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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presents the sensorless position control of the Permanent Magnet Synchronous Motor (PMSM) using stator

flux estimation and Phase Lock Loop (PLL). The field current and the torque current are required in order to perform

the vector control of the PMSM. At this time, it is necessary for the torque to know the exact position of the magnetic

flux generated by the permanent magnet, because the torque must be applied torque current in the direction orthogonal

to the permanent magnet. In general the speed of the PMSM is controlled by using a magnetic position sensor. However,

this paper, we estimates the stator flux by using the PLL method without the magnetic position sensor. This method is

simple and easy, in addition it has the advantage of a stabile estimation of the rotor. Finally the proposed algorithm was

confirmed by experimental results and showed the good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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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들어 영구자석 동기 모터(PMSM)는 높은 효율,

체적 대비 큰 토크 성능 그리고 안정성을 갖추고 있어

관심이 증대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많은 연구가 진행

되고 있다[1]. PMSM은 고효율의 고속 제어를 위한 벡

터제어를 사용한다. 이 때, 전류센서를 통해 전류의 크

기를 피드백 받아야 하는데 매입된 영구 자석에서 역

기전력이 발생하여 전류에 간섭을 일으켜 정상적인 전

류의 값을 받을 수 없다. 따라서, PMSM을 벡터 제어

로 구동하기 위해서는 계자분 전류와 토크분 전류로

나누어서 각각 제어를 해주어야 한다. 이때, 토크는 영

구자석과 직교하는 방향으로 토크분 전류를 인가해주

어야 하기 때문에 영구자석에 의해 발생하는 자속의

정확한 위치를 알아야 한다. 

정확한 위치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회전자의 전자식

위치검출기를 부착하여야 한다. 그러나 위치 검출기는

회전하는 위치를 연속적으로 검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그 가격이 매우 고가이기 때문에 전체 시스템

의 가격을 크게 상승시킬 뿐만 아니라 별도의 복잡한

하드웨어가 제어기에 구성되어야 하는 단점이 있다. 또

한 주위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고, 검출기를 전동기 축

에 부착함으로써 전동기 크기의 증대 및 가공성 저하

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단점이 있다[2].

따라서 센서리스에 대한 연구는 필수적인 요인이 되

고 있다. 센서리스를 하는 방식은 다양한 방식이 연구

되고 있는데, 본 논문에서는 추정한 고정자 자속을 이

용하여 위치제어를 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고정자 자

속을 추정한 뒤, PLL방식을 사용하여 위치(Theta)의

값을 추정하는 이 방식은 방법이 매우 간단하고 쉬울

뿐만 아니라, 모터의 회전자의 추정이 매우 안정적인

장점이 있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센서리스 PMSM 속

도 제어 알고리즘은3.0kW (4HP)의6극 PM동기 전동

기와 Freescale사의 MK60FX512VLQ15를 기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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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모터 제어용 인버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그 안정성

과 정밀도를 검증하였다.

2. 고정자 자속 추정과 PLL 방식을 이용한 

Sensorless 제어

2.1. 제어 시스템 구성

Fig. 1은 영구자석 동기모터의 고정자 자속 추정과

PLL을 이용한 Sensorless속도제어 블록 다이어그램이

다. 고정자 자속의 정확한 추정을 하기 위해서는 3상의

전류를 피드백 받아야 한다. 정확한 전류의 데이터를

피드백 받지 못하면 고정자 자속의 정확한 추정이 어

렵기 때문에 초기에 Fig. 1과 같이 d Ref = 0으로 설정

하고, Vqse_ref의 값을 설정하여 전류의 크기를 설정하

고 속도 주파수는 임의의 위치각(θ)를 설정하여 구동

하여 직입기동으로 전류의 크기를 받아 고정자 자속을

추정한다. 초기 기동인 직입 모터 구동을 통해 추정한

고정자 자속의 값으로 PMSM의 회전자의 위치와

PMSM의 구동 속도를 추정하여 q축 전류 지령치인

Vqse_ref 와 임의의 위치 각(θ)를 각각 추정 속도 값인

와 추정 회전자 위치각인 로 PMSM의 컨트롤 시

스템을 변경하여 안정적이고 정확한 Sensorless 속도

제어를 할 수 있도록 설계 되었다.

추정된 회전자 위치와 추정 속도는 엔코더를 위치자

극 센서로 사용하여 센서를 이용한 회전자 위치 정보

와 계측된 속도와 비교하여 추정의 신뢰성을 높였다.

