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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is paper proposes a new loss minimization control method for the vector controlled induction motors. The
aim of the proposed loss minimization method is how to determine the optimal flux reference to minimize the total loss
of induction motor. Even though the proposed algorithm is based on the equivalent circuit of induction motor including
iron loss and leakage inductance, the algorithm is easy to be found and simple to be implemented. Futhermore, the
proposed loss minimization algorithm can be applied easily to the traditional vector control system without any additional
hardware. Simulation and experimental results are given to validate the effectiveness of the proposed method.

Key Words : Loss minimization, Induction motor, Vector control, Optimal flux reference

1. 서 론
각종 전동기는 산업 전반에서 구동장치로 광범위하게 사
용되고 있으며, 생산된 전력의 50% 이상을 소비하고 있다.
따라서 전력 절감을 위해서 전동기 구동시스템의 효율을 향
상시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많은 전동기 가운데 3상
유도전동기는 구조가 강인하고 유지‧보수가 거의 필요치 않
아 산업 현장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 유도전동기의
경우 정격 부하 부근에서는 높은 효율을 나타내지만 경부하
에서 그 효율이 급격히 떨어지기 때문에 경부하에서의 효율
향상은 에너지 절약 측면에서 대단히 중요하다.
전동기 구동 시스템에서 높은 전력 효율을 얻으려면 계통
손실, 컨버터 손실, 전동기 손실과 전송 손실을 포함한 전체
전력 손실을 감소시켜야 한다. 이러한 손실 가운데 전기 시
스템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고품질의 재료를 사용
해야 할 뿐만 아니라 최적설계를 통해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한 제작이 필요하다. 또한 이렇게 효과적으로 제작된 전
동기를 효율이 최대가 되도록 구동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
요하다. 산업용으로 사용되는 많은 전동기는 가변속 운전을
통해 제어되고 있으며 이 경우 발생하는 전기 시스템의 손
실은 전동기 제어방식에 크게 의존한다. 전동기의 효율을
개선하기 위한 제어기는 크게 Search Controller (SC)와
Loss Minimization Controller (LMC)가 있다. SC의 기본 원
리는 입력되는 전력을 측정하여 입력 전력이 최소로 될 때
까지 자속 레벨을 반복적으로 찾아 나가는 방법이다. 이때
전동기의 출력은 일정하게 유지시킨다. SC 방식은 특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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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리즘 없이 구현할 수 있으나 시스템 응답속도가 느리고
토크 리플이 큰 문제점이 있다[1]. LMC를 이용한 제어방법
은 유도전동기 등가모델을 사용하여 시스템 손실을 계산하
고 손실을 최소화 하는 자속 레벨을 선정하는 방법으로 그
정확도는 손실 모델에 따라 틀리지만 빠른 시스템 응답특성
을 가지고 있으며 토크 리플이 작다. 이러한 장점 때문에
유도전동기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LMC를 이용한 방법
이 많이 사용되어져 왔다.[2]-[5] 이 가운데 [2]에서 제안한
손실 최소화 알고리즘은 철손을 고려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전동기의 손실이 최소로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에서는
누설 인덕턴스 값을 고려하지 않은 간략한 형태의 유도전동
기 등가회로를 손실 최소화 모델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2]에서의 방법에 비해 개선된 방법이지만 여전히 손실을 최
소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4]에서는 누설 인덕턴스를 포함
시킨 손실 최소화 모델을 제안하고 있으나 손실 최소화 알
고리즘의 도출 과정이 매우 복잡하고 이로 인해 다양한 형
태의 전동기에 대하여 일반화된 모델로 적용하기 어렵다.
[5]에서는 누설 인덕턴스를 고려하여 [3]에서와 비슷한 형태
의 손실 최소화 기법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손실을 찾기 위
해서 2상 회전좌표계에서의 벡터제어기법을 사용해 많은 손
실 알고리즘을 찾기 위한 많은 가정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
로 복잡한 손실 모델을 이용하여 찾아야 하는 문제점을 가
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누설 인덕턴스를 포함하고 있을 뿐만 아니
라 2상 회전좌표계를 이용한 간접벡터제어기법을 구현할 경
우 기존의 손실 최소화 알고리즘에 비해 상대적으로 간단한
과정을 통해 유도전동기의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제안한 손실 최소화 알고리즘은 유도전동기의
간략화된 등가회로를 기반으로 하였으며 최적 자속레벨은
동기속도와 전동기 토크로부터 매우 간단하게 구할 수 있
다. 제안된 손실 최소화 알고리즘의 타당성과 효용성은 시
뮬레이션과 실험을 통해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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벡터제어 시스템에서는 여자분 자속을 축 방향, 토크분
전류를 축 방향이 되도록 독립적으로 제어하고 있다. 따라

