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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형 교류전동기 벡터제어 인버터를 위한
새로운 전류측정 방법

A Novel Current Sensing Method for 
Low-Cost Vector-Controlled Inverter of AC Motor

이 원 일*․윤 덕 용†

(Won-Il Lee․Duck-Yong Yoon)

Abstract  -  This paper proposes a new low-cost current detection method to implement vector-controlled inverter of 

3-phase induction motor or permanent-magnet synchronous motor using 2 shunt resistors instead of expensive Hall 

current sensors. The proposed method can detect perfect phase currents without current-immeasurable area in all 

operating conditions of motor. This method uses 2 shunt resistors in Hall current sensor positions conventionally used to 

detect phase currents. Therefore, it requires accurate analog differential amplifiers to detect voltages across shunt 

resistors at high electric potential to ground. We show the good solutions which are implemented by voltage-divider 

resistors networks and the instrumentation amplifiers using several Op Amps at cheap price. Computer simulations and 

experiments were performed to confirm the effectiveness of proposed method. These results show that proposed method 

can perfectly detect phase currents without current-immeasurable area in all operating conditions of mo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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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유도 동기나 동기 동기의 벡터제어 인버터에서는 고정

자에 인가되는 순시 류를 제어해야 하며, 이를 해서는 

동기에 입력되는 상 류를 정확하게 측정하는 것이 매우 

요하다. 일반 으로 벡터제어 인버터에서는 3상 류를 검

출하기 해 2개의 홀 류센서(Hall current sensor)를 사용

하여 두 상의 류를 측정하고, 나머지 한 상의 류는 이로

부터 계산하여 사용하 다. 상 으로 용량이 큰 벡터제어 

인버터에서는 홀 류센서가 체 시스템의 가격에서 큰 비

을 차지하지 않지만,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과 같은 량

생산용 가 제품에서 수만원  이하로 구 되어야 하는 

가형의 벡터제어 인버터에서는 홀 류센서가 상당히 높은 

가격 비 을 차지한다. 이 때문에 최근에는 벡터제어 인버

터를 가형으로 설계하기 해 홀 류센서를 사용하지 않

고 인버터의 DC 링크에 1개의 션트 항(shunt resistor)을 

사용하여 상 류를 검출하는 방법과 인버터의 하  스 치

와 DCN(DC-link Negative) 사이에 3개의 션트 항을 사용

하여 상 류를 검출하는 방법이 제안되었다. 그러나, 션트

항을 사용하는 이러한 류검출 방법들은 션트 항에 충분

한 시간동안 류를 흐르게 해야만 류측정이 가능하기 때

문에 반도체 소자의 특정한 스 칭 순간에만 류를 측정할 

수 있는 까다로운 조건이 있어서 스 칭 조건을 고려한 정

교한 류측정 기술이 요구되며, 그 게 하더라도 동기의 

운 조건에 따라서 상 류를 검출하는 것이 불가능한 역

이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실제의 벡터제어 인버터에 용하

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를 해결하기 하여 최소 압 주

입 방법이나 류추정 방법 등이 제안되었지만 이것들은 새

로운 문제를 야기하는 부작용이 있으며 류검출 불가능 

역을 완 히 해결하지도 못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벡터제어 인버터에 2개의 션트 항을 사용

하여 모든 운 조건에서 어떤 제약 조건도 없이 홀 류센서

에 버 가는 정도로 완 한 상 류 검출이 가능한 새로운 

방법을 제안하고 이를 실제의 벡터제어 인버터에 용하여 

그 성능을 검증한다.

2. 기존의 류측정 방법

3상 유도 동기나 동기 동기의 간 벡터제어에서는 동

기의 회 속도와 고정자 류로부터 회 자의 자속각을 계

산하거나 고정자 류를 토크발생 성분과 자속발생 성분으

로 분리하여 제어해야 하므로 반드시 동기에 입력되는 3

상 류를 검출해야한다. 종래의 벡터제어 인버터에서 3상 

교류 류를 측정하는 방법에는 다음과 같이 3가지가 있다.

