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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roved Transition Method for Sensorless Operation of Interior Permanent Magnet 

Synchronous Motor Dr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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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is paper proposes the improved transition scheme for a sensorless drive of an interior permanent magnet 

synchronous motor (IPMSM). In order to operate the IPMSM, the current controller can be used until 300 rpm for the initial 

operation. After that, the control method of IPMSM is changed to the speed controller for the sensorless control method. At 

that point, the rotor speed overshoot is generated due to the rapid change of the current reference for the speed controller. 

The proposed algorithm is able to reduce the overshoot of a rotor speed by compensating the estimated feedforward value to 

the speed controller. The feedforward value of the current reference is estimated by using a coordinate transformation and is 

approximated to the current reference after the transition of the control mode. The effectiveness of the proposed scheme is 

verified by experiments using an IPMSM driv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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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매입형 영구자석 동기 전동기(IPMSM)는 표면 부착형 영구자

석 동기 전동기(SPMSM)와는 달리 영구자석이 회전자 내부에 삽

입되어 있기 때문에 SPMSM 보다 유효 공극이 작고 기계적으로 

강인하다[1]. 또한 IPMSM은 회전자에 자속 발생을 위한 여자권

선에서 발생하는 손실이 없고, 자기적인 돌극성에 의해 릴럭턴스 

토크를 추가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장점 때문에 최근 고

효율 전동기를 이용하는 산업 분야에서의 사용이 늘어나고 있다. 

벡터제어는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고정밀 제어를 수행하기 

위해 사용된다. 벡터제어를 통한 독립적인 토크와 자속제어를 위

해 회전자의 위치정보가 필요하다[2, 3]. 회전자의 위치정보를 얻

기 위해 엔코더 같은 위치 센서를 시스템에 추가해야 한다. 하지

만 이러한 센서들은 장시간 사용에 따른 온도 상승과 모터의 구

동 중에 생기는 기계적인 진동에 의해 정확도와 신뢰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위치정보를 얻기 위한 장비는 시스템의 추

가적인 비용과 이를 운용하기 위한 하드웨어가 부가적으로 필요

하다. 따라서 회전자의 위치 측정을 위한 센서를 사용하지 않는 

다양한 센서리스 제어기법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4-9].

그 중에서 IPMSM의 Electromotive force (EMF)를 기초로 하

는 Extended EMF (EEMF) 센서리스 알고리즘은 매우 간단하여 

알고리즘 설계가 쉽다는 장점이 있다[10, 11]. EEMF는 모터의 

전류와 전압에 의해 추정할 수 있으며, 회전자의 위치정보를 내

재하고 있다. 따라서 EEMF를 추정함으로써 회전자의 위치각과 

속도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하지만 저속과 낮은 토크 영

역에서는 모터의 기전력이 작기 때문에 회전자의 위치각과 속도

를 정확히 추정하기가 어렵다[12].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속과 낮은 토크 영역에서는 

전류제어를 통해 일정속도까지 제어한 후에 센서리스 속도제어로 

절환 한다[13]. 속도제어기는 절환 후에 처음으로 사용되기 때문

에 절환 순간에 과전류가 전향 보상된다면 모터 속도가 순간적으

로 상승하여 회전자의 위치각 추정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저

전류가 전향 보상된다면 모터를 구동하기 위한 토크가 부족하여 

모터가 정지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는 속도제어기에 필요한 지

령전류를 전향 보상하여 해결할 수 있다[14]. 하지만 기체냉매를 

이용하는 압축기같이 부하가 가변하거나 부하의 크기에 대한 정

보를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전향보상을 위한 지령전류의 값을 

선정하기가 어렵다.