PMSM모터 구동은 가장 일반적으로 d축 전류를 항상

0으로 유지하는 id=0제어법을 사용한다. 즉, 전류 벡터

가 부하상태에 따라 q축상에서 변하는 것이다. 이때

id=0 이므로 발생 토크 T는 식 (1)로 나타낼 수 있다.

 (1)

따라서, 모터의 토크는 q축 전류에만 비례하게 되므

로 토크의 선형제어가 용이하게 실현된다. 이러한 제어

를 하면 d축 전류를 흘리지 않기 때문에 동일 토크에

대하여 전류는 최소가 되어 효율적이다. 따라서 제안한

PMSM 속도 제어 시스템에서는 d Ref를 0으로 설정하

여 id=0제어법을 사용하였다.

2.2. 고정자 자속 추정과 PLL를 이용한 회전자 위치

추정과 속도 추정

일반적인 PMSM의 구조는 Fig. 2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Fig. 2에 대한 PMSM의 전압 방정식은 식 (2)와 같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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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Block diagram of sensorless speed control system for PMSM.



고정자 자속 추정과 PLL을 이용한 동기모터의 센서리스 속도 제어 37

Journal of KSDT Vol. 14, No. 2, 2015

iu, iv, iw는 U, V, W 상의 전기자 전류, p= 로 미분

연산자, Ra는 전기자 권선저항을 의미한다. 그리고3상

좌표계로부터 d, q좌표계로 변환하는 변환행렬은 식

(3)과 같다.

 (3)

이 식 (3)을 이용하여 식 (2)의 기본 전압방정식을

전기각속도 ω로 회전하는 d, q축 좌표계로 변환시킨

PMSM의 전압 방정식은 식 (4)와 같다.

(4)

식 (4)에서 이고, 는 영구자

석에 의한 전기자 쇄교자속의 실효값, vd, vq는 전기자

전압의 d, q축 성분, id, iq는 전기자 전류의 dq축 성분,

로 d축 인덕턴스, Lq = la +

로 q축 인덕턴스를 의미 한다.

이제 식 (4)를 동기좌표로 변환하면 식 (5)와 같이

된다[3-4]. 

(5)

식 (4)에서 vαβ는 동기좌표계상의 전압, iαβ는 동기

좌표계상의 전류, Lαβ는 인덕턴스이며, 는

동기좌표계로 나타낸 쇄교자속이다.

즉, 동기좌표계의 쇄교자속 는

로 나타낼 수 있는데, 이때 θr가 모터가 이상

적인 작동을 할 때의 회전자의 위치라고 판단할 수 있

다. θr가 이상적인 회전자의 위치 각일 때, 를 추정

한 위치 각이라고 가정한다면, 삼각함수 공식에 의해

식 (6) 과 같이 표현 될 수 있다.

sin × cosθr − cos × sinθr = sin( − θr)  (6)

따라서 위치 각 추정이 이상적일 경우 과 의 크

기가 같다. 따라서, − θr = 0이 되도록 를 추정한다.

과 θr의 차가 0이 아니라면, 오차를 검출하여, 에

오차의 크기만큼 더하여 PLL형식으로 를 추정한다.

Fig. 3은 위치각을 PLL방식으로 추정하는 알고리즘

에 대한 흐름도를 보여주고 있다. θr와 를 비교하여

θr와 θ가 같을 때까지 ωr에 θr와 차를 더하여 최종적

으로 θr와 가 같아지면 그 때 을 위치각으로 사용

하고 위치각 을 적분하여 추정 속도 을 추정 한다.

는 Sensorless PMSM 구동의 회전자 위치가 되고

는 속도제어기의 속도추정 값으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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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Structure of PMSM.

Fig. 3. Algorithm of PLL theta esti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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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험 결과

3.1. 초기 구동

Fig. 4는 PMSM에 대한 Sensorless 속도제어 시스템

을 구현하기 위한 전체 시스템 구성을 나타내고 있다.

이를 위해 Sensorless 속도제어 실험을 하기 위하여

DSP는 Freescale사의 MK60FX512VLQ (150 MHz)를

사용하였고, 모터는 3.0 Kw (4HP)의 6극 HIGEN PM

동기전동기를 사용하였으며, 인버터의 구동전원과 주

요전원을 공급하기 위해 SMPS로 구성하였다. 모터의

사양은 Table 1과 같다.