2.1 홀 류센서를 사용하는 방식

교류 동기의 간 벡터제어에서 일반 으로 가장 리 사

용되어온 홀 류센서를 사용한 상 류검출 방식은 그림 1과 

같다[1]. 2개의 상에 각각 홀 류센서를 설치하여 상 류를 

측정하며, 나머지 한 상의 류는 여기에 키르히호 의 법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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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용하여 계산한다. 홀 류센서를 사용하는 류검출 방

법은 동기의 상 류를 직  측정하기 때문에 인버터의 어

떤 스 칭 순간이나 동기의 어떤 운 조건에서도 항상 

A/D 컨버터로 정확한 상 류를 읽어들일 수 있는 가장 안

정 인 방법이다. 그러나, 홀 류센서는 단가가 수만원이 넘

는 고가의 소자이며 부피도 크므로 체 으로 시스템 가격

이 낮은 가형 벡터제어 인버터나 소형의 소용량 벡터제

어 인버터에서는 용하기 어렵다는 단 이 있다. 

그림 1 홀 류센서를 사용한 상 류검출 방식

Fig. 1 Phase-current detection using Hall current sensors

2.2 1개의 션트 항을 사용하는 방식

홀 류센서의 이러한 단 을 극복하기 하여 인버터의 

DC 링크에 1개의 션트 항을 사용하여 상 류를 검출하는 

방법이 제안되었는데 이를 그림 2에 보 다[2]. 이 방법에서

는 동기의 상 류가 션트 항에 흐르는 류와 일치하는 

인버터의 특정한 스 칭 조건에서만 해당 상 류를 측정하

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동기의 운 조건에 따라 그러

한 스 칭 시간이 무 짧아지면 상 으로 느린 A/D 컨

버터로는 이 류를 측정할 수 없게 된다.

그림 2 1개의 션트 항을 사용한 상 류검출 방식

Fig. 2 Phase-current detection using 1 shunt resistor

1개의 션트 항을 사용한 상 류검출 방식에서 류측정

이 불가능한 역을 그림 3에 보 다. 이 그림에서 빗 친 

부분이 류측정 불가능 역을 나타내는데, 인버터의 지령

벡터가 6개의 유효벡터에 가깝게 치하거나 지령벡터의 크

기가 작아서 벡터에 근 하는 속구간에서는 인버터의 

스 칭 시간이 무 짧아서 A/D 컨버터로 류값을 읽을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한 방

법으로 최소 압 주입 방법이 제안되었으나, 이 방법을 사용

하면 동기의 토크리 이 커지는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고, 

상당히 감소되기는 하 지만 아직도 여 히 류검출 불가

능 역이 존재한다[3]. 따라서, 이 방식은 구조가 가장 간단

하고 렴한 방법이기는 하지만 류를 측정하지 못하는 운

역이 많아서 매우 실용성이 떨어진다.

그림 3 1개의 션트 항을 사용한 방식에서 류측정 불가능 

역

Fig. 3 Current-immeasurable area of inverter using 1 shunt 

resistor

그림 4 3개의 션트 항을 사용한 상 류검출 방식

Fig. 4 Phase-current detection using 3 shunt resistors

2.3 3개의 션트 항을 사용하는 방식

그림 4에는 3개의 션트 항을 사용하여 상 류를 검출하

는 방식을 보 다[4]. 이 방식에서는 인버터의 하  스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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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DCN 사이에 각각 션트 항을 삽입하여 각 상의 션트

항에 흐르는 해당 상 류를 측정할 수 있도록 하 다. 이러

한 상 류검출 방식에서는 각 상의 하  스 치가 턴온되어

야만 션트 항에 류가 흐르고 해당 상의 류를 측정할 

수 있으므로, 모든 하  스 치가 턴온되는 V0 벡터의 순간

이나 는 유효벡터 에서 하  스 치가 턴온되는 상의 

류측정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 방식에서도 1개의 스 칭 주기에서 V0 벡터가 

충분한 시간동안 출력되지 않으면 상 류 검출이 불가능하

며, 3상 류검출을 해서는 어도 2개의 상 류를 측정해

야 하므로 하  스 치가 오직 1개만 턴온되는 스 칭 상태 

(1, 1, 0), (0, 1, 1), (1, 0, 1)인 경우에도 상 류검출이 불가

능하다. 이처럼 3개의 션트 항을 사용하는 방식에서 류

측정이 불가능한 역을 그림 5에 보 다. 그림에서 보듯이 

이 방식은 1개의 션트 항을 사용한 방식에 비하여 류측

정 불가능 역이 상당히 감소하기는 했지만, 아직도 동기

의 고속운  역이나 부하 역에서는 상 류 검출이 불

가능한 경우가 발생하므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여

히 이를 벡터제어 인버터에 용하기는 어렵다.