본 논문에서는 전류제어에서 센서리스 속도제어로 절환 시 발

생하는 모터 속도의 오버슈트의 저감 및 모터가 정지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개선된 절환 기법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절환 기

법은 EEMF를 이용하여 센서리스에 필요한 회전자의 위치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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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IPMSM의 구조

Fig. 1 Structure of IPMSM

얻으며, 이 위치정보를 사용하는 좌표변환을 통해 절환하기 전에 

필요한 지령전류를 추정한다. 최종적으로 추정한 지령전류를 속

도제어기에 전향보상 해줌으로써 절환 시 발생하는 모터 속도의 

오버슈트를 저감한다. 제안하는 기법은 시뮬레이션과 실험을 통

하여 그 타당성을 검증한다.

2. EEMF를 이용한 회전자의 위치각 추정

IPMSM의 센서리스 시스템에 필수로 요구되는 것은 회전자의 

위치정보이다. 하지만 센서리스 시스템에는 회전자의 위치정보를 

얻기 위한 센서가 없기 때문에 회전자의 위치를 추정할 수 있는 

알고리즘이 필수로 요구된다.

EEMF에는 회전자의 위치각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기 때

문에 EEMF를 사용하는 IPMSM의 수학적인 모델링을 통해 회전

자의 위치와 속도를 추정할 수 있다. 그림 1은 IPMSM의 공간 

벡터도를 나타내며, 축은 고정좌표계를 나타내며, α축은 U

상과 일치한다. 축은 IPMSM 회전자의 위치 와 동기 된 

동기좌표계를 가리킨다. 는 실제 회전자의 각속도 그리고 는 

추정한 회전자의 각속도를 의미한다. IPMSM의 동기좌표계 전압

방정식은 아래의 식 (1)과 같이 표현된다.














 
 














 
 ·




       (1)

여기서,  , 는 동기좌표계 축 고정자 전압,  , 는 동기

좌표계 축 고정자 전류, 은 고정자 저항,  는 축 

인덕턴스, 는 미분연산자, 는 EMF 상수, 는 각속도를 의

미한다.

식 (1)의 축 전압방정식을 식 (2)와 같이 축 전압방

정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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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   cos , 
  cos ,  sin을 의미하며, 식 (2)를 항과 

항으로 나누어 식 (3)과 같이 다시 표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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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EMF항인 식 (2)에서 우변의 두 번째 항과 식 (3)에서 우변

의 세 번째 항을 살펴보면 EEMF항이 회전자의 위치정보를 포함

하므로 EEMF항을 이용하여 현재 회전자의 위치와 속도를 추정

할 수 있다. 식 (3)은 항과 항을 모두 포함하고 있기 때문

에 수학적인 풀이가 난해하다. 하지만 이상적인 조건에서 인버터

에 의해 발생하는 고조파를 무시 할 수 있으며, 식 (3)의 2차 고

조파 성분을 제거하여 축 전압방정식을 식 (4)와 같이 간소

화 할 수 있다[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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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우변의 두 번째 항인 EEMF항은 아래와 같이 식 (5)

로 나타낼 수 있으며, EEMF는 돌극성에 의한 유기 기전력 성분

과 영구자석에 의한 유기 기전력 성분의 합으로 표현된다[7].

    ·       (5)

식 (4)를 좌표변환하여 고정좌표계로 나타내면 식 (6)과 같이 

축의 전압방정식을 다시 표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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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표계를 추정한  축 좌표계의 전압방정식은 식 (7)

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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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식 (7)에서 우변의 두 번째 항은 아래의 식 (8)과 같다.













sincos















       (8)

추정한 각속도와 실제 각속도를 정확히 추정하여 두 각속도 

간에 오차가 매우 작다고 가정하면(≃) 식 (8)은 식 (9)와 같

이 정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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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IPMSM을 사용하는 전체 시스템의 제어 블록도

Fig. 3 Control block diagram of total system using a IPMSM

그림 4 제안하는 속도제어기의 제어 블록도

Fig. 4 Control block diagram of proposed speed controller













sincos




       (9)

식 (9)을 이용하여 축과 축의 각도 오차를 식 (10)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tan 













                    (10)

그림 2 속도와 위치추정기의 블록도

Fig. 2 Block diagram of the position and speed estimator

그림 2는 속도와 위치추정기의 블록도를 나타낸다. 블록도에 

표시된 실제 각도와 추정한 각도의 오차를 식 (10)으로 정의할 

수 있고, 이 오차를 0으로 제어하여 실제 회전자의 위치와 속도

를 추정할 수 있다. 

