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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논문에서는 루엔버거(Luenberger) 관측기를 이용한 표면 부착형 

영구자석 전동기의 역기전력 관측기의 관측 오차를 분석 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센서리스 기동 방법을 제안 하였다.  

역기전력 관측기의 관측 오차에 대한 분석은 기존의 연구에서 연구되었다. 

하지만 기존의 연구는 주파수 영역에서의 분석을 통하여 전동기의 정상상태를 

가정한 분석을 하였으므로 기동 상황과 같은 과도상태의 상황을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웠다. 본 논문에서는 역기전력 관측오차를 시간영역에서 

분석하여 관측기의 관측오차를 좀 더 직관적으로 이해 할 수 있게 하였다.  

위의 분석을 바탕으로 개 루프 제어를 모사 할 수 있는 센서리스 기동 

방법을 제안 하였다. 분석을 통하여 관측기가 알고 있는 전동기의 저항 값을 

실제 저항보다 작게 사용하면 추정된 역기전력 벡터를 전류벡터 방향으로 

만들 수 있음을 발견 하였고, 이를 이용하여 센서리스 알고리즘 만으로 개 

루프 제어를 모사 할 수 있었다. 

제안된 기동 방법의 유효성을 보이기 위해 전압형 인버터로 구동되는 표면 

부착형 영구자석 전동기를 이용한 실험을 수행 하였다. 실험결과는 의도적인 

저항 오차를 이용한 센서리스 기동방법의 유효성을 입증해 준다. 

 

주요어 : 역기전력 관측기, 기동, 센서리스, 개 푸르 제어, Luenberger 

observer 

학  번 : 2011-23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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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 장 

 

서론  

 

 

1.1 연구 개요 

 영구자석 동기 전동기는 유도전동기에 비해 높은 에너지 효율을 지니며 같은 

용량 대비 크기와 무게도 작다. 이러한 장점으로 인해 영구자석 동기 

전동기는 가정용 세탁기, 에어컨에서 시작하여 팬 부하 모터 등 다양한 

산업영역에서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영구자석 동기 전동기는 

회전자(영구자석) 자속의 크기와 회전자 자속의 직각 방향의 고정자 자속 

크기의 곱으로 토크가 발생하기 때문에 전동기의 토크제어를 위해서는 

회전자(영구자석)의 위치를 알아야 한다. 따라서 영구자석 전동기의 

토크제어를 위해서는 전동기에 홀 효과(hall effect)를 이용한 홀 센서나 

엔코더, 레졸버와 같은 위치센서가 필수적이다.[1] 

 하지만 이러한 위치센서들은 전동기의 작동 환경(큰 온도변화, 진동)에 의해 

센서의 안정도가 감소하기 때문에 전동기 자체보다 센서에 의해 시스템의 

안정성이 결정되는 문제를 가지게 된다. 또한 센서를 부착함에 따른 전동기 

축 방향 부피의 증가, 가격 상승 등의 문제점을 가지게 된다. 이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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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기의 위치센서가 없는 센서리스(sensorless) 제어 방식이 개발되었고 몇몇 

분야에서는 센서리스 기술이 적용되어 사용하고 있다. 

영구자석 전동기의 회전자 위치 센서리스(sensorless) 제어 기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전동기의 모델을 이용한 방식으로 영구자석에 의해 

만들어지는 역기전력 또는 자속을 관측하여 위치를 추정한다. 이와 같은 

방식은 전동기의 모델을 이용하기 때문에 전동기의 제정수, 전류센서의 

정밀도에 민감한 성능을 보인다. 특히 역기전력을 관측하는 방법의 경우, 

전동기의 속도가 저속인 영역에서는 역기전력의 크기가 다른 상태변수에 비해 

작기 때문에 역기전력의 크기가 큰 고속 운전 영역에서 주로 쓰인다. 나머지 

하나는 고주파 신호주입 방법으로, 고주파의 전압을 주입하여 회전자의 

위치를 찾는 방식이다. 신호주입방법은 전동기의 운전 속도와 상관없이 

회전자의 위치를 추정 할 수 있기 때문에 정지 상태를 포함하여 저속에서부터 

고속까지의 비교적 넓은 범위의 속도영역에서 적용이 가능하다[2]. 

논문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표면부착형 영구자석 전동기(Surface Mount 

Permanent Magnet, SMPM)는 회전자 표면에 영구자석을 균일하게 부착하는 

형태의 전동기로 돌극성(saliency)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그렇기 때문에 표면 

부착형 영구자석 전동기는 전동기의 돌극성을 이용하는 신호주입기법을 

적용하기가 쉽지 않다. 또한 신호 주입 기법을 사용할 경우 필연적으로 가청 

소음이 발생하기 때문에 소음이 문제가 되는 응용 분야에서는 신호주입 

기법을 사용 할 수가 없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응용분야의 전동기를 

고려하여 전동기 의 역기전력을 이용한 센서리스 제어에 대해 연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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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기의 역기전력을 이용한 센서리스 제어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정지-

저속구간에서의 센서리스 제어이다. 이 구간에서의 역기전력은 매우 작기 

때문에 전동기 제정수 오차, 전압형 인버터가 가지는 전력소자의 여러 

비선형성(dead time, 반도체 전압 강하, 기생 캐패시턴스 효과 등)에 의한 

인버터 출력전압 왜곡 등에 의해 역기전력을 정확하게 관측 할 수 없다. 

따라서 역기전력을 이용한 센서리스 제어에서의 전동기의 초기 기동은 개 

루프(open loop) 제어를 통해 역기전력의 크기가 충분히 나타나는 

속도영역까지 운전을 하고 센서리스 운전으로 절환 한다[3]. 

 개 루프 제어는 역기전력의 크기가 작아 역기전력을 이용한 센서리스 제어가 

불가능한 정지 및 저속 영역에서 전동기를 기동 시킬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다. 개 루프 제어는 전동기의 회전자 위치를 고려하지 않으며 전압벡터 

또는 전류벡터를 제어하고자 하는 주파수에 따라 가변하여 전동기에 인가하며, 

제어기는 전동기가 주입하는 전압 또는 전류의 주파수로 전동기가 회전하기를 

기대한다. 실제로 팬 부하와 같이 전동기의 초기 기동 토크가 많이 필요하지 

않은 적용 분야에 대해서는 이러한 개 루프 제어는 상당히 유용하다.  

 하지만 이런 개 루프 제어는 두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하나는 기동 시 

너무 많은 전류를 사용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개 루프 제어와 센서리스 

제어 사이의 절환의 문제가 있다. 개 루프 제어는 인가되는 전류에 비해 

전동기에 발생하는 토크가 매우 작으며 이로 인해 개 루프 제어 시 

일시적으로 정격 또는 그 이상의 전류를 인가하여 기동하게 된다. 인가되는 

전류에 비해 발생하는 토크가 작은 이유는 회전자의 위치를 모르는 상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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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류를 만들어 주기 때문이다. 회전자의 위치를 모르는 상태에서 인가된 

전류벡터는 통상 회전자 자속벡터에 대해 직각의 위치에 있지 못하므로 

인가되는 전류 크기에 비하여 작은 토크를 발생시킨다. 따라서 기동 초기의 

충분한 기동 토크를 확보 하기 위해 개 루프제어에서는 가능한 큰 크기의 

전류벡터를 사용해야 한다. 또 기동에 성공한 이후에는 개 루프 제어에서 

역기전력을 이용한 센서리스 제어로 절환 한다. 이러한 절환 시점은 전동기의 

역기전력 크기가 관측하기에 충분히 큰 시점에서 이루어 지며 이 값은 보통 

부하상황에 따라 다르게 설정된다. 절환의 방법도 중요한데, 개 루프 

제어에서는 전류벡터가 회전자의 자속벡터에 수직 방향에 존재 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의 전류벡터를 센서리스 알고리즘에 의해 알게된 수직 축으로 

자연스럽게 이동시키는 제어기가 필요하게 된다.[4-5] 

 본 논문은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구성된다. 하나는 루엔버거(Luenberger) 

관측기를 이용한 역기전력 관측기의 관측오차를 시간영역에서 분석하는 

것이다. 기존의 연구에 의한 역기전력 관측기의 관측오차에 대한 분석은 주로 

주파수 영역에서 이루어 졌다[6-7]. 이러한 주파수 영역의 분석은 관측기의 

전반적인 거동을 분석하기에는 유용하나 기동순간과 같은 순간적인 관측기의 

작용을 이해하기에는 다소 불편하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선형대수를 이용하여 역기전력 관측기를 시간영역에서 분석하도록 한다. 

분석을 통해 전동기 제정수 오차나 입력전압의 오차가 추정하는 역기전력 

벡터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게 되는지 분석해 보도록 한다. 

 나머지 하나는 앞의 역기전력 추정 오차 분석을 토대로 센서리스 



5 

 

알고리즘만으로 전동기를 기동시키는 방법에 대해 제안한다. 전동기를 개 

루프 제어로 기동 시킬 수 밖에 없는 큰 이유 중 하나는 기동초반의 극 

저속영역에서 전동기의 역기전력 자체가 매우 작기 때문이다. 실제 

역기전력을 신호로, 제정수 오차, 입력전압오차에 의한 역기전력 추정 오차를 

잡음이라 취급한다면 기동 초기의 추정 역기전력의 신호 대 잡음비(S/N)가 

매우 작다. 따라서 기동 초기의 추정된 역기전력 벡터는 그 크기가 매우 작고, 

방향은 임의적이게 된다. 센서리스 알고리즘만으로 전동기를 기동 시켰을 

경우 기동초기의 임의적인 추정된 역기전력벡터 방향으로 인해 기동에 실패 

하게 된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앞서 분석된 결과를 이용하여 추정된 

역기전력의 방향을 사용자가 의도한 방향으로 만들 수 있다면 앞의 개루프 

제어를 모사할 수 있다. 이에 앞서 분석한 역기전력 추정 오차 분석을 통해 

의도적인 역기전력 추정 오차를 만드는 방법을 고안했고, 이를 이용한 개 

루프 제어 없이 전동기를 기동하는 방법에 대해 제안 했다. 제안된 센서리스 

기동 방법은 개루프 제어 없이 전동기가 기동됨을 실험을 통해 보였으며, 

기동 초기에 만들어준 의도적인 추정 오차는 전동기의 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자동적으로 사라지며 정격속도에서는 그러한 오차 성분이 사라져 정상적인 

센서리스 제어가 됨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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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 내용 

 본 논문은 루엔버거 관측기를 이용한 역기전력 관측기 사용시 발생할 수 

있는 전동기 제정수 오차, 전압왜곡이 역기전력 관측 오차에 어떠한 영향이 

나타나는지 선형대수를 이용하여 시간영역에서 분석하여 본다. 주파수 영역이 

아닌 시간 영역에서 분석 함으로써의 기동 초기의 관측기의 거동을 좀더 

직관적으로 이해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에 많이 분석되었던 주파수 영역의 

분석보다 유용하다. 