그림 5 3개의 션트 항을 사용한 방식에서 류측정 불가능 

역

Fig. 5 Current-immeasurable area of inverter using 3 shunt 

resistors

3. 제안된 새로운 류측정 방법

3.1 2개의 션트 항을 사용하는 새로운 상 류검출 방법

벡터제어 인버터에서 항상 정확한 상 류를 검출하려면 

홀 류센서를 사용해야 하지만 이는 가격이 비싼 단 이 있

고, 가형으로 상 류를 검출하기 하여 션트 항을 사용

하는 종래의 방식은 류검출 불가능 역이 존재하는 문제

가 있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하여 그동안 여러 가지 

방법들이 제안되었으나 이러한 방법들을 사용하기 해서는 

연산량이 많아서 컨트롤러의 소 트웨어 부담이 커지며 

류리 이 증가하는 새로운 문제가 야기되는데, 그럼에도 불

구하고 이 방법들이 아직 류 검출 불가능 역을 완 히 

해소하지는 못했다.

본 논문에서는 션트 항의 치를 변경하여 이 문제를 완

히 해결할 수 있는 그림 6과 같은 새로운 토폴로지의 상

류검출 방법을 제안한다. 이 방법은 2개의 션트 항을 사

용하므로 매우 가형이면서도 동기의 모든 운 역에서 

상 류 검출이 가능하고, 류를 측정할 수 있는 인버터의 

특정한 스 칭 조건도 없으며, 컨트롤러의 소 트웨어 인 

부담은 거의 늘어나지 않는다.

제안된 방법에서는 2개의 션트 항을 사용하되 이것을 인

버터의 출력단인 기존의 홀 류센서 치에 사용하 다. 종

래의 션트 항을 사용한 상 류 검출 방식에서는 1개의 

PWM 스 칭 주기 내에서 션트 항에 류가 흐르는 특정 

스 칭 조건에서만 상 류를 측정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처럼 션트 항을 인버터의 출력단에 해당하는 홀 류센서의 

치에 사용하면 션트 항에는 항상 동기의 상 류가 흐

르므로 홀 류센서를 사용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아무 제

한 없이 어느 순간이라도 류를 측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제안된 새로운 상 류검출 방법을 사용하려면 인

버터의 력회로와 컨트롤러의 공통 지 에 하여 수백

[V]의 높은 로 로 (floating)되어 있는 2개의 션트

항에 걸리는 양단 압을 측정해야만 한다. 종래의 션트

항을 사용한 상 류검출 방식에서는 션트 항의 양단에 걸

리는 압을 지 을 기 으로 측정하는 것이 용이하 지

만, 제안된 방식에서는 션트 항이 인버터의 출력단에 설치

되므로 이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홀 류센서는 인버터

의 출력회로과 비  방식으로 류를 측정하므로 근본

으로 이런 문제가 없다. 본 논문에서는 이 문제를 쉽고 

렴하게 해결할 수 있는 아날로그 차동증폭기 회로의 설계 

방법을 제시한다.

그림 6 2개의 션트 항을 사용하는 새로운 상 류검출 방법

Fig. 6 New phase-current detection method using 2 shunt 

resistors

3.2 류측정용 아날로그 차동증폭기 회로의 설계

션트 항 양단의 압을 측정하기 한 계측용 증폭기

(instrumentation amplifier) 회로를 그림 7에 보 다. 이 회

로는 입력신호 E1과 E2의 차동 압을 증폭하여 출력 압을 

얻을 수 있는 아날로그 차동증폭기이며, 출력 압이 입력신

호의 공통모드(common-mode) 압에는 향을 받지 않는

다. 한, 입력신호가 Op Amp의 비반 입력 단자에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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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2개의 션트 항과 계측용 증폭기를 사용하는 상 류검출 회로

Fig. 8 Phase-current detection circuits using 2 shunt resistors and instrumentation amplifiers

입력되므로 입력 임피던스가 거의 무한 로 크다는 장 이 

있으며, 회로를 3개의 Op Amp로 간단히 구성할 수 있어서 

매우 렴한 가격으로 구 이 가능하다. 이 계측용 증폭기

의 출력 압식은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5].