3. 제안하는 개선된 절환 기법

회전자의 위치정보 없이는 회전자의 실제 속도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초기 구동에는 속도제어기를 사용하지 않고 전류제어기를 

사용한다. 전류제어기를 센서리스 속도제어기로 절환하는 순간에 

속도제어기가 처음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속도제어기는 많은 양을 

계산해야하며, 이로 인해 회전자 속도의 오버슈트가 발생한다. 또

한 기체냉매를 사용하는 압축기와 같이 실제 인가되는 부하를 정

확하게 알지 못한다면 초기 전류제어기의 지령전류를 크게 설정해

야하며, 절환 후에 필요한 지령전류의 크기에 따라 속도의 오버슈

트에 크기가 달라진다. 절환과정에서 생기는 회전자 속도의 오버

슈트가 크게 발생한다면 순간적으로 속도가 큰 값으로 상승하기 

때문에 회전자의 위치정보를 정확하게 추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

생한다. 속도제어기에 전류제어기의 지령전류를 전향보상하면 절

환 시 발생하는 오버슈트의 크기를 감소시킬 수 있다. 하지만 절

환 시 지령전류의 크기를 모터구동에 필요한 지령전류의 크기보다 

크게 선정할 경우 절환 시 속도의 오버슈트가 발생하며, 작게 선

정할 경우 절환 시 모터가 정지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제안하는 방법은 전류제어기에서 수행하고 있는 축 동기

좌표계 전류를 추정한 축 좌표계로 변환하여 절환 후 필요

한 지령전류의 크기를 추정한다. 추정한 지령전류를 속도제어기

에 전향보상 해줌으로써 절환 시 발생하는 회전자 속도의 오버슈

트를 감소시킨다.

그림 3은 IPMSM을 사용하는 전체 시스템의 제어 블록도를 

나타낸다. 초기 구동 시 일정한 속도로 상승하는 임의의 각속도

를 설정하여 초기 구동각을 생성하고, 생성한 초기 구동각을 이

용하여 초기 설정한 지령전류로 전류제어를 수행한다. 전류제어

기에서 속도제어기로 절환 시 초기 구동각은 추정각으로, 지령전

류는 초기 설정한 값에서 속도제어기의 출력으로 변경되어 센서

리스 제어를 수행한다.

그림 4는 제안하는 절환 기법이 적용된 속도제어기의 블록도

이다. 절환 후 필요한 토크지령을 속도제어기에 전향보상해주며, 

전향보상성분은 식 (11)과 같이 계산된다.














 cos sin
sin cos












      (11)

식 (11)에서 계산된 축 전향보상 값은 절환 후 필요한 지령

전류의 유효성분이기 때문에 이 값을 속도제어기에 전향 보상한

다면 전류제어기에서 속도제어기로 절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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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제안하는 절환 기법 적용 전 절환 시뮬레이션 파형

Fig. 5 Transition simulation waveform before application of 

proposed transition scheme

파라미터 값 단위

정격 용량 11 kW

정격 전압 191 V

정격 주파수 72.5 Hz

정격 전류 38 A

정격 속도 1450 rpm

P 6 ․

d축 인덕턴스 4.07 mH

q축 인덕턴스 4.65 mH

고정자 저항 0.099 Ω

표    1 IPMSM의 사양

Table 1 Specifications of IPMSM

그림 6 제안하는 절환 기법 적용 후 절환 시뮬레이션 파형

Fig. 6 Transition simulation waveform after application of 

proposed transition scheme

그림 7 실험세트

Fig. 7 Experiment set

속도의 오버슈트를 감소시킬 수 있다. 절환 시 오버슈트가 발생

하지 않기 때문에 오버슈트에 의해 발생하는 회전자의 위치 추정

오류, 모터정지 등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 속도제어기의 전

향보상성분을 계산하기 위해 좌표변환이 필요하지만 EEMF를 통

한 회전자의 위치각 추정과정에서 수행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계

산 없이 전향보상이 가능하다.