 이러한 분석의 토대로 기동초기의 역기전력 관측에 악영향을 끼치는 

요인들을 알 수 있으며 이를 토대로 고의적인 저항 오차를 이용하면 

기동초기의 개 루프 제어를 모의 할 수 있음을 발견하였다.  

 고의적인 저항 오차를 이용하여 개 루프 제어를 모의하면 여러 가지 장점을 

얻을 수 있다. 센서리스 제어와 개 루프 제어 사이의 절환 시점을 센서리스 

알고리즘 내에서 결정하게 되어 사용자가 절환 시점을 따로 결정 할 필요가 

없다. 절환 시점은 센서리스 알고리즘 내에서 역기전력의 크기가 커짐에 따라 

자연스럽게 고의적으로 만든 저항 오차에 의한 역기전력 오차가 감소하면서 

센서리스 제어로 완전히 절환한다. 따라서 기동 초기부터 하나의 센서리스 

알고리즘 만으로 기동이 가능하여 제어기가 단순해 지고, 절환이 센서리스 

알고리즘의 내재적 특성에 의해 이루어 지므로 안정적이다. 또한 이러한 

제어의 절환이 역기전력 크기에 의해 기동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이루어 

지므로 기존의 개 루프 제어에 비해 기동 토크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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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고의적인 저항오차를 이용한 개 루프 제어의 모의는 기존의 여러 

단계가 필요로 했던 개 루프 제어를 하나의 센서리스 알고리즘으로 구현 할 

수 있으며 연속적인 절환 능력으로 인해 큰 기동 토크를 확보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1.3 논문 구성 

본 논문은 총 6장으로 구성된다. 2장에서는 기존의 역기전력 기반의 

센서리스 기술을 검토한다. 이 장에서는 표면부착형 영구자석 전동기의 

수학적 모델에 대해서 검토하고, 이를 기반으로 루엔버거 관측기 형태의 

역기전력 관측기에 대해 검토해 보도록 한다.  

3장에서는 전동기 제정수 오차 또는 입력전압 오차에 따른 역기전력 추정 

오차를 분석 한다. 분석은 시간 영역에서 진행 하였고, 이를 통해 전동기의 

저속 영역에서의 역기전력 추정 오차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분석해 본다. 

4장에서는 앞의 3장의 분석을 토대로 고의적인 저항오차에 따른 전동기의 

기동 방법에 대해 제안한다. 

5장에서는 4장에서 제안한 고의적인 저항 오차에 의한 기동성능을 실제 

실험을 통해 검증 한다. 

마지막 6 장에서는 본 논문의 결과를 정리하였다. 

  



8 

 

                                          제 2 장 

 

역기전력 기반의 영구자석 전동기 센서리스 

기술 검토 

 

 

전동기 모델을 기반으로 하는 전동기 센서리스 기술이란, 전동기라는 

시스템 내의 상태 변수들을 관측하여 전동기의 회전자 위치를 찾는 기법을 

말한다. 그렇기 때문에 모델기반의 전동기 센서리스 기법은 제어 이론에서 

연구된 많은 ‘관측기’들이 적용 될 수 있다. 

 영구자석 전동기의 시스템 모델은 몇 가지 가정에 의해 선형 시스템으로 

모델링이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모델기반의 전동기 센서리스 기술은 

선형시스템의 상태 변수 관측 기술이라고 볼 수 있다. 

 선형 시스템에서 상태변수 관측 기술 중 가장 넓이 알려진 기술은 루엔버거 

관측기라 불리는 상태 관측기 이다. 이 밖에도 비례적분(PI) 제어기 형태의 

관측기, 또는 모델의 역변환(inverse model)을 이용한 외란 관측기가 있다. 

이와 같은 관측기 들은 선형시스템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참고 문헌 [6]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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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의 관측기가 형태는 다를 뿐 수학적으로 동일한 상태 변수 관측성능을 

지닌다고 언급하였다. 

 비선형 시스템을 위해 설계된 대표적 관측기 중에서는 High gain observer, 

sliding mode Observer, Nonlinear Extended state Observer가 있다. 특히 

Sliding mode observer는 전동기 센서리스 기술에 많이 응용 되고 있다[8-9]. 

 2장 에서는 영구자석 전동기의 전기적 모델을 검토해 본다. 이를 통해 

역기전력 기반의 전동기 센서리스에 많이 사용하는 루엔버거 관측기에 대해 

검토해 보도록 한다.  

 

 

2.1 영구자석 전동기 모델링[10] 

 영구자석 전동기의 전기적 모델은 전압, 전류, 자속(flux)의 미분 방정식으로 

표현 할 수 있다. 여기서 전류, 자속 또는 역기전력을 시스템의 상태변수로 

정의하고, 전압을 시스템의 입력으로 정의하면 간단한 선형 시스템으로 표현 

가능하다. 이런 시스템은 표현 방식에 따라 행렬(Matrix) 또는 복소수 벡터로 

표현 될 수 있다. 

 영구자석 전동기 시스템은 상태변수 공간의 변환(transformation)을 통해 

다양한 공간에서 표현이 가능하다. 대표적인 공간으로 abc  삼상좌표 공간, 

αβ의 직교좌표 공간, dq의 직교좌표 공간이 있다. 

 이번 절에서는 영구자석 전동기의 전기적 모델을 검토하고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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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표계에서 이를 표현해 본다. 시스템은 행렬을 이용하여 표현 하였다. 

 

2.1.1 영구자석 전동기의 정지좌표계 모델 

 영구자석 전동기의 일반적인 상 전압 방정식은 (2.1)로 표현 될 수 있다. 

.               (2.1) 

 여기서 , , 는 고정자 권선의 상 전압을 의미하고, 는 고정자 권선의 

저항, , , 는 각 상의 고정자 권선에 쇄교하는 자속을 의미한다. 표현의 

간결성을 위해 벡터 표기법을 사용하면 (2.2)와 같다. 

 .                     (2.2) 

 고정자 쇄교 자속을 3상 전류에 의해 생성되는 자속과 영구자석에 의해 

생성되는 자속의 선형 합으로 나타 낼 수 있다고 가정 하면 전류와 자속은 

다음과 같은 관계를 지닌다. 

,  .                (2.3) 

 여기서 , 는 3상 전류와 3상 자속의 관계를 나타내는 인덕턴스 

행렬이다. 행렬 , 는 회전자의 위치(자속 경로의 변화), 인가되는 

전류 벡터에 의해 변화(자기포화현상 –magnetic saturation) 하기 때문에 

회전자 위치와 전류 벡터에 의한 함수라고 표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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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 전류와 전류에 의한 자속의 관계가 선형적이라 가정하면 (2.4)와 같이 

간단히 상수 행렬 로 표현 할 수 있다. 

 .                   (2.4) 

 식 (2.2)와 (2.4)를 이용하여 전동기의 전류 전압 방정식을 만들면 (2.5)와 

같다. 

 .    (2.5) 

 여기서 를 자석에 의한 역기전력 벡터라 부르며 (2.6)과 같이 로 

정의 한다. 

≡  .                      (2.6) 

 .       (2.7) 

 식 (2.7)은 전동기 시스템을 나타내는 3상 시스템이다. 하지만 중성점이 연결 

되어 있지 않은 전동기의 3상 전류의 합은 항상 0이므로 이를 이용하면 전체 

시스템의 차수를 2차로 낮출 수 있다. 이와 같은 변환을 Park’s 

transformation이라 부르며 변환행렬  는 다음과 같다. 

	  ,  	   , 

1

0 √ √

√ √ √

 .      (2.8) 

식 (2.8)의 변환 행렬 T는 Phase magnitude invariance transformation 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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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상의 변수 크기는 보존되지만 전력, 토크는 보존되지 않는다. 

위와 같은 변환을 이용하여 (2.2), (2.4), (2.6), (2.7)을 공간으로 

이동시키면 (2.9), (2.10), (2.11), (2.12)와 같이 표현 할 수 있다. 

 .                      (2.9) 

 .                  (2.10) 

 .                        (2.11) 

 .     (2.12) 

 여기서  은 다음과 같다. 

	  .                  (2.13) 

 식 (2.13)은 아직 3상 시스템이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3상 전류의 합은 

항상 0이며 3상 역기전력 의 합 또한 항상 0이 되기 때문에  공간에서 

성분은 일반적으로 0이다. 따라서 위 식들의 성분들을 제거하면 다음과 

같은 2상 시스템으로 표현 할 수 있다. 

 .                    (2.14) 

,  .                 (2.15) 

 .                    (2.16) 

 .                       (2.17) 

 .        (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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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영구자석 전동기의 회전자 동기좌표계 모델 

전동기 전류 제어의 편의성을 위해 영구자석 전동기의 전압방정식((2.18))을 

회전자 동기 좌표계로 표현 하기도 한다. 이는 2차 평면상 직교  좌표계를 

회전자의 N극 기준 각으로 회전변환을 한 좌표계 시스템으로 표현한 것이다. 

회전변환 행렬은 (2.19)와 같다. 

	 	 , θ
cos	θ sin	θ

sin	θ cos	θ
 .        (2.19) 

 식 (2.19)를 이용하여 (2.14), (2.15), (2.16), (2.17), (2.18)을 회전자 동기 

좌표계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                 (2.20) 

 .                    (2.21) 

 .                      (2.22) 

 .                         (2.23) 

 .              (2.24) 

여기서  와 J 는 다음과 같다. 

 .                     (2.25) 

≡ 0 1
1 0

 .                             (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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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1
1 0

0
0  .         (2.27) 

회전자 동기 좌표계 이므로 자석에 의한 자속 벡터  는 d성분만 가지게 

된다. 따라서 는 상수 벡터가 된다. 

0
,			

0
 .            (2.28) 

 

2.1.3 영구자석 전동기의 임의의 각 동기좌표계 모델 

전동기의 센서리스 운전을 위해 영구자석 전동기의 전압방정식(식 2.18)을 

임의의 각 동기 좌표계로 표현 하기도 한다. 이는 2차 평면상 직교  

좌표계를 임의의 기준 각 	  로 회전변환을 한 좌표계 시스템으로 표현한 

것이다. 

회전변환 행렬은 (2.29)와 같다. 

	 	 ,
cos	 sin	
sin	 cos	  .           (2.29) 

 위 식을 이용하여 (2.14), (2.15), (2.16), (2.17), (2.18)을 임의 각  동기 

좌표계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               (2.30) 

, ,  .               (2.31) 

,  .                (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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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3) 

, , , 	 (2.34) 

여기서 , 는 다음과 같다. 

