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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보상 동기복조방법에 의한 소프트웨어 레졸버-디지털 변환기

Software-Based Resolver-to-Digital Converter by Synchronous Demodulation Method 
including Lag Compens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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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is paper propose the new demodulation method that can detect resolver signal's peak at the time of 

position estimation when the position information is required during current controller period. The proposed method is 

performed in a synchronous demodulation way with exciting signal and also cover a capability which can compensate the 

lag element of exciting signal caused by the resolver's inductive component and filter circuit. This paper carried out the 

experiment to investigate the validity and performance of the suggested method by using the test board made up of DSP 

and demodulation circuit. The test results show that the proposed method is theoretically clear and work completely as 

expected from making sure of sampling resolver signal's peak at the time of position estimation. In addition, Software 

position tracking algorithm is executed with the demodulated signals generated by the suggested method and an exact 

position can be estim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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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들어 EPS(Electric Power Steering), ISG(Integrated 

Starter & Generator), 차량내부의 각종 펌   HEV & 

EV 견인용 구동장치 등과 같은 자동차 장용 응용에서의 

동기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 이런 응용분야의 모터구동

제어에서 졸버는 치 정보를 제공하는 치 센서로 사용

되고 있다[3]. 졸버는 소형모터와 구조 으로 유사하며 

자기 으로 결합된 회 자와 고정자 권선을 가지고 있다

[12]. 졸버는 엔코더와 같은 다른 종류의 치 센서에 비

해 노이즈와 열 등의 열악한 환경조건과 고속운 에서 우수

한 내구성을 지니고 있으며, 가격, 고정  그리고 원거리

의 출력신호 송 능력 등의 여러 장 을 가지고 있다

[1]-[3]. 졸버 출력신호들은 아날로그 신호로  디지털 

제어시스템에 이용하기 해서는 이 졸버 신호들은 디지털 

정보로 변환되어야하며 일반 으로 RDC(Resolver-to-Digital 

Converter)라 불리는 용 변환 IC가 사용되고 있다[5]. 그

러나 상용 RDC는 거의 졸버와 같은 수 의 가격으로 고

가라는 단 을 가지고 있어 가격형 RD변환 토폴로지를 

고안하려는 노력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1][4][5] [6]-[10]. 

그  표 인 방법은 소 트웨어 인 근 방법으로 모터

제어용으로 사용되는 디지털 로세서의 잉여자원을 활용하

여 졸버 신호를 A/D한 후, Tangential method나 ATO 

(Angle Tracking Observer) 등의 치추정 알고리즘을 기

반으로 소 트웨어로 치를 추정하고 있다. 부분의 소

트웨어 방법은 ATO 알고리즘을 근간으로 하고 있으나 

졸버 신호들은 치정보의 신호에 여자신호가 포함된 변조

신호로 발생되기에, 신호를 A/D하기 에 치정보의 신호

만 존재하는 복조된 신호로 변환하여, 이 복조신호들을 기반

으로 치 추정을 수행하여야 한다. 이런 이유로 복조방법에 

한 많은 논문들이 재까지 보고되고 있다[6][11][12]. 복조

방법의 가장 요한 기술은 여자신호의 최 값 지 에서 샘

링이 되도록 최 치로 둘러싸인 복조 형을 만들어야한다

는 것이다. 련 논문들은 이런 특성을 충실히 구 하기 

해 여러 가지 방법이 제안되었다. [11]은 필터의 근방법으

로 복조를 구 하 으며, [6][12]은 여자신호를 기반으로 여

자신호와 동기하여 하드웨어로 최 치를 샘 링하도록 복조

하 다. 그러나 이들 논문들은 치추정 시 과의 연계에 

해서는 구체 인 방안의 제시가 없이 복조자체에 해서

만 기술하 으며 복조시 과 치추정 시 과의 차이에 의

한 향은 언 하지 않았다. 복조시 과 치추정 시 과의 

차이는 특히 고속에서 상당한 치 오차를 유발할 수 있는 

문제 을 가지고 있어 고려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은 모터제어의 치정보가 필요한 류제