고정자 자속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모터의 3상 전류

의 데이터 값이 필요하다. 따라서 초기에는 직입 구동

을 통해 모터에서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수집한

데이터를 통해 추정한 고정자 자속으로 동기모터의 회

전자 위치를 추적하여야 한다. Fig. 5는 초기 직입 구

동으로 모터를 구동하다가 추정한 회전자 각으로 교체

되는 초기 구동의 속도파형을 오실로스코프로 측정한

실험 결과이다. 초기 직입 구동시에는 전류가 많이 필

요해서 전류의 크기가 모터가 회전하는 도중에 필요한

전류보다 크지만 안정적인 위치각의 교체를 위해서 전

류의 크기를 필요한 전류의 크기로 줄여서 위치각을

교체하였다. 

Fig. 5와 Fig. 6은 모터의 초기구동 시와 센서리스 제

어 후 속도패턴 제어시의 목표 속도와 실제 속도와 위

치 추정에 의한 추정속도, 그리고 Iq축 동기좌표 전류

를 DAC로 출력하여 오실로스코프로 측정한 실험결과

파형이다. 

Fig. 6은 설정된 속도 패턴에 실제 모터의 속도와 추

정 속도가 정상적으로 따라가는 형태의 파형을 볼 수

있다. Table 2는 각 속도 별 속도의 최대 최소 오차를

비교하였는데, 고속으로 올라 갈 수록 모터의 센서리스

구동의 오차가 작아지는 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저속에

서도 최대 오차 −5% ~ +3.6%안에서 안정적인 센서리

스 구동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Fig. 6에서는

속도의 증, 감에 따라 전류의 크기가 어떻게 변하는지

도 관찰 할 수 있다. 

즉, 목표 속도가 증가면 전류가 증가하여 모터의 속

도를 증가시키고, 목표 속도가 감소하면 전류의 크기를

감소시켜 모터의 속도를 떨어트리며, 목표수치를 유지

할 경우 그 속도에 맞는 전류의 크기를 유지함을 알 수

있다. 

Fig. 4. Speed control system for sensorless PMSM.

Table 1. Specifications of PMSM

전압 212 V 극수 6 극

주파수 225 Hz 전류 10.1 A

효율 90 % 회전수 4500 RPM

정격출력 3kW(4HP) 보호방식 IP44

Fig. 5. Start-up Control for PMSM.

Fig. 6. Speed driving pattern for PM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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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은 2000 RPM에서 추정된 회전자 위치 즉, 추

정된 위치 와 센서 타입으로 계측된 θ의 오차를 측

정하였다. 추정된 위치 와 θ는 206.5 us의 오차를 가

지고 있으며, 이때, 전류의 파형은 Fig. 8 과 같다.

Fig. 8의 3상 전류인 Iu, Iv, Iw상은 각각 120o의 위

상을 유지하며 속도의 증가나 부하의 영향으로 q제어

에 따라서 전류의 크기가 증가되거나 감소된 실험결과

이다. 이 실험을 통해 전류의 크기의 가변으로 정확한

속도 제어를 할 수 있음을 확인 하였다.

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위상고정루프(PLL)을 이용하여 센서

가 없는 영구자석 동기모터의 속도 제어를 구현하였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의 제어 알고리즘에서는 3상 전류

정보에 따른 Vdse, Vqse의 정보를 가지고 고정자 자속

을 추정하며, 추정된 고정 자속을 통해 간접적으로 회

전자 위치를 추정하여 위치 검출기 없이 모터를 구동

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이 실험을 통해 PMSM이

Sensorless로 3500 RPM까지 PMSM의 위치추정을 하

면서 정확히 속도제어가 이루짐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속도 오차는 1000 RPM이하의 저속에서는 1% 이상의

속도 오차가 있었으나 1000 RPM이상의 고속에서는

1% 미만의 속도 오차를 가졌으며 2000 RPM 이상의

고속에서는 −0.4%에서 +0.25%의 적은 오차를 가지며

우수한 속도제어가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시한 방법은 복잡한 PMSM의 Sensorless 속도 제어

를 PLL이라는 간단한 방법을 통해 산업용 구동 시스

템에 적용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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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Speed error for driving pattern to PMSM

RPM_ref

(rpm)

EST_Max

(rpm)

EST_Min

(rpm)

Max_Err

(%)

Min_Err

(%)

500 518 475 3.6 -5.0

1000 1009 991 0.9 -0.9

1500 1508 1490 0.54 -0.7

2000 2005 1992 0.25 -0.4

2500 2502 2494 0.08 -0.2

3000 3001 2995 0.03 -0.2

3500 3501 3494 0.03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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