오프 시간  이후 위쪽 다이오드를 통

해서 도통되어  시간만큼의 출력 전압 오차가 발생

한다. 이와 달리 아래쪽 스위치 가 턴-온 시 데드타

임 동안 위쪽 다이오드가 도통하고 스위칭 소자의 턴-

온  시간 이후 아래쪽 스위치를 통해서 전류가 흐르

므로   시간의 출력 전압 오차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전류의 방향에 따른 데드타임과 스위칭 소자

의 턴-온, 턴-오프 지연 시간에 따른 왜곡 전압 ∆은

다음과 같다[6],[7].

∆ 

  
    (1)

∆ 

  
    (2)

식 (1), (2)로부터 데드타임에 의해 왜곡된 전압은 데

드타임과 직류단 전압의 크기에 영향을 크게 받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3은 계통측 상전류의 한 주기 동안 발

생하는 평균적인 왜곡 전압 ∆ 을 나타낸다. 평균적인

왜곡 전압은 푸리에 변환을 사용하여 식 (3)과 같이 나

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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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여기서, 는 전원 위상 각주파수를 나타낸다.

식 (3)으로부터 발생한 왜곡된 전압 ∆_는 부하

임피던스 Ln와 부하 임피던스 각 을 고려하여 데

드타임에 의한 평균적인 왜곡 전류 ∆_는 식 (4)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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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여기서, Ln   ,   tan




식 (4)에서 알 수 있듯이, 데드타임에 의해 왜곡된 전

류는 계통측 상전류에 홀수차 고조파를 야기하게 된다.

그 결과 데드타임에 의해 왜곡된 계통측 상전류 _는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_   ∆_ (5)

데드타임에 의한 전류 맥동 성분을 살펴보기 위해 좌

표변환식을 통한 수식 전개가 필요하다. 전원 위상각을

기준으로 전류 제어를 수행하는 경우 데드타임에 의한

정지 좌표계 dq축 전류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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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여기서, 는 전원 위상각이며 _ , _ 는 데드타임

에 의해 왜곡된 정지 좌표계 dq축 전류를 각각 나타낸

다.

좌표변환식을 이용하여 식 (6)를 동기 좌표계 dq축 전

류로 변환하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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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Proposed dead time compensation algorithm based on

SOGI.

여기서, 는 추정된 전원 위상각, _ , _ 는 데

드타임에 의해 왜곡된 동기 좌표계 dq축 전류,

_ 

∆
, _ 

∆
이며, 데드타임에 의한 2

차 및 4차 고조파 성분의 최대값을 각각 나타낸다.

그 결과 데드타임의 영향으로 정지 좌표계 dq축 전류

에는 홀수차(1, 3, 5…) 고조파가 발생하며 좌표변환 시

동기 좌표계 dq축 전류에는 짝수차(2, 4…) 고조파가 나

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데드타임에 의한 계통측 상전

류 왜곡은 인버터에서 계통으로 전력을 전달하는 경우

전력품질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되므로 개선되어야 한다.

특히 저역통과필터를 사용하여 저차 고조파 신호를 차

단할 경우, 제어 시스템의 응답특성에 영향을 줄 수 있

어 추가적인 알고리즘을 통한 데드타임 보상이 이루어

져야 한다.

3. 제안된 데드타임 보상 알고리즘

그림 4는 제안된 SOGI 기반의 데드타임 보상 알고리

즘을 나타낸다. SOGI는 특정 주파수 검출 시 노이즈에

강인한 특성이 있으며 이러한 성질로 인하여 계통측 위

상각을 검출하는 알고리즘에 널리 적용되고 있다[12],[13].

하지만 이러한 기존의 SOGI를 사용하여 앞서 전개된

식 (7)의 동기 좌표계 dq축 전류에 포함된 데드타임에

의한 2차 및 4차 고조파를 보상하는 경우, 대역폭 이득

을 조정하여 입력 신호의 특정 주파수와 동일한 크기와

위상의 신호만을 검출하게 되어 출력 신호의 이득 조정

이 불가능하므로 정확한 보상특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반면, 제안된 SOGI 기반의 데드타임 보상 알고리즘은

대역폭 이득을 조정하여 입력되는 특정 주파수 신호의

크기와 위상을 정확히 검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출

력부에 비례이득을 추가함으로써 출력 신호의 이득을

조절할 수 있어 제어기 구현이 용이하고 기존의 SOGI

에 비해 개선된 동작특성을 가진다.

식 (8)은 제안된 알고리즘의 전달함수를 나타낸다.

 
_ 

_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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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Fig. 5. Bode plot of proposed dead time compensation algorithm according to increase each gain. (a)  . (b)  .

Fig. 6. Block diagram of overall system with proposed dead time compensation algorithm.

여기서, 는 비례이득, 는 대역폭 이득, 는 공진 주

파수를 나타낸다.