    



    for   

그림 7 계측용 증폭기 회로

Fig. 7 Instrumentation amplifier circuit

이제 제안된 방식의 상 류검출 회로에서 션트 항 양단

의 압을 측정하는데 이 계측용 증폭기를 용하여 보면 

그림 8과 같다. 이 회로도에서는 편의상 a상의 류를 측정

하는 회로만 보 으나 b상의 류를 측정하는데도 동일한 

회로를 용한다.

이 회로에서의 핵심은 수백[V]의 높은 를 갖는 션트

항의 양단 압을 측정하기 하여 항 분압을 사용하는 

것이다. 즉, a상의 션트 항 양단의  V1과 V2의 차 

V1-V2를 측정하여 션트 항 값으로 나 면 상 류가 되는데, 

 V1과 V2는 수백[V]에 이르는 고압이므로 각각 항 R1, 

R2  항 R3, R4로 분압하여 수[V]의 낮은 로 만들어 

계측용 증폭기에 입력하면 된다. 일반 으로 마이크로컨트롤

러의 A/D 컨버터는 0  이상의 양극성 압(positive 

voltage)만을 측정할 수 있으므로 계측용 증폭기의 교류 출

력 압에 직류 오 셋을 더하여 A/D 컨버터에 인가한다.

이러한 아날로그 증폭회로는 각 상에 4개 정도의 Op 

Amp와 몇 개의 항소자만을 사용하여 쉽고 렴하게 구

할 수 있으므로, 홀 류센서를 사용하는 상 류검출 방식에 

비하여 훨씬 가격이며, 종래의 1개 는 3개의 션트 항을 

사용하는 방식에 비하여 특별히 불리할 것이 없다.

4. 시뮬 이션  실험 결과

4.1 컴퓨터 시뮬 이션

본 논문에서 제안한 2개의 션트 항을 사용하는 상 류검

출 방법을 PSIM 소 트웨어를 사용하여 시뮬 이션하 다. 

그림 9는 1600rpm, 부하 조건에서 시뮬 이션한 결과를 

보인 것으로서 주황색의 ias_sensor는 정확한 상 류 형이

며, 녹색의 ias_2shunt는 인버터 출력단에 연결되어 있는 션

트 항에서 검출한 상 류 형이다. 2개의 류 형이 거

의 겹쳐서 보일 정도로 션트 항으로 측정한 류값이 상당

히 정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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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제안된 상 류검출 방법의 시뮬 이션 결과(기 속

도 1600[rpm])

Fig. 9 Simulation result of proposed current detection 

method(reference speed : 1600[rpm])

4.2 상 류검출 실험

본 논문에서 제안한 2개의 션트 항을 사용하는 상 류검

출 방법을 실험하기 하여 그림 10과 같은 200[W]  220V 

3상 유도 동기의 벡터제어 인버터를 설계, 제작하 다.

이 실험용 벡터제어 인버터에는 TI사의 TMS320F28335 

DSP 소자를 컨트롤러로 사용하 고, LS Power Semitech사

의 IGCM06F60GA IPM 소자를 인버터 력회로로 사용하

으며, 류제어기는 공간 압벡터 PWM 방식으로 구 하

다. 컨트롤 보드에서는 벡터제어 인버터의 각종 제어변수

나 측정값을 사용자가 오실로스코  형으로 쉽게 측할 

수 있도록 4채  D/A 컨버터로 출력하 으며, 이러한 값들

은 TFT-LCD 화면에도 표시된다.

M-G 세트에서 동기의 속도가 변화하면 직류발 기의 

발 압이 변화하므로 직류발 기에 항부하를 속하여 

동기의 회 속도에 따라 부하의 크기를 가변할 수 있도록 

하 다. 부하용 항은 3개를 사용하여 약 1/3부하, 2/3부하, 

부하의 3단계로 나 어 인가할 수 있도록 하 다. 한 

션트 항으로 측정한 류가 정확한지를 단하기 한 기

류센서로 홀 류센서 CASR 6-NP를 사용하 는데, 이

것은 입력 류 1[A]당 104.2[mV]의 압을 Vout 단자로 출

력하고 측정오차 ±0.7% 이내의 정 도를 갖는다.