어 주기의 치추정 시 에서 졸버 신호의 최 값을 샘

링할 수 있는 새로운 복조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본 논문

에서 제안한 방법은 여자신호와의 동기방식을 기반으로 수

행하 으며 한 졸버와 인퍼페이스 회로에 의한 여자신

호의 지연요소를 보상할 수 있는 기능을 포함한다. 본 논문

에서는 제안한 방법의 타당성과 성능을 검증하기 하여 

DSP와 복조회로가 장착된 실험 보드를 제작하여 실험을 통

하여 복조출력을 확인하며 소 트웨어 치 추정 알고리즘

으로 치추정의 정 도를 검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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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졸버 권선도

Fig. 1 Windings of Resolver

그림 2 졸버 여자 압 형과 출력 형

Fig. 2 Exciting Signal and Output Signals of Resolver 

그림 3 졸버 용 모터제어시스템 구성도

Fig. 3 Motor Control System using Resolver

그림 4 출력신호의 sampling과 복조 형

Fig. 4 Output Signal and Demodulation Waveform 

2.  복조방법과 치추정 이론

2.1 제안 복조방법

졸버는 그림 1와 같이 소형모터와 구조 으로 유사한 

자기 으로 결합된 1차측과 2차측 권선을 가지고 있는 1

차측 여자권선(exciting winding. R1-R2)에 식 (1)과 같은 

정  교류 여자 압을 인가하면, 2차측 유기권선(output 

windings. S1-S3, S2-S4)에 모터축에 연결된 회 자의 치

정보를 담고 있는 90도의 상각을 갖는 식 (2), (3)과 그림 

2와 같은 2종류의 정 (sin, cos) 출력 압이 발생되도록 

구성되어 있다. 

  (1)

sin sin (2)

cos sin (3)

여기서 θ는 회 자의 치이며 는 1차측과 2차측의 변

환비 상수이다.

졸버 출력신호들은 아날로그 신호로 그림 3과 같은 

 디지털 모터제어시스템에 이용하기 해서는 이 졸버 

신호들은 디지털 치 정보로 변환되어 모터 제어부(마이크

로 로세서)에 달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일반 으로 RDC

라 불리는 고가의 용 변환 IC가 사용되고 있다 [4]. 이 

RDC는 입력 신호를 A/D하여 복조(Demodulation)를 한 후 

이 복조 형을 기반으로 실제 치에 추정 치가 일치하

도록 하는 치 트래킹 루 를 수행한다. 따라서 고가의 

RDC를 체한 모터제어부의 마이크로 로세서의 잉여자원

을 이용한 순수 소 트웨어 방식의 RDC를 구 하기 해서

는 우선 졸버 출력신호들로부터 식 (4), (5)의 복조 형을 

만들어내야 한다.

sin  (4)

cos  (5)

기존의 일반 인 복조방법은 하드웨어로 여자신호의 피크

치를 검출하여 이 피크신호를 기반으로 졸버 신호가 A/D

의 Sample&Hold 되도록 하는, 즉 그림 4와 같이 sinωt가 1

일 때 졸버 신호를 검출하여 복조 형을 만들고 있다.

졸버 출력신호에서 샘 링할 때 sinwt성분의 값의 크기

는 치 추정의 오차를 결정하는 분해능과 직 인 련이 

있다. 그림 5는 sinwt에 따른 치오차의 시뮬 이션 결과

로 sinwt의 값이 작아질수록 치오차는 기하 수 으로 증

가함을 알 수 있으며 극단 인 경우 sinwt가 0근처의 작은 

값에서는 치 추정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정확한 치 추

정을 해서는 sin=1 즉, 출력신호의 최 값을 샘 하는 

것이 최 이며 기존의 복조방법들은 최 값에서 샘 링하는 

것의 요성을 인식하고 최 값 샘 링 방안에만 을 맞

추어 연구하 다. 그러나 기존의 방법들은 최 값 샘 링은 

충실히 수행하나 치 추정을 하는 시 에 해서는 아무런 

언 이 없으며 어떤 방법에 해서도 제시가 없다.

