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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속 센서리스 제어의 역기전력 추정 성능 향상을 위한 모터 파라미터 

추정과 전압 오차의 개선

Identification of Motor Parameters and Improvement of Voltage Error for Improvement 

of Back-emf Estimation in Sensorless Control of Low Speed Operation

김 경 훈* ․ 윤  철** ․ 조 내 수*** ․ 장 민 호§ ․ 권 우 현†

(Kyung-Hoon Kim ․ Chul Yun ․ Nae-Soo Cho ․ Min-Ho Jang ․ Woo-Hyen Kwon)

Abstract - This paper propose a method to identify the motor parameters and improve input voltage error which affect the 

low speed position error of the back-emf(back electromotive force) based sensorless algorithm and to secure the operation 

reliability and stability even in the case where the load fluctuation is severe and the start and low speed operation frequently 

occurs. In the model-based observer used in this paper, stator resistance, inductance, and input voltage are particularly 

influential factors on low speed performance. Stator resistance can cause resistance value fluctuation which may occur in mass 

production process, and fluctuation of resistance value due to heat generated during operation. The inductance is influenced 

by the fluctuation due to the manufacturing dispersion and at a low speed where the change of the current is severe. In 

order to find stator resistance and inductance which have different initial values   and fluctuate during operation and have a 

large influence on sensorless performance at low speed, they are commonly measured through 2-point calculation method by 

2-step align current injection. The effect of voltage error is minimized by offsetting the voltage error. In addition, when the 

command voltage is used, it is difficult to estimate the back-emf due to the relatively large distortion voltage due to the dead 

time and the voltage drop of the power device. In this paper, we propose a simple circuit and method to detect the voltage 

by measuring the PWM(Pulse Width Modulation) pulse width and compensate the voltage drop of the power device with the 

table, thereby minimizing the position error due to the exact estimation of the back-emf at low speed. The suitability of the 

proposed algorithm is verified through experi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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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영구자석 동기전동기의 센서리스 제어는 산업현장의 다양한 

목적과 요구사항을 만족하기 위해  많이 연구되어 왔다. 냉장고 

압축기 내부와 같이 온도와 압력이 높아 센서를 사용하기 어려운 

환경은 물론이고, 가격상승에 민감하여 고가의 고성능 센서를 사

용하기 어려운 가전분야에서도 고성능을 구현하기 위하여 센서리

스 제어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한편 드럼세탁기와 같은 가전분야 전동기에서도 고성능과 에

너지 효율 등으로 센서리스 제어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 일

반적으로 드럼세탁기에는 해상도가 낮은 센서를 사용하여 회전자 

위치를 감지하고 있는데, 이러한 센서는 모터에 치부하는 과정에

서 조립편차로 인해 토크맥동을 일으킬 수 있고 또한 홀센서 2

개로 회전자 위치를 판단하려다 보니 불연속 구간이 생겨 전류리

플에 의한 토크맥동과 전자기 소음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러한 해상도가 낮은 센서를 사용하는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연속 구간 존재로 인한 제어특성을 개선하기 위해 다수의 연구

가 시도되기도 했다[1-3]. 이들은 위에서 언급한 문제점을 어느 

정도 개선할 수 있으나 센서가 불량인 경우는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저해상도 센서 사용으로 인한 

제어성능 저하를 개선하면서 원가절감을 달성하기 위해 센서리스 

제어가 필요하고 이에 대한 연구 또한 시도되었다[4-5]. K. Y. 

Cho[4]는 운전 중 온도에 영향을 받아 변하는 고정자 저항을 알

기 위해 전압과 전류의 비로 연산하지만 데드타임 영향과 인버터 

전력소자 전압강하로 인해 지령전압과 실제전압의 차이가 발생하

고 이로 인해 고정자 저항과 전압의 오차로 위치오차가 증가한

다. Song Chi[5]는 모델 기반 슬라이딩 모드 관측기로 추종을 

하나, 사용되는 파라미터 변동에 대한 한계나 영향이 분석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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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지 않다.