2. 유도전동기 벡터제어
벡터제어 기법의 출현으로 말미암아 정밀‧속응성을 요하
는 분야에서도 직류전동기를 대신하여 유도전동기를 사용하

서 벡터제어의 경우 회전자의 축 자속성분   은 0이 되어
야 한다. 즉,


는 것이 일반화 되었다. 벡터제어는 유도전동기의 고성능
제어기법 가운데 하나인데, 유도전동기의 고정자 전류를 계
자성분과 토크성분으로 분리하여 직류전동기와 같이 여자성

     


이다. 또한 벡터제어의 경우 토크식은 식(10)과 같이 된다.

분과 토크성분 전류를 각각 독립적으로 제어할 수 있기 때

  
  
                   
  
  

문에 유도전동기의 동특성을 현저히 향상시킬 수 있는 제어
기법이다.[6]-[7] 벡터제어를 구현하기 위한 유도전동기 등
가회로는 일반적으로 철손을 고려하지 않은 그림 1과 같은
간략화된 등가회로가 사용된다. 그림 1에서  ,  는 각각
고정자 저항과 고정자 누설 인덕턴스,  ,  은 1차측으로
환산된 회전자 저항과 회전자 누설 인덕턴스를 나타내며
 , s는 각각 여자 인덕턴스, 슬립을 의미한다.

(9)



(10)

식(10)에서 알 수 있듯이 토크는 회전자 자속과 고정자 
축 전류의 곱에 비례한다.


또한 정상상태에서    이므로 식(4)에서

  

(11)

이고 자화전류  은 고정자 축 성분전류  와 같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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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손실 최소 제어 알고리즘

그림 1 철손을 무시한 유도전동기의 등가회로
Fig. 1 IM equivalent circuit without the iron loss
그림 1의 등가회로에서 유도전동기의 전압과 전류를 2상
회전좌표계( -  좌표계)를 이용해 축과 축 성분으로 분리
하여 전압의 축 성분을  , 축 성분을   , 고정자 전류의

유도전동기의 손실을 최소로 하기 위해서는 주어진 운전
조건에서 손실을 최소로 할 수 있는 최적의 자속의 크기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 최적 자속 크기는 철손분 손실저항을
포함하는 유도전동기 등가회로를 기반으로 유도할 수 있으
며 이 경우 마찰 손실, 풍압 및 컨버터 손실은 무시하였다.
그림 2는 철손을 고려한 유도전동기 등가회로이며 철손저
항은  이다.

축 성분을  , 축 성분을   , 회전자 전류의 축 성분을
 , 축 성분을   라 두고 각각의 성분에 대한 전압방정식

Rs

is

Lls

ir

을 유도하면 다음과 같다.[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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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철손을 고려한 유도전동기의 등가회로
Fig. 2 IM equivalent circuit with the iron loss

그림 2에서 유도전동기 손실은 식(13)과 같이 표현된다.
단,  는 동기각속도,  은 회전자 각속도를 나타내며 고정
자 자속과 회전자 자속의 축 및 축 성분은 다음과 같다.

         
        

(13)

         

(5)


                   

      

(6)

여기서   는 고정자 동손,   는 회전자의 동손, 그리

         

(7)

고   는 철손을 나타낸다.

      

(8)

벡터제어 시스템의 경우 정상상태 손실은 식(13)에 식(9),
(11), (12)를 대입하면 식(14)와 같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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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식(21)에서    는  가 동기각속도  의 함수임을 나
타낸다. 식(21)을 이용한 LMC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구현한

여기서,

        ,




       


(15)

이다.
정상상태에서 벡터제어 시스템의 토크분 전류   는 토크

유도전동기 벡터제어 시스템은 그림 3과 같다. 그림 3에서
위첨자 e, s, *는 각각 2상 회전좌표계, 2상 고정좌표계 및
지령치를 나타낸다.

4. 시뮬레이션 결과

 로부터 식(16)과 같이 주어지며, 식(8)에서 자속분 전류 

는 축 자속  로 식(17)과 같이 표현된다.
  
     
  

(16)


  

(17)



식(16)과 (17)을 식(14)에 대입하면 총 손실은 토크 및 자
속의 함수로 표현된다.



