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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is paper describes a PMSM control algorithm for realizing a low-cost motor drive system using a 

general purpose microcontroller. The proposed sensorless algorithm consists of the current observer and the sensorless 

scheme based on instantaneous reactive power. Also the control board system is not the high-cost DSP(digital signal 

processor) system but the general purpose microcontroller and it allows to reduce the unit cost of the motor system. 

However the clock frequency of the proposed microcontroller is one-fifths for the clock frequency of the DSP. In 

addition, the switching frequency must be selected as the lower frequency because of complex mathematic modeling of 

the sensorless algorithm. the low switching frequency augments the noise of the motor and might make accurate speed 

control impossible. Thus this paper proposes the optimization method to supplement the drawback of the general purpose 

microcontroller and the usefulness of the proposed method is verified through the experi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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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구자석 동기 동기는 권선 압  부하토크의 변동과

는 상 없이 원 주 수와 동기화하여 고정 속도로 회 한

다. 이 동기는 탈출 토크 이 까지의 부하 토크가 걸리더

라도 공 된 원 주 수와 동기화된 상태에서 고정 속도를 

유지한다. 따라서 구 자석 동기 동기는 고정 , 고정 속

도 구동에 합하며, 매우 높은 력 도, 효율성  유지 

보수의 강인함 때문에 에어컨디셔 , 세탁기와 같은 가 기

기에서부터 산업용 로 , 자동화기기등과 같은 산업용 기기

에 이르기까지 그 가치를 인정 받아왔다[1]. 하지만 구자

석을 계자로 사용하는 동기 동기는 그것의 성능이 향상될

수록 구자석의 가격이 비싸다는 단 이 있다. 그 게 때

문에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구 자석 동기기를 이용한 속

도  치 제어를 하기 해서는 모터를 제외한 다른 외부 

하드웨어의 설계에 을 두고 있다.

구자석 동기 동기는 회 자의 속도  치 정보를 

필요로 한다. 종래에는 엔코더나 졸버와 같은 치센서로 

회 자 정보를 검출하 으나, 시스템의 설치 환경에 민감하

고, 모터 축 성을 증 시킬 수 있으며, 특히 고가의 가격 

때문에 체 시스템 가격을 증가시키는 문제 을 가지고 있

다[2][3]. 그 결과, 1980년부터 여러 동기 모델에 기 한 

센서리스 기법이 연구되어져 왔고, 산업 장에 용하기 

한 다양한 알고리즘이 고안되어졌다[4].

구자석 동기 동기의 센서리스 제어기법을 용한 다양

한 응용분야 에 표 인 는 에어컨디셔 이다. 에어컨

디셔 의 압축기는 압축·흡입 과정에서 고온·고압의 가스가 

압축기 내부를 통과하기 때문에 압축기 내부에 회 자 치 

간  검출 센서를 부착하기 어렵고 기계 인 구조상 엔코더 

등을 사용하여 회 자를 검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5]. 그러

므로 치센서를 제거한 센서리스 제어기법이 필수불가결하

며 동기제어에서 리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센서리스 기법은 복잡한 수학  모델링을 통한 측기  

제어 알고리즘을 포함하고 있어 연산시간의 증 로 인한 고

속  고성능의 마이크로콘트롤러의 필요성을 증 시킨다. 

즉, 복잡한 수학  모델링  많은 연산시간 등의 문제 은 

범용 마이크로콘트롤러를 이용한 동기 제어의 정 성을 

감시키고 고속에서의 동기 구동을 불가능하게 할 수 있

다. 그러므로 이러한 단 을 극복하기 하여 고가의 용 

마이크로콘트롤러가 제안되지만 제품의 개발비용  생산비

용 등의 증가를 래하는 단 이 있다. 

와 같은 문제 을 해결하고자 이 논문에서는 구자석 

동기 동기의 센서리스 속도제어시스템 구 을 한 경제

인 범용 마이크로콘트롤러를 채택하여 수학  모델링과 센

서리스 제어기법의 최 화를 실 하 으며, 약계자 제어를 

용하여 정격 이상의 속도 실험까지 실시하고 제안된 방법

의 타당성을 증명하 다.