한편 센서리스 제어는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나눌 수 있는데, 

외부에서 고주파를 주입하는 방식이 있고 모델을 기반으로 하는 

역기전력 추정방식이 있다. 기동과 저속운전이 빈번한 환경에서

는 역기전력 정보를 사용하지 않는 고주파를 주입하는 방식이 유

리하다. 또한 이 방식은 모델을 기반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모터 

파라미터 변동에 강인하다는 점도 있다. 하지만 이 방식은 모터

의 자기적 돌극성이 나타나지 않는 모터에는 적합하지 않다. 

한편 역기전력 추정방식은 일반적으로 저속에서는 역기전력 

전압이 작기 때문에 즉, 역기전력 전압 대비 잡음이 커져서 저속

에서 센서리스 운전은 적합하지 않다. 하지만 세탁기 등에 사용

되는 전동기는 극 수가 많다는 특징이 있는데 이는 기계각 속도

에 비해 상대적으로 전기각 속도가 크다는 것이다. 따라서 전동

기가 낮은 속도라도 회전만 한다면 상대적으로 어느 정도의 역기

전력을 얻을 수 있다. 또한 운전 특성상 빠른 동특성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시스템의 특성에 착안하여 역기전력 관측기를 이용한 

센서리스 제어 방법을 적용하고자 한다.

역기전력을 관측하기 위해 전동기 모델을 사용하는데 이때 모

델에 사용되는 정보가 정확해야 역기전력을 잘 관측할 수 있다. 

모델에 사용되는 정보를 정확히 알아내기 위해 기존에 다양한 연

구가 있었다[6-8]. Yukinori Inoue[6,7]은 RLS(Recursive Least 

Square) 방법에 의해 온라인으로 파라미터를 알아내지만 지령전

압을 사용하므로 실제전압과의 전압오차가 발생하며, 이러한 전

압오차를 고려하기 위해 전류방향에 따라 보상하는 기법을 제안

하였다. 하지만 노이즈가 심한 환경에서는 잘못 보상될 수 있어

서 오차를 증폭시킬 수 있다. Yo-Chan Son[8]은 출력전압을 직

접 센싱하는 회로를 제안하고 있지만, 그 방식은 스위칭 주기 동

안 PWM 인버터 출력전압을 적분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적분 회

로소자가 필요하고 또한 적분개시와 적분초기화 제어 신호를 위

한 부가적인 복잡한 회로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역기전력 관측기 기반 센서리스 알고리즘의 저

속 운전에 영향을 주는 전동기 파라미터와 입력전압 오차를 최소

로 하는 방법을 제안하여 역기전력을 좀 더 정확히 추정하고 이

를 통해 기동과 저속 운전이 빈번하고 부하변동이 심한 환경에서

도 운전 신뢰성 및 안정성을 높이고자 한다. 관측기에 사용되는 

모터 파라미터와 관측기로 입력되는 정보들의 정확도가 중요한데 

특히 저속 성능에 영향을 많이 주는 요소로 고정자 저항, 인덕턴

스, 입력전압이 있다. 고정자 저항은 대량제조 과정에서 불가피하

게 발생할 수 있는 저항값 산포와 운전 중 발생하는 열로 인한 

저항값 변동이 발생 할 수 있고, 인덕턴스도 제조산포로 인한 변

동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전류의 변화가 심한 저속에서 그 영향

이 크다. 이렇듯 초기값이 다르고 운전 중에도 변동하여 저속에

서 센서리스 성능에 큰 영향을 미치는 고정자 저항과 인덕턱스를 

알아내기 위해 2단 정렬을 통해 각 단에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전압오차를 2-point 연산방식으로 상쇄시켜 전압오차에 의한 영

향을 최소화하고자 한다. 또한 기동과 저속영역에서는 역기전력 

정보가 매우 작으며, 이때 지령전압을 그냥 사용할 경우에는 데

드타임과 전력소자의 전압강하에 의한 왜곡전압이 상대적으로 커

서 역기전력 정보를 정밀 추정하기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출력 

PWM 펄스폭을 직접 측정하여 전압을 검출하는 방식과 이를 구

현할 수 있는 단순한 회로를 제안하며, 또 전류에 따른 전력소자

의 전압강하는 테이블로 보상해줌으로써 센서리스 제어기의 입력 

정보의 정확성을 높여 기동과 저속영역에서 역기전력 정보 추정

과 그로 인한 위치오차를 최소화하고자 한다. 제안된 알고리즘의 

적절성은 실험을 통해 검증한다.

