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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is paper presents a robust current controller for a surface-mounted permanent magnet synchronous 

motor(SPMSM) by using a PI observer. The decoupling PI(proportional-integral) controller combined with an additional 

feed-forward compensation has been used for the current controller. The classical feed-forward compensation using  

velocity information and system parameters is not expected to achieve a robust performance against parameter 

uncertainties. This paper has adopted a PI observer for the feed-forward compensation to cope with parameter 

uncertainties without using velocity information. A simple PI observer has been designed to compensate the  disturbances 

that represent velocity coupled terms and parameter uncertainties. Experimental results as well as computer simulations 

with 630W SPMSM confirm that the proposed approach can deal with the effects of the disturbance and improve the 

control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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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구자석 동기기(Permanent Magnet Synchronous Motor, 

PMSM)는 넓은 운  역에 걸쳐서 높은 효율을 유지하는 

특성으로 인해 고효율 운 이 요구되는 응용 분야에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그 에서도 표면부착형 구자석 동기기 

(Surface-Mounted PMSM, SPMSM)는 비교  제어가 간단

하여 많은 용 분야에서 연구되고 있다[1-4]. 

  동기 구동을 한 토크는 기자 류에 비례하고, 동

기의 속도 제어를 한 순차(cascade) 제어 기법에서도 

류를 먼  제어해야 하는 등 동기의 류 제어 문제는 다

양한 용 분야에서 다 지고 있다[5-9]. 본 논문에서는 

SPMSM의 류 제어기 설계 문제를 다룬다. 

SPMSM의 류 제어 기법으로 주제어기인 PI 제어기에 

추가로 기자 반작용  역기 력 항을 외란으로 고려하여 

향(feed-forward; FF) 보상을 함께 사용하는 방법

(Technical Optimum Method)이 많이 활용되고 있다[9]. 이 

제어 기법은 류 방정식의 속도 련 항을 소거하여 기계 

방정식과 분리(decoupling)함으로써 PI 제어기로 폐루  시

스템을 간단하게 제어할 수 있다는 장 이 있다. 이 때, 일

반 으로 속도 정보와 시스템 라미터를 사용하여 기자 

반작용  역기 력 항을 직  보상에 이용한다[9-11]. 이와 

같은 경우 동기의 공칭 라미터를 사용하게 되므로 속도 

추정 오차, 라미터 변화, 모델링 오차와 같은 불확실성에 

해 류 제어 성능이 하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향 보상에 이용하는 항에 존재하는 불확

실성에 강인한 제어기를 설계하기 한 방법으로 PI 측기

를 향 보상기로 사용한다[12]. 제안된 방법은 불확실성을 

상수로 가정하고 간단한 PI 측기를 통해 불확실성을 추정

하여 제어 입력에 보상하는 형태이므로 실제 시스템에 쉽게 

용할 수 있다. 

시스템 불확실성에 처하기 한 다른 방법으로 ∞-제

어기 등 다양한 고  제어 알고리즘이 제안되었으나 그 복

잡성과 설계 과정에서 결정해야하는 제어 변수가 증가하는 

등 실제 인 응용 분야에서 합하지 않은 경우가 존재한다

[7].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법은 구조가 간단하고 디지털 

제어기로도 쉽게 구 할 수 있어 류 제어와 같은 실제

인 동기 제어 문제에 편리하게 활용될 수 있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1 과 2.2 에서는 시스

템의 모델 식  일반 인 향 보상 방법을 소개하고, 2.3

에서는 PI 측기의 불확실성 추정을 이용하는 류 제어

기를 제안한다. 3.1 에서는 모의실험을 통해 제안된 방법을 

SPMSM의 불확실성 추정에 용한 결과를 분석하고, 3.2

에서는 630W SPMSM를 상으로 실제 실험을 통해 디지

털 제어기로 구 된 제안된 알고리즘의 용 가능성을 확인

한다. 