2. 센서리스 제어 기법 

 2.1 류 측기

류 측기를 구성하기 해 고정자 좌표계에서의 압 방

정식을 실제 류의 식과 추정 류의 식으로 표 하고 두 식을 

이용하여 오차 방정식을 구하면 아래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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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여기서   : D축 추정 류와 실제 류간의 오차

         : Q축 추정 류와 실제 류간의 오차

         : 고정자 항       ,   : 인덕턴스

         : 추정 속도          : 실제 속도

         : 역기 력상수       : 미분연산자

        ,   : 상수

식(1)의 역기 력항은 속도의 항이 포함되어있어 추정 역

기 력과 실제 역기 력의 오차가 0으로 수렴하고 극배치 

기법을 통하여 류 오차 한 0으로 수렴한다면 추정 류

와 실제 류가 같아지게 된다. 두 역기 력의 오차를 최소

화하는 방안은 다음 에서 나타냈다.

2.2 순시 무효 력을 이용한 속도오차 보상

회 자 속도를 산출하기 해서 회 자 좌표계에서 구

자석 동기 동기의 압방정식을 속도 추정식으로 표 하면 

식(2)과 같이 나타내어진다.

 

  
                           (2)

여기서,   : 회 자 좌표계에서의 q축 압

         ,   : 회 자 좌표계에서의 d,q축 류

식(2)으로부터 회 자 속도를 산출할 경우, 동기 라미

터 계측시 발생하는 오차와 선 류  입력 압 검출시 발

생하는 오차로 인해 실제 속도와 추정속도 사이에 오차가 

발생하므로, 이를 보상하기 해 보상값 C를 고려하여, 추정

속도를 식(3)과 같이 구성하며, 보상값 C를 결정하기 해 

회 자 좌표계의 순시무효 력을 이용한다[6].



                           (3)

순시 무효 력은 식(2.4)와 같이 역기 력과 동기 류

의 외 을 통해 나타내어진다.

 
×
                                    (4)

여기서,    

          

         ,   


식(4)을 이용하여 추정 순시 무효 력을 표 하면 다음과 

같다.


×
                (5)

여기서, 
 



라미터 계측과 센서에 의한 오차로 인해 실제 류와 

추종 류가 만큼 벗어나 있다면 , 식(4), (5)의 식은 다음

과 같이 표 할 수 있고, 그림 1과 같이 도식화 할 수 있다.

  
              (6)



 ∆ ∆       (7)

그림 1 실제 류 와 추정 류에 한 치오차

Fig. 1 position-estimation error for actual and estimated 

currents

만약 식(7)에서 식(8)의 조건을 만족하면, 식(9)와 같이 표

할 수 있으며,

 ≠ ∆ ≃     (8)

  ∆      (9)

식(9)와 식(6)의 오차를 구하면 PI 제어를 통해 속도 보상 

C값을 산출 할 수 있는데,

∆   ∆     (10)

 ∙ 




     (11)

여기서,   ,   : 비례  분 상수

속도 보상 C가 0으로 수렴하게 되면, 역기 력항의 오차

가 0으로 수렴하게 되고, 식(1)과 같이 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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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이로써, 류의 오차 방정식은 식(12)과 같이 간략화 시킬 

수 있고,  , 를 하게 선정하여 안정성을 확보한다면 

류의 오차 한 0으로 수렴할 수 있다.

그림 2 순시무효 력을 이용한 제어 블록도

Fig. 2 control algorithm block diagram using instantaneous 

reactive power

그림 2는 순시무효 력을 이용한 제어 블록도로서 와 

같은 과정을 통해 도식화 하 다.

3. PMSM 속도센서리스 알고리즘의 최 화 구

3.1 PMSM 속도센서리스 제어기의 설계

제안된 알고리즘을 실험을 통해 증명하고자 Panasonic사

의 Mn103SFE4K 범용 마이크로콘트롤러를 사용하 고 주

변회로의 지스터 설정  수행 순서를 아래와 같이 상세

히 묘사하 다. 로그램이 시작되면 그림 3과 같이 스택 

포인터 설정, 인터럽트 핸들링 로그램 어드 스 설정  

RAM 기화 부분으로 구성된 스타트업 과정이 수행하게 

된다. 이후 각 변수의 기화와 각각의 주변회로에 기  주

수로 사용될 CPU 클럭이 설정되며, 본 실험에서는 구동 

주 수를 30MHz로 설정하 다. 

