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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벡터 제어 방식을 용한 동기 제어는 여러 산업

분야에 리 사용되고 있다[1],[2]. 동기를 제어하기

해서는 자속 제어와 토크 제어가 필요하며, 동기의 상

수에 한 정보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 를 들면,

DTC(Direct Torque Control) 기법의 경우 고정자 자속

동기 발생 토크 계산시 동기의 고정자 항 값

이 필요하다[3]. DTC 뿐만 아니라, 풍력발 기로 사용되는

DFIG(Doubly Fed Induction Generator)의 고정자 자속

기 벡터 제어의 경우에도 고정자 자속의 치 계산을

해서는 고정자 항값의 정확한 추정이 요구된다.

한편, 동기의 상수들은 운 조건에 따라 변화하는

값이다. 동기의 운 시 발열로 인한 온도 상승으로

고정자 항값은 70% 까지 변동된다[4]. 이러한 동기

상수의 변동은 추정하고자 하는 값에 오차를 가져와 제

어 특성 하의 원인이 된다.

지 까지 동기 상수 추정에 한 여러 연구가 발표

되었다[5]-[12]. 상수 변동으로 인한 고정자 압 오차를

옵 버(Observer)로 추정하여 간 으로 변동 값을 보

상하는 방법[5], 정상상태 류, 압 토크의 측정치를

근거한 색인표를 이용한 방법[6], 응 제어 기법을 이용

한 방법[7]-[9], 뉴럴 네트워크 기법[10] 등이 연구되었다.

상수 변동으로 인한 고정자 압 오차를 옵 버로 추

정하는 방식은 구조가 간단하고 설계가 용이하지만, 고

정자 압식을 이용하기 때문에 고정자 항과 d-q축

인덕턴스가 함께 포함되어 있어 상수 추정 시 상호간

간섭으로 인한 부정확한 값을 추정할 수 있다. 이를 보

안하기 해 직 인 d-q축 동기 상수 추정 보상 기

법이 연구되었으나[11], 이는 독립 으로 고정자 항값을

추정하는데 한계가 있다.

응 제어 기법 같은 경우에는 알고리즘은 복잡하여

구 하는데 어려우나 상수를 동시에 추정하면서 성능도

뛰어나 여러 방식이 제안되었다[12]. [12]에서는 비선형

계식을 새로운 상수를 이용하여 선형 시스템으로 표

한 뒤 Lyapunov 함수를 이용하여 상수를 추정한 후,

시스템의 상수들을 추정하는 2단계 방식을 제안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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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추정의 안정성은 입증되었지만 2단계 추정으로 인

한 계산량 증가로 인해 실시간 추정에는 어려움이 있다.

정상상태 류, 압 토크의 측정치를 근거한 색인표

를 이용한 방법 한 자기 포화나 온도변화에 따른

상수의 변화에는 능동 으로 처할 수 없으며, 비선형

시스템으로 데이터 계산의 단 이 있다. 뉴럴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학습 기간이 필요하여 기에 오랜 시간

이 걸리고, 조건이 변동하는 경우 다른 학습이 필요

하다는 문제가 있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구 이 간단하며, 측정 오차

를 감시킬 수 있는 고정자 항 추정 방식을 제안한

다. 항 추정시에 일반 으로 압, 류 정보가 사용

된다. 특히 압의 경우에는 데드타임(dead time)의

향으로 실제 압과 지령치 압간의 오차가 발생한다.

따라서 제안하는 기법에서는 압과 류의 측정 오차

측정 노이즈 등의 제거하는 기법을 제안한다. 데드타

임의 향을 배제하고자 압은 차동식을 용한다.