4. 시뮬레이션

시뮬레이션에서는 IPMSM을 구동시키기 위하여 10 kW 급의 

3레벨 인버터를 사용하였으며, 스위칭 주파수는 10 kHz로 선정

하였다. IPMSM의 사양은 표 1과 같다. 시뮬레이션은 전력전자 

회로 해석용 상용프로그램인 PSIM을 통해서 수행하였다.

그림 5는 무부하 상태에서 제안하는 기법을 적용하기 전의 절

환 파형이다. 3초부터 전류제어에서 센서리스 속도제어로 절환하

였다. 절환하는 순간에 필요한 지령전류의 유효성분보다 전향보

상성분의 크기가 크기 때문에 모터 속도의 오버슈트가 발생한다. 

오버슈트의 크기는 약 263 rpm으로 정상상태 도달까지 0.54초가 

소요된다.

그림 6은 무부하 상태에서 제안하는 기법을 적용한 후에 절환 

파형이다. 3초부터 전류제어에서 센서리스 속도제어로 절환하였

다. 절환 후 발생하는 오버슈트의 크기는 약 9 rpm으로 저감되었

고, 정상상태 도달시간도 0.3초로 보상하기 전 정상상태도달시간

보다 약 56% 감소하였다. 절환하는 순간에 필요한 지령전류의 

유효성분을 추정하여 속도제어기에 전향보상하기 때문에 속도의 

오버슈트가 감소하고, U상 전류의 맥동이 저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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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정상상태에서 회전자의 각 비교

Fig. 8 Comparison between the actual angle and estimated 

angle at the stead state

그림 9 정상상태에서 U상 전류와 각도오차

Fig. 9 U-phase current and error between the actual angle 

and estimated angle at the stead state 

(a)

(b)

그림 10 제안하는 절환 기법 적용 전 절환 파형 : (a) 300 rpm, 

무부하 상태에서 절환 성능, (b) 300 rpm, 26 Nm 상태

에서 절환 성능

Fig. 10 Transition waveform before the application of the 

proposed transition scheme : (a) Transition 

performance at 300 rpm and No Load and (b) 

Transition performance at 300 rpm and 26 Nm

(a)

(b)

그림 11 제안하는 절환 기법 적용 후 절환 파형 : (a) 300 rpm, 

무부하 상태에서 절환 성능, (b) 300 rpm, 26 Nm 상태

에서 절환 성능

Fig. 11 Transition waveform after the application of the 

proposed transition scheme : (a) Transition 

performance at 300 rpm and No Load and (b) 

Transition performance at 300 rpm and 26 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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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  험

그림 7은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절환 기법을 검증하기 위한 

실험세트를 나타내며, 실험세트는 IPMSM, 부하모터인 3상 유도

기, IPMSM을 제어하기 위한 3레벨 인버터로 구성된다. 인버터는 

디지털 신호 처리장치(DSP)인 TMS320F28335로 제어하였다. 

IPMSM의 사양은 시뮬레이션과 마찬가지이며 표 1과 같다.

그림 8과 9는 300 rpm와 26 Nm 조건의 정상상태에서 속도

와 위치 추정기의 성능을 나타낸다. 그림 8은 추정한 각이 실제

각을 정확하게 추정하여 속도의 리플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림 9

는 각도의 오차가 0으로 제어되어 전류의 왜곡 없이 정현파로 

출력된다.

그림 10은 제안하는 기법을 적용하기 전의 절환 파형이다. 