그림 3 소 트웨어 순서도

Fig. 3 software flowchart

3.1.1 A/D 변환

제안된 알고리즘을 수행하기 해서는  ,  ,   그리

고 DC 링크 압이 요구되어진다. 각각의 라미터값들은 

류  압 검출 회로를 거쳐 마이크로콘트롤러의 A/D 

입력 단자와 연결되며, 입력 벨은 0∼5V이다. 검출된 아

날로그 신호는 제안된 마이크로콘트롤러의 A/D 컨버터를 

통해 디지털화되고, 한 연산을 거쳐 알고리즘의 라미

터로 사용된다. 

A/D 컨버터의 변환시간은 아래와 같은 수식을 통하여 설

정되어졌다.

 × 주기데이터변환시간
전송시간  (14)

   

여기서, A/D Clock = 분주비


 =약 533㎱ (1.875MHz)

       분주비 : 16, S/H Period= 4

       데이터 변환 시간 : 10 (비트수)

       송 시간 : 1(비트수)

사용된 컨버터의 변환시간  S/H 주기는 각각 1.3㎲ 

200㎱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어 본 논문에서의 A/D 변환시간

은 8㎲로 설정되어졌다. 

3.1.2 PWM 설정

PWM 형은 삼각  는 톱니 의 컴페어 매치

(Compare Match)에 의해 발생한다. 형의 가로축은 PWM 

주기를 의미하며 원하는 스 칭 주 수를 얻기 해 하

게 조 되어진다.  PWM 모드 제어 지스터(PWMMDn)의 

WAVEMDn 래그는 2가지 형을 설정하기 해 사용되

어지며, 본 논문에서는 카운터가 업·다운 카운트되는 삼각

로 선정하 고, 언더 로우(underflow)에서 인터럽트 발생하

도록 하 다. 식(15)는 스 칭 주 수를 선정하기 한 수식

이며,

삼각파주기  ×값×  (15)

 PWMSETn=7500, IOCLK=30MHz

의 식을 토 로 2kHz의 스 칭 주 수를 선정하 다.

그림 4 데드 타임이 용된 PWM 형

Fig. 4 PWM waveform with dead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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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WM 신호는 6개의 I/O 포트에서 출력되며, 출력 극성은 

양의 방향으로 하여 그림 4과 같이 출력 되도록 설정하 고, 

암단락 방지를 해 아래와 같은 수식을 통하여 3.36㎲의 

데드타임을 설정하 다.

 설정값××  (16)

설정값 = 50, IOCLK=30MHz

3.1.3 직렬 통신 인터페이스(SCI)

직렬 통신 인터페이스는 컴퓨터 는 디스 이/조작패

과 마이크로콘트롤러사이에 데이터를 송하고 수신할 경

우 사용되는 시리얼 통신 인터페이스로써 RS232를 이용하

여 구 하 다. 제안하는 로그램에서 동기의 구동, 정지 

 운  지령과 동기의 기 정렬 그리고 력용 스 치

의 스 칭 정렬 등을 PC로 제어하기 해 사용되어졌다. 데

이터 송속도는 9600[bps]로 선정하 고, 인터럽트 제어 

지스터는 마이크로콘트롤러가 수신시 인터럽트 발생을 하기 

해 사용했다.

기화부분의 설명을 끝으로 마이크로콘트롤러의 각 기능

에 한 진행 과정을 그림 5와 같이 간략하게 나타내었다.

그림 5 하드웨어 기화 순서도

Fig. 5 hardware initialization flowchart

3.2 로그램 최 화의 수행 방법  주의사항

범용 마이크로콘트롤러에 제안된 측기  센서리스 알

고리즘을 용하여 실험을 수행하 다. 이를 통해 연산시간

이 시스템의 정 도와 고속도 역에서 큰 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 고, 기  소음 한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

다. 그 결과 본 논문에서는 제어의 정 성과 고속의 모터 

드라이 를 해 로그램 최 화를 실시하 다. 

3.2.1 자료형 선언 

로그램 최 화를 해서는 각 변수들의 자료형을 조건

에 맞게 선언 되어져야 한다. 부분의 변수들은 int형을 선

언하여 비트연산을 용시켰으나, 센서 회로를 통해 얻어지

는  ,  ,,   은 최  데이터의 손실을 방지하기 해 

float형으로 선언되어졌다. 한 3상의 류는 2상으로 변환

할 시 고려되는 C에 을 곱하여 고정자 류와 시 값

(Shifting-Value)을 일치시켰다. 