  

   




   

본 논문에서는 PSIM6.0을 이용하여 제안한 LMC 알고리
즘을 분석하였다. 시뮬레이션에 사용된 유도전동기는 2.2㎾
농형 유도전동기를 사용하였으며 간접 벡터제어기법을 이용
하여 제어하였다. 시뮬레이션을 위한 유도전동기의 기준속
도는 900rpm이고 부하토크는 1.2Nm이다. 또한 제안된 LMC
알고리즘을    [s]에서 적용했다. 시뮬레이션에 사용된 농
형 유도전동기 정수는 표 1에 나타내었다.

(18)

손실을 최소로 하는 자속을 구하기 위해 자속  에 대해
총 손실  을 미분하고 그 최소값을 찾으면 식(19)와 같
다. 즉,


  
 
   

  



   

(19)

이다. 식(19)를 만족하는 자속  는 식(20)과 같이 되고 식
(20)으로부터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최적 자속분 전류


는 식(21)과 같이 된다.


그림 3 LMC 알고리즘을 사용한 벡터제어 시스템
Fig. 3 Vector control system based on the proposed LMC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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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표
1 유도전동기 제정수
Table 1 Induction motor parameters
정수
정격출력
정격전압
극수
고정자 저항
회전자 저항
철손 저항
고정자 누설리액턴스
고정자 누설리액턴스
상호리액턴스
정격속도

값
2.2[kW]
220/380[V],60[Hz]
4 극
2.077[  ]
1.964[  ]
686.53 [  ]
0.026 [H]
0.026 [H]
0.239 [H]
1720 [r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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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는 LMC 알고리즘을 적용하기 전과 후의 속도, 토
크 및 고정자 전류 응답을 보여준다. 그림 4(a)에서 LMC
알고리즘이 적용될 때 유도전동기의 속도가 소폭의 감소하
지만 0.5초 안에 속도지령치를 빠르게 추종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응답시간은 PI 이득 값에 따라 틀리다. 또한   와 
전류는 최소손실을 달성하고 부하토크(1.2Nm)와 동일하게
전동기의 토크가 유지되도록 간접벡터제어 기법을 통해 재
조정된다. 그림 4(f)에서 보듯이 총 전력손실이 현저히 감소
됨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3상 고정자 전류도 현저히 줄어

(d) 출력 토크 (output torque)

드는 것을 그림 4(g)에서 알 수 있다. 또한, LMC 알고리즘
을 통해 최적 자속레벨을 얻을 수 있고, 토크 리플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것을 그림 4(d)에서 볼 수 있다. 그림 5에서
는 유도전동기를 간접벡터제어를 통해 제어 할 때 제안한
LMC 알고리즘을 사용한 것과 사용하지 않았을 때의 차이
를 보여주고 있다. 이때 부하토크는 1.2Nm로 일정하고 속도
를 변화시켰다. 유도전동기의 간접벡터제어에서 제안한
LMC 알고리즘을 사용할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손
실이 크게 줄어듦을 알 수 있다.
유도전동기의 기계적 출력  는 식(10)의 출력토크와 전
동기 속도  로 식(22)와 같이 표현되며

(e) 자속 지령 전류 (flux reference current)

이 경우 총 손실

 와의 관계에서 유도전동기의 효율은 식(23)과 같다.
   


 
  

(22)
(23)
(f) 총 손실 (total loss)

(a) 회전자 속도 (rotor speed)

그림 4 제안한 LMC 알고리즘에 의한 유도전동기 벡터제어
시스템 동작 특성
Fig. 4 Operating characteristics of vector controlled IM
system using the proposed LMC algorithm

(b) 자속분 전류:  (flux component current:  )

(c) 토크분 전류:   (torque component current:   )

새로운 유도전동기 손실 최소화 벡터제어

그림 5 제안한 LMC 알고리즘 유무에 따른 손실 비교
Fig. 5 Comparison of total loss with and without the
proposed LMC algorith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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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토크분 전류:   (torque component current:   )

그림 6 LMC 알고리즘 적용에 따른 속도 및 부하토크 변화에
대한 효율 비교
Fig. 6 Comparison of efficiencies for speed and torque
variation with and without proposed LMC algorithm

5. 실험 결과
(d) 출력 토크 (output torque)
제안된 LMC 알고리즘을 구현하기 위한 MCU는 DSP
TMS320LF2406A를 사용하였다. 하드웨어 구성은 그림 7과 같으
며 사용된 유도전동기는 시뮬레이션의 경우와 같으며 부하로 2.2
㎾ 직류발전기를 사용하였다.