,  .               (2.35) 

0 1
1 0

0
0  .       (2.36) 

 

2.1.4 표면 부착형 영구 자석 전동기 모델 

 표면 부착형 영구자석 전동기는 인덕턴스 행렬 L이 회전자의 각  에 대해 

변하지 않으므로 1.2.1~1.2.3절의 (2.12), (2.18), (2.24), (2.34)는 다음과 같이 

표현 될 수 있다. 

 .             (2.37) 

 .                 (2.38) 

 .            (2.39) 

 .            (2.40) 

 여기서 인덕턴스 행렬 L은 대각(diagonal) 행렬이다. 

, 1 0
0 1

 .               (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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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 (2.41)을 이용하면 (2.38), (2.39), (2.24), (2.40)는 다음과 같이 간단히 

표시될 수 있다. 

 .                (2.42) 

 .             (2.43) 

 .             (2.44) 

 

2.1.5 역기전력과 전류를 상태변수로 가지는 표면 부착형 영구 자석 전동

기 모델 

역기전력을 추정하는 관측기를 설계하기 위해서는 역기전력을 상태 변수로 

둔 전동기 시스템 모델이 필요하다. 따라서  좌표계에서의 (2.42)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선형 시스템을 구성한다. 

, , u  .              (2.45) 

,  .                      (2.46) 

 이때 상태변수 의 미분 값이 필요한데 이는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cos
sin

,  .      (2.47) 

	 	  .  (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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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0 이라 가정하면 (2.48)은 (2.49) 처럼 표현 할 수 있다. 

 .                      (2.49) 

 위 근사를 이용하면 (2.45)의 시스템 행렬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 , u  .              (2.50) 

	
/ 1/

, B 1/
 .             (2.51) 

 같은 방식으로 0 이라는 가정을 이용하면 임의 각  동기 좌표계에서 

시스템 행렬은 (2.52)와 같다. 

̂ ̂
̂ , ̂ ̂ ̂ , ̂ , u ̂  .          (2.52) 

	 ̂
̂ ,

/ ̂ 1/

̂
, ̂ 1/

 .        (2.53) 

̂ , , ̂  .(2.54) 

	 	 ̂  .(2.55) 

̂ ̂ ̂  .(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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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루엔버거(Luenberger) 관측기를 이용한 역기전력 관측기[11] 

,							  .                    (2.57) 

루엔버거(Luenberger) 관측기는 (2.57)과 같은 선형시스템이 관측 가능하면 

다음과 같이 설계 할 수 있다. 

,								  .                (2.58) 

식 (2.58)에서  은 이득행렬이다. 이득행렬  은 다음과 같은 오차상태 

방정식에 의해 설계 할 수 있다. 

 오차상태 방정식은 (2.57)에서 (2.58)을 빼면 (2.60)과 같이 표시 될 수 있다. 

≡ 	x x .                            (2.59) 

 .                          (2.60) 

 식 (2.60)의 오차 방정식의 거동은 행렬  에 의해 결정 되므로 

이득행렬  을 이용하여  의 고유값(Eigen value)이 원하는 값이 되도록 

설계 할 수 있다. 

 

 

  



19 

 

2.2.1 표면 부착형 영구 자석 전동기의 루엔버거 역기전력 관측기 설계 

2.2절을 통해 역기전력을 관측하기 위한 기본적인 구조를 검토하였다. 이번 

절에는 본 논문의 대상인 표면부착형 영구자석 전동기의 역기전력을 추정하기 

위한 관측기를 설계한다.  

 관측기 설계에 앞서 대상이 되는 시스템이 관측가능한지 검토해 보아야 한다. 

각각의 좌표계에 대한 표면 부착형 영구자석 전동기에 대한 관측가능성은 관

측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1]. 

관측기는 좌표계에 따라 정지 좌표계와 동기 좌표계에서 역기전력을 추정 

할 수 있다. 센서리스 운전에서는 회전자의 위치를 모르기 때문에, 관측기 설

계에 사용될 모델은 회전자 동기 좌표계가 아닌 임의의 추정 각에 대한 동기

된 좌표계를 사용한다. 

,							  .                    (2.57) 

,								  .                (2.58) 

≡ 	x x .                            (2.59) 

 .                          (2.60) 

2.2절에서 위 식과 같은 선형 시스템에 대해 루엔버거 관측기를 설계하였다. 

이를 2.1절에서 유도한 표면 부착형 영구자석 전동기 상태 방정식을 이용하여 

역기전력 관측기를 설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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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 정지좌표계에서의 설계 

 표면부착형 영구자석 전동기의 정지 좌표계 상태 방정식은 (2.61), (2.62)와 같

다. 

, y x, , u  .            (2.61) 

/ 1/
, B 1/ , 	  .          (2.62) 

 루엔버거(Luenberger) 관측기의 설계는 이득 행렬 을 설계하는 일이다. 이득 

행렬 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오차 상태 방정식의 거동을 얼마나 빠르게 할 것

이냐를 결정하여 의 고유값(eigen value)을 결정 하면 된다. 고유값이 

결정되었으면 그 고유값을 가지기 위한 행렬 을 역산하여 계산한다. 

 대상이 되는 영구자석 전동기의 상태 방정식은 4차 시스템이기 때문에 결정

해야 할  행렬의 고유값은 4개 이다. 이에 반해 이득 행렬 은 8개의 

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유도가 남는다. 즉 결정된 4개의 고유값에 대해 

이득 행렬 L이 수없이 많이 존재함을 의미한다. 

 높은 자유도를 가진 설계 변수에 대해 적절한 설계 값을 찾기 위해서는 몇 

가지 구속 조건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1]에 의해 (2.63)과 같이 고유값을 2중

근 2개로 설계하면 이득행렬 을 간단히 구할 수 있다. 이득행렬 을 유일하

게 결정하기 위해 이득행렬  또한 다음과 같은 구속 조건을 부여한다. 

λ
,

1 , λ
,

1  .    (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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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                    (2.64) 

 Matlab을 이용하여 위와 같은 조건을 만족하는 이득행렬 을 구하면 다음과 

같다. 

2

2

2

2

2

2

 .(2.65) 

 실질적으로 시스템 행렬 을 정확하게 아는 것은 불가능 하므로 추정치

	 을 사용해야 한다. 특히 회전자의 속도 은 전동기 운전 상황에서 변

화 폭이 크기 때문에, 추정한 회전자의 속도와 실제 속도가 거의 일치하고 속

도의 변화가 느리다는 가정 하에서 추정값 을 사용 할 수 있다. 일반적

으로 관측기의 주파수 대역이 충분히 높아 속도의 추정이 비교적 정확하고 빠

르다면 위 가정은 성립한다.  

루엔버거 관측기는 추정 시스템 행렬 를 기반으로 설계가 이루어 지

기 때문에 실제 시스템과 추청 시스템의 차이가 크면 설계한 관측 성능을 기

대 하기 어렵다. 즉, 모델 기반의 센서리스는 모델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면 클

수록 관측 성능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사용하게 될 관측기는 (2.69)의 가정 하에 (2.66), (2.67), 

(2.68)과 같이 표현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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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6) 

/ 1/ , 1/ , 	  .        (2.67) 

L
2

2

2

2

2

2

 . (2.68) 

가정:  .                        (2.69) 

 

2.2.1.2 동기좌표계에서의 설계 

 2.2.1.2절에서는 2.2.1.1절의 설계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동기 좌표계에서의 

루엔버거 관측기를 설계 한다. 

̂ ̂
̂ , ̂ ̂ ̂ , ̂ , u ̂  .        (2.70) 

	 ̂
̂ ,

/ ̂ 1/

̂
, ̂ 1/

 .      (2.71) 

 임의 각 동기 좌표계 시스템이 식 (2.70), (2.71)에 나타나 있다. 2.2.2.1절에서 

실제 회전자의 속도를 추정 한 회전자의 속도로 대처 한 것과 같이 동기 좌표

계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가정을 하여 설계를 시작한다. 

 동기 좌표계 관측기 설계에서 필요한 가정은 관측기가 관측하는 속도가(관측

하는 임의의 좌표계가 회전하는 속도) 회전자의 속도와 일치 한다는 가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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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정과 추정 제정수를 이용하여 시스템 행렬 (2.71) 을 다시 쓰면 (2.72)와 

같다. 

̂
̂

/ ̂ 1/  .              (2.72) 

식 (2.72)을 이용하여 2.2.1.1절과 동일한 방법으로 이득행렬 을 구하면 다음

과 같다. 

L
̂ ̂

̂ ̂

̂ ̂

̂ ̂

̂ ̂

̂ ̂

 .                 (2.74) 

L
2 ̂

2 ̂

̂ 2

0
0

 .  (2.75) 

4차 Butterworth filter가 가지는 pole의 위치로 4개의 pole을 배치할 경우 

이득 행렬 L은 다음과 같이 표현 될 수 있다. 

L

1.3066 4 ̂ 1.1715

4 ̂ 1.1715 1.3066

0
0

 .      (2.76) 

 동기 좌표계 루엔버거 관측기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

̂ ̂  .             (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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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1/ , ̂ 1/ , 	  .   (2.78) 

L
2 ̂

2 ̂

̂ 2

0
0

 .  (2.79) 

가정: ̂ .                       (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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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3 장 

 

전동기 제정수 오차 또는 입력전압 오차에 따른 

역기전력 추정 오차 분석 

 

 

관측기를 이용한 상태변수의 관측은 설계과정에서 사용한 시스템 모델이 실

제 시스템과 동일할 경우 언제나 정확한 상태변수를 추정 할 수 있다. 또한 

오차 상태 방정식이 수렴하는 속도를 사용자가 설계 할 수 있으므로 추정기의 

추정 주파수 대역을 원하는 크기로 만들 수도 있다. 이는 관측기가 실제 물리

적인 시스템이 아닌 수학적인 가상의 시스템이기 때문에 관측 오차가 수렴하

기 위한 제어 입력, 즉 이득 에 제한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실제 시스템

의 모델링이 완벽하다면 관측기는 언제나 빠른 속도로 정확한 상태변수를 관

측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 시스템을 완벽하게 모델링 하는 것은 불가능 하다. 가능하다 

하더라도 시스템을 표현 하는 제정수들을 정확하게 알 수 없으므로 실제 관측

기는 언제나 시스템 불일치의 문제가 존재 한다. 

3장에서는 2장에서 모델링 한 전동기 시스템은 완벽하다고 간주하고, 시스



26 

 

템을 표현 하는 제정수(예: 저항, 인덕턴스, 회전자의 속도) 오차와 시스템 의 

입력(전압)오차에 의한 관측기의 관측성능을 분석해 본다. 

 

3.1 루엔버거 관측기의 역기전력 추정 오차 분석 

2장에서 루엔버거 관측기를 좌표계에 따라 두 가지 형태로 구현 했다. 3장

에서는 이 두 가지 형태의 관측기가 제정수 오차에 대해 어떤 성능을 보일지

에 대해 분석해 본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실제시스템과 관측기를 일반화하여 

분석해 보고, 각각의 좌표계 시스템에 대한 제정수를 대입하여 두 가지 형태

의 관측기의 성능을 비교 한다. 

