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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본 논문에서는 인버터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소자 단락을 

막기 해 필수 인 시간 지연 요소인 데드타임 보상을 통하여 인버터 

시스템의 출력 류 형 개선과 고조  감을 한 방법을 제안하 다. 

제안된 방법을 3KW  인버터에 용하여 실험을 통하여 형 개선과 

고조  함유율이 히 감소함을 확인하고 본 논문에서 제안한 데드타

임 보상 방법의 유효성과 우수성을 확인하 다.

1. 서    론

  인버터에서 데드타임(Deadtime)은 두 개의 스 치가 동시에 켜

져서 발생하는 소자 단락을 막기 해 필수 인 시간 요소이지

만 이로 인해 인버터 출력을 왜곡시키고 고조  증가와 함께 제

어성능을 감소시키는 요소가 된다. 

인버터의 출력은 각 상의 쪽과 아래쪽의 상보 인 스 칭에 

의해 정해진다. 만약 각 상에서 쪽 스 치의 turn-on 상태와 

동시에 아래쪽 스 치에 turn-off 상태를 만들거나 그 반 의 경

우에 실제 게이  신호 달에서의 시간 지연의 차이와 스 치

의 on-off 시간의 차이로 인하여 두 스 치가 동시에 도통되어 

단락사고를 일으키게 된다. 따라서 각상에서 한 상의 스 치의 

turn-off가 보장되는 일정시간 경과 후에 그 상의 다른 스 치를 

turn-on하도록 제어한다. 이러한 turn-off가 보장되는 일정시간을 

데드타임(Deadtime)이라 한다.[1] 

이러한 데드타임으로 인하여 PWM의 듀티가 실제 계산된 듀

티보다 은 듀티의 PWM으로 출력되고 이 때문에 그림 4-26에

서와 같이 각 지 마다 정 의 크기가 감소되면서 부근에

서의 불연속 구간이 나타나게 되며, 이것이 고조 의 성분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최근 많은 논문에서 데드타임 보상에 한 다양한 보상 방법이 

연구되고 있다. 가장 고 인 방법으로 한 주기 동안 왜곡된 평

균 압을 미리 계산하여 제어기의 퍼런스 값에 가감하여 보

상하는 방법[2], 류 정보로부터 계산된 오차 압을 향 보상

하는 방법[3], 데드타임 뿐만 아니라 스 칭 소자의 turn-on 지

연 시간, turn-off 지연시간에 의한 압강하까지 보상하는 방법

[4~6] 등이 있다.

2. 본    론

2.1 제안하는 데드타임(Deadtime) 보상방법

그림 1에 본 논문에서 사용한 인버터의 류제어를 하기 한 

PWM 제어 성분에 한 형을 나타내었다. 에 의해 출력

류의 크기가 제어되며, 에 의해 출력 류의 순시값이 정

로 제어하는 제어기 구조이다. PWM 제어 성분  를 살

펴보면 출력 류의 피크(Peak) 부분에서는 정확한 제어가 이루

어지므로 제어량이 크게 나타나지 않지만, 부분에서는 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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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의 향으로 큰 오차가 발생하며 큰 제어량을 만들어내어 

데드타임에 의한 향을 보상하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제어

량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더 큰 제어량을 만들기 해 이득

을 크게 할 경우 체 인 고조  성분의 증가를 가져오게 되어 

제어기 이득 증가로는 해결할 수 가 없다.

<그림 1> 전류제어 PWM 성분에 대한 파형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방법들과는 달리 그림 2 (a)에서 

볼 수 있듯이 데드타임의 향이 가장 크게 나타나는 부분이 

통과 지 으로 이 부분에서 형의 왜곡이 가장 심하게 나타

난다. 그래서 (b)에서와 같이  통과 부분에서 더 많은 제어 

입력 값으로 보상해 주고, 그 이외의 부분에서는 보상값을 만들

지 않게 하는 방법을 고안하여 용하 다. 제안된 방법은 어떤 

값을 추정하거나 오차를 계산할 필요가 없고 구조가 간단하여 

쉽게 구 이 가능하다. 출력 류의 방향에 따라 보상되는 값이 

달라지는데, 본 논문에 사용된 인버터 시스템은 류제어 구조를 

가지며  출력 류는 계통으로부터의 상정보를 기 으로 하기 

때문에 PLL을 통해 얻은 상각으로 부터   값을 구하고, 

그 값의 부호에 따라 보상값을 달리 용하 다. 따라서 류제

어를 하기 한 최종 PWM 제어신호는 식 1과 같이 용되었다.

(a) 데드타임의 향

2009년도 대한전기학회 하계학술대회 논문집 2009. 7. 14 - 17



- 681 -

Dead time
compensation

(b) 데드타임 보상 방법

<그림 2> 제안한 데드타임 보상방법

                         <식 1>

2.2 실험 방법 및 결과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데드타임보상 방법을 3KW  단상 인

버터 시스템에 용하여 제안한 방법의 유효성과 우수성을 확인

하 다. 실험의 방법은 데드타임 보상을 용하지 않았을 때와 

용했을 때의 인버터시스템의 실제 출력 류 형과 요코가와 

워메타를 이용하여 고조  함유율을 측정하여 비교․분석하

다. 실험 결과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데드타임보상 방법을 용

하여 정형 형이 개선되고, 고조  함유율이 감소됨을 알 수 있

었다.

그림 3은 데드타임 보상이 용되지 않은 경우의 류 형으

로 류 형에 데드타임의 향이 확연히 드러나며 3고조 도 

측정한 결과 4.46% 함유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본 논문

에서 제안한 데드타임 보상법이 용된 그림 4를 보면 데드타임 

향을 거의 볼 수 가 없으며  통과 지 에서도 형의 왜

곡 없이 매끄러운 모양으로 형 개선이 됨을 볼 수 있고, 측정

된 3고조  함유율도 2.63%로 감소함을 알 수 있다.  

(a) 류 형

(b) 고조  함유율

<그림 3> 데드타임 보상을 하지 않은 전류 파형

(a) 류 형

(b) 고조  함유율

<그림 4> 데드타임 보상을 한 전류 파형

3. 결    론

인버터 시스템에서 데드타임의 향이 가장 크게 나타나는 부

분이 통과 지 으로 이 부분에서 형의 왜곡이 가장 심하

게 나타난다. 따라서  통과 부분에서 더 많은 제어 입력 값

으로 보상해 주고, 그 이외의 부분에서는 보상값을 만들지 않게 

하는 방법을 고안하여 제안하 다. 제안한 데드타임 보상 방법의 

유효성과 우수성을 확인하기 해 3KW  단상 인버터에 용하

여 실험을 하 다. 실험 결과 류 형이 데드타임 향을 거의 

볼 수 가 없으며  통과 지 에서도 형의 왜곡 없이 매끄

러운 모양으로 형 개선됨을 확인할 수 있었고, 3고조  함유율

도 4.46%에서 2.63%로 약 2% 감소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로

써 본 논문에서 제안한 데드타임 보상 방법의 유효성과 우수성

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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