3.2.2 마이크로콘트롤러에 의한 시뮬 이션

비트연산은 소수를 정수화시키기 해 사용되는 왼쪽 시

(Left-shifting)과 기존값으로 되돌리는 오른쪽 시  

(Right-shifting)으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시 (Shifting) 

연산은 실제 변수에 임의의 값을 곱하고 나 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연산시간의 증가를 래하는 나눗셈을 

신하여 사용될 수 있으며, 연산시간에 악 향을 미치지 않는

다. 구자석 동기 동기의 센서리스 제어를 해서는 3상

의 류  최소 2상과 DC링크 압이 필요하다. 그리고 각

각의 값들은 제안된 알고리즘이 수행하기 한 라미터로 

사용되어진다. 하지만 알고리즘의 수행은 몇 가지 기본 테

스트를 거친 후에 진행되어야 한다. 그  한 가지가 검출

된 라미터를 사용하지 않고 상되어지는 수(값)를 소스

상에 기입하여 알고리즘을 검증하는 단계로, 제안된 로그

램 최 화 방법을 해 필수 으로 거쳐야한다. 아래의 표

는 마이크로콘트롤러를 사용하여 시뮬 이션을 하는 첫 번

째 단계만을 보기 쉽게 나타내었다. 

표 1 마이크로콘트롤러에 의한 시뮬 이션

Table 1 simulation by the MCU

실험을 수행할 때의 

알고리즘

 

⇨

시뮬레이션을 위한 

알고리즘

Vdc = gAD_Result[15] Vdc = 310

Isa = gAD_Result[13] Isa = 1*

Isb = gAD_Result[14] Isb = 1*




※단, 원은 인가하지 않는다.

여기서,   : 알고리즘으로 만들어진 가상의 각도

의 표와 같이 2상 류와 DC 압을 바꾸고, 알고리즘

의 마지막 수행인 PWM의 컴페어 매치(Compare Match)부

분에 이크 포인트(Break Point)를 용하여 알고리즘을 

수행하면 컴 일러에서 제공되는 기능을 통해 각 변수값들

의 수치  변화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비트연산에 

용되는 시 값을 쉽게 선정할 수 있다.

3.2.3 시 값(Shifting-Value) 설정  비트 연산

비트연산은 왼쪽 쉬 (Left-shifting)과 오른쪽 쉬  

(Right-shifting)으로 구성되며 2의 승수만큼 곱하거나 나  

수 있는 연산이다. 자료형이 int형인 변수들의 연산에서 쓰

이는 이 방법은 나눗셈 연산시 발생하는 문제 , 즉 연산시

간 증가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따라서 본 논문

에서 비트연산 과정에서 오버 러우의 발생 없이 하게 

시 값을 설정할 수 있도록 몇 가지 기 을 설명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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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1 최소값을 가진 변수를 기 으로 시 값을 설정

본 논문에서는 추정 속도와 실제 속도의 오차를 0으로 수렴

시키기 해 속도 보상항을 추가하 다. 마이크로콘트롤러에 

의한 시뮬 이션을 통해 데이터를 확인하고 속도 보상값을 체

크한 결과 속도 보상값이  단 까지 변화하는 것을 확인하

다. 그 결과 소수 값을 정수화시켜 비트연산을 하기 한 

속도 보상값의 시 값은 10으로 선정하 고, 그와 연 된 추

정 속도, 실제 속도, 의 시 값 한 10으로 선정되어졌다.

3.2.3.2 다변수 곱셈항의 시 값 설정(부등식)

본 논문에서 용된 류 측기와 센서리스 알고리즘은 

다양한 변수들의 사칙연산으로 이루어진다. 그 에 역기

력항과 같은 다변수 곱셈항은 각각의 변수에 한 시

값를 설정하지 않을 시 오버 로우가 발생할 수 있는 문제

를 갖고 있다. 그 결과 각각의 변수의 시 값을 잘 기

록하면서 설정해야 한다.