그림 6은  최 값에서 샘 링하나 치 추정을 하는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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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치 추종 알고리즘의 sinwt에 따른 치추종오차의 

조사(A/D 변환 분해능 10bit인 경우)

Fig. 5 Analysis of Position Estimation Error 

  (a) 샘 링 값 (b) 치 추정 값

그림 6 출력신호의 샘 링 주기 설명

Fig. 6 Sampling Period of Output Signal 

그림 7 인터럽트 동기 출력여자신호와 복조방법

Fig. 7 Exciting Signal and Interrupt Synchronized 

Demodulation Method 

(a) 체 RDC 구성도

(b) RDC의 구형 와 삼각  발생부

그림 8 출력신호의 최 값 샘 링 구  RDC구성도

Fig. 8 RDC Block Diagram for Maximum Detection 

이 다른 경우의 치 오차에 한 설명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6의 (a)처럼 기존의 방법은 sin=1의 최 값 A에서 

샘 링하지만 치추정 시 에서도 이 값을 기반으로 치

추정을 하기에 치추정값은 그림 6(b)의 A'( 는 A")로 된

다. 그러나 실제 치 추정 시 에서 샘 링 해야 할 졸

버 신호의 값은 그림 (a)의 B로 이 값으로 치추정하면 그

림 (b)의 B'으로 되어 α만큼의 치오차를 수반한다. 따라서 

최 치 샘 링이 아니지만 오히려 추정시 의 샘 링 값 그

림 (a)의 C를 샘 링하는 것이 오히려 오차가 다. 기존의 

방법은 모터의 속도가 느린 경우, 즉 샘 링과 추정시 과의 

시간차이 동안 치의 변화가 거나 는 요행히 샘 링과 

추정시 과의 시간차이가 작은 경우는 치 오차가 크지 않

으나 모터 속도가 빠르면  치오차가 증가하여 더욱 

문제가 된다. 로 16극, 6000rpm으로 모터가 고속으로 회

하고 극단 으로 샘 링과 추정시 과의 시간차이가 가장 

큰 경우(샘 링 후 거의 100usec 후에 치 추정)는 최  

28.8도의 오차가 발생한다.

따라서 출력신호의 최 값을 샘 링함과 동시에 치를 

추정하여야 정확한 치를 추정할 수 있으며 본 논문은 이

를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일반 으로 모터 제어에서는 100usec 인터럽트 주기동안

에 류 는 토크제어를 수행하며 이때 모터의 치 정보

가 필요하다. 따라서 인터럽트의 발생과 동시에 출력신호의 

최 값을 샘 링할 수 있다면, 즉 출력신호의 최 값 시 에 

인터럽트가 발생한다면 출력신호의 최 값을 샘 링함과 동

시에 치의 추정이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런 특징을 

이용하여 그림 7과 같이 인터럽트와 동기되어 인터럽트 발

생시 에 여자신호의 최 값이 출력되도록 발생시키는 방법

의 복조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그림에서 인터럽트 발생 

시 , 즉 치추정을 수행 할 시 에 졸버의 여자신호성분

이 최 치가 되므로 이 시 에서 졸버 출력신호를 샘 링

하면 자연 으로 출력신호의 최 값을 샘 링할 수가 있다. 

그림 8와 그림 9는 각각 인터럽트 발생시 에 여자신호의 

최 값이 출력될 수 있는 구  회로와 회로의 동작 형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8(a)의 구형 발생기의 상세 회로는 그

림 (b)에 나타내었으며 up카운터를 이용한 톱니 와 기 값

의 비교에 의해 구형 를 발생시킨다. 한 이 구형 를 그

림 (b)의 분기 회로를 이용하여 삼각 를 만들고 삼각

를 필터링하여 정  여자신호를 발생시키도록 회로를 구

성하 다. 따라서 인터럽트가 발생하여 인터럽트 처리루틴

의 치추정을 수행 할 시 에 up카운터를 0으로 클리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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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simplified ATO의 블록도