2. 본  론

2.1 역기전력 관측기 기반 위치, 속도 추정

표면 부착형 영구자석 전동기의 역기전력을 관측하기 위해 전

류와 역기전력을 상태로 가지는 상태방정식을 만들고 여기서 식 

(1)~(2)와 같은 궤환형 역기전력 상태 관측기를 꾸밀 수 있다[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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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1)에서 은 관측기가 관측한 상태를 의미하며, 은 관측기

가 알고 있는 입력, 즉 지령 전압을 의미한다.   은 관측기가 

알고 있는 전동기 파라미터 및 속도를 의미한다. 식 (2)에서 


  

  
 는 각각 고정좌표계 상의 고정자 전류, 역기전력, 전

압을 나타내고   은 각각 고정자 저항, 인덕턴스, 전기 각

속도를 의미한다. 여기서 는 4 x 2 이득 행렬을 의미한다. 이득 

행렬 는 관측기 오차 상태 방정식   
 로

부터 설계할 수 있다. 즉 오차 상태 방정식의 동특성은 행렬 

에 의해 결정되므로 이득 행렬 를 이용하여 

의 값이 원하는 값이 되도록 설계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고유 값을 

켤레 복소수 형태의 이중 극점들로 선정하여  
  

의 계수와 특성 방정식 det  의 계수를 비교하

여 이득 행렬의 성분을 구하였다.

관측된 역기전력을 식 (3)과 같이 아크탄젠트해주면 추정 위치

정보 을 얻을 수 있지만 이렇게 관측한 역기전력 전압은 시스

템에 존재하는 높은 잡음 주파수 성분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계산한 회전자각을 바로 제어에 사용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역기

전력으로부터 계산된 위치정보는 상태 필터나 기계 시스템을 이

용한 회전자각 관측기를 이용하여 고주파 잡음이 제거된 각을 제

어에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본 논문에서는 회전자각 관측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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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이용하여 고주파 잡음을 제거하고자 한다.

     tan










 




                 (3)

앞에서 역기전력을 관측한 것과 같이 전동기의 기계 각속도와 

위치각, 부하토크를 상태로 가지는 상태 공간을 이용하여 식 (4)

와 같이 위치각 과 각속도 을 관측할 수 있다. 식 (4)에

서     는 각각 전동기 입력토크, 부하토크, 관성, 마찰

계수를 의미한다. 여기서 위치 관측기 이득 행렬 은 3 x 1 행

렬로 본 논문에서는 이득 행렬 의 설정방법도 앞서 설명한 역

기전력 상태 관측기 이득 행렬 설정과 유사하게, 고유 값을 세 

개의 극점들로 선정하여   의 계수와 

오차의 특성 방정식 det 의 계수를 비교하여 

이득 행렬의 성분을 구하였다.































  

 

  



  




































    (4)

한편 관측기를 이용한 역기전력 관측은 전동기의 전압 방정식

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전압 방정식에 나타난 전동기 파라미터

가 실제 전동기 모델을 잘 반영하고 있어야 한다. 즉 역기전력 

관측은 전동기의 파라미터 오차에 민감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

히 역기전력의 크기가 작은 저속 영역에서는 이러한 파라미터 오

차에 의한 관측 오차가 크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본 논문에서 

적용하고 있는 상태 관측기 방식에서 파라미터 오차에 의해 발생

하는 관측오차는 식 (5)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10]. 

∥
 ∥












 



 








 







 





 









 

 

 


 

 




 






















 



 



    (5)

여기서 모자 기호는 관측기가 알고 있는 값을 의미하며, 모자 

기호가 없는 것은 실제 값을 의미한다. 식 (5)의 각 항들을 살펴

보면 회전자의 속도 이 작아질수록 동일한 전동기 파라미터 

오차 또는 전압 오차에 대해 역기전력 오차가 더 커짐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저속일수록 더 큰 관측 오차가 발생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저속에서 역기전력 관측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저항, 

인덕턴스, 입력전압을 가능한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

2.2 고정자 저항 및 인덕턴스 측정

고정자 저항은 대량생산 방식에 따른 제조산포로 인해 초기값

이 다르고 운전 중 고정자에 흐르는 전류로 인해 열이 생겨 온

도가 높아지게 되고 따라서 저항값이 증가하게 된다. 이렇게 변

동하는 저항을 모를 경우 저속에서 역기전력 관측오차가 더욱 커

지고 결국 센서리스 제어 성능을 악화시킨다. 