표 2 다변수 곱셈항

Table 2 multiplication section combined many variables

다변수

곱셈항
수  식  선정 조건

역기

전력항
× ×

2 ≤ 의 시프팅값 < 6

×≤ ×< ×

여기서   : 시 값(Shifting-Value)

표 2는 3가지 변수로 이루어진 곱셈항이다. 3.2.3(1)에서 

언 되어졌듯이 본 논문에서는 속도에 련된 모든 변수의 

를 10으로 설정하 다. 그 결과 역기 력항은 이미 이

란 값이 곱해져 있다는 걸 알아야 한다. 한 역기 력 상

수인 값은 소수 값이기 때문에 자료형을 float에서 int로 

재선언 해야 하며, 정수화시키기 해 한 값을 선정

해야 한다. 선정 조건은 표 2에서 언 된 부등식에서 찾을 

수 있다. 여기서 는 를 정수화시킬 수 있는 최소값이며, 

은 가 고려되지 않는 각각의 변수들에서 나올 수 있는 

가장 큰 값과 int형의 최  범 인 을 넘지 않는 값을 서

로 고려하여 나올 수 있는 최 값이다. 따라서 의 는 

부등식에 성립되는 어떠한 값을 선정하여도 무방하며, 본 논

문에서는 의 가 5인 을 에 곱하여 사용하 다.

3.2.3.3 하나의 식에 포함된 각 항들의 시 값 매칭

표 3은 앞에서 설명된 방법을 이용하여 도출한 값을 표로 

나타내었다. 한 각 항에 시 값를 일치시키기 해 아

래와 같이 압 방정식을 이용해 설명한다.

표 3 각 변수들의 시 값

Table 3 shifting-Value of each variable

파라미터 시프팅값 파라미터 시프팅값

 8  10

 5  5

 8  10

 13  13

표 4 압방정식의 시 값 매칭

Table 4 shifting-value matching of Voltage equation

①    ②     ③      ④      ⑤
압

방정

식

  = +   +

-

  8      13       31        21       25

표 4의 ①번항은 ②, ③, ④, ⑤번항 연산의 결과이다. 하

지만 각각의 항들은 용된 가 다르기 때문에 원하는 고

정자 압을  산출할 수 없다. 따라서 각 항들을 동일한 

가 용되도록 해야 하며, 오른쪽 시 (Right-Shifting)을 

통하여 ②번, ③번, ④번, ⑤번항을  가 8이 되도록 해

다면 원하는 결과를 산출할 수 있다. 그러므로 아래와 같이 

표 되어진다.

   ·   →  ≫

   ·      →     ≫

   · 


 → 


≫

   ·   →  ≫   

3.2.4 오차의 최소화  

본 논문에서 제안된 로그램 최 화 방법은 본래의 값을 

좌·우로 쉬 시켜 값을 조 한다. 따라서 약간의 오차 발

생은 감안해야 한다. 하지만 최 화에 따른 오차값이 커진

다면 측에 의해 측되는 가 정확하게 산출될 수 없어 

문제 을 유발시킬 수 있다. 한 매 샘 링 마다 값이 바

는 변수들의 오차를 최소화하기도 힘들다. 그 결과 계측된 

라미터값들로 한정하여 그 오차를 최소화시켰고, 아래와 

같이 표로 작성하여 시 값의 선정 조건을 표 하 다.

  1) Ld = 0.00131 , Lq = 0.00161, Ld-Lq = -0.0003

표 5 Ld 오차값 

Table 5 Ld error values

시 값 (Ld)<<SV 반올림값 리턴값

10 1.34144 1 00097656377

11 2.68288 3 0.001464844

12 5.36576 5 0.001220703

13 10.73152 11 0.001342773

14 21.46304 21 0.001281738

15 42.92608 43 0.001312256

표 6 Lq 오차값

Table 6 Lq error values 

시프팅값 (Ld)<<SV 반올림값 리턴값

10 1.64864 2 0.001953125

11 3.29728 3 0.001464844

12 6.59456 7 0.001708984

13 13.18912 13 0.001586914

14 26.37824 26 0.001586914

15 52.75648 53 0.001617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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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Ld - Lq)의 오차값  최 화 (SV = 13)

Table 7  error values and optimization of (Ld-Lq) 

시프팅값
실제

(Ld-Lq)

반올림한

(Ld-Lq)
리턴값 비 고

10 -0.0003 -1 -0.000976563

11 -0.0003 0 0

12 -0.0003 -2 -0.000488281

13 -0.0003 -2 -0.000244141
선정된 

SV

14 -0.0003 -5 -0.000305176

15 -0.0003 -10 -0.000305176

  2) Ke = 0.4707 (SV = 5 선정)