즉, 류를 순차 으로 증가시켜 압과 류의 차를

통하여, 압 류의 증가율을 통한 항식을 기반으

로 한다. 한 측정 오차 등을 제거하기 하여 칼만 필

터(Kalman Filter) 알고리즘을 용하는 것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고정자 항값 검출 기법의 유용성을 보이

고자 Matlab/Simulink를 사용하여 모의실험하며, 시뮬 이

션에 사용한 동기는 PMSM이다. NXP사의 MPU5643L

을 사용한 인버터와 표면 부착형 구자석 동기

(SPM)에 해 실험을 수행하며, 이를 통해 제안하는

동기 고정자 항값 추정 알고리즘의 타당성을 보인다.

2. 고정자 항 추정의 필요성

본 논문에서 추정하고자 하는 것은 고정자 항이다.

고정자 항의 추정이 필요한 는 서론에서 간단하게

언 하 으나, 본 에서 고정자 항이 포함된 수식을

통해 항 추정을 필요성을 언 하면 다음과 같다. 식

(1)은 DTC 기법 용시 필요한 토크 방정식이다[3]. 식

(1)의 자속값은 식 (2)와 같이 압과 류, 동기 상수

의 하나인 항값을 이용하여 얻는다. 식 (2)에서 알

수 있듯이, 동기의 고정자 항(이하  )값에 오차가

존재하는 경우 자속 계산에 오차가 있음은 자명하다.

는 동기의 운행에 따라 발열에 의해서 변동하는 값

으로 그 변동 범 가 70%에 달한다. 식 (2)에서 부정확

한 정보로 인해 식 (3)에서 계산되는 자속의 크기

식 (4)로 부터 계산되는 고정자 자속의 치에 오차를

수반하게 된다. 서론에서 언 한 DFIG에서의 고정자

항의 변동은 DFIG의 제어에 주로 사용되는 고정자 자

속 기 벡터 제어에서의 고정자 자속 치의 오차를

야기한다. 즉, 고정자 자속의 크기는 식 (3), 자속의

치는 식 (4)를 이용하게 되나, 의 오차는 식 (4)의 결

과에 오차를 야기한다. 따라서 동기의 고정자 항 값

을 정확히 검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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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는 동기 발생 토크이며, 는 자속, 는

고정자 자속의 치이다. 첨자 s는 정지좌표계

(stationary reference frame)상의 값임을 의미한다. 한

편, 아래첨자 s는 고정자(stator)를 의미한다.

3. 제안하는 항값 추정 알고리즘

항 추정의 기본식은 식 (5)이다. 항(R)은 V/I로

나타낼 수 있겠으나, 차동식을 이용하여 측정 오차

데드타임의 향을 제거하고자 한다.

 ∆

∆
(5)

식 (5)를 이산 형태로 나타내면 아래의 식 (6)과 같다.

   

 
 


  

 
(6)

식 (6)에서       
  

   

로 d축 고정자 압의 값은 지령치를 사용하 다. 한편,

*는 지령치를 의미한다.

일반 으로 인버터의 데드타임으로 인한 실제치와 지

령치 간의 왜곡을 보정하기 해 식 (7)을 이용한다.

리 알려진 것과 같이, 부하 류의 극성을 고려하여 극

압의 왜곡을 보정한다. 식 (7)에서 ∆V는 데드타임에 의

한 출력 압 왜곡분이다.

  
    ∆ ∙  


    ∆ ∙  


    ∆ ∙  

(7)

  

한편, 동기 정지 시 식 (5)를 이용하여 검출을

해 d축 류를 증가 혹은 감소시킬 때, 동기가 정지

한 상태이므로 상 류의 부호는 동일하다. 따라서 식 (7)

에서 계산된 값을 k, k-1시 에서의 차동식으로 계산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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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PMSM control block diagram with the proposed

resistance estimation scheme.

경우 식 (7)의 ∆ ∙     or   값

은 각상 류에 해서 동일 값이므로 식 (6)과 같이 차

동형태를 취할시 상쇄되므로 데드 타임의 향이 배제

됨을 볼 수 있다.

