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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 인버터 기반 에어컨용 실외기 팬 모터 병렬운전에서의 

무효전력보상기를 이용한 맥동저감 기법

The Vibration Suppression using Reactive Power Compensator for Speed Control 

of Parallel Connected Dual Fan Motors fed by a Single Inverter

윤   철* ․ 권 우 현* ․ 조 내 수

(Chul Yun ․ Woo-Hyen Kwon ․ Nae-Soo Cho)

Abstract - This paper proposes analysis and suppression method for reactive power vibration of the slave motor caused by 

back-EMF mismatch between the master and the slave motor and stator resistance during middle-low speed operation. The 

master and slave motors are parallel connected dual SPMSMs(Surface mounted Permanent Magnet Synchronous Motors) fed by 

a single inverter. To suppress vibration of reactive power, RPC(Reactive Power Compensator) proposed in this paper analyzes 

flux-axis current vibration of the slave motor that occurs in middle-low speed operation using a mathematical model of the 

fan motor. And RPC adds vibration components detected from flux-axis current of the slave motor to flux-axis current of the 

master motor. The results of experiment conducted verify the efficacy of the proposed method.

Key Words : Dual Fan Motors, SIMM, Select control, Reactive Power Compensator

Corresponding Author : Dept. of Electronics & Data Com- 

munication, Keimyung College Univerity, Korea.

   E-mail: nscho1207@nate.com

* School of Electronics Engineering,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Korea .

Received : October 7, 2016; Accepted : November 22, 2016

그림 1 SIMM 구조

Fig. 1 Structure of a SIMM

1. 서  론

모든 산업분야에서 효율적 에너지 사용의 중요성은 나날이 그 

의미가 더해가고 있다. VRF(Variable Refrigerant Flow)시스템을 

가지는 에어컨은 열 교환을 위해 실외기 구동시스템에 높은 효율

과 가변속 범위가 넓은 SPMSM(Surface mounted Permanent 

Magnet Synchronous Motor)를 팬 모터로 사용하고 있다. 

특히 열 교환이 목적인 실외기 구동시스템은 비교적 정밀한 

토크가 필요로 하지 않고 부하변동에 무관한 속도가 주요 제어대

상이 된다. 중대형 건물의 냉난방을 위해 시스템 에어컨의 실외

기에 다수의 팬 모터가 구동되고 있다.

SPMSM은 IM(Induction Motor)과 달리 회전속도가 입력주파

수와 동기된 속도에서 운전되어야 하므로 다수의 팬 모터를 운전

하기 위해서는 모터 개수만큼 인버터와 회전자 위치검출 센서가 

필요로 하며, 이는 제품 전체 시스템의 크기와 부피가 늘어나고 

제조원가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된다. 

따라서 현재 산업체에서는 그림 1과 같이 인버터 하나로 다수

의 모터(SIMM : Single Inverter Multi Motor)를 운전하는 기술

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연구

가 진행되어 왔다[1]-[10]. 현재까지 연구된 단일 인버터 기반의 

듀얼 모터 병렬운전 제어기법은 아래와 같이 크게 3가지로 분류

할 수 있다. 

1. 5-leg로 구성된 단일 인버터 기반의 병렬운전[3].

2. 평균화 기법을 이용한 병렬운전[4]-[7].

3. Master and Slave 제어를 이용한 병렬운전[8][9].

상기 3가지 방식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첫째, 5-lag 방식은 인

버터의 구조를 변경하여 출력전압의 개수를 늘리므로 각 모터를 

독립적으로 제어할 수 있지만 구조의 특성상 전력용 반도체를 상

용제품으로는 사용할 수 없어 소자수급의 어려움이 대량생산을 

기반으로 하는 제품생산에 제약이 된다[1]-[3]. 

둘째, 평균화 기법을 이용한 병렬운전 방식은 3상 전압형 인버

터를 사용하며 모터 제어를 위해 각각의 전류를 평균화하여 사용

하므로 각 모터는 평균된 에너지로 운전된다. 이는 모터간 부하

가 다른 경우 상대적으로 적은 부하가 인가된 모터에 오버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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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ershoot)과 같은 급격한 과도특성을 나타내며, 센서리스 알고

리즘 적용 시 추정기 이득 값을 설정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다

[4]-[7]. 