 실제 존재하는 전동기 시스템을 (3.2), 관측기를 (3.1)이라 표현 할 수 있다.  

 .                       (3.1) 

, , u , y  .                  (3.2) 

 여기서 상태 는 (좌표계 구분 없이) 전류, 역기전력 벡터로 구성되고, 입력 u 

는 전동기의 입력 전압벡터이다. 

 2장 에서와 같이 오차 상태 e 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e ≡ x x  .                        (3.3) 

 식 (3.1)에서 (3.2)를 빼면 다음과 같은 오차 방정식을 구할 수 있다. 

 .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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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추정 상태를 오차 상태와 실제 상태로 표현 하면 (3.6)과 같다. 

x  .                          (3.5) 

 

					  

								  .             (3.6) 

 위 오차 상태 방정식은 중괄호의 입력이 존재하는 오차 상태 방정식이라 생

각 할 수 있다. 위 오차 상태 방정식의 시스템 행렬  는 설계 한 것과 

같은 거동을 보일 것이다. 일반적으로 관측기의 설계는 가능한 높은 주파수 

대역을 가지도록 설계하기 때문에 중괄호의 입력보다 시스템이 훨씬 빠르다고 

가정하는 것은 타당하다. 

 그렇다면 위 오차 방정식은 설계한 관측기의 속도로 수렴 하지만, 그 수렴 

점이 0이 아닌 입력(중괄호)에 의해 결정된다. 그러한 정상상태를 가정했을 때 

정상상태에서의 오차 상태는 (3.7)과 같다. 식 (3.6)에서 (3.7)까지의 구체적인 

유도 과정은 부록 1에서 자세히 기술 하였다. 

 .             (3.7) 

 식 (3.7)을 토대로 정지 좌표계와 동기 좌표계 에서의 시스템 행렬들을 이용

하여 관측 오차를 분석해 본다.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분석의 편의성을 위해 다음의 정리를 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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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3.1. 역행렬이 존재하는 행렬 ∈  을 2 2 행렬 4개로 나누었을 때, 

(3.9)의 교환법칙이 성립하면 4 4행렬 의 역행렬은 (3.10)과 같다. 

 .                        (3.8) 

 .                       (3.9) 

.   (3.10) 

 

 

증명 3.1.  

위 조건에서 역행렬이 존재하는 행렬 A의 역행렬이 식 (3.10) 임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3.11)의 등식이 항상 성립함을 보이면 된다. 

. (3.11) 

 

	

	

	

I.	

 따라서 행렬 A의 역행렬은 (3.10)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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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 정지좌표계 루엔버거 관측기의 관측 오차 분석 

위에서 분석한 정상상태 오차 (3.7)을 토대로 정지 좌표계 루엔버거 

관측기의 관측 오차를 분석해 보자. 정지 좌표계 전동기 모델이 (3.12)에 표시 

되었다.  

/ 1/
, 1/

 .              (3.12) 

식 (3.12)를 정상상태 오차 상태를 나타내는 (3.7)에 대입하면 (3.8)과 같다. 

 .             (3.7) 

	        

/ / 1/ 1/ 1/ 1/
 .    (3.8) 

( )의 역행렬을 구하기 위해 2장 에서 설계한 이득 행렬 ((3.10))을 이

용하여 대입하면 (3.11)과 같다. 

/ 1/ , 1/ , 	  .        (3.9) 

2

2
 .             (3.10) 

/ / 2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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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

2
 .     (3.11) 

 우선 행렬은 역행렬이 존재하도록 설계하기 때문에 항상 역행렬이 

존재하고, 정리3.1의 조건을 만족하므로 (3.10)의 역행렬 식을 사용 할 수 있

다. 식 (3.10)을 이용하여 의 역행렬을 구하면 다음과 같다. 

						 

																	
1/

2 2
	

																	
1 1/

2 2
	

			
/ 1/

/ 1 2 / 2 / /
 .     (3.12) 

 식 (3.12)를 이용하여 정상상태 오차 상태를 구하면 식 (3.14)와 같다. 

≡ / / 1/ 1/ 1/ 1/   (3.13) 

 

							
/ 1/

/ 1 2 / 2 / /
 

			
/ /

/ 1 2 / 2 / /
 .       (3.14) 

 여기서 는 시스템 모델 오차에 의해 생성되는 오차 항이다.  

 식 (3.14)가 보여주는 것은 정지 좌표계 역기전력 관측기를 사용할 시 발

생할 수 있는 관측기의 정상상태 추정 오차이다. 식 (3.14)의 의미를 좀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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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관적으로 보기 위해 다음의 가정을 도입한다. 

| | ≫ | | .                         (3.15) 

실제 관측기의 대역폭은 추정하고자 하는 신호주파수의 10배 이상으로 설계 

되므로 위의 가정은 실제 상황에서 타당하다. 

식 (3.15)의 가정을 이용하면 (3.14)는 다음과 같이 근사 될 수 있다. 

 

≅ 0 0

1
 .       (3.16) 

즉, 식 (3.15)의 가정이 성립 하는 한 관측기의 관측오차는 (3.16)처럼 나타난

다. 전류 관측오차는 0 이며 역기전력 관측오차는 (3.16)의 두 번째 행만큼 발

생한다. 

 

3.1.2 동기좌표계 루엔버거 관측기의 관측 오차 분석 

정상상태 오차 (3.7)을 토대로 동기 좌표계 루엔버거 관측기의 관측 오차를 

분석해 보자. 임의좌표계 전동기 모델이 (3.17)에 표시되어 있다. 

̂ ̂
̂ , ̂ ̂ ̂ , ̂ , u ̂  .         (3.17) 

	 ̂
̂ ,

/ ̂ 1/

̂
, ̂ 1/

 .     (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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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측기의 속도와 실제 회전자의 속도가 일치한다고 가정하면 동기 관측기 

설계에 사용한 전동기 모델은 식 (3.19)로 표현 될 수 있다. 

̂
̂

/ ̂ 1/ , ̂ 1/ , 	  .    (3.19) 

식 (3.19)를 정상상태 오차 상태를 나타내는 (3.7)에 대입하면 다음과 같다. 

 .            (3.7) 

 

/L / 1/ 1/ 1/ 1/

̂

 .(3.20) 

( )의 역행렬을 구하기 위해 2장에서 구한 이득 행렬 ((2.75))을 이용하

여 대입하면 (3.23)와 같다. 

̂
̂

/ ̂ 1/  .             (3.21) 

L
2 ̂

2 ̂

̂ 2

0
0

 .   (3.22) 

2 1/
 .               (3.23) 

우선 행렬은 역행렬이 존재하도록 설계하기 때문에 항상 역행렬이 

존재하고, 정리3.1의 조건을 만족하므로 (3.10)의 역행렬 식을 사용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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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식 (3.23)을 이용하여  의 역 행렬을 구하면 다음과 같다. 

1/
2

	

																							
1 1/

2
	

																						
1/
2 /

 .                                  (3.24) 

식 (3.24)를 이용하여 정상상태 오차 상태를 구하면 (3.26)과 같다. 

≡ /L / 1/ 1/ 1/ 1/  . (3.25) 

1/
2 / ̂

	

																									
̂ /

2 ̂ /
 .                          (3.26) 

여기서 는 시스템 모델 오차에 의해 생성되는 오차 벡터 항이다.  

 식 (3.26)이 보여주는 것은 동기 좌표계 역기전력 관측기를 사용할 시 발생

할 수 있는 관측기의 정상상태 추정 오차이다. 식 (3.26)의 의미를 좀더 직관

적으로 보기 위해 다음의 가정을 도입한다. 

| | ≫ | ̂ |                        (3.27) 

실제 관측기의 대역폭은 추정하고자 하는 신호주파수의 10배 이상으로 설계 

되므로 위의 가정은 실제 상황에서 타당하다. 



34 

 

위 가정을 이용하면 (3.26)은 다음과 같이 근사 될 수 있다. 

 

≅ 0
0

1
															 3.28  

즉, (3.27))의 가정이 성립 하는 한 관측기의 관측오차는 (3.28)처럼 나타난다. 

전류 관측오차는 0이며 역기전력 관측오차는 (3.28)의 두 번째 행만큼 발생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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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정지, 동기좌표계 루엔버거 관측기의 오차 특성 비교 

정지 또는 동기 좌표계에서 각각의 관측기들이 가지는 역기전력 정상상태 

오차를 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3.1 정지, 동기 좌표계 역기전력 관측기의 오차 특성 

관측기 종류 좌표계 역기전력 오차 가정 

루엔버거 

관측기 

정지 

좌표계 

≅ 1

 

| | ≫ | | 

동기 

좌표계 

≅ 1

 

| | ≫ | ̂ |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관측기의 종류와 상관없이 역기전력 추정 오차의 형태

는 일치하다. 정지 좌표계 에서의 역기전력 추정 오차는 정지 좌표계 의 전류, 

전압 역기전력 벡터에 의해 결정되고, 동기 좌표계 에서의 역기전력 추정 오

차 역시 동기 좌표계의 전류, 전압 역기전력 벡터에 의해 결정된다. 좌표계가 

달라 실제 일어나는 효과가 다를 거라고 생각 할 수도 있지만, 오차 식에 나

타난 벡터식의 관계가 선형적이기 때문에 동기 좌표계나 정지 좌표계에 의한 

역기전력 추정 오차의 차이는 없다. 

다만 다른 점이라고 한다면, 위와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가정에 있어서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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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좌표계 루엔버그(Luenberger) 관측기가 만족하기 쉬운 조건이라는 점이다. 

동기좌표계의 조건 "| | ≫ | ̂ |"은 회전자의 속도가 저속이나 고속이나 

상관없이 만족하기 쉬운 조건이다. 반면 정지 좌표계 루엔버그 관측기의 경우 

회전자의 속도가 상당한 고속으로 진입하여 | | ≫ | | 가정이 성립하지 못

하게 된다면 식 (3.14)에 나타난 것과 같은 추가적인 역기전력 오차가 발생할 

것이다. 

또한 흥미로운 결과는 실제 전동기와 관측기가 알고 있는 전동기의 제정수

가 서로 다르다 하더라도, 관측기의 대역폭(또는 고유값)은 언제나 설계한 대

역폭을 가진 다는 것이다. 식 (3.6)의 오차 상태 방정식의 시스템 행렬은 “

" 으로, 실제 전동기의 시스템 행렬이 아닌, 관측기가 알고 있는 시스템 행

렬 “ "와 “ ” 를 기반으로 설계된 “ ”로 결정되기 때문이다. 이는 4장에 서 

다룰 의도적인 저항 오차를 이용한 기동 방법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좋은 증거

가 된다. 즉, 관측기가 알고 있는 전동기 제정수를 사용자가 마음대로 바꾸어 

실제 전동기 제정수와 다르더라도 관측기는 설계한 대역폭대로 거동하기 때문

이다. 