본 알고리즘의 기본식은 식 (5)를 이용하고, 정지 시

를 추정하는 경우이므로, 유도 동기 구자석

동기에 모두 용 가능한 기법이다. 한편, 최근에는 유

도 동기에 비해 효율이 우수한 구자석 동기가

기자동차 가 제품 등에서 리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본 알고리즘의 성능을 구자석 동기에 용하여 보

이고자 한다. 식 (8)은 표면 부착형 구자석 동기의

고정자 압 방정식이다. 여기서, 는 쇄교자속, 는

고정자 인덕턴스, 는 고정자 항, 는 d축 고정자

압, 는 q축 고정자 압, 는 기 각주 수,

 , 는 각각 d축 고정자 류, q축 고정자 류,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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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면 부착형 구자석 동기의 토크는 식 (9)와 같이

나타낼 수 있으며, 매입형 구자석 동기(IPM)에

한 토크는 식 (10)과 같이 나타난다. 매입형 구자석

동기는 돌극성에 의하여 표면 부착형 구자석 동

기의 인덕턴스로 가 d, q축에 하여 각각  , 

로 나타난다. 그림 1은 PMSM의 체 제어 시스템으로

시뮬 이션 실험에 용된 형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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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식 (9)의 SPM의 경우, 는 토크 발생에 기여하지

않으며, 식 (10)의 IPM에서의 토크는 =0A인 상태에

서는, 는 토크에 기여하는 바가 없다. 따라서, 본 연

구에서는 동기가 정지 시에, q축 류를 0A로 고정한

채, d축 류를 가변하여, 식 (5)와 같이 압 류의

증가율을 통한 항 계산을 행한다. 한편,  추정 알고

리즘은 본 연구실에서 소유하고 있는 인훨(In-wheel)

동기인 표면 부착형 구자석 동기에 용한다.

식 (5)를 k차, k-1차의 값으로 즉 한 번의 차동값의

형태로도 구할 수 있으나, 류 측정 등에 의한 계산의

오류를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오류의 방지를

하여 칼만 필터를 용하고, 이를 해 식 (5)를 아래

의 이산 형태로 표 하면 식 (11)-(15)와 같다.

   ∙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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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15)

한편, 칼만 필터 수식은 식 (16)-(20)과 같다[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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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K는 칼만 필터 이득, P는 state 공분산 벡터

를 의미한다. ㅡ는 상치, k와 k-1는 각각, 재치와 과

거치를 칭한다. Q는 로세스 노이즈의 공분산 행렬, R

은 측정 노이즈의 공분산 행렬이다.

한편, 식 (13)을 통해서 z(k)를 구하는 경우에는 지령

치를 사용하 다. 
 는 d축 고정자 압 지령치를 의미

한다. 압 지령치는 데드타임의 향으로 인해, 실제

압과 다르다.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를 진 으

로 증가 혹은 감소시 상 류의 극성은 한쪽의 부호만을

유지하므로, 식 (13)의 
  

  과 같이 차동

식을 이용하여, 인가 압의 차이를 구하므로 데드타임에

의한 향은 제거된다.

따라서, 기존 데드타임 압 오차를 배제하기 하여

차동식을 이용하는 방식에 칼만 필터를 추가로 사용하

여 고정자 항값을 계산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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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Simulink simulation model of the proposed scheme.

TABLE Ⅰ

SPECIFICATION OF PMSM USED FOR SIMULATION

Specification of PMSM

Stator resistance 0.0763 [Ω]

Stator inductance 60 [μH]

Rated output 3.8 [kW]

Rated torque 150 [N·m]

Rated current 86 [A]

Number of poles 32 [pole]

Fig. 3. Simulation waveform of d-axis current and

corresponding phase currents: (upper)  , (lower) phase

currents.