2. 본  론

2.1 SPMSM의 동기 좌표계 모델

표면부착형 구자석 동기기(SPMSM)의 수학  모델을 

해 회 자의 기 각속도 로 회 하는 d-q 동기 좌표계

가 사용된다[9,13]. d-q 변환을 사용하면 3상 교류 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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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가 동기 좌표계의 직류 압 (
 , 

 )과 직류 류 (
 , 


 )로 변환되고 동기의 모델 식은 다음과 같다[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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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에서  , 는 고정자의 항과 인덕턴스이고 은 

구자석의 쇄교 자속을 나타낸다. 그리고 은 동기의 기

계 각속도이며 , , , 는 각각 모터의 극 짝수, 성 질

량, 마찰 계수, 부하 토크를 나타낸다. 

  식 (1)-(2)는 SPMSM의 기 모델식이고, 식 (3)은 모델

의 기계식이라 부른다. 류에 한 식 (1)-(2)는 기계식 (3)

과 기 각속도 을 통해 서로 결합되어(coupled) 있음을 

볼 수 있다. 한, 식 (3)에서 q축 류 
에 의해 동기 구

동을 한 토크 가 발생함을 알 수 있다.

 2.2 향보상 + PI 류 제어기 

  SPMSM의 류 제어를 해 체 모델 식 (1)∼(3)을 사

용하는 신 식 (1)-(2)를 상으로 그  각속도 이 곱해

진 기자 반작용  역기 력 항을 외란으로 고려하는 방

법이 AC 동기 분야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다[9]. 즉, 아래 

식 (4)-(5)와 같이 식 (1)-(2)에서 이 곱해진 항은 외란으

로 보고 향 보상을 통해 분리된(decoupled) 두 1차 시스템

에 한 PI 제어기를 설계하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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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 

는 각각 d축  q축의 목표 류이고  , 


는 각각 인덕턴스와 쇄교 자속의 공칭 라미터이다. 

이상 으로 시스템 라미터에 불확실성이 없는 경우 

(즉,  
 ,  

 ,  
 ), 제어 입력 (4)-(5)를 사용

하면 식 (1)-(2)에서 이 곱해진 항이 소거되므로 각각의 

폐루  달함수가 식 (6)과 같이 되도록 PI 제어기를 결정

할 수 있다. 이 때, 제어 이득은  
 ,  

이고 시

스템이 원하는 응답을 갖도록 를 선택한다.

  
 


 




, 

 


 




           (6)

와 같은 방법으로 폐루  시스템을 1차 시스템으로 제

어하면 토크 의 응답을 간단하게 결정할 수 있고 2차 시

스템에서 나타나는 오버슈트 등에 의한 토크 리 을 고려하

지 않아도 되는 장 이 있다. 

 2.3 제안하는 향 보상 제어기

제어 식 (4)-(5)의 향 보상 방법은 속도 측정과 동기 

라미터에 불확실성이 존재할 경우 기 했던 제어 성능을 

얻기 어렵다. 본 논문에서는 속도 정보 없이 라미터 불확

실성으로 인한 성능 변화를 이기 해 시스템의 불확실성

을 추정할 수 있는 PI 측기를 향 보상기로 용한다. 제

안하는 방법은 공칭 시스템에 설계된 PI 제어기에 독립 으

로 설계할 수 있어 편리하고, 공칭 시스템의 역- 달함수를 

이용하는 외란 측기법[14,15] 등에 비해 제어기의 차이

고 설계가 간단하여 보다 실제 인 제어 방법이다.  

측기 설계를 해 식 (1)-(2)를 아래 식과 같이 다시 

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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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에서 불확실성 
 , 

은 식 (1)-(2)에서 각속도 이 곱

해진 항뿐만 아니라 동기의 공칭 라미터 값과 실제 값

이 다른 경우( ≠
 , ≠

 , ≠
 )에 한 그 차이를 

포함한다. 즉, 아래 식과 같이 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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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   
   

이다. 

  식 (9)의 불확실성(
 , 

 ) 추정을 해 본 논문에서는 불

확실성의 변화가 류에 비해 느리다고 가정하고 이를 상수

로 고려한다. 즉,    

  로 둔다. 편의상 아래 식 

(10)과 같이 변수들을 정의하면 시스템 (7)-(8)을 식 (11)의 

상태 공간 방정식으로 다시 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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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11)은 측 가능하므로 식 (13)과 같이 측기를 

설계할 수 있다. 측기의 오차 시스템은 식 (1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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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이고, 측기 이득  , 은 오

차 시스템 (14)가 안정하도록 설계한다. 