표 8 오차의 최 화 1

Table 8 example 1 of error optimization 

시프팅값 (Ke)<<SV 반올림값 리턴값 비 고

2 1.8828 2 0.50

3 3.7656 3 0.50

4 7.5312 8 0.50

5 15.0624 15 0.46875
선정된 

SV

  3) Rs = 0.22 (SV = 5 선정)

표 9 오차의 최 화 2

Table 9 example 2 of error optimization 

시프팅값 (Rs)<<SV 반올림값 리턴값 비 고

3 1.76 2 0.25

4 3.52 4 0.25

5 7.04 7 0.21875

선정된 SV
6 14.08 14 0.21875

7 28.16 28 0.21875

8 56.32 56 0.21875

9 112.64 112 0.220703

10 225.28 225 0.219727

3.2.5 제법(除法)의 역산( 算)

이미 앞에서 언 되었듯이 알고리즘 수행에 있어 나눗셈 

연산은 연산시간를 증가시킨다. 그것은 수행 그 자체가 문

제 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며, 수행 후에 발생하는 후천  

샘 링주기

실제연산시간

1ms 샘 링 주기 500㎲ 샘 링 주기

비최 화시 최 화시

그림 6 약계자 제어시 샘 링 주기

Fig. 6 sampling period of applying field-weakening control

실제연산시간

샘 링주기

500㎲ 샘 링 주기 200㎲ 샘 링 주기

비최 화시 최 화시

그림 7 약계자 제어를 용하지 않을 시의 샘 링 주기

Fig. 7 sampling period of not applying field-weakening 

control 

문제이다. 따라서 특별한 상황이 아닌 이상 나눗셈의 제수

에 역수를 취하여 곱하면 나눗셈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을 쉽게 해결 할 수 있다. 

와 같은 방법, 주의 사항  시행착오를 통해 로그램

을 최 화 할 경우 연산 시간을 약 2배에서 2.5배정도 까지 

일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4. 시스템 구성

그림 8은 체 시스템 블록도로서 구자석 동기 동기

의 구동 시스템은 와 같이 구성되어졌다. 단상 AC 입력 

압은 슬라이닥스를 사용하여 약 240[V]를 인가하 고, DC 

압을 얻기 해 용량 8200[㎌]의 커패시터와 단상 풀 릿

지 다이오드로 약 330V의 DC 링크 압을 생성하 다. 3개

의 IGBT(Isolated Gate Bipolar Transistor) 모듈은 압형 

인버터를 구성하기 해 사용되어졌으며, 게이트 드라이버 

회로를 구성하여 IGBT 모듈에 게이트 신호를 인가하 다. 

DC 압과 a상, b상 류를 검출하기 해 압센서와 류

센서를 이용하여 검출회로를 구성하 으며. c상 류는 마이

크로콘트롤러 안에서 계산되어졌다. 검출된 정보는 오 셋

회로를 포함한 OP-AMP회로를 거쳐 AD 컨버터의 입력 압 

벨로 조정되어지는데, 마이크로콘트롤러에서 제안된 알고

리즘을 한 라미터값으로 사용된다. DA 컨버터는 용된 

알고리즘의 타당성을 증명하기 해 설계되어졌고, 제안된 

그림 8 체 시스템 블록도

Fig. 8 Whole system block dia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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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표면 부착형 구자석 동기 동기의 규격

Table 10 motor Parameters

정격용량 2.5[kW] 고정자 항 0.22[Ω]

정격토크 12.9[N·m] d축 인덕턴스 0.00131[H]

정격속도 2000[rpm] q축 인덕턴스 0.00161[H]

극수 8극 역기 력상수
0.0493
[V/r/min]

알고리즘의 수행을 해 범용 마이크로콘트롤러를 사용하

다. 부하 토크는 동기 축과 다이나모미터 축을 커 링으

로 연결하여 고려되어졌다.

5. 실험 고찰

범용 마이크로콘트롤러를 이용한 구자석 동기 동기의 

센서리스 제어에 한 실험을 시행하고, 정격 이상의 속도를 

하여 약계자 제어를 용하 다.