4. 시뮬 이션 결과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동기 상수 추정 알고리즘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하여 그림 2와 같이 Matlab/

Simulink를 사용하여 시뮬 이션을 수행하 다. 실제

동기와 같은 스펙으로 PMSM을 설정하 으며 SVPWM을

용했다. 칼만 필터를 이용한 고정자 항값 추정부분

Fig. 4. Simulation waveform with initial value Rs=1.0Ω:

(upper) idse, (lower) estimated stator resistance(Q=1.0, R=

0.03).

Fig. 5. Simulation waveform with initial value of Rs=0.01Ω:

(upper) idse, (lower) estimated stator resistance(Q=1.0,

R=0.03).

은 m-file로 작성하 다. 동기 사양은 표 1과 같다.

 검출을 하여 그림 3-(상)의 형처럼 를 0A

에서 3A로 증가시켰다. 그림 3-(하)에서 볼 수 있듯이

로부터  ,  , 순서의 상 류는 각각 0A을 시작

으로하여 2.59A, 0A, -2.59A로 와 같은 형상으로 변

동하여 감을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보인 아래의 시뮬

이션에서는 q축을 a축과 일치시킨 경우이다.

따라서, =3A, =0A이면, 본 시뮬 이션과 같이

=0A, =-3×cos(30
0)=-2.59A, =2.59A가 됨을 볼

수 있다. 한편 류의 방향이 + 혹은 –의 한쪽 극성만

을 가지므로 데드 타임에 한 압 증가분 혹은 감소

분이 동일한 크기를 가지므로 식 (21)과 같이 차동분

압 용 시 지령치의 변동분은 실제치의 변동분과 일치

한다.

* *( ) ( ) ( 1) ( ) ( 1)ds ds ds dsz k v k v k v k v k= - - = - - (21)

그림 4, 5는 본 알고리즘을 통한 추정된 항값의

형을 보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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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Experimental setup for estimating stator resistance:

in-wheel motor and driver.

그림 4에서는 기 항값을 크게 설정된 경우이다.

기 항 설정값 1.0Ω에서 실제 동기의 항값인

0.0763Ω으로 수렴됨을 볼 수 있다. 그림 5는 기 항

설정값이 0.001Ω으로 실제치에 비해 낮게 설정된 경우

로, 알고리즘이 수행됨에 따라 실제 동기 항값인

0.0763Ω으로 수렴됨을 볼 수 있다. 그림 4, 5의 제목에

칼만 필터에 사용된 식 (16), (17)의 Q, R값도 명기하 다.

5. 실험 결과

그림 6은 실험세트 사진이다. NXP 社의 MPU5643L로

구성된 인버터와 인훨 동기를 사용하 다. 인훨 동기

는 시뮬 이션과 같은 제원으로 표 1과 같다.

실험은 지령치를 0에서 3A로 진 으로 증가시

키면서 를 검출하 다. 그림 7과 8은 고정자 항값

추정치의 기치가 실제치보다 각각 크게, 작게 설정시

의 실험 형이다.

그림 7, 8은 본 알고리즘을 통한 추정된 항값의

형이다. 실제 그림 7에서는 기 항값을 크게 설정하

여 실험한 경우이다. 기 항 설정값 1.0Ω에서 실제

동기의 항값인 0.0763Ω으로 수렴됨을 볼 수 있다.

그림 8은 기 항 설정값을 1.0mΩ으로 실제치에 비해

작게 설정된 경우로, 그림 7의 경우인 기 항치를 높

게 한 경우와 같이 실제 항치로 수렴됨을 볼 수 있다.

그림 7, 8의 제목에도 칼만 필터에 사용된 식 (17), (18)

의 Q, R값을 명기하 다.

추정 형에 나타난 리 의 크기는 항 실제치가

0.0763Ω으로 매우 작아, 리 이 폭이 다소 크게 보이는

면이 있다. 한 실제 실험은 시뮬 이션과 달리 실험

형에서 추정된 의 형에 리 이 생기는 원인은 측

정 노이즈와 류 측정시 사용되는 역통과 필터의

향이라 사료되어 시뮬 이션을 실제와 같이 추가 변형

하여 리 원인에 하여 분석해 보았다.