그림 5는 제안된 알고리즘의 보드선도를 나타내며,

60[Hz]의 공진 주파수에서 그림 5(a)는 대역폭 이득을,

그림 5(b)는 비례이득을 각각 조정하였다.

그림 5(a)에서 대역폭 이득 가 작을수록 더 나은 필

터링 효과를 보이지만, 주파수 변화에 따른 안정성이 떨

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그림 5(b)에서 비례이득

를 증가시키면 위상변화는 없고 출력 신호의 크기가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식 (8)로부터 입력 신호가 의

주파수를 가진 경우, SOGI의 응답 시간을 구하면 다음

과 같다[12].

__
 

_







_

 sin

(9)

여기서, 
 는 동기 좌표계 dq축 전류의 데드타임에

의한 각 고조파 성분의 최대값, 



, 그리고

 이다.

가 2보다 큰 경우 정상상태로의 진입 속도는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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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나 그만큼 주파수 안정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2 이상

의 값은 지향하지 않는 편이다. 식 (9)를 통해 SOGI의

출력이 정상상태로 안정화 되는 시간을 근사하면 다음

과 같다.

 


(10)

식 (10)으로부터 대역폭 이득 값이 증가할수록 응답

속도가 상승함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는 대역폭에 영향

을 미치기 때문에, 매우 높은 값의 이득은 입력 신호에

포함된 고조파 성분에 대한 필터성능을 저하시키게 된

다. 반면, 매우 작은 값의 이득은 장시간 비감쇠 과도

응답을 야기한다. 따라서 식 (3)의 데드타임에 의해 왜

곡된 출력전압의 맥동크기를 통해 를 설정한 이후 

를 조정하며 시스템의 제정수를 선정하였다.

그림 6은 제안된 데드타임 보상 알고리즘을 포함한

전체 시스템 블록도를 나타낸다. 동기 좌표계 dq축 전류

의 오차항은 ‘0’으로 수렴되도록 제어되므로 맥동 검출

에 용이하다. 따라서 동기 좌표계 dq축 전류의 오차항을

제안된 데드타임 보상 알고리즘의 입력 신호로 선정하

였다. 또한 동기 좌표계 PI 전류제어기를 보상 기준신호

로 사용함으로서 정지 좌표계에 비해 보상기를 2개로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4. 디지털 시뮬레이션

제안한 데드타임 보상 알고리즘의 성능을 확인하기

위해 Matlab/Simulink를 이용하여 시뮬레이션을 수행하

였다. 그림 7은 단상 계통연계형 인버터의 시뮬레이션

블록을 나타내며 전력변환회로, 직류단 전압 제어기, 전

류 제어기, 계통측 위상각 추정 알고리즘 등으로 구성되

어 있다.

그림 8과 그림 9는 제안된 데드타임 보상 알고리즘의

타당성을 증명하기 위한 시뮬레이션 파형이다. 2[us]의

데드타임을 적용하고 직류단 전압이 320[V], 350[V]인

경우, 제안된 알고리즘을 적용한 전·후에 대하여 각각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여 비교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그림 8은 320[V]의 직류단 전압에서 제안된 데드타임

보상 알고리즘 적용 전·후의 계통측 상전류 파형과

FFT결과를 나타낸다. 보상 전 데드타임에 의해 왜곡된

계통측 상전류의 THD는 5.74%이며 데드타임 보상 후

0.37%로 크게 개선됨을 보인다. 그림 9는 350[V]의 직류

단 전압에서 제안된 데드타임 보상 알고리즘 적용 전·후

의 계통측 상전류 파형과 FFT 결과를 나타낸다.

5. 실험 결과

앞서 제안된 데드타임 보상 알고리즘을 검증하기 위

해 그림 10의 시스템을 구성하였으며 정격 및 파라미터

Fig. 7. Simulation block diagram of single-phase grid-connected

inverter.

Fig. 8. Output current and FFT results before and after

using the proposed compensation algorithm (Vdc = 320[V]).

Fig. 9. Output current and FFT results before and after

using the proposed compensation algorithm (Vdc = 350[V]).

값은 표 1과 같다. 계통 전압 및 주파수는 220V, 60Hz

로 인가하였으며, 스위칭 주파수는 10kHz로 설정하였다.

직류단 커패시터의 용량은 2200uF, 리액터 인덕턴스의

용량은 3mH로 사용하였다. 시뮬레이션 결과와 마찬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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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Experimental setup.

TABLE I

PARAMETERS OF SINGLE-PHASE GRID-CONNECTED

INVERTER

Parameters Value

Rated power 2[kW]

Grid voltage 220[V], 60[Hz]

DC link capacitance 2200[uF]

Reactor inductance 3[mH]

Sampling period 100[us]

Switching frequency 10[kHz]

로 직류단 전압의 변동에 따른 데드타임의 영향을 확인

하기 위하여 데드타임 2[us]에서 직류단 전압을 320[V]

부터 350[V]로 변화하며 실험을 수행하였다.