  식 (4)-(5)에서 향 보상에 사용한 정보(


 , 



 
 ) 신 측기 (13)에서 추정된  

과  
을 

용하면 제안하는 제어기를 다음과 같이 얻을 수 있다.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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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장에서는 모의실험과 실제 실험을 통해 제안하는 방

법의 성능을 시험한다. 식 (11)에서 상수로 가정한 불확실성

이 실제로 상수 값을 갖지 않더라도 제안하는 기법이 류 

제어에 효과 으로 쓰일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3. 실험 결과

제어 상 동기는 Emerson사의 630W SPMSM이고 그 

공칭 라미터는 표 1과 같다[16]. 단, 마찰 계수 는 데이

터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임의의 작은 값으로 선정하 다. 

류 제어 성능을 시험하기 한 기  입력은 구형 를 

사용하 다. 무부하 상태에서 q축 류를 
 ±로 제

어하고, d축 류는 
  으로 제어한다. PI 제어기의 이

득 결정은 표 1을 사용하 다. 폐루  시스템의 cut-off 주

수가   일 때   ,   이고, 측기 이득

은 두 극 이 모두 -2000에 치하도록 결정하 다. 

 12.25[Ω]  0.02895[]

 0.2514  3

 0.14× [k]  0.01× [ ]

표  1 Unimotor 95UMA300의 공칭 라미터

Table 1 Nominal parameters of Unimotor 95UMA300

 

3.1 모의실험 

실제 실험에 앞서 모의실험을 통해 제안된 방법의 추정 

성능을 시험한다. 강인성 시험을 해 동기의 실제 항

과 인덕턴스 값을   
 ,   

로 설정하 다. 

먼  향 보상의 유무에 따른 제어 성능 비교를 해 PI 

제어기만 사용한 제어 입력을 (불확실성이 없는) 공칭 시스

템에 인가하고 그 결과를 그림 1-2에 함께 나타내었다. 그

림에서 향 보상기가 없는 경우 정상 상태 오차가 발생하

고 제어 성능이 만족스럽지 못함을 확인할 수 있다. 

불확실성이 존재할 때 제안된 향 보상기 (15)와 식 

(4)-(5)의 류 제어 성능을 비교하여 그림 3과 그림 4에 나

타내었다. 다른 방법과의 비교를 해 외란 측기

(DOB)[14,15]를 사용한 결과를 함께 나타내었다. 이 때, Q-

필터는 시정수  인 아래와 같은 2차 역 필터를 사

용하 다. 이는 제안된 방법에 비해 알고리즘이 복잡하고 

Q-필터 설계 등 제어기를 실제로 구 할 때 고려해야할 변

수가 증가한다. 

 


그림 3과 4에서 불확실성으로 인해 제어 식 (4)-(5)는 성

능이 하된 반면 제안하는 방법 (15)로 얻은 결과는 불확

실성에도 불구하고 공칭 라미터를 이용한 그림 1  2의 

경우와 거의 흡사함을 찰할 수 있다. 이를 확인하기 해 

그림 1과 2의 경우와 불확실성이 있는 그림 3과 4의 차이를 

그림 5와 6에 나타내었다. 이를 통해 제안된 방법이 실제 

류 제어 문제에 용될 수 있음을 상할 수 있다. 

그림 1 향보상 효과: d축 류 (
  )

Fig. 1 Effect of Feedforward Compensation: d-axis current 

(
  )

그림 2 향보상 효과: q축 류 (
 ±)

Fig. 2 Effect of Feedforward Compensation: q-axis current 

(
 ±)

그림 3 d축 류 비교 (
  )

Fig. 3 Comparison of d-axis current (
  )

 



기학회논문지 60권 5호 2011년 5월

1014

그림 4 q축 류 제어 비교 (
 ±)

Fig. 4 Comparison of q-axis current (
 ±)

그림 5 향보상 성능: d축 류

Fig. 5 Feedforward Compensation Error: d-axis current

그림 6 향보상 성능: q축 류

Fig. 6 Feedforward Compensation Error: q-axis current

제안된 측기의 불확실성 추정 성능 분석을 해 q축 

류로 인해 변화되는 동기의 각속도( )를 그림 7에 나타

내었다. 그림 8과 9에서는 실제 불확실성(
 , 

 )  측기

를 사용하여 추정한 결과( 
 ,  

 )를 함께 도시하 다. 