그림 9는 시뮬 이션 형으로 실험과 유사한 조건을

만들기 하여 류 검출 회로에 랜덤 노이즈를 인가하

Fig. 7. Experiment waveform with initial value Rs=1.0Ω:

(upper)  current command, (lower) estimated resistance

with Q=1.0 and R=0.03.

Fig 8. Experiment waveform with initial value Rs=0.001Ω:

(upper)  current command, (lower) estimated resistance

with Q=1.0, R=0.03.

으며, 류 측정 측에는 역통과 필터(LPF)를 부착

했을 때의 시뮬 이션 형이다. 그림 9의 하측의 추

정 형을 보면 실험 형과 유사하게 형에 리 이

존재함을 볼 수 있다.

그림 10 하측은 LPF만을 추가시의 시뮬 이션 형

이다. 반에 추정 항 형에 리 이 약간 존재하나,

그 이후에는 항 추정치의 리 은 없음을 볼 수 있다.

그림 11은 이상 경우의 시뮬 이션이라 할 수 있는

LPF 노이즈 추가가 없는 경우이다. 이 경우에는 추

정 항값 형에 리 이 존재하지 않음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실험에서 나타나는 리 은 기의 시뮬

이션 상(그림 4, 5)에서는 고려치 않았던 측정 노이즈와

LPF에 의해 나타나는 것으로 사료된다.

한, 본 알고리즘의 압의 차동치를 사용하는 계

로 데드타임의 향을 받지 않음을 보이기 해 데드타

임을 1.6μsec와 2.5μsec를 인가한 두 가지 경우에서의

고정자 항 추정 실험을 하 다. 그림 12는 1.6μsec인

경우에 한 항 추정 형이며, 그림 13은 2.5μsec에

한 경우이다. 기 항값은 모두의 경우에서 1.0Ω이

다. 그림 12, 13에서 볼 수 있듯이 데드 타임에 계없

이 항값은 실제치인 0.076Ω에 수렴됨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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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Simulation waveform with added noise & low

pass filter with initial value of Rs=8.5Ω: (upper) idse,

(lower) estimated stator resistance(Q=1.0, R=0.03).

Fig. 10. Simulation waveform applying only low pass filter

with initial value of Rs=8.5Ω: (upper) idse, (lower) estimated

stator resistance(Q=1.0, R=0.03).

Fig. 11. Simulation waveform without noise and filtering

with initial value of Rs=8.5Ω: (upper) idse, (lower) estimated

stator resistance(Q=1.0, R=0.03).

6.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동기의 고정자 항값을 추정하는

알고리즘을 제안하 다. 본 알고리즘은 차동 성분의 압

류의 증가율을 통하여 데드타임의 향을 배제하

Fig. 12. Experiment waveform with initial value Rs=1.0Ω &

dead-time of 1.6μsec: (upper)  current command, (lower)

estimated resistance(Q=1, R=0.03).

Fig. 13. Experiment waveform with initial value Rs=1.0Ω &

dead-time of 2.5μsec: (upper)  current command, (lower)

estimated resistance(Q=1.0, R=0.03).

고, 측정 노이즈 등에 따른 계산 오차를 감하기

해 칼만 필터를 용한 고정자 항값을 검출하는 방법

을 제시하 다. 제안한 알고리즘의 타당성은 시뮬 이션

실험을 통하여 보 다. 제안하는 알고리즘은 산업에

서 많이 사용하는 고정자 자속기 벡터 제어, DTC 등

과 같이 고정자 항값을 필요로 하는 알고리즘에 용

시 동기 제어 성능 향상을 가져올 것이다.

본 논문은 2016년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한

기 연구 사업임(No. NRF-2016R1A2B401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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