본 논문에서는 고정자 저항을 측정하기 위해 초기위치 정렬 

과정을 이용한다. 전동기가 움직이지 않도록 토크가 발생하는 

축 전류는 0으로 하고 축에만 전류를 인가하여 정렬 동작을 수

행하면서 동시에 이 과정에서 얻어지는 전압과 전류의 비로 간단

히 고정자 저항을 측정할 수 있다. 하지만 식 (6)~(8)과 같이 지

령전압과 실제 인가전압 간의 차이 즉, 인버터 전압오차가 존재

하는 경우 저항에도 오차가 생겨 저항을 정확히 계산할 수 없다. 


 

 








 

 




 
 

   (6)


 

 (7)






 

  (8)

제안한 방법은 그림 1과 같이 2단에 걸쳐 정렬 동작을 하기 

위해 전류를 인가하고 식 (9)와 같이 계산을 하면 각 단계의 정

렬 동작 시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인버터 전압오차가 상쇄되어 인

버터 전압오차가 제거된 고정자 저항을 간단히 알 수 있다. 이러

한 2단 정렬 방법은 드럼세탁기와 같이 일정 시간 정회전 후 완

전 정지상태가 존재하고 이후 일정 시간 역회전을 한 후 또 다

시 완전 정지상태가 되고 또 이런 상태가 계속 반복하게 되므로 

적용이 용이하다. 여기서 추정된 저항 값은 전동기의 고정자 저

항뿐만 아니라, 인버터와 전동기 사이의 케이블, 커넥터의 저항 

성분 및 인버터 소자의 도통 저항 모두를 포함하게 된다.


 




 

 


 



 



   (9)

한편, 인덕턴스도 저항과 유사한 방법으로 2단 정렬전류를 주

입하여 각 단에 존재하는 공통적인 전압오차가 상쇄된 값을 얻을 

수 있다. 식 (6)에서 모터 정지상태에서 교류전류를 인가하기 때

문에 모터속도 및 역기전력 값은 0이다.

VD1i

2i
Vv D+1

Vv D+2

그림 1 2단 정렬전류 주입 파형

Fig. 1 2-stage aligned current injection waveform

위와 같은 조건으로 전류를 일정하게 제어하면 전압방정식은 

식 (10)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이 때 간략화된 수식을 정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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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다음과 같이 식 (11)로 표현되는 고정자 인덕턴스 를 구할 

수 있다.

  
  

(10)

 

 
(11)

그림 2와 같이 0에서 2.5초까지는 축 전류에 0.5A, 축 전류

에는 0A로 하고 이어서 2.5초에서 3초까지는 축 전류에 1A, 

축 전류에는 0A를 인가하고 회전자 위치와 관계없는 임의의 제

어각으로 60Hz의 교류 전류를 인가하여, 식 (12)와 같이 2-point 

연산을 수행하면 고정자저항 를 구할 때와 마찬가지로 공통적

으로 포함되어 있는 전압오차 ∆가 제거된 비교적 정확한 값

을 감지할 수 있다.

ai

그림 2 인덕턴스 측정을 위한 교류전류 인가

Fig. 2 AC current injection for inductance measurement

 

 
   (12)

2.3 전동기 입력전압 측정 및 인버터 전력소자 전압강하 보상

전동기의 입력전압은 데드타임 효과, 전력소자의 전압강하 등

에 의해 지령전압과 다른 전압이 실제 출력 된다. 드럼세탁기의 

인버터 시스템의 경우, 15kHz 스위칭 주파수에 DC-link 310V, 

데드타임 2를 가지며, 데드타임 효과로 인해 평균적으로 

±9.3V의 전압오차를 만든다. 이를 드럼세탁기 전동기의 역기전력 

전압으로 환산하면 속도가 약 25rpm으로 회전하고 있을 때의 역

기전력 전압에 해당된다. 이는 데드타임에 의한 전압 왜곡을 보

상하지 않으면 25rpm 이하 속도에 대해서는 정확한 역기전력을 

추정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전압 오차를 보상하기 위해 데드타임을 고려하여 전류