Fig. 10 Block Diagram of Simplified ATO

키면 그림 9의 (a)와 같이 카운터값은 증가한다. 카운터 값

은 류제어주기, 즉 인터럽트 주기인 100usec동안에 최

값 N으로 증가하고 기 값을 N/2로 하여 비교기를 거치면 

그림 9(b)의 반주기의 구형 가 발생한다. 그러나 졸버 출

력신호의 정  여자신호성분은 필터회로와 졸버의 인덕

턴스 성분 등의 향으로 치추정 수행 시 에서 최 가 

되지 않아 최 값 샘 링을 실패하게 된다. 따라서 α만큼의 

지연요소를 고려하여 여자신호를 발생시키기 해서는 인터

럽트 발생시 에서 카운터값을 0이 아닌 N1으로 세 하면 

최 값 샘 링이 가능하게 된다. 이때 N1은 지연요소의 정

도를 실험으로 찾아 설정한다. 

그림 9 출력신호의 최 값 샘 링 구 회로의 동작 형

Fig. 9 Operating Waveform of Suggested RDC Circuit for 

Maximum Detection

2.2 치추정 알고리즘

졸버 신호의 복조 후, 복조 Sin과 Cos신호로부터 치

정보를 추출하는 방법으로 Tangential method과 ATO가 알

려져 있다. 일반 으로 상용 RDC나 문헌 등에서는 ATO일

고리즘을 용하고 있으며 이 방법은 그림 10과 같이 실제 

치와 추정 치를 비교하는 폐루 로 구성되어 있다 [9].

그림에서 실제 치와 추정 치사이의 측 오차는 식 (6)

과 같이 표 된다.

  sincoscossin sin (6)

 
결국  제어변수 Φ를 가진 ATO 폐루 에 의해 측오차

가 0이 되도록 조 되고, 이것이 수행되면 제어변수인 추정

치 Φ는 실제 치와 같게 된다.

그림 11은 그림 10의 ATO를 기반으로 본 논문에서 용

한 치추정 알고리즘의 흐름도이다. 본 논문에서는 제안 

복조방법의 성능 시험 후 복조 형을 기반으로 소 트웨어 

ATO 치추정 실험을 수행하여 복조와 치추정 알고리즘

을 검증하고자 한다.

그림 11 용 ATO의 Flowchart

Fig.  11 Flowchart of Applied ATO 

그림 12 실험용 보드 사진

Fig. 12 Test Board

3. 제안 복조방법의 실험결과

본 논문에서 제안한 복조방법과 이 복조방법에 의해 검출

된 복조 형을 사용하여 치추정의 정도를 검증하기 하

여 실험용 보드를 제작, 실험을 수행하 다. 그림 12는 본 

연구에서 제작한 실험보드의 사진을 보여주고 있다. 본 보

드는 소 트웨어 치추정을 연산하기 한 DSP로 TI사의 

TMS320F28335, 본 논문에서 제안한 회로를 포함한 FPGA 

소자, 여자신호의 증폭회로와 졸버신호의 인터페이스회로 

그리고 추정 치  DSP 내부변수를 모니터링하기 한 

D/A card로 구성되어있다. 본 실험에서는 제안한 복조 형

의 분석과 성능을 명확하게 보여주기 해서 10kHz의 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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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복조 실험 형(카운터를 0으로 클리어 한 경우)

Fig. 13 Demodulation Test Waveforms(when count=0)

그림 14 복조 실험 형(카운터를 N1으로 세  한 경우)

Fig. 14 Demodulation Test Waveforms(when count=N1)

그림 15 졸버 출력 형과 복조 형

Fig. 15 Resolver Outpit and Demodulation  Waveforms

그림 16 최 치 샘 링한 복조 형에 의한 치추정

Fig. 16 Position Estimation by Maximum Value Sampling 

Demodulation

신호에 해서 500Hz의 sin과 cos  졸버 신호가 발생하

도록 고속으로 졸버를 회 시켰다. 따라서 졸버신호 한 

주기에 해서 여자신호성분은 20배의 주기를 갖고 샘 링

도 20번 수행되는 것을 실험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3은 여자신호의 지연요소를 고려하지 않은 카운터