마지막으로 Master and Slave 제어를 이용한 병렬운전의 경

우 두 모터 중 부하가 크거나 같은 모터를 Master motor(이하 

주 모터), 작은 쪽을 Slave motor(이하 보조 모터)로 선정하여 

주 모터만 제어하는 경우에도 안정적인 속도응답을 얻을 수 있

다. 그러나 정밀한 부하의 크기비교를 위해 고가의 속도측정센서

가 필요하며, 히스테리시스 제어기 특성상 최적의 히스테리시스 

폭 설정에 어려운 단점이 있다. 최근에는 히스테리시스 제어기 

대신 모터의 자속축 전류를 이용하여 주 모터와 보조 모터를 찾

아내는 기법이 발표되어 기존 문제점을 해결하였다[10]. 

한편, SPMSM은 IM과 달리 슬립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병

렬운전 시 두 모터간 속도와 부하의 차이로 두 모터간 역기전력 

오차가 발생한다. 

특히 중저속에서는 고정자의 저항성분을 무시할 수 없어 제어

가 되지 않는 보조 모터는 입력주파수와 동기를 맞추기 위해 난

조(Hunting)를 하며 이에 따라 두 모터 사이에 나타나는 위상차

로 인해 맥동하는 무효전력이 보조 모터에서 발생하게 되어 

SIMM 시스템에 안정성 문제가 발생한다[1]. 이는 전체 시스템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게 되고, 산업체에서 제품화하는데 가장 큰 문

제점이 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상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SIMM 제

어기법 중 비교적 구현이 용이하고 다른 방법에 비해 장점이 많

은 자속축 전류를 이용한 Master and Slave 제어 기법을 적용하

여 맥동하는 무효전력을 보상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제안한 무효전력보상기(RPC : Reactive Power Compensator)

는 팬 모터의 수학적 모델로부터 중저속에서 발생되는 보조모터

의 자속축 전류의 맥동현상을 분석하고, 보조모터의 자속축 전류

에서 맥동성분만 검출하여 주 모터의 자속축 전류에 더해 줌으로

써 맥동하는 무효전력을 저감하는 방법이다. 실험을 통해 제안된 

무효전력보상기를 이용한 맥동저감기법의 유용성을 확인한다.

2. 본  론

2.1 SIMM 구조에서의 맥동분석

SIMM구조에서 주 모터는 인버터 출력 주파수와 동기된 회전자 

각속도로 회전하는 정상상태에서의 전압방정식은 식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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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는 고정자 저항, 는 고정자 인덕턴스, 은 영

구자석의 자속, 은 주 모터의 d축 전류, q축 전류이다. 보

조 모터는 오픈 루프로 운전되어 임의각속도로 회전하므로 주 모

터와의 회전자 위치 오차를 갖는 전압방정식은 식 (2)로 표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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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은 보조 모터의 d축 전류, q축 전류이다. ∆는 

두 모터간 회전자 위치 오차이며 식 (3)과 같다.

∆            (3)

식 (1)과 식 (2)로부터 보조 모터의 전류를 구하면 식 (4)로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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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식 (4)를 ∆≈ 지점에서 sin≈∆ cos∆≈으로 

근사화 하여 식을 다시 나타내면 식 (5)와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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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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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보조 모터의 토크방정식도 근사화하여 나타내면 식 (6)과 같다. 

  

sin∆  cos∆

≈ 

∆  

           (6)

여기서, 는 극수, 는 보조 모터의 토크이다. 식 (6)에서 

d-q축 전류성분에 식 (5)를 대입하면 동기속도 불일치에 의해 변

동되는 보조 모터의 토크방정식은 식 (7)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  


∆  ∆




    (7)



전기학회논문지 65권 12호 2016년 12월

2010

그림 2 위상차에 따른 보조 모터 토크변동

Fig. 2 The slave motor torque ripple according to phase 

difference. 