(e) 고정자 a상전류 (stator a-phase current)

그림 7 실험 시스템 구성도
Fig 7 Block diagram of experimental set up

그림 8 제안한 LMC 알고리즘에 의한 유도전동기 벡터제어
시스템 동특성 실험결과
Fig. 8 Experimental results of vector controlled IM system
using the proposed LMC algorithm

(a) 회전자 속도 (rotor speed)

(b) 자속분 전류:  (flux component curr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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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에서는 2.2㎾ 유도전동기의 속도와 부하가 시뮬레이션의
조건과 같이 각각 900rpm 과 1.2Nm일 때의 시스템 응답특성을
보여준다. 이때 부하는 유도전동기의 정격부하의 10%이다. 그림 8
에서 보인 것과 같이 실험결과는 시뮬레이션 결과가 거의 일치함
을 알 수 있다. 즉, LMC 알고리즘을 동작시키면 고정자 전류성분
이 제안된 손실 최소화 알고리즘에 따라 제어되어 (그림 8(b),
8(c)) 정상상태가 되면 토크 리플이 줄어들고 (그림 8(d)), 손실도
현저히 감소함을 (그림 8(f)) 알 수 있다. 그림 9는 일정 토크에서
기준속도를 변화시킬 경우 손실 변화를 보여 주고 있다. 간접벡터
제어 기법을 사용한 유도전동기 제어 시스템에서 제안된 LMC 알
고리즘을 사용하면 가변속 제어에서 전력 손실을 현저히 줄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Trans. KIEE. Vol. 60, No. 6, JUN, 2011

scheme for induction motors," Proc. Inst. Elect. Eng.,
vol. 151, no. 4, pp. 385-397, Jul. 2004.
[5] M.

N.

Uddin

and

S.

loss-minimization-based

W.

Nam,

control

"New

of

an

online

induction

motor drive", IEEE Trans. Power Electronics, Vol.
23, No. 2, pp. 926-933, Mar. 2008.
[6] Peter

Vas,

Vector

Control

of

AC

Machines,

Clarendon Press, Oxford, 1990.
[7] D. W. Novotny, and T. A. Lipo, "Vector Control and
Dynamics of AC Drives", Clarendon Press, Oxford,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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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Experimental results of loss comparison with and
without proposed LMC algorithm

6.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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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홍 희 (李 弘 熙)

본 논문에서는 간접벡터제어기법에 의해 유도전동기를 제
어할 경우 유도전동기의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새로운
제어기법을 제안하였다. 제안한 손실 최소화 제어기는 철손
을 포함한 유도전동기의 모델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면서 손
실을 최소로 할 수 있는 알고리즘의 도출이 간단하고 이를
통한 최적 자속 연산이 간편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동
일한 조건에서 제안된 제어기에 대한 시뮬레이션과 실험을
수행해 그 성능을 검토하였으며 그 결과 제안된 손실 최소
화 알고리즘은 이 알고리즘을 적용되지 않았을 때와 비교하
여 전력 절감과 토크 리플 감소면에서 좋은 성능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1957년 10월 15일생. 1980년 서울대 공대
전기공학과 졸업(학사). 1982년 동 대학
원 전기공학과 졸업(석사). 1990년 동 대
학원 전기공학과 졸업(박사). 1994년〜
1995년 Texas A&M 방문교수. 현재 울
산대 전기전자정보시스템공학부 교수. 울
산대 네트워크 기반 자동화연구센터
(RIC) 소장

예르가낫 (Yerganat Khojakhan)
1984년 11월 22일생. 2006년 몽골과학기
술대학교 기계공학부 졸업(학사), 2008년
동 대학원 기계공학부 졸업(석사). 2010

감사의 글
이 논문은 현대중공업 지원에 의한 울산대학교 전
기공학부 일류화 연구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참 고 문

저

년 울산대학교 자동차 선박대학원 졸업
(석사). 현 몽고 과학기술대학교 기계공
학부 전임강사

헌

[1] D. S. Kirschen, D. W. Novotny, and T. A. Lipo,
"On-line efficiency optimization of a variable
frequency induction motor drive", IEEE Trans. Ind.
App., vol.IA-21, no. 4, pp. 610-616, May/Jun. 1985.
[2] Jae Ho Chang and Byung Kook Kim, "Minimum
-time minimum-loss speed control of induction
motors under field-oriented control", IEEE Trans.
Ind. Electron., vol. 44, no. 6 pp. 809-815, Dec. 1997.
[3] G. O. Garcia, J. C. Mendes Luis, R. M. Stephan, and
E. H. Watanbe, "An efficient controller for an
adjustable speed induction motor drive," IEEE Trans.
Ind. Electron., vol. 41, no. 5, pp. 535-539, Oct. 1994.
[4] S. Lim and K. Nam, "Loss-minimising control

새로운 유도전동기 손실 최소화 벡터제어

11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