300 rpm으로 속도를 제어하고 부하조건을 변경하였다. 그림 

10(a)는 무부하 상태에서의 절환 파형이다. 절환 전에는 10 A의 

지령전류와 초기 구동각으로 전류제어를 수행하며, 절환 후에는 

추정각을 통해서 속도제어를 수행한다. 속도의 오버슈트는 최대 

약 414.47 rpm까지 상승하고 정상상태까지 도달시간은 3.32초 이

다. 절환 후 구동에 필요한 전류의 크기는 약 1 A정도로 작지만 

절환 전의 지령전류인 10 A를 속도제어기에 전향보상하기 때문

에 전향보상성분과 필요한 유효성분의 크기 차이로 인해 속도의 

오버슈트가 발생한다. 그림 10(b)는 26 Nm의 부하를 인가했을 

때의 절환 파형이다. 절환 전에는 15 A의 지령전류로 전류제어를 

제어하며, 절환 후에는 센서리스 속도제어로 절환한다. 속도의 오

버슈트는 최대 약 358.70 rpm까지 증가하고, 정상상태 도달까지 

2.74초의 시간을 소요하였다. 그림 10(a)와 마찬가지로 절환 후에 

필요한 지령전류와 전향보상성분의 크기의 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속도의 오버슈트가 발생한다.

그림 11은 제안하는 기법을 적용한 후의 절환 파형이다. 300

rpm에서 실험을 진행하였으며, 무부하 실험과 부하실험을 진행하

였다. 그림 11(a)는 무부하 상태에서의 절환 파형으로 절환 전에

는 10 A의 지령전류 전류를 제어하고 각속도를 300 rpm으로 제

한한다. 절환 후에는 300 rpm으로 속도를 제어한다. 속도의 오버

슈트 크기는 약 25 rpm이고 정상상태 도달시간은 2.54초이다. 보

상전과 비교하여 오버슈트의 크기는 약 1/4로 저감되었으며, 정

상상태 도달시간은 약 76 % 감소하였다. 절환 후에 필요한 전류

의 유효성분의 크기와 전향보상성분 크기의 차가 작기 때문에 속

도의 오버슈트가 저감되어 전류의 맥동의 크기도 감소한다. 시뮬

레이션 상에서는 절환 후 필요한 전류의 유효성분을 정확히 추정

하지만 실험상에서는 전류노이즈 등으로 인해 전류의 유효성분 

추정에 오차가 발생한다. 하지만 오차의 크기가 작기 때문에 제

어모드 절환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속도의 오버슈트가 

감소된다. 그림 11(b)는 26 Nm의 부하조건에서의 절환 파형이

다. 절환 전에는 15 A의 지령전류로 전류제어를 수행하며, 추정

각에 의한 속도제어기로 절환 한다. 속도의 오버슈트 크기는 약 

14.34 rpm이고 정상상태 도달까지 약 2.04초의 시간을 소요하였

다. 오버슈트의 크기는 보상하기 전의 약 1/4로 저감되었으며, 정

상상태 도달시간은 약 74 % 감소하였다. 절환하기 전에 지령전

류의 유효성분을 전향보상하기 때문에 속도의 오버슈트가 매우 

작고 이로 인해 U상 전류의 맥동이 줄어든다.

5. 결  론

본 논문은 매입형 영구자석 동기기의 센서리스 절환을 위해 

전향보상을 이용한 개선된 절환 기법을 제안한다. 매입형 영구자

석 동기기는 전류제어에서 센서리스 속도제어로 절환 할 때에 속

도제어기의 전향보상성분 크기에 따라 속도의 오버슈트 또는 모

터 정지현상이 발생한다. 제안하는 절환 기법은 EEMF를 사용하

여 센서리스에 필요한 회전자의 위치정보를 추정하며, 좌표변환

을 통하여 절환 후에 필요한 지령전류의 유효성분을 계산한다. 

또한, 최종적으로 계산된 지령전류를 속도제어기에 전향 보상하

여 절환 할 때 발생하는 속도의 오버슈트와 전류의 맥동을 저감

한다. 제안하는 절환 기법은 시뮬레이션과 실험 결과를 통하여 

그 타당성을 증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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