먼  그림 9은 무부하시 1000rpm에서의 추정  실제 속

도를 나타내었다. 로그램 최 화로 인해 발생하는 오차로 

과도상태에서 최  12.5%의 추정 차이를 보여 다. 하지만 

정상상태 이후 두 속도간의 오차가 없음을 알 수 있다. 그

림 10와 그림 11은 각각 2000rpm, 3000rpm에서의 추정  

실제 속도로 정상상태 이후 정확히 추정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림 12에서 그림 14까지는 약 5N의 부하를 인가하여 

1000rpm에서부터 3000rpm까지의 추정  실제 속도를 나타

낸 것이다. 정상상태 이후에 투입되는 부하로 인한 속도가 

약간 감소하지만 방 지령속도로 다시 회복됨을 알 수 있

고 이로서 속도의 보상뿐 아니라 최 화로 인해 발생하는 

오차에 한 보상까지도 잘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그림 

15 에서부터 그림 17은 1000rpm에서 3000rpm까지의 q축 

류와 추정 속도를 나타낸 것으로 정지 토크와 속도 증가후 

지령 속도에 도달 할 때까지의 q축 류의 변화를 보여주며,

그림 9 무부하시 1000[rpm]에서의 추정(상)  실제(하) 속도

Fig. 9 estimated and actual speed when the PMSM was 

derived at 1000[rev/min] with no load

그림 10 무부하시 2000[rpm]에서의 추정(상)  실제(하) 속도

Fig. 10 estimated and actual speed when the PMSM was 

derived at 2000[rev/min] with no load

그림 11 무부하시 3000[rpm]에서의 추정(상)  실제(하) 속도

Fig. 11 estimated and actual speed when the PMSM was 

derived at 3000[rev/min] with no load

그림 12 부하시 1000[rpm]에서의 추정(상)  실제(하) 속도

Fig. 12 estimated and actual currents when the PMSM was 

derived at 1000[rev/min] with 40% l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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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부하시 2000[rpm]에서의 추정(상)  실제(하) 속도

Fig. 13 estimated and actual currents when the PMSM was 

derived at 2000[rev/min] with 40% load

그림 14 부하시 3000[rpm]에서의 추정(상)  실제(하) 속도

Fig. 14 estimated and actual currents when the PMSM was 

derived at 3000[rev/min] with 80% load

18.4A 8.7A

그림 15 부하시 1000[rpm]에서의  류  추정 속도

Fig. 15   current and estimated speed when the PMSM 

was derived at 1000[rev/min] with 40% load

14.2A 12.15

A

그림 16 부하시 2000[rpm]에서의  류  추정 속도

Fig. 16   current and estimated speed when the PMSM 

was derived at 2000[rev/min] with 40% load

16.2A 14.16A

그림 17 부하시 3000[rpm]에서의  류  추정 속도

Fig. 17   current and estimated speed when the PMSM 

was derived at 3000[rev/min] with 80% load

그림 18 부하시 1000rpm에서의 상 류  선간 압

Fig. 18 phase current and line voltage when the PMSM 

was derived at 1000[rev/min] with 40% l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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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상태 이후에 5N의 부하를 투입하여 q축 류와 추정 

속도의 변화를 나타내었다. 부하 인가 후에 실제 속도가 약

간 감소하나 속도제어기의 동작으로 류가 증가하면서 약 

4  후에 다시 정상상태로 되돌아가는 것을 확인 할 수 있

다. 마지막으로 그림 18는 무부하시 1000rpm에서의 상 류 

 선간 압을 나타낸다.

6.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범용 마이크로콘트롤러를 이용한 PMSM 

센서리스 제어를 수행하 다. 측기와 센서리스기법, 그리

고 정격 이상의 속도 제어를 한 약계자 제어를 용하여 

샘 링 주기를 측정하고, 연산시간을 효과 으로 이기 

하여 로그램 최 화를 실시하 다. 그로 인해 원활한 속

도 제어가 가능함을 실험을 통하여 확인하 고, 부하 인가 

이후에도 속도 보상뿐 아니라 최 화로 인한 오차까지도 보

상이 잘 이루어짐을 측정을 통해 확인하 다. 한 약계자 

제어가 용되는 3000[rev/min]의 속도에서도 제어가 잘 이

루어짐을 알 수 있어 최 화 방법의 타당성과 범용 마이크

로콘트롤러 사용의 합성을 증명할 수 있었다. 따라서 시

스템 설계할 시 제품에 한 개발 비용  생산 비용을 

감 시킬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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