방향에 따라 지령전압을 조정하는 방법이 있으나, 단일 스위칭 

전원회로　적용으로 인해 전원단 노이즈 등의 유입에 취약한 환

경에서는 전류방향이 오감지 되어 데드타임을 정확히 보상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긴다. 한편 적분 소자를 이용하여 전압을 직접 측

정하는 방법이 제안되기도 했다. 이 방법은 인버터 전력소자의 

전압강하까지 측정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적분 소자의 비

싼 가격과 복잡한 회로로 인해 가전제품의 양산에 적용되기는 어

려운 점이 있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출력 PWM 펄스폭을 직접 측정하여 전

압을 검출하는 방식은 마이크로 컴퓨터에 내장되어 있는 펄스 폭

을 측정하는 캡쳐(capture) 기능을 이용하여 인버터 PWM 펄스 

폭을 측정하고 스위칭 주기 동안 평균전압을 계산하는 방식이며, 

이 방식은 별도의 복잡한 회로가 요구되지 않아 회로가 단순하고 

가격 면에서도 저렴하다. 그림 3은 캡쳐 기능을 활용하기 위한 

회로이다. 좌측 저항 3개는 큰 인버터 출력 전압을 비교기 입력 

범위로 줄여주기 위한 분압 회로이고, 그 분압된 값은 비교기를 

통해 마이크로 컴퓨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일정 전압 크기로 출

력을 해주게 된다. 캡쳐 기능은 펄스의 에지(edge)를 감지하고 

펄스 사이의 시간을 계산할 수 있다. 출력 전압이 PWM 형태로 

출력되면 단자 전압은 한 주기 동안의 시간평균 값으로 생각 할 

수 있으며 식 (13)을 통해 구할 수 있다.

 
RP1

RP2

RP3

+

-C1

VRef
Micro

compter

Vp

그림 3 캡쳐 기능을 활용하기 위한 회로

Fig. 3 Circuit to take advantage of the capture function

 
 





 (13)

한편 펄스 폭을 측정하여 평균전압을 계산하는 방식은 전력소

자 IGBT(Insulated Gate Bipolar Transistor)와 다이오드의 도통 

시 발생하는 전압강하가 고려되지 않는다. 따라서 전동기에 인가

되는 정확한 전압을 얻기 위해서는 전력소자의 전압강하를 보상

해줘야 한다. 

그림 4 PWM과 단자 전압 파형

Fig. 4 PWM and terminal voltage waveform

본 논문에서 사용하는 전력소자(PS21964-s)는 도통 시 

0.5~1V의 전압 강하가 발생하며, 이는 약 2.7rpm의 속도로 운전 

될 때의 역기전력 전압 크기와 같다. 하지만, 소자의 전압강하는　



Trans. KIEE. Vol. 67, No. 5, MAY, 2018

저속 센서리스 제어의 역기전력 추정 성능 향상을 위한 모터 파라미터 추정과 전압 오차의 개선             639

*
di

*
qi qv

dv

dqi

cq
)

abci
cw
)

av

bv

cv

dqv

R
)

dse
)

*w

dqi

abcT

abcT

cq
)

cw
)

L
)

q
)

qse
)

그림 5 센서리스 운전 전체 제어 블록도

Fig. 5 Sensorless operation control block diagram

캡쳐 기능을 이용하여 측정하지 못하는 전압이며, 따라서 계산된 

전압을 관측기의 입력으로 사용하면 2.7rpm 이하의 속도 정밀도

로는 역기전력 전압을 관측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저속에서의 정밀도 향상을 위해서 전압강하에 대한 보

상을 추가하였다. 즉 IGBT와 다이오드의 데이터시트에서 전류 크

기에 따른 전압강하를 테이블로 구성하고 각각 도통되는 구간의 

전류에 따라 전압강하 보상분을 계산한다. 전압강하 보상분은 식 

(14)와 같다. 여기서 은 상의 전력소자 전압 강하

를 의미하며 전류 에 대한 함수임을 뜻한다. 앞서 직접 측정한 

전압에서 이 값을 뺀 전압이 전력소자의 전압강하까지 고려한 전

압이고 이 값을 관측기에 사용한다.

