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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proposes an estimation method of back emf for

the sensorless controlled high speed PMSM drive in turbo

compressors with air bearings. The back emf of PMSM

motor varies due to the temperature variation, which

deteriorates the control performance of sensorless controlled

PMSM drives. The proposed method is based on the current

model of the PMSM motor. The simulation results show

that the proposed method estimates the back emf of

sensorless controlled PMSM drives with reasonable accuracy

for parameter adaptation.

1. 서 론

최근 고속 전동기로서 에어베어링을 사용한 유도전동기가

사용되고 있으나, 더욱 출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효율 좋은

영구자석 동기전동기를 적용한 구동장치가 개발되어 적용되고

있는 추세이다. 터보 압축기에 적용되는 고속 전동기의 경우

속도센서를 장착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속도센서를

사용하지 않는 제어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영구자석 동기전동기의 센서리스 제어방법으로는 전동기의

전류모델을 기반으로 한 방법[1]이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또한

역기전력이 낮은 저속에서의 센서리스 제어 알고리즘의 특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기동시 안정적인 센서리스 제어가 가능한 역

기전력이 확보되는 속도로 미리 정한 전류/주파수 패턴을 이용

한 개루프 제어방법을 채택하여 가속하고, 일정 속도 이상에서

센서리스 제어에 의한 폐루프 제어로 전환하여 운전하며, 제어

모드 전환시의 제어 불연속성에 따른 문제를 완화하는 방법
[2],[3]이 연구되고 있다. 그리고 세탁기와 같이 빈번한 정/역회전

을 반복하는 경우에 전동기 상수변동의 영향을 개선하기 위하

여 적절한 운전 점에서 고정자 저항을 측정하고 이를 이용하여

역기전력상수를 보상하는 방법[4]이 연구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터보 압축기에 사용되는 영구자석 동기전동

기를 전류모델 기반 센서리스 제어방법으로 구동하는 경우에

역기전력 상수 오차에 대한 영향을 검토하고, 전류모델 기반의

역기전력 추정방법을 제안하며, 모의실험을 통하여 제안한 방

법의 타당성을 보이고자 한다.

2. 센서리스 제어 PMSM의 역기전력 추정

2.1 PMSM의 동기좌표계 모델

동기속도로 회전하는 회전자 좌표계에서 나타낸 PMSM의

전압방정식과 토크식은 각각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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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는 각각 d축과 q축의 전압과

전류이며,        는 각각 고정자 저항과 인덕턴

스, 그리고 영구자석에 의한 쇄교자속과 동기속도이다.

   는 각각 전동기의 발생토크와 전동기의 극수이다.

2.2 센서리스 제어 PMSM의 역기전력 추정방법

본 논문에서 채택한 전류모델 기반 센서리스 제어에 의한

모의실험 파형은 그림 1과 같으며, 25,000[rpm]의 속도지령은

잘 추정하나 온도상승에 따른 역기전력 상수가 0.8* 으로

감소하여 추정위치에 오차가 발생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추

정위치 오차는 동일한 부하조건에서 전류크기를 증가시킨다.

그림 1 역기전력 상수 오차의 영향(0.8* )

Fig. 1 Effect of back emf coefficient error(0.8* )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제안한 역기전력 추정기는 그림 2와 같

다. 지령전압과 실제 전류, 센서리스 속도/위치 추정기의 추정

위치와 추정속도를 입력으로 사용하여 전동기의 전류모델 전류

를 구하고, 실제 q축 전류와 전류모델 q축 전류의 오차를 이용

하여 역기전력을 추정한다.

그림 2 역기전력 추정기

Fig. 2 Back emf estimator 

3. 고속 PMSM 드라이브 모의실험 결과

모의실험에 사용한 고속 영구자석 동기전동기의 사양은 표

1과 같으며, Matlab/Simulink를 사용한 모델은 그림 3과 같다.

스위칭 주파수는 10[kHz]이고, 전류와 속도 제어주기는 100[㎲]

와 1[ms]이며, 전류 및 속도 제어기로는 PI제어기를 사용한다.

정격출력 300HP Rs 0.0026Ω

최대속도 30,000rpm Ls 0.053mH

극수 2극 정격자속 0.10163㏝

표    1  300HP PMSM 모터의 사양 

Table 1  Specifications of 300HP PMSM Motor

그림 3 Matlab/Simulink를 사용한 모의실험 모델

Fig. 3 Simulation model using Matlab/Simulink

그림 4는 전동기의 역기전력 상수가 0.8* 으로 감소한

경우에 대하여 3가지 역기전력 크기를 나타낸 파형이다. 센서

리스 속도/위치 추정기에서 추정한 속도와 추정기에서 사용한

역기전력 상수를 곱하여 구한 역기전력(E sensorless)은 역기

전력 상수의 감소를 반영하지 못하여 실제 역기전력(E real)에

그림 4 역기전력 파형 비교(0.8* )

Fig. 4 Comparison of back emf waveforms(0.8* )

비하여 상당히 크게 나타나고 있다. 반면에 제안한 추정기에

의한 역기전력(E est)은 실제 전동기의 역기전력을 잘 추종함

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제안한 역기전력 추정기를 이용하면 역

기전력 상수의 감소를 추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센서리스 추정

기에 적용하면 센서리스 추정기의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

이다.

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공기베어링을 사용하는 30,000rpm, 300HP

PMSM의 센서리스 구동 성능을 개선하기 위한 전류모델 기반

의 역기전력 추정기를 제안하고, Matlab/Simulink를 사용한 모

의실험을 통하여 제안한 추정방법에 의하여 센서리스로 제어하

는 PMSM 전동기의 역기전력 추정이 가능함을 보였다. 제안한

추정기는 센서리스 추정기의 추정 속도와 위치를 사용하면서도

역기전력을 잘 추정하는 특성을 보인다. 향후 센서리스 추정기

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제안한 방법을 적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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