그림 10 실험장치의 사진

Fig. 10 Photograph of experimental setup

그림 11은 3상 유도 동기를 부하에서 각각 800[rpm] 

 1600[rpm]으로 운 할 때 제안된 2개의 션트 항을 사용

하는 방식으로 상 류를 검출한 실험결과로서, 주황색의 채

1은 기  홀 류센서로 측정한 a상 류 형이고, 녹색의 

채 2는 션트 항으로 측정한 a상 류 형이며, 색의 채

3은 션트 항에 의한 측정값과 홀 류센서에 의한 측정값

의 차이를 계산하여 보여주는 것이다. 여기서 모든 류

형은 1[V]당 1[A]를 나타낸다. 제안된 방식으로 상당히 정

확한 류측정이 수행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a) 기 속도 800[rpm]

(b) 기 속도 1600[rpm]

그림 11 제안된 류검출 방법의 실험 결과

Fig. 11 Experimental results of proposed current detection 

method

4.3 벡터제어 실험

이와 같이 제안된 2개의 션트 항을 사용하는 상 류검출 

방법으로 상당히 정확한 상 류 검출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

인할 수 있었는데, 이번에는 이 게 검출된 상 류를 용하

여 실제로 벡터제어를 수행하는 실험을 실시하 다. 이 실

험결과 홀 류 센서를 사용하여 상 류를 검출한 경우에 비

하여 벡터제어 성능의 차이를 발견하기 어려웠다. 그림 12

는 제안된 상 류검출 방식을 사용하여 벡터제어를 수행한 

속도응답 형으로서, 부하에서 동기를 +1600[rpm]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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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텝 기동하고, 0.8  후에 이를 -1600[rpm]으로 역 시켰다

가 다시 0.8  후에 정지시켰다. 벡터제어의 과도응답 특성

이 매우 양호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12 제안된 류검출 방법을 사용한 벡터제어 실험 결

과(기 속도 +1600 → -1600 → 0[rpm])

Fig. 12 Experimental results of vector control using proposed 

current detection method(reference speed : +1600 

→ -1600 → 0[rpm])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가형의 교류 동기 벡터제어 인버터를 

구 하기 하여 가격이 높은 홀 류센서 신에 션트 항

을 사용하여 매우 렴한 가격으로 상 류를 검출하는 방법

을 제안하 다. 종래의 션트 항 1개를 사용하는 방식은 

류 측정 불가능 역이 넓기 때문에 벡터제어 인버터에서 

사용하기 어려우며, 3개의 션트 항을 사용하는 방식도 상당

히 개선되기는 했지만 아직 류 측정 불가능 역이 일부 

남아있기 때문에 보편 으로 벡터제어 인버터에 용하기는 

어렵다. 이를 해결하기 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제안되었

으나 이것들은 류측정 불가능 역을 완 하게 해소하지

는 못하면서 출력 형의 류리 이 증가하거나 CPU의 연

산량이 증가하는 등의  다른 문제 을 가지고 있었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식에서는 이러한 단 이 없이 션트

항을 사용하여 매우 렴한 가격으로 상 류 검출회로를 

구 하 으며, 동기의 모든 운 역에서 류측정 불가능 

역이 없이 항상 상 류를 정확히 검출할 수 있다. 이 방

법에서는 기존의 홀센서를 사용하던 치인 인버터 출력단

에 2개의 션트 항을 사용하기 때문에 지에 하여 수백

[V]의 높은 로 로 되어 있는 션트 항의 양단 압

을 검출하기 하여 정 한 아날로그 차동증폭기 회로가 필

요한데, 이것은 항 분압회로와 몇 개의 Op Amp로 구성되

는 계측용 증폭기를 사용하여 쉽고 정확하게 설계하는 방법

을 제시하 다.

제안한 상 류검출 방법에 하여 컴퓨터 시뮬 이션과 

인버터 실험을 실시한 결과 제안된 방법은 종래에 가장 정

확한 상 류검출 방법으로 사용되어온 홀 류센서 방식에 

버 가는 우수한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하 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제안한 2개의 션트 항을 사용하는 상 류검출 

방식은 소형 교류 동기를 한 벡터제어 인버터에서 기존

의 고가형 홀 류센서를 체하는 가형 상 류검출 방식

으로서 매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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