 


×

 
×

(14)

3. 실  험

3.1 실험구성

본론에서 검토되었던 센서리스 구동 알고리즘의 실험을 위한 

전체적인 제어 블록도는 그림 5와 같다. 속도제어기는 적분 비례 

제어기이고, 전류제어기는 비례 적분 제어기이며, PWM 방식은 

공간벡터 PWM 방식을 적용한다. 또 센서리스 알고리즘은 궤환

형 역기전력 관측기 및 궤환형 회전자각 관측기를 적용하였고, 

전동기 입력전압 측정은 캡쳐 기능을 이용한 극전압 펄스 폭 측

정방식과 IGBT와 다이오드의 전압강하를 보상하기 위해 테이블

을 사용한다. 그리고 전동기 파라미터 측정은 운전 직전 2단 전

류주입 동작에 의해 저항과 인덕턴스를 측정한다. 기동은 2단 전

류주입 이후 오픈루프 제어없이 바로 속도제어를 수행한다. 스위

칭 주파수는 15kHz이며 데드타임은 2이다. 실험에 사용된 모

터는 드럼세탁기에 사용되는 외전형 표면부착형 영구자석 동기 

전동기이며 전동기 파라미터는 표 1과 같다. 실제 회전자 위치와 

추정 위치를 비교하기 위해 1000PPR(Pulse Per Revolution) 엔

코더를 4체배하여 사용하였다. 그림 6에는 사용된 엔코더가 조립

된 전동기와 제어기가 탑재된 보드를 보여주고 있다. 실험 시스

템은 표 1의 모터가 적용된 드럼세탁기, 제어기 보드, D/A 컨버

터 보드, 오실로스코프로 구성되어 있다.

표 1 전동기 파라미터

Table 1 Motor parameter

항목 값 [단위]

극 수 48

상 저항 5.5 [W]

상 인덕턴스 37.5 [mH]

회전자 쇄교 자속 0.1462 [Vs]

정격 속도 400 [r/min]

상 전류 최대값 9.0 [A]

그림 6 사용된 엔코더와 조립된 모터와 제어기 탑재 보드

Fig. 6 Used encoder assembled motor and board with 

controller

3.2 실험결과

그림 7은 정지상태에서 2단 정렬전류를 주입한 뒤 46rpm의 

계단형 속도명령을 인가하여 운전할 때의 모터 상 전류 의 

파형과 그 때 계산한 2-point 및 1-point 연산에 의한 저항값, 

실제 고정자 저항값을 D/A 컨버터로 출력하여 비교한 파형이다. 

A 영역에서 직류전류가 2단의 계단모양으로 인가됨을 알 수 있

고 이때 1단 전류가 음의 방향으로 서서히 증가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기계적 진동을 줄이기 위해서 기울기를 갖도록 하였다. 

실험 직전 실제 고정자 저항을 계측기로 측정한 값은 5.5인데 

2단 정렬동작 이후 2-point 연산에 의한 값은 5.45으로 0.9% 

오차를 갖지만 1-point 연산에 의한 값은 6.1으로 10.9% 정도 

크게 측정하고 있는데 이는 본론에서 기술한대로 전압오차에 의

해 발생하는 저항 측정오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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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1-point 연산에 의한 고정자 저항 적용 시 관측한 역기

전력과 위치오차

Fig. 9 Observed back-emf and position error when applying 

stator resistance by 1-point calc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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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1-point 연산에 의한 인덕턴스 적용 시 관측한 역기전

력과 위치오차

Fig. 10 Observed back-emf and position error when applying 

inductance by 1-point calc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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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지령전압 적용 시 관측한 역기전력과 위치오차

Fig. 11 Observed back-emf and position error when applying 

command voltage

][0 A

][20 mH

aI

int1 po
sL
-
)

real
sL

int2 po
sL
-
)

B region

]/5.0[:]/5.7[:]/1[: int2int1 divstimedivmHLLLdivAI real
s

po
s

po
sa

--
))