식 (7)의 첫 번째 항은 모터의 마그네틱 토크 성분으로 유효

전력을 발생시키고 두 번째 항은 두 모터간 위상차에 따라 맥동

하는 토크로 무효전력을 발생시킨다. 그림 2와 같이 두 모터간 

위상차에 따른 보조 모터의 토크 크기를 주 모터 d축(자속축) 전

류 기준으로 나타내었다. A 지점인 경우 위상차가 없으므로 토크

를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다. B 영역인 경우 보조 모터의 위상이 

앞서므로 토크가 떨어지고 주 모터의 d축 전류를 감소시키며, C 

영역인 경우 보조 모터위상의 뒤짐 토크가 증가하고 주 모터의 

d축 전류를 증가시켜주면 부하토크와 동일하게 제어가 가능함을 

알 수 있다. 결과적으로 식 (7)과 같이 보조 모터의 토크는 주 

모터의 d-q축 전류로 표현할 수 있고, 주 모터의 q축 전류로 주 

모터의 토크를 제어하고 주 모터의 d축 전류로 보조 모터의 토

크제어가 가능함을 알 수 있다. 

2.2 맥동저감기법

그림 2와 같이 두 모터간 위상차에 따라 보조 모터의 토크가 

변동되며 이는 보조 모터의 d축 전류에서 오프셋을 가지는 맥동

전류로 발생된다. 따라서 식 (7)과 같이 주 모터의 d축 전류로 

변동되는 보조 모터의 무효전력 성분을 줄여야 한다. 이를 위해 

먼저 그림 3 그리고 식 (8)과 같이 보조 모터의 d축 전류를 이

동평균필터(Moving average filter)로 오프셋 성분을 추출한다.

 
   

 
  

  

                       (8)

여기서, 
는 필터링 되어 오프셋을 가지는 보조 모터의 d축 

전류, 은 데이터 개수이다.

식 (9)와 같이 식 (8)에 의해서 추출된 오프셋 성분과 보조 모

터 d축 전류의 차로 그림 4와 같이 보조 모터의 d축 전류의 맥

동성분을 추출할 수 있고 보조 모터의 d축 전류 맥동성분을 주 

모터의 d축 전류와 더하면 그림 5와 같이 보조 모터에서 맥동하

는 무효전력을 보상할 수 있는 d축 전류가 발생된다.

그림 3 보조 모터의 d축 전류 오프셋 검출

Fig. 3 Detect d-axis current offset of the slave motor

그림 4 보조 모터의 d축 전류 맥동성분 검출 

Fig. 4 Detect d-axis current ripple of the slave motor

그림 5 무효전력보상기의 구조

Fig. 5 Block diagram of a RPC 

 
    

                     (9) 

여기서, 
는 보조 모터의 d축 맥동성분, 

는 맥동성분을 보

상하기 위한 d축 전류이다. 

따라서 보상된 
 전류가 주 모터의 전류제어기 d축 피드백 

성분으로 입력된다.

3. 실  험

3.1 실험구성

단일 인버터 기반 에어컨용 실외기 팬 모터 병렬운전 시스템

에서 제안된 무효전력보상기의 유용성을 확인하기 위해 실험을 

수행하였다. 실험 시스템에서는 그림 6과 같이 900W 팬 모터 두 

대와 인버터 보드, 제어보드, 데이터 분석을 위한 DAC 보드로 

구성되어 있다. 

실험에서 사용한 팬 모터 제정수는 표 1과 같다.

또한 그림 7과 같이 자속축 전류를 이용한 master & slave 

select control[10] 시스템에 무효전력보상기를 추가하여 구현하

였다.

3.2 실험결과

그림 7과 같은 시스템에서 두 모터 모두 블레이드 부하를 장



Trans. KIEE. Vol. 65, No. 12, DEC, 2016

단일 인버터 기반 에어컨용 실외기 팬 모터 병렬운전에서의 무효전력보상기를 이용한 맥동저감 기법              2011

(a)

(b)

그림 8 350rpm에서 두 모터에 대한 U상전류와 d축 전류 응답

((a) 무효전력보상기 미적용, (b) 무효전력보상기 적용)

Fig. 8 U phase and d-axis current response for dual motors 

at 350rpm((a) without RPC, (b) with RPC)

(a)

(b)

그림 9 400rpm에서 두 모터에 대한 U상전류와 d축 전류 응답

((a) 무효전력보상기 미적용, (b) 무효전력보상기 적용)

Fig. 9 U phase and d-axis current response for dual motors 

at 400rpm((a)without RPC, (b) with RPC)

Parameter Values

rated power 900 [W]

rated velocity 850 [rpm]

phase resistance 1.425 [Ω]

phase inductance 21.6 [mH]

rotor flux linkage 0.219 [Wb]

number of pole 8

표    1 팬 모터 제정수

Table 1 Nominal parameters for fan motor

그림 6 실험구성

Fig. 6 Experiment construction.