 

 

3.2 모의 실험을 통한 역기전력 관측 오차 분석 검증 

3.2절 에서 보여줄 모의실험은 3.1절에서 분석한 역기전력 추정 오차 분석에 

대한 검증의 차원에서 이루어 진다. 검증은 실제 시뮬레이션에서 발생하는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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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전력 추정 오차와, 분석에 의해 계산된 추정오차를 비교하여 진행된다. 

 

3.2.1 모의 실험 계획 

3.1절에서 분석한 각각의 추정기에 따른 오차 분석의 유효성을 검증해 본다. 

시뮬레이션은 연속시간 영역에서 진행 하였다. 검증하기 위한 모의실험 구조

는 다음과 같다. 

 

 

그림 3.1 모의 실험 블록 다이어 그램 

 

- 전동기 제어기 

전동기 제어기는 전류 제어기와 속도제어기가 쌓여 있는(cascaded) 구조

로 이루어 져 있다. 전류는 상호 간섭항을 전향 보상하는 PI제어기로 제어

하고, 속도도 또한 PI제어기에 의해 제어된다.[10] 



38 

 

- 회로 모델 

전동기 모델은 2장에서 검토한 표면 부착형 영구자석 전동기 모델을 사용

한다. 모델은 PLECS에서 제공하는 전동기 모델(rotor reference model)을 이

용하였다. 이 모델은 2장에서 검토한 전동기모델과 동일한 시뮬레이션 모델

이다. 

 

 

그림 3.2 표면 부착형 영구자석 전동기 회로 모델 

 

전동기의 입력 전압은 이상적인 전압원이라고 생각하여 구성하였다. 

 

- 전동기 제정수 

제어 대상이 되는 표면부착형 다극 영구자석 전동기의 기준(nominal)제

정수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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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모의 실험에 사용한 전동기 제정수 

항목 값[단위] 

극 수 48[pole] 

상저항 Rs : 6.65[Ω] 

상 인덕턴스 Ls : 37.1[mH] 

회전자 쇄교 자속 0.1462[V.s] 

정격 속도 400[r/min] 

상전류 최대값 9.5[A] 

 

 모의실험은 정지 좌표계 루엔버거 관측기와 동기 좌표계 루엔버거 관측기에 

대해서 동시에 진행한다. 각각의 좌표계에 따른 두 관측기의 공정한 성능비교

를 위해 모든 관측기의 대역폭을 1.2kHz로 한다. 복합적인 제정수 오차 상황

을 가정하여 다음과 같은 전동기 제정수 오차를 가지는 관측기를 이용한다. 

- 추정 저항 오차 -30%(실제 저항의 70%) 

- 추정 인덕턴스 오차  +20%(실제 인덕턴스의 120%) 

- 입력(상)전압(dead time 효과) 오차 +-10V 

 모의 실험은 전동기 제어기가 회전자의 위치를 센서를 통해 알고 있다고 가

정하여 전동기 속도제어를 수행한다. 관측기들은 전동기 제어에 관여하지 않

고 주어진 전압, 전류 정보를 이용하여 역기전력만을 관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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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역기전력과 관측한 역기전력의 오차와 (3.29), (3.30)에 의해 계산된 예측

된 역기전력의 오차를 비교하여 (3.29), (3.30)의 타당성을 검증해 본다. 

≅ 1         (3.29) 

≅ 1          (3.30) 

3.2.2 모의 실험 결과 

 루엔버거 관측기에 대한 모의 실험 결과가 그림 3.3, 3.4에 나타나있다.  

그림 3.3에 정지 좌표계에서 관측한 역기전력과 실제 역기전력의 차이(실제 

발생한 오차)와 (3.29)에 의해 계산된 오차를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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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정지좌표계 루엔버거 역기전력 관측기의 관측 오차 와 식 (3.29)의 계산 결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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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에서 확인 할 수 있듯이 전체적으로 계산 결과와 실제 오차가 일

치함을 확인 할 수 있다. 이 파형을 확대한 그림을 보면 순간적인 거동에 있

어서는 계산된 결과와 차이를 보이지만, 대체적으로 모두 일치한다. 

 그림 3.4에 동기 좌표계에서 관측한 역기전력과 실제 역기전력의 차이(실제 

발생한 오차)와 (3.30)에 의해 계산된 오차를 나타내었다. 정지 좌표계에서 관

측한 결과 와 마찬가지로 계산오차와 실제 오차가 대체적으로 일치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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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동기좌표계 루엔버거 역기전력 관측기의 관측 오차 와 식 (3.30)의 계산 결과 

비교 

 

그림 3.5 는 실제 역기전력과 관측한 역기전력의 차이(오차 벡터)의 크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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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도를 나타낸 것이다. e 는 [rad] 단위의 오차벡터의 위치 각을 의미하고, 

e 는 [V] 단위의 오차벡터의 크기를 의미한다. 한마디로 e  는 센서리스 

상황이 였다면 발생할 각 오차를 의미하고, e  는 센서리스 운전 상황에서 

발생할 역기전력 크기 오차이다. E 는 동기좌표계 역기전력 관측기의 관측 

오차를 의미하고, E 는 정지좌표계 역기전력 관측기의 관측 오차를 의미한다. 

 그림 3.5를 살펴보면 정지 좌표계에서 나타나는 역기전력 오차와 동기 좌표

계에서 나타나는 역기전력 오차가 사실상 거의 동일하게 나타남을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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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동기좌표계 역기전력 관측기와 정지좌표계 역기전력 관측기의 역기전력 오차 

벡터의 크기와 각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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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의 실험 결과 3.1절에서 분석한 역기전력 관측 오차 (3.29), (3.30)이 모두 

타당함을 확인 할 수 있었고, 정지좌표계와 동기좌표계 역기전력 관측기의 전

동기 제정수 오차에 따른 역기전력 관측오차는 동일하게 나타남을 확인 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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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4 장 

 

의도적인 저항오차를 이용한 전동기 기동 방법 

 

 

3.1절의 분석에 의해 동기 좌표계 역기전력 관측기이든 정지 좌표계 역기전

력 관측기이든 상관없이 같은 역기전력 관측오차를 가진다고 분석했고, 그 분

석 결과는 3.2절의 모의실험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되었다.  

이번 장에서는 저항오차, 인덕턴스 오차, 입력전압 오차가 전체 역기전력 추

정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 고찰한다. 그리고 고찰한 결과를 바탕으로 

의도적인 저항오차를 이용한 기동 전략을 제안한다. 

 

4.1 제정수 오차가 역기전력 추정에 미치는 영향 고찰 

표 3.1에 나와있는 정지 좌표계 역기전력 추정 오차를 아래 (4.1)에 표현 하

였다. 

≅ 1       (4.1) 

 

 식 (4.1)에서 모자(hat)가 없는 벡터는 모두 실제 전동기에 존재하는 벡터를 

의미하고, hat이 있는 벡터(전압벡터)는 관측기가 알고 있는 입력 전압을 의미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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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4.1)을 좀 더 분석하기 쉬운 형태로 변형하여 보자. 실제 인가된 전압

과 관측기가 아는 전압의 오차를 (4.2) 와 같이 정의 했을 때, (4.1)은 다음과 

같이 다시 쓰여 질 수 있다. 

∆ ≡  .                          (4.2) 

≅ 1 1 ∆   

									 1 ∆  .           (4.3) 

 2장에서 검토했던 표면 부착형 영구자석 전동기의 전압 방정식 ((4.4))을 이

용하여 (4.3)을 다시 정리하면 (4.5)와 같다. 

 .                   (4.4) 

≅ 1 ∆ 	

									 ∆  .                   (4.5) 

 

 분석의 용의성을 위해 (4.5)를 회전자 동기 좌표계로 변환하면 다음과 같다. 

≅ ∆  .    (4.6) 

 

 이와 같이 회전자 동기 좌표계로 나타내면 실제 역기전력 벡터는 q축에서만 

나타나게 된다. 따라서 위와 같이 동기좌표계로 표현했을 때 역기전력 추정오

차가 q축 양의 방향으로 나타났을 때는 역기전력 벡터의 방향이 바뀌지 않아 

회전자 위치 추정오차에 기여하지 않고, d축 역기전력 추정오차 또는 –q축 역

기전력 추정오차만이 회전자 위치 추정에 오차를 만들게 된다. 

 역기전력 관측오차는 오차 자체의 크기보다, 전제 역기전력 크기에 비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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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가 얼마나 존재 하느냐가 센서리스에서 중요하다. 즉, 같은 역기전력 추정 

오차가 발생 했다고 하더라도 고속인 상태와 저속인 상태에서의 역기전력 추

정 오차의 영향은 역기전력 자체의 크기가 작은 저속에서 더 클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을 고려하여 실제 역기전력 벡터의 크기((4.7))를 (4.6)의 양변

에 나누어 보도록 한다. 

| |  .                        (4.7) 

≅
| | | | | | | |

∆  .   (4.8) 

 

 식 (4.6)은 역기전력 크기 대비 추정 오차를 나타낸 식으로 이 값이 클수록 

센서리스에 불리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첫번째 항: 저항 오차가 크고 저속일 때, 전류벡터가 클수록 역기전력 추정 

오차에 크게 기여한다. 즉, 고속에서는 그 영향이 작다. 

두번째 항: 인덕턴스 오차가 크고 저속 일 때, 전류벡터의 미분이 클수록 역

기전력 추정 오차에 크게 기여한다. 역시 고속에서는 그 영향이 작다. 

세번째 항 : 인덕턴스 오차가 크고 속도와 관계없이 인덕턴스 오차와 전류

벡터의 영향이 지속적으로 나타난다. 즉, 고속에서 네 개의 항 중 상대적으로 

가장 영향이 크다. 

네번째 항 : 인버터의 비선형성(데드타임, 소자의 비선형성)에 의한 입력전

압의 오차는 수 볼트 수준이므로, 저속일 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항이다. 

고속에서는 영향이 작다. 

 정리하면 고속상황에서는 인덕턴스에 의한 오차가, 저속상황에서는 입력전압 

오차가 가장 크게 기여한다. 입력 전압 오차 외에도, 저속 상황에서 큰 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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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전류 변화는 큰 역기전력 추정 오차를 발생 시키므로 가급적 피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표면부착형 영구자석 전동기는 d축전류는 0으로 제어 하므로 다

음과 같은 분석도 가능하다. 실제로 센서리스를 하면서 회전자각을 완벽히 처

음부터 찾을 수 없기 때문에 d축전류가 실제 상황에서는 존재 할 수 있으나, 

전체적인 경향을 파악하는 선에서 다음과 같은 분석을 수행했다. 