그림 11은 데드타임 보상 전의 직류단 전압, 계통측

상전류 및 FFT 결과를 각각 보여준다. 그림 11(a)와 그

림 11(b)로부터 직류단 전압이 320[V]에서 350[V]로 증

가함에 따라 데드타임에 의한 계통측 상전류에 포함된

홀수차 고조파의 크기가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2는 제안된 데드타임 보상 알고리즘을 적용한

후의 결과파형을 나타낸다. 그림 12(a)와 그림 12(b)에서

직류단 전압의 변동에 상관없이 제안된 알고리즘을 사

용하여 효과적으로 데드타임이 보상됨을 FFT 결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데드타임에 의한 영향을 상세히 살펴보기 위해 그림

13에서 제안된 데드타임 보상 알고리즘 사용 전·후의 상

전류 및 직류단 전압을 확대한 파형을 보여준다. 보상전

데드타임에 의해 상전류 파형이 일그러짐을 알 수 있으

며, 보상 후 정현파에 가깝게 향상된 상전류 파형을 보

인다.

그림 14는 제안된 데드타임 보상 알고리즘 사용 전·

후의 동기 좌표계 dq축 전류와 FFT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14(a)에서 동기 좌표계 dq축 전류에 포함된

Fig. 11. DC link voltage, output current and FFT results

before dead time compensation. (a) DC link voltage :

320[V]. (b) DC link voltage : 350[V].

데드타임에 의한 2차 및 4차 고조파가 발생함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는 그림 14(b)에서 제안된 보상 알고

리즘을 사용한 후 크게 저감됨을 보인다.

그림 15는 제안된 데드타임 보상 알고리즘 사용 전·

후의 동기 좌표계 dq축 전류를 확대한 파형을 보여준다.

보상 전 나타나는 데드타임에 의한 맥동 성분은 보상

후 저감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제안된 데드타임 보상 알고리즘의 보상 효과를 정량

적으로 비교해 보기 위해서 계통에 주입되는 상전류의

THD와 저차 고조파 성분 3개의 크기를 측정하여 그 결

과를 표 2에 나타내었다. 상전류의 순시치는 1[A]이며,

보상 전 THD는 8%로 나타났으나, 보상 후 직류단 전

압의 증가에 따라 각각 3%와 4%로 상전류 THD가 개

선됨을 알 수 있다. 상전류의 크기가 비교적 작음에도

제안된 보상 알고리즘이 잘 동작함을 보인다.



172 The Transactions of the Korean Institute of Power Electronics, Vol. 22, No. 2, April 2017

[V]

360

320

0

-3

[A]

is

Vdc

fg

3fg
5fg 7fg

100[Hz]

[sec]0 1

0.2[V/div]

is
fg

3fg
5fg 7fg

Vdc

100[Hz]

[sec]0 1

0.2[V/div]

[V]

360

320

0

-3

[A]

(a)

(b)

Fig. 12. DC link voltage, output current and FFT results

after dead time compensation. (a) DC link voltage : 320[V].

(b) DC link voltage : 350[V].

Fig. 13. DC link voltage, output current before and after

dead time compensation(Vdc=320V).

Fig. 14. d-and q-axis currents of synchronous reference
frame and FFT results. (a) before compensation. (b) after

compensation.

Fig. 15. d-and q-axis currents of synchronous reference
frame before and after dead time compensation(Vdc=320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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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Ⅱ

COMPARISON OF THD AND MAGNITUDE OF

HARMONICS OF THE OUTPUT CURRENT ACCORDING

TO USING THE PROPOSED ALGORITHM

Harmonic
component

Before
comp.

After comp.
(Vdc=320V)

After comp.
(Vdc=350V)

THD(%) 8 3 4

3rd(%) 5.2 0.5 1

5th(%) 1.2 0.3 0.4

7th(%) 0.5 0.1 0.2

6. 결 론

본 논문에서는 SOGI를 이용한 새로운 데드타임 보상

알고리즘이 제안되었다. 또한 단상 계통연계형 인버터에

서 데드타임의 영향을 동기좌표계 dq축 전류를 기준으

로 상세히 분석되었으며 특히, 데드타임 이외에 직류단

전압의 변동시 계통측 상전류에 홀수차 고조파 성분

에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다. 제안된 알고리즘은 추가

적인 하드웨어가 필요 없으며 계통측 전압 및 상전류

정보만으로 구현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계통측 상전류

에 포함된 데드타임에 의한 고조파는 동기 좌표계 dq축

전류의 오차항을 ‘0’으로 제어함으로써 효과적으로 보상

되었다. 제안된 알고리즘의 유용성은 시뮬레이션과 실험

을 통해 그 성능을 증명하였다.

이 논문은 2013년도 정부(미래창조과학부)의 재

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기초

연구사업(NO.NRF-2013R1A1A1013670)의 연구비 지

원에 의하여 연구 되었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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