그림 8 인덕턴스 측정파형

Fig. 8 Inductance measurement wave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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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고정자 저항 측정파형

Fig. 7 Stator resistance measurement waveform

그림 8은 저항 측정파형과 마찬가지로 실제 인덕턴스 크기와 

2-point 연산에 의한 크기, 1-point 연산에 의한 크기를 비교한 

파형이다. B 영역에서 알 수 있듯이 인덕턴스를 측정하기 위해 

먼저 2.2초 동안 0.5A, 60Hz 교류전류를 인가한 뒤 이어서 0.5초 

동안 1.0A, 60Hz 교류전류를 인가하는 2단 형태의 전류를 주입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실제 인덕턴스 크기는 37.5mH인데 

2단 전류주입 이후 2-point 연산에 의한 값은 36.9mH로 1.6% 

오차를 보이지만 1-point 연산에 의한 값은 27.5mH로 전압오차

에 의해 26.7% 정도의 측정오차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7과 8처럼 저항 측정을 마지막에 하는 이유는 2단 전류

를 주입하는 목적이 저항 측정 이외 회전자 위치를 제어기가 아

는 위치로 정렬하여 센서리스 기동을 원활히 하기 위한 목적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실제 인덕턴스 계산은 저항 측정 후 최종 

계산을 수행하므로 정확히 측정된 저항이 반영된 인덕턴스 값을 

계산할 수 있다.

그림 9~11은 1-point 연산에 의해 측정한 고정자 저항, 인덕

턴스 및 지령전압으로 각각 센서리스 운전할 경우 역기전력

(

 

 ), 실제 위치(
), 추정 위치() 및 위치오차

( 
 ) 파형이다. 정지 상태에서 1단 전류를 주

입한 후 46rpm 계단형 속도명령을 인가하여 센서리스 운전을 시

도하고 있는 상태이다.

그림 9는 1-point 연산에 의해 측정한 고정자 저항을 역기전

력 관측기에 적용하는 경우로 운전에 실패하지는 않았으나 불안

정하게 기동을 하고 최대 부하토크가 발생하는 전기각 6주기 전

후로, 관측된 역기전력의 크기와 형태의 왜곡이 심하고 위치오차

도 전기각으로 최대 0.72rad 수준이며 추정위치에 6고조파 형태

의 왜곡까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그림 10은 1-point 연산에 의해 측정한 인덕턴스를 적용하는 

경우로 고정자 저항과는 달리 전기각 4주기까지 위치오차가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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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2-point 연산에 의해 측정된 고정자 저항, 인덕턴스 적

용 및 직접 전압센싱에 의한 관측한 역기전력과 위치오

차((a) 전체 (b) 과도상태 (c) 정상상태)

Fig. 12 Observed back-emf and position error using stator 

resistance and inductance measured by 2-point 

calculation and direct voltage sensing ((a) Overall 

(b) Transient state (c) Steady 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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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경부하와 중부하 적용 시 센서리스 동작((a) 15% 부하 

(b) 30% 부하 (c) 60% 부하)

Fig. 13 Sensorless operation at light load and heavy load 

((a) 15% load (b) 30% load (c) 60% load)

하다가 결국 최대 부하토크가 발생하는 부근에서 결국 센서리스 

운전이 실패하고 있다.

그림 11은 지령전압을 적용하는 경우로 초기부터 정상적인 운

전을 못하고 3rpm 정도를 보이다가 그림 10과 같이 결국 센서

리스 운전이 실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드럼세탁기와 

같은 저속 운전이 상시 요구되는 응용에서는 인버터에서 발생되

는 전압 오차를 고려하지 않을 경우, 지령전압과 실제 인가전압 

사이에 차이가 많이 존재하고, 이를 정확히 알지 못할 경우는 센

서리스 운전이 불가능함을 보이고 있다. 