 

																					   

≅
| |

0
| |

0
| | 0 | |

∆   

| |

| | | |

| |
∆  .                (4.9) 

 

 식 (4.9)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1. 저속에서 역기전력에 가장 영향이 큰 항은 입력 전압의 오차이다. 

300V 직류단 전압, 10kHz 스위칭 주파수, 2s의 데드타임의 경우, 데드

타임에 의한 입력전압의 오차만 수 볼트 가 존재 하기 때문에 다른 어

떤 항보다 이 항이 가장 큰 영향을 끼친다. 하지만 고속에서는 그 영

향이 작아진다. 

2. 다음으로 저속에서 큰 값을 가지는 항은 
| | | |

 이다. 

극 저속에서 q축전류의 크기와 변화량이 크다면 추정한 역기전력의 q

축 성분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하지만 고속에서는 영향이 매우 작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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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

항은 저속에서 다른 항에 비해 절대적인 크기는 작지만 

추정한 역기전력의 d 축 오차를 만드는 항이다. 따라서 추정한 

역기전력 벡터의 방향을 이동시키므로 실질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항은 속도와 관계없이 일정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고속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항이다. 

 

 

4.2 저항 오차를 이용한 센서리스 기동전략 

전동기를 개 루프 제어로 기동 시킬 수 밖에 없는 큰 이유 중 하나는 

기동초반의 극 저속영역에서 전동기의 역기전력 자체가 매우 작기 때문이다. 

실제 역기전력을 신호로, 제정수 오차나 입력전압오차에 의한 역기전력 추정 

오차를 잡음이라 취급한다면 기동 초기의 추정 역기전력의 신호 대 

잡음비(S/N)가 매우 작다. 따라서 기동 초기의 추정된 역기전력 벡터는 그 

크기가 매우 작고, 방향은 임의적이게 된다. 센서리스 알고리즘만으로 

전동기를 기동 시켰을 경우 기동초기의 임의적으로 추정된 역기전력벡터 

방향으로 인해 기동에 실패할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앞서 분석된 결과를 이용하여 추정된 역기전력의 방향을 사용자가 의도한 

방향으로 만들 수 있다면 센서리스 기동 특성을 개선할 수 있다. 

4.1절에서 분석한 역기전력 추정 오차를 유발하는 요인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전동기 제정수의 오차이고, 하나는 관측기 입력전압의 오차이다. 여기

서 입력전압의 오차는 인버터 비선형성(데드타임, 소자의 비선형성)에 의한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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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이 크며, 이 효과는 예측하기가 쉽지 않다. 즉, 기존에 존재하는 입력전압의 

오차를 상쇄시키면서 의도한 방향으로 추정한 역기전력 벡터를 이동시키기에

는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기 때문에 간결한 기동 방법을 제안하는 목적에 있

어 적절하지 못하다. 따라서 제정수 조정을 통한 의도적인 역기전력 추정오차

를 만들어 기동특성을 개선 한다. 제정수 오차에 의한 역기전력 추정 오차의 

효과는 전류와 함께 나타난다. 전류는 사용자가 제어 가능한 변수이기 때문에 

제정수 오차가 역기전력 추정에 나타나는 영향은 예측하기 쉽다. 

전동기 제정수 변화를 이용하여 의도적인 역기전력 오차를 만들 수 있는 항

목은 인덕턴스와 저항 두 가지가 있다. 여기서 인덕턴스 오차는 4.1절의 3번 

항목에 의해 의도적인 오차를 만들기에 부담이 크다. 왜냐하면 인덕턴스 오차

는 고속영역에서도 역기전력 추정에 큰 영향을 끼치며 그 효과가 d축에 나타

나기 때문이다. 반면 저항 오차는 전동기의 속도가 올라감에 따라 그 효과가 

줄어들기 때문에 사용하기 적절하다. 

 

4.2.1 센서리스 기동의 원리 

 

그림 4.1 추정한 역기전력 벡터를 실제 역기전력 벡터와 역기전력 오차 벡터로 표현 

한 식 

 역기전력 추정 오차 식을 추정된 역기전력 벡터와 실제 역기전력 벡터로 

표현하면 그림 4.1과 같다. 일반적인 기동 상황에서 오른쪽 초록색 박스 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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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역기전력 오차 성분들(그림 4.2, 4.3의 초록색 벡터)은 일반적으로 정확하

게 예측하기 어려운 성분들이다. 전동기의 제정수와 사용자가 알고 있는 제정

수는 같은 수 없으며 입력전압의 오차도 예측하기 어렵다. 특히 저속상황에서

는 이러한 예측 불가능한 성분에 의해 추정된 역기전력 벡터 성분이 실제 역

기전력 방향과 무관한 임의의 방향을 가지게 된다. 이러한 상황을 벡터도로 

나타낸 것이 아래 그림 4.2이다.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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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센서리스 기동에 실패하는 상황에서의 벡터도 

 

 그림 4.2 는 일반적인 경우에서의 센서리스 제어로 기동을 시도하는 모습

이다. 초기에 전동기를 d 축으로 정렬 후 기동 하는 상황을 가정 하였다. 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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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을 알고 있기 때문에 처음 인가되는 전류벡터는 정확하게 q 축으로 인가된

다(반투명한 갈색 벡터). 초기에 인가된 전류 벡터에 의해 극 저속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고 있으며 실제 역기전력 벡터의 크기는 매우 작다. 실제 역

기전력 벡터는 검정색 벡터이다. 여기서 시스템상의 여러 오차들(입력전압의 

오차, 제정수 오차 등)에 의해 역기전력 추정 오차 벡터(초록색)을 만들게 되

어 결과적으로 역기전력 관측기는 빨간색 역기전력 벡터를 추정하게 된다. 이

와 같은 상황에서 센서리스 알고리즘은 전동기의 축을 파랑색 ̂벡터 방향

으로 인지하게 되고, 전류벡터는 빨강색 역기전력 추정 벡터 방향으로 생성하

게 되어 기동에 실패하게 된다.  

만약 이와 같은 상황에서 관측기가 알고 있는 저항을 (4.10) 처럼 실제 저항

보다 작게 설정한다면 추정된 역기전력 벡터는, (4.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오

차의 방향이 전류벡터 방향으로 생성되게 될 것이다. 

 

0                           (4.10) 

 

고의적으로 만들어준 역기전력 벡터 오차 성분은 저항오차와 전류벡터의 곱

으로 나타난다. 즉, 추정된 역기전력 벡터는 내가 만들어준 전류 벡터 방향으

로 생성된다는 것이다. 표면 부착형 영구자석 전동기는 항상 +q  축 방향으로 

전류벡터를 생성해 주기 때문에 이와 같은 저항오차를 이용하는 것은 유용하

다. 그 상황을 설명한 것이 아래 그림 4.3의 벡터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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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센서리스 기동에 성공하는 상황에서의 벡터도 

 

그림 4.2의 상황과 마찬가지로 전동기를 d 축으로 정렬 후 기동 하는 상황

을 가정 하였다. 정렬을 하였으므로 초기 각을 알고 있고, 기동초기에는 전류

벡터(반투명 갈색 벡터)를 정확하게 q 축 방향으로 생성한다. 처음 인가된 전

류 벡터로 인해 전동기는 극 저속으로 움직이게 되고, 이때의 실제 역기전력 

벡터(검정색)는 그림 4.3에 나타나 있다. 그림 4.2와 같이 예측할 수 없는 여러 

오차성분에 의해 역기전력 오차 벡터 방향이 아래로 향하게 되지만, 사용자가 

만들어준 큰 저항 오차에 의해 오차벡터는 기동 초기에 가해준 전류벡터(반투

명 갈색)와 같은 방향의 오차벡터를 만들게 된다. 빨간색 추정 역기전력 벡터

는 실제 역기전력 벡터와 전류벡터 방향으로 만들어진 의도적인 오차 벡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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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방향으로 만들어진다. 결과적으로 관측기는 빨간색의 추정 역기전력 벡

터를 만들게 된다. 센서리스 알고리즘은 빨간색 벡터 방향이 전동기의 q 축 

방향임을 알려 주고 전류제어기에 의해 전류벡터(갈색 실선)를 빨간색 추정역

기전력 벡터 방향으로 생성하게 된다. 이리하여 초기 기동에 성공하게 된다. 

기동 성공 후 가속 중일 경우의 상황을 설명한 것이 그림 4.4의 벡터도이다.  

 

I


dr

qs

E


E


E
e

 

그림 4.4 기동 후 전류벡터가 실제 역기전력 벡터를 찾아가는 벡터도 

 

전동기 정렬을 통해 초기 각으로 정확하게 인가된 전류벡터는 전동기를 회

전 시키고, 이때 발생하는 실제 역기전력이 데드타임(dead time)에 의한 입력

전압 오차 보다 커지게 된다면, 전체 추정 역기전력 오차 벡터는 의도적인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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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오차에 의해 만들어진 역기전력 오차 벡터(전류벡터 방향)가 전체 역기전력 

오차벡터의 지배적 성분이게 된다. 그 상황을 표현 한 것이 그림 4.4 이다. 따

라서 그림 4.3에 표시했던 예측 불가능한 오차 벡터를 생략했다. 여기서 반투

명한 벡터들이 초기에 인가된 전류벡터(반투명 갈색)와 이 전류벡터에 의해 

추정된 추정 역기전력 벡터(반투명 빨강색)이다. 센서리스 알고리즘에 의해 추

정 역기전력 벡터 방향(반투명 빨강색)으로 전류벡터를 이동시키게 되고, 이 

전류벡터(실선 갈색)에 의해 새롭게 추정 역기전력 벡터(실선 빨강)가 만들어 

진다. 이런 식으로 추정 역기전력 벡터는 실제 역기전력 벡터 방향으로 안정

적으로 근접 하게 된다. 

따라서 센서리스로 기동하기 위해서는 초기에 가해준 전류벡터로 인해 전동

기의 속도가 데드타임에 의한 전압의 크기보다 어느 정도 커야 기동이 가능하

다. 즉 이와 같은 센서리스 기동방법은 저속에서 정확하게 전동기의 각을 찾

는 새로운 방법이 아닌, 개 루프 제어로 기동이 가능한 상황에서 개 루프 제

어를 대신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와 같이 추정 역기전력 방향을 사용자가 의도한 방향으로 만들어 주어 센

서리스 기동특성을 개선할 수 있다. 저항 오차를 이용하여 얻는 효과는 시스

템상에 존재하는 여러 오차들에 의해 생성되는 크기가 작고 방향이 임의로 변

할 수 있는 추정 역기전력 벡터를 크기가 크고 고정된 방향(전류벡터 방향)의 

추정 역기전력 벡터로 바꾸는데 있다. 또한 어느 정도 속도가 증가하여 실제 

역기전력의 크기가 데드타임(dead time)에 의한 전압 오차보다 큰 상황에서는 

그림 4.4에서처럼 추정 역기전력 벡터는 항상 실제 역기전력 벡터 방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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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적으로 수렴한다. 