를 0으로 클리어 한 경우의 복조 실험 형이다. 그림에서 

나타나듯이 본 논문의 복조회로의 동작에 따라 카운터를 0

으로 클리어하면 인터럽트 발생시 에서 구형 는 상승, 삼

각 는 피크치를 발생한다. 그러나 정  여자신호를 만들

기 한 필터의 향으로 여자신호는 삼각 보다 α만큼 지

연이 생긴다. 따라서 졸버 자체의 지연요소도 포함된 

졸버신호의 여자신호성분도 인터럽트 발생시 에서 최 치

가 발생되지 않아 치추정 수행 시 에서 최 값 샘 링을 

하지 못하고 그림과 같이 복조 형은 약 간정도의 값을 

샘 링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14는 여자신호의 지연요소를 고려하여 카운터를 N1

으로 세  한 경우의 복조 실험 형이다. 본 논문에서 제

안한 복조회로의 동작에 따라 카운터를 N1으로 세 하면 

구형 의 상승시 과 삼각 의 피크치는 인터럽트 발생시

보다 앞서게 된다. 따라서 필터 등의 향에 의한 지연된 

졸버신호의 여자신호성분은 결국 인터럽트 발생시 에서 

최 치가 발생되고 그림 14는 복조 형이 치추정 수행 시

에서 최 값 샘 링한 결과를 보여주며 본 제안 복조방법

이 잘 동작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15는 10kHz의 여자신호에 해서 10Hz의 졸버 

신호가 발생하도록 속으로 졸버를 회 시켜 졸버 신

호 한 주기에 1000번 샘 링 되도록 한 경우의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의 복조방법에 의한 Sin과 Cos의 졸버 출력

형과 복조 형의 실험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15의 결

과 형에서 본 제안방법이 속에서도 잘 동작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16은 10Hz의 졸버 신호에 하여 논문에서 제안

한 방법의 복조방법에 의해 최 치로 샘 링한 복조 형을 

가지고 그림 11의 치추정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치추정

을 한 실험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에서 정속회 의 

졸버에 해 추정 치가 직선으로 발생하므로 본 제안방법

을 용할 경우 치오차가 은 정 한 치추정이 가능함

을 실험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17은 10Hz의 졸버 신호에 하여 최 치로 샘

링을 실패한 경우의 복조 형을 가지고 치추정을 한 실험

결과 형을 보여주고 있다. 최 치를 샘 링하지 못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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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한 치오차가 발생함을 그림 17의 실험 형으로 확인

하 으며 본 제안방법에 의한 복조방법이 졸버의 치검

출에 유용하게 용될 수 있으며 성능을 해서 요한 요

소임을 재차 검증할 수 있었다.

그림 17 최 치 샘 링을 실패한 경우의 치추정

Fig. 17 Position Estimation by Non-maximum Value Sampling 

Demodulation

3. 결  론

본 논문은 모터제어의 치정보가 필요한 류제어 주기

의 치추정 시 에서 졸버 신호의 최 값을 샘 링할 수 

있는 새로운 복조방법을 제안하 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은 여자신호와의 동기방식을 기반으로 수행하 으며 

한 졸버와 인퍼페이스 회로에 의한 여자신호의 지연요소

를 보상할 수 있는 기능을 포함한 것을 특징으로 하 다. 

방법의 구 은 디지털카운터와 인터럽트와 동기된 카운터 

세  그리고 삼각 발생과 필터회로로 구성하 으며 제안한 

방법의 타당성과 성능을 검증하기 하여 DSP와 FPGA로 

회로가 장착된 실험 보드를 설계, 제작하 다.

본 논문에서는 실험을 통하여 제안한 복조방법이 이론

으로 명확하고 제안한 방법 로 정확히 동작하여 치추정 

시 에서 졸버 신호의 최 값을 샘 링하는 것을 확인하

다. 한 제안 방법에 의해 발생된 복조 형을 가지고 소

트웨어 치 추정 알고리즘으로 치추정을 수행하여 고

정 의 추정 치를 추출할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제안방법

이 가격으로 구 이 용이하고 고정 의 치검출이 가능

하여 졸버를 사용한 치검출시스템의 실용화 모델에 

용이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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