그림 7 SPMSM의 기 각속도( ) 

Fig. 7 Electrical angular velocity of SPMSM( )

 

그림 8 d축 불확실성 추정(
 )

Fig. 8 d-axis uncertainty estimation(
 ) 

그림 9 q축 불확실성 추정(
 )  

Fig. 9 q-axis uncertainty estimation(
 ) 

비록 식 (11)의 가정과 달리 불확실성이 상수 값을 갖지 

않지만 류의 동특성에 비해 불확실성의 변화가 충분히 느

려 측기 (13)이 잘 동작함을 확인할 수 있다. 한, 추정 

오차가 다소 존재하더라도 함께 사용하는 PI 제어기에 의해 

제어 목표가 달성됨을 알 수 있다. 

 3.2 600W  SPMSM 류 제어 실험

제안된 제어 방법의 실제 용 가능성을 확인하기 해 

그림 10과 같이 부하 시험기(유도 동기)와 제어 상 

동기(Unimotor 95UMA300)로 구성된 실험 장치를 사용하여 



Trans. KIEE. Vol. 60, No. 5, MAY, 2011

PI 측기의 불확실성 추정을 이용한 표면부착형 구자석 동기기의 류 제어기 설계                                                          1015

성능 실험을 진행하 다. 제어 알고리즘은 TI사의 DSP인 

TMS320F28335를 사용하여 디지털 제어기로 구 하 으며 

이 때 샘 링 주 수는 10 kHz이다.  

그림 10 Unimotor 95UMA300의 실험 장치

Fig. 10 Experiment set of Unimotor 95UMA300

모의실험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한 실험 결과를 그림 11~

그림 14에 나타내었다. 그림 11은 향 보상기를 사용하지 

않은 PI 제어기를 통해 얻은 결과이며 그림 12는 식 (4)-(5)

의 제어기를 사용한 경우이다. 그림 13은 제안된 제어기 

(15)를 사용한 결과이며 그림 14에서 그림 12와 그림 13의 

결과를 비교하 다. 불확실성으로 인해 공칭 라미터를 이

용한 결과에서 성능 하가 발생하 음을 알 수 있다. 실험 

결과가 모의실험 결과와 유사하므로 제안된 향 보상 방법

을 사용하는 경우 불확실성에 한 류 제어 성능이 개선

됨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림 11 향 보상을 하지 않은 실험 결과

Fig. 11 Results without feed-forward compensation 

그림 12 고 인 향보상 기법을 사용한 실험 결과

Fig. 12 Results using classical FF compensation

그림 13 제안된 향보상 기법을 사용한 실험 결과

Fig. 13 Results using proposed FF compensation

그림 14 류 제어 성능 비교

Fig. 14 Comparison of current control performance 

4. 결  론

본 논문은 표면부착형 구자석 동기기(SPMSM)의 류 

제어기로 주로 사용되고 있는 PI 제어기와 향 보상기를 

결합한 제어기의 성능 개선에 해 다루었다. 속도 정보를 

사용하지 않고 불확실성을 추정하기 해 PI 측기를 이용

한 향 보상 방법을 제안하 으며 상수로 가정한 불확실성

의 추정 성능을 모의실험과 실제 실험을 통해 확인하 다. 

제안된 방법의 실제 시스템에 한 용 가능성을 시험하

기 해 600W  하드웨어 장비로 실험을 실시하 으며, 모

의실험과 유사한 실험 결과를 통해 류 제어 성능이 개선

됨을 확인하 다. 제안된 제어기는 구조가 간단하고 디지털 

제어기로도 쉽게 구 할 수 있어 실제 인 동기 제어 문

제에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다. 향후 류 센서의 측정 잡

음에 한 보상  동기 속도 제어 문제를 한 다양한 

실험 연구가 진행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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