 

4.2.2 센서리스 기동을 위한 저항오차 범위 

 4.2.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관측기가 알고 있는 추정 저항을 실제 저항보

다 작게 설정하면 관측기가 관측한 역기전력 벡터를 전류벡터 방향으로 만들

수 있다. 하지만 너무 작은 저항 오차는 기존에 존재하던 역기전력 오차 성분

을 이겨 낼 수 없기 때문에 효과가 없다. 반면 너무 큰 저항오차는 역기전력 

오차를 너무 크게 하여 고속에서도 불안정한 센서리스 성능을 보일 수 있다. 

일반적으로 기동초기에 생성되는 역기전력 오차는 데드타임에 의한 입력전

압오차에 의한 영향이 크다. 따라서 5.3.1에서 제안한 저항오차를 이용하여 기

동을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데드타임에 의한 전압 오차분 보다 큰 오차를 만

들어 주어야 한다. 식 (4.11)은 이를 나타낸 부등식이다. 데드타임에 의한 전압 

오차의 크기의 배 보다 큰 저항 오차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 

| |

| |

| |
                      (4.11) 

여기서 은 안전계수이며 시스템에 따라 따라 다르게 설정 되리라 예상된

다. 는 기동 전류를 뜻하며 기동 시 최대 토크를 내기 위해 최대 전류를 사

용한다. 

| |

| ∗|
                        (4.12) 

저항 오차의 상한은 (4.12)로 표시될 수 있다. 식 (4.12) 의 의미는 전동기가 

정격 속도에 도달했을 때 저항오차가 만들어준 오차와 실제 역기전력의 비율



56 

 

을 뜻한다. 이 비율이 너무 크게 되면 정격 속도에서의 센서리스 성능이 저하

될 것으로 예상된다. 는 한계허용계수이며 역기전력에 미치는 영향의 한계

를 의미한다. ∗은 속도제어기의 지령속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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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5 장 

 

실험 결과 

 

 

5장에서 제안한 저항오차를 이용한 센서리스 기동 방법을 실험을 통해 검증

해 본다. 기동초기에 저속인 구간이 긴 사례가 센서리스 기동에 악조건이기 

때문에 기동 초기의 저속구간이 긴 고관성(high inertia) 시스템을 MG세트를 

이용하여 모의 하였다. 

 

5.1 실험 장치 구성 

실험에 사용한 MG세트의 제정수는 표 5.1와 같다.  

표 5.1 실험에 사용한 MG세트의 제정수 

항목 SMPM(M) 유도기(G)

정격 속도 1500r/m 1750r/m

정격 rms 전류 15A 13.8A 

정격 토크 11.5Nm 21.8Nm

고정자 저항 0.327 Ω 

고정자 인덕턴스 2.63mH 

영구자석의 자속 0.101V.s 

극 수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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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G세트 전체의 회전 관성은 0.00557kgm2이다. 

 실험에 사용한 인버터는 직류단 입력 전압이 310 V 이며 스위칭 주파수는 

10kHz이고 데드타임(dead time)은 2s로 설정되었다. 

그림 5.1 실험에 사용된 MG 세트 모습 

 

5.2 센서리스 기동 실험 조건 

 기동실험을 수행하기 위해 사용한 센서리스 알고리즘으로 루엔버거 관측기 

형태의 동기 좌표계 역기전력 관측기를 사용하였고, 관측한 역기전력 벡터를 

이용하여 arctan 함수를 이용하여 회전자 각을 추정하였다. 추정한 회전자 각

을 PI 형태의 state filter의 입력으로 하고 그 출력으로 회전자 각과 회전자 

속도를 추정했다. 

 전체 시스템 구성을 그림 5.2 에 블록다이어 그램으로 나타내었다. 



59 

 

Speed 
Regulator

Speed 
Profile

Current 
Regulator

dq
abc

Inverter

SMPMSM

Diode
Rectifier

Grid

SVPWM

Sensorless
Algorithm

dq
abc

N  

그림 5.2 실험에 사용한 전체 센서리스 제어 블록도 

그림 5.2 의 센서리스 알고리즘 블록의 내부는 그림  5.3에 표시하였다. 

Back-EMF
Observer

atan2 State Filter

Angle
Estimator

 

그림 5.3 실험에 사용한 센서리스 제어 블록도 

 기동실험을 위한 조건으로 고관성 실험기의 최대 출력 토크를 11.5Nm로 제

한하고, 속도 지령을 1500r/m으로 설정하였다. 고관성 시스템을 모의하기 위해 

부하기의 최대 출력 토크를 10Nm로 제한하여 0속도 제어(속도제어기 대역폭 

20Hz)를 수행하였다. 부하기를 0속도로 제어하여 기동 시 낮은 가속력으로 저

속 구간을 최대한 길게 유지하도록 모의하였다. 따라서 가속 기간 내내 부하

기는 10Nm의 부하를 전동기에 인가하게 되어 실제로 전동기-부하기의 가속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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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서는 1.15Nm의 토크가 인가되게 된다. 시스템 마찰을 고려하면 가속 토크

는 이 보다 더 줄어들게 되어 가속 시간이 길어지게 된다. 

 실험에 사용한 제어기의 대역폭은 다음과 같다.  

- 실험기의 전류제어기 대역폭 : 300Hz 

- 동기좌표계 역기전력 관측기 대역폭 : 600Hz 

- 실험기의 속도 제어기 대역폭 : 5Hz 

- 부하기의 속도 제어기 대역폭 : 20Hz 

 

5.3 센서리스 기동 실험 결과 

 센서리스 기동 실험 결과는 표 5.2에 정리되어 있다. 전동기의 저항 오차를 

0에서부터 0.5Ω 단위로 7.5Ω까지 총 16번의 기동 실험을 수행 하였다. 

전동기의 초기 각은 알고 있다고 가정하여 실험을 수행 하였다. 기동실험은 

여러 번 반복을 통해 재현성을 확인하였다.  

 실험결과 저항오차가 0~2Ω 인 경우 기동하지 못하였다. 저항오차가 2.5~7.5Ω 

인 경우 전동기가 기동에 성공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중에서 저항오차가 

2.5~4Ω 인 경우는 정격속도에서의 센서리스 각오차가 0.07rad 이하로 

각오차가 무시할 만한 수준이였다. 반면 4.5~7.5Ω 사이에서는 센서리스 

각오차가 정격속도에서도 0.1rad 이상 나타났으며 저항오차가 클수록 

각오차가 커지는 경향을 나타냈다. 이러한 경향에 따라 저항오차가 7Ω 인 

경우는 정격속도로 속도제어를 하지 못하는 현상이 나타 났으며, 저항 오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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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Ω 인 경우에서는 정격속도에 도달하기전에 탈조하였다.  

표 5.2 저항오차를 이용한 센서리스 기동 실험 결과 

번호 저항오차 (Ω) 관측기 저항(Ω)
기동 

여부 

정격속도에서의 각 

오차 rad  
특이사항 

1 0 0.327 X - - 

2 0.5 -0.173 X - - 

3 1 -0.673 X - - 

4 1.5 -1.173 X - - 

5 2 -1.673 X - - 

6 2.5 -2.173 O <0.07 - 

7 3 -2.673 O <0.07 - 

8 3.5 -3.173 O <0.07 - 

9 4 -3.673 O <0.07 - 

10 4.5 -4.173 O 0.1 - 

11 5 -4.673 O 0.2 - 

12 5.5 -5.173 O 0.3 - 

13 6 -5.673 O 0.37 - 

14 6.5 -6.173 O 0.47 - 

15 7 -6.673 O 0.63 속도제어 안됨

16 7.5 -7.173 O 1.13 고속에서 탈조

 

 16번의 기동 실험 중에 기동실패(저항오차: 0~2Ω), 기동성공 후 각 오차 

없음(저항오차: 2.5~4Ω), 기동성공 후 각 오차 존재(저항오차: 4~7.5Ω), 

기동성공 후 각오차로 인한 속도제어 실패(저항오차: 7Ω), 기동성공 후 

각오차로 인한 탈조(7.5Ω) 현상을 대표하는 다섯가지 실험에 대한 파형을 그림 

5.4~5.9까지 나타내었다. 대조군으로 저항오차가 0Ω 인 경우를 그림 5.4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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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내었다. 이때 저항 값은 전동기의 기준 값(nominal value) 0.327Ω 을 

사용하였다. 실험군(의도적 저항 오차를 만든 실험)중 기동에 실패한 3번 

실험(저항오차: 1Ω)을 그림 5.5에, 기동 성공 후 각오차가 없는 6번 

실험(저항오차: 2.5Ω)을 5.6에, 기동성공 후 각오차가 존재한 12번 실험(저항 

오차: 5.5Ω)을 그림 5.7에, 기동성공후 각오차로인해 속도제어에 실패한 15번 

실험(저항오차: 7Ω)을 그림 5.8, 기동 성공후 각오차로 인해 탈조한 16번 

실험(저항오차: 7.5Ω)을 그림 5.9에 나타내었다. 각각의 그림에서 표시된 

센서리스 각오차는 (5.1)과 같이 정의하였다.  

≡                                (5.1) 

 

[1 / ]rad div [400( / ) / ]realWrpm r m div[3 / ]refT Nm div[1 / ]real rad div
 

그림 5.4 실험 1번(저항오차 0Ω)의 기동 실험 결과 



63 

 

 

[1 / ]rad div [400( / ) / ]realWrpm r m div[3 / ]refT Nm div[1 / ]real rad div
 

그림 5.5 실험 3번(저항오차 1Ω)의 기동 실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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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rad div [400( / ) / ]realWrpm r m div[3 / ]refT Nm div[1 / ]real rad div

 

그림 5.6 실험 6번(저항오차 2.5Ω)의 기동 실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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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s

[1 / ]rad div [400( / ) / ]realWrpm r m div[3 / ]refT Nm div[1 / ]real rad div 100ms

저항 오차 : 5.5[Ω]

10ms  

그림 5.7 실험 12번(저항오차 5.5Ω)의 기동 실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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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rad div [400( / ) / ]realWrpm r m div[3 / ]refT Nm div[1 / ]real rad div

 

그림 5.8 실험 15번(저항오차 7Ω)의 기동 실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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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rad div [400( / ) / ]realWrpm r m div[3 / ]refT Nm div[1 / ]real rad div

 

그림 5.9 실험 16번(저항오차 7.5Ω)의 기동 실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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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실험 결과 고찰 

4.2.2절에서 언급했듯이 센서리스 기동을 위해서는 저항의 상한과 하한이 존

재 한다. 그러한 상 하한은 쉽게 결정할 수 없어 실험을 통하여 그 값을 추론

해 보았다. 먼저 (4.11) (4.12)의 부등식을 등식으로 바꾸어 다음과 같이 (5.1), 

(5.2)로 정의한다. 