그림 7 제안된 시스템의 블록다이어그램

Fig. 7 Block diagram of the proposed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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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10 600rpm에서 두 모터에 대한 U상전류와 d축 전류 응답

((a)무효전력보상기 미적용, (b) 무효전력보상기 적용)

Fig. 10 U phase and d-axis current response for dual motors 

at 600rpm((a)without RPC, (b) with RPC) 

(a)

(b)

그림 11 700rpm에서 두 모터에 대한 U상전류와 d축 전류 응답

((a) 무효전력보상기 미적용, (b) 무효전력보상기 적용)

Fig. 11 U phase and d-axis current response for dual motors 

at 700rpm((a) without RPC, (b) with RPC)

착하고 350rpm, 400rpm 중저속과 600rpm, 700rpm 고속에서 

병렬운전을 하였다. 그림 8은 350rpm에서, 그림 9는 400rpm에

서 주 모터와 보조 모터의 U상전류와 d축 전류응답을 각각 나타

내었다. 

그림 8과 그림 9 (a)에서는 제어가 되는 주 모터의 U상전류와 

d축 전류를 보면 안정적인 운전을 하지만 제어하지 않는 보조 

모터의 U상전류는 주 모터의 U상전류를 기준으로 위상이 앞서고 

뒤서는 것을 반복하고 d축 전류는 일정한 오프셋을 가지고 맥동

한다. 

이는 중저속에서는 고정자 저항성분을 무시할 수 없어 제어가 

되지 않는 보조 모터가 입력주파수와 동기를 맞추기 위해 난조로 

인해 두 모터 사이에 나타나는 위상차로 맥동이 발생하게 됨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8과 그림 9 (b)에서는 주 모터의 U상전류와 보조 모터의 

U상전류는 위상이 동기 되었고 보조 모터의 d축 전류는 맥동이 

저감된 일정한 오프셋으로 안정적인 운전을 나타낸다. 또한 무효

전력보상기에 의해 보상된 
 전류도 맥동이 저감되어 안정적인 

운전을 나타낸다. 

이는 식 (7)과 같이 주 모터의 d축 전류를 통해 보조 모터의 

토크제어가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0은 600rpm에서, 그림 11은 700rpm에서 주 모터와 보

조 모터의 U상전류와 d축 전류응답을 각각 나타내었다. 그림 10, 

그림 11과 같은 고속에서는 중저속운전과 달리 고정자 저항성분

을 무시할 수 있어 두 모터 모두 비교적 안정적인 운전을 한다

[1]. 즉, 보상 전 후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고 고속영영에서는 고

정자 저항성분에 의한 맥동현상은 무시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자속축 전류를 이용한 master and slave 기법

으로 제어하는 단일 인버터에 병렬로 연결된 두 개의 팬 모터의 

중저속 운전에서 제어하지 않는 보조모터에서 발생하는 무효전력 

맥동저감기법에 대해 연구하였다. 

SPMSM은 IM과 달리 슬립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병렬운전 

시 두 모터 사이의 속도와 부하의 차이로 두 모터 사이에 역기

전력 오차가 발생하고, 특히 중저속에서는 고정자 저항성분을 무

시할 수 없어 제어가 되지 않는 보조 모터는 입력주파수와 동기

를 맞추기 위해 난조를 하며, 그 결과 두 모터 사이에는 위상차

에 의한 맥동하는 무효전력이 보조 모터에서 발생하게 되어 안정

성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상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맥동하는 

무효전력을 보상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제안한 무효전력보상기

는 팬 모터의 수학적 모델로부터 중저속에서 발생되는 보조모터

의 자속축 전류의 맥동현상을 분석하고, 보조 모터의 자속축 전

류에서 맥동성분만 검출하여 주 모터의 자속축 전류에 더해 줌

으로써 맥동하는 무효전력을 저감하였다. 실험을 통해 제안된 무

효전력보상기를 이용한 맥동저감기법의 유용성을 확인할 수 있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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