그림 12는 본 논문에서 제시한 2-point 연산에 의한 고정자 

저항, 인덕턴스와 직접 센싱한 전압을 역기전력 관측기에 적용할 

경우 역기전력과 위치오차 파형이다. 그림 12(a)의 전체 파형에서 

알 수 있듯이 기동부터 정상상태까지 정상적인 센서리스 운전을 

수행함을 알 수 있다. 그림 12(b)는 기동부터 과도상태 구간을 

확대한 그림이고 그림 12(c)는 46rpm의 정상상태 구간을 확대한 

그림으로 전구간 역기전력과 추정위치 모두 관측을 잘하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그림 13은 제안된 역기전력 관측기의 제어 신뢰성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하변동 시 저속 센서리스 성능을 평가하기 위한 

운전 파형이다. 부하변동은 15%, 30%, 60%에 해당하는 세탁물

을 넣은 후 각각의 부하에 해당하는 물의 양을 넣고 물과 혼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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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세탁물이 낙차가 발생하는 46rpm의 속도로 기동 및 유지하는 

조건으로 실험하였으며, 최대 부하토크는 기동 후 세탁물이 기계

각으로 90도 부근에서 발생한다. 여기서 60% 조건은 물이 추가

된 세탁 조건일 때는 기동 시에 부하토크가 최대로 발생하는 부

하량을 의미하며 그 이상일 경우에는 오히려 부하토크가 작아지

는 특징을 갖고 있다. 그림 13(a)~(c)에서 볼 수 있듯이 기동 후 

전기각으로 6주기에 해당되는 기계각 90도 부근에서 최대전류가 

발생하고 부하가 증가할수록 최대전류 유지시간이 길어지는 경향

이 나타난다. 

부하 15%~60% 변동까지 운전시 순간적인 최대오차는 전기각 

0.31~0.63rad 정도 발생하였고 평균오차는 전기각 0.08~0.17rad 

정도를 나타내었다. 따라서 제안된 제어기는 세탁물과 물이 혼합

되어 부하변동이 심하게 발생하더라도 안정된 센서리스 동작을 

확인할 수 있었다.

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역기전력 관측기 기반 센서리스 알고리즘의 저

속 운전에 영향을 주는 전동기 파라미터와 전압 오차를 최소로 

하는 방법을 제안하였으며, 드럼세탁기와 같은 정역기동과 저속 

운전이 빈번하고 부하변동이 심한 환경에서도 운전 신뢰성 및 안

정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센서리스 운전에서는 관측기에 사용되

는 모터 파라미터와 관측기로 입력되는 정보들의 정확도가 중요

한데 특히 저속 성능에 영향을 많이 주는 요소로 고정자 저항, 

인덕턴스, 입력전압이 있다. 고정자 저항은 대량제조 과정에서 불

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저항값 산포와 운전 중 발생하는 열로 

인한 저항값 변동이 발생 할 수 있고, 인덕턴스도 제조산포로 인

한 변동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전류의 변화가 심한 저속에서 그 

영향이 크다. 또한 기동과 저속영역에서는 역기전력 정보가 매우 

작은데 반해 이때 지령전압을 사용할 경우에는 데드타임과 전력

소자의 전압강하에 의한 왜곡전압이 상대적으로 커서 역기전력 

정보를 추정하기가 어렵다. 

이렇듯 초기값이 다르고 운전 중에도 변동이 되어 센서리스 

성능에 큰 영향을 미치는 고정자 저항과 인덕턱스를 알아내기 위

해 2단 전류주입을 통해 각 단에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전압오차

를 2-point 연산방식으로 상쇄시켜 전압오차에 의한 영향을 최소

화했다. 또 전동기에 인가되는 전압을 측정하기 위해 출력 PWM 

펄스폭을 마이크로 컴퓨터에 내장된 회로만을 이용하여 간단히 

측정하는 방식을 제안하였으며, 인버터에 내장된 전력소자의 전

압강하분을 전류 크기에 따른 테이블로 보상해줌으로써 변동하는 

입력전원에 대해서도 전동기 파라미터와 계측정보의 정확성을 높

여 기동시와 저속영역에서 역기전력추정 정밀도를 높혀 센서리스

의 위치오차를 최소화하였다.

이로써 기동과 저속 운전이 빈번하고 부하변동이 심한 환경에

서도 센서리스 운전 성능을 향상시킴으로서 가격과 신뢰성에 민

감한 가전분야에도 센서리스 제어 응용범위를 넓히는데 기여할 

수 있었다. 실험을 통해 개선된 전동기 역기전력 관측기의 타당

성과 부하 별 센서리스 운전 신뢰성이 개선됨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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