 

| |
≡  .                          (5.1) 

| |

| ∗|
≡  .                       (5.2) 

 

식 (5.1)의 은 의도적인 역기전력 오차와 데드타임(dead time)에 의한 역기

전력 오차의 비율을 뜻한다. 이 비율이 너무 낮으면 의도적인 역기전력 오차

의 영향이 줄어 기동 특성 개선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 반면 (5.2)의 는 정

격 속도에서의 실제 역기전력과 의도적인 저항오차에 의해 만들어진 역기전력 

오차의 비율이며 이 값이 너무 크면 고속에서의 센서리스 특성이 나빠지는 결

과를 가져온다. 따라서  값은 저항오차의 하한을 결정하고, 는 저항 오차

의 상한을 결정하게 된다.  

표 5.2의 실험결과에 (5.1), (5.2)에서 정의한 ,  값을 표기한 것이 표 5.3

에 나타내었다. 계산시 사용한 최대 전류( 와 입력전압오차( | | 의 값은 

각각 18.98A(최대 q축 전류), 6.22V(데드타임에 의한 전압 왜곡)를 사용했다. 

여기서 기동이 가능하여 정격속도에서의 각 오차가 없는 실험 6,7,8,9 번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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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대상으로 ,  값을 비교해 보았다. 

표 5.3 저항오차를 이용한 센서리스 기동 실험 결과 분석 

번호 저항오차 기동 여부 정격속도에서의 각오차 k1 k2 

1 0 X - 0 0.098014 

2 0.5 X - 1.525723 0.247557 

3 1 X - 3.051447 0.397099 

4 1.5 X - 4.57717 0.546642 

5 2 X - 6.102894 0.696185 

6 2.5 O <0.07 7.628617 0.845727 

7 3 O <0.07 9.154341 0.99527 

8 3.5 O <0.07 10.68006 1.144813 

9 4 O <0.07 12.20579 1.294355 

10 4.5 O 0.1 13.73151 1.443898 

11 5 O 0.2 15.25723 1.59344 

12 5.5 O 0.3 16.78296 1.742983 

13 6 O 0.37 18.30868 1.892526 

14 6.5 O 0.47 19.83441 2.042068 

15 7 O 0.63 21.36013 2.191611 

16 7.5 O 1.13 22.88585 2.341153 

 

그 결과  값은 대략 7~12의 범위에 존재하고,  값은 대략 0.8~1.3 사이

에 존재 했다. 따라서 본 실험에서 모의한 고관성 시스템에서 센서리스 기동

을 위해서는 데드타임(dead time)에 의한 전압 오차 보다 적어도 7배는 큰 역

기전력 오차를 만들어 주어야 하며, 정격속도에서 정상적인 센서리스 동작을 

위해서는 인위적으로 만든 역기전력 오차가 정격속도에서의 실제 역기전력의 

1.3배 이내로 유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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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4.2.2절에서 언급한 저항 오차의 범위는 다음과 같이 재정의 될 수 

있다.  

| |
  ( 7  .                   (5.3) 

| |

| ∗|
 ( 1.3  .                (5.4) 

 

식 (5.3) (5.4)를 이용하여 저항 오차의 범위를 다시 정리하면 (5.5)와 같다. 

 

| | | ∗|
 ( 7, 1.3) .  (5.5) 

 

실험 결과 (5.5)와 같은 의도적인 저항 오차 범위 내에서는 고관성 시스템을 

모의한 실험에서 성공적으로 기동 했으며 정격속도에서도 안정적인 센서리스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했다. 

전동기의 센서리스 기동은 저항오차의 하한 이상만 갖추게 되면 기동이 모

두 가능 하였다. 하지만 너무 큰 저항오차는 정격속도에서 불안정한 센서리스 

성능을 보이게 되기 때문에 안정적인 센서리스 운전을 위해 저항 오차의 상한 

또한 존재 해야 한다. 

의도적인 저항오차가 (5.5)의 상한을 넘어설 경우 그림 5.8과 같이 정격 속

도를 유지 못하는 불안정한 센서리스 성능이 나오거나 그림 5.9와 같이 고속

에서 탈조 되기 때문에 저항 오차로 기동하기 기동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범위 

내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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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6 장 

 

결론 

 

6.1 결론 

 본 논문에서는 루엔버거 관측기를 이용한 역기전력 관측기의 역기전력 

관측오차를 시간영역에 대해 분석 하였다. 기존의 연구와 달리 시간영역에서 

분석한 관측오차를 통하여 전동기 제정수와 측정 오차가 기동에 미치는 

영향을 좀더 직관적으로 이해 할 수 있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 실제 전동기의 

제정수와 관측기가 알고 있는 제정수가 다르더라도 관측기의 대역폭(고유 값 

-Eigen value)은 설계한 대역폭(고유 값 -Eigen value)으로 그대로 나타나며 

제정수 오차가 미치는 영향은 관측기의 정상상태 오차만을 만들어 낸다는 

사실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인덕턴스오차의 경우 전동기의 속도와 상관없이 

역기전력 관측에 동일한 영향을 끼치며 저항오차는 저속에서는 크게 

작용하지만 전동기의 속도가 증가함에 따라 그 효과가 점점 사라짐을 

분석하였다.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센서리스 알고리즘만으로 전동기를 기동시키는 방법을 

제안했다. 전동기를 센서리스 알고리즘만으로 기동 할 경우 기동초기의 낮은 

속도로 인해 실제 역기전력의 크기가 매우 작아, 이러한 조건에서 전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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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수 오차, 관측기 입력전압의 오차에 의해 추정한 역기전력 벡터는 임의의 

방향을 가지게 되며, 기동에 실패할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제안된 기동 

방법은 역기전력 관측기가 알고 있는 저항의 값을 실제 저항의 값보다 작은 

값으로 설정하여 기동초기의 추정 역기전력 벡터를 실제 역기전력 벡터의 

크기보다 크게 만들어 전류벡터의 방향으로 만들어 주는 역할을 한다.  

표면 부착형 영구자석 전동기의 센서리스 기동 실험 결과 저항오차가 없는 

경우에 기동에 실패 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으며 의도적인 저항오차를 

이용하여 기동실험을 수행한 결과 정상적으로 기동 됨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기동 후 전동기는 속도가 점점 높아짐에 따라 각 오차는 점점 작아졌으며 

정격속도에서의 각 오차는 의도적인 저항 오차에도 불구하고 거의 없어졌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고의적인 저항오차로 인한 역기전력 추정 

오차가 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점점 사라져 감을 알 수 있었다. 

 제안된 센서리스 기동 방식은 그 구조가 기존의 개 루프 제어 후 센서리스 

제어로의 절환 방식에 비해 센서리스 알고리즘 만으로 이루어져 단순하다. 

또한 고의적으로 만든 역기전력 오차가 전체 추정 역기전력에 차지하는 

비율은 속도에 반비례하며 작아지기 때문에 기동부터 시작하여 지속적으로 

센서리스 알고리즘으로의 절환이 일어 나는 것과 유사 하다. 따라서 기동 시 

각 오차가 작고, 충분한 기동 토크를 확보 할 수 있어 역기전력에 근거한 

센서리스 제어에서 전동기 기동 특성을 개선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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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향후 과제 

본 논문에서 제안한 센서리스 기동 알고리즘을 보완하고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들이 수행 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본 기동 방법은 초기 각을 알고 있다는 가정하에 수행한 결과이다. 

일반적인 fan-type 적용제품의 경우 초기 부하가 거의 없음으로 전동기의 

정렬(align)이 가능하지만 정렬이 불가능한 환경에서는 초기 각을 찾기 

위해서는 특별한 알고리즘을 사용해야 한다. 따라서 초기 각을 알지 못할 

시에도 적용이 가능한 센서리스 기동 방법이 연구되어야 한다. 

둘째, 기동을 위한 저항 오차의 범위를 이론적으로 분석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이는 전동기의 기동 상황이 물리적인 시스템과 전기적인 시스템이 

결합된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자세한 분석을 수행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시스템의 관성 값을 이용한 이론적인 저항오차 범위를 결정 할 수 있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본 기동 전략은 관측기의 역할만을 강조하여 분석하였지만, 실제로는 

전류제어기와 제어 각을 만드는 state filter의 동특성과도 관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추가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의도적인 역기전력 오차를 제정수 오차만으로 

만들었지만, 입력 전압 자체를 이용하는 방법도 존재 할 수 있다. 입력 전압에 

따른 역기전력 오차도 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사라지는 특성이 존재 하기 

때문에 입력전압을 이용한 기동 방법도 시도해 볼 가치가 있다.  



74 

 

                                           부 록 

 

 

A. 미분 방정식의 풀이 

 식 (3.6)의 선형 미분방정식의 해를 구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3.6)을 (A.1)과 같이 간단히 나타내어 풀이를 진행한다. 

 

 .            (3.6) 

 .                        (A.1) 

 

식 (A.1)에서 는 상수 행렬이며,  은 상태  와 실제 전압 입력 , 

관측기의 전압입력 에 의해 변하는 시간의 함수라 간주 할 수 있다. 

식 (A.1)의 해는 간단히 다음과 같이 표현 될 수 있다. 

 

0  .             (A.2) 

 

여기서 행렬 의 고유 값(관측기의 대역폭)이 충분히 크다면 (A.2)의 적분 

기호 안에 있는 는 로 간주 할 수 있다. 따라서 (A.3)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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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0  

									 0  

									 0  .               (A.3) 

(※  

 는 사용자가 설계한 고유 값을 지니게 되므로  는 유한한 시간 내에 

0으로 빠르게 수렴한다. 따라서 (A.3)을 근사화 하여 다시 쓰면 (A.4)와 같다. 

 

   

 .               (A.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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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analyses the behavior of back-EMF observer based on 

Luenberger observer for SMPMSM presenting machine parameter error 

and observer input voltage error. And proposed a novel staring method 

for sensorless drive for SMPMSM instead of open loop control 

A Back-EMF observation error using Luenberger observer in 

frequency domain has been studied by many researchers. These studies 

are valuable tools understanding behavior for observer in steady state 

situation. However, in transient situation like machine start-up, this 

result cannot give deep intuition. This paper presents an analysis of 

back-EMF observation error in time domain for giving some intuition in 

transient situation like machine start-up. 

Based on an analysis of back-EMF observation error in time domain, 

novel sensorless starting method using a deliberate resistant error is 

developed and evaluated experimentally. The proposed staring method 

provides small angle error and simple implementation compared with 

open loop control. 

 

 

Key words: back-EMF observer, staring, sensorless, open loop control, 

Luenberger obser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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