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003 -

PMSM 드라이브 시스템의 벡터제어 모델링 분석 및 시뮬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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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토크상수

Te,TL 전동기토크, 로드토크

vd,vq 고정자의 d,q 압

id,iq 고정자의 d,q 류

λf 상호 인덕턴서

Rs 고정자 항

Ls 고정자 인덕턴스

ωr 회 자 각속도

θr 회 자 각

p 극 수

J 성 모멘트

Abstract - 본 논문에서는, Matlab/Simulink를 사용하여 구
자석 동기 동기(PMSM)의 벡터제어  제어기설계에 하여 
기술하겠다. dq모델의 수학  해석을 바탕으로 PMSM드라이
의 류제어와 속도제어기에 Lag- controller를 사용하 다. 
Black block models과는 다른 시뮬 이션으로 모든 매개변수에 
해서 제어와 증명을 쉽게 할 수 있다. Matlab/Simulink로 로드
토크가 있는 PMSM을 증명하고 그 결과 값을 알아보았다.
 

1. 서    론

  구자석 동기 동기(PMSM)는 일정한 력이 요구되는 산업
에, 특히 서보 드라이 로 리 이용되고 있다. AC모터의 다양
한 고성능 속력제어를 해 벡터제어를 사용한다. AC모터의 벡
터제어에 한 많은 연구들이 있지만, PMSM에 해 자세히 연
구되어 있지 않고 단지 Black block models로 나타낸다. [5]에서, 
dq 모델링을 분석함으로서 PMSM의 블록을 구분할 수 있고, 그 
블록들에 해 각각 다른 방정식으로 연산하여, 매개변수에 제어
와 증명을 통해 근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Lag-controller의 분석과 설계에 해 기술하고 
Lag-controller를 사용한 PMSM 드라이 의 시뮬 이션을 분석
하여 증명하도록 하겠다.

2. PMSM MODELLING

  PMSM 회 자 변환 기 은 [5]에 따라 계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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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ONTROLLER ANALYSIS AND DESIGN PROCEDURE

3.1 Lag-controller design procedure

  Lag-controller의 기본 구조는 이득, , 극로 구성된
다. Lag- controller의 구조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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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g-controller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설계할 수 있다.
a. 주어진 설계로부터 보정기 이득 Kc와 phase-margin의 값을 
구할 수 있다. 식(10)에서 steady-state error의 값을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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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특정 입력이 주어졌을 때의 정상상태 에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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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시스템의 일정한 입력 기 이고, 를 구하는 조건은 다
음과 같다. N=0일 때, q=1이면    , q>1이면  
는 무한히 커진다. N>0일 때, q=N+1이면    ,
q<N+1이면    , q>N+1이면   ∞이다.

b.  
  

 를 보드선도에 그린다.

c.∠          (13)
는 ∼가 안정 이다.

d. 의 보드선도에서 식(13)에서 구해진 각 부분의 을 살

펴보면  와 제어기 이득의 주 수 의 값을 

구할 수 있다.

e. lag 비율을 계산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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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Lag compensator의 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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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Lag compensator의 극은,          (16)

h. 구성한 폐회로를 확인한다.

3.2 Current controller
 식(1-2)을 보면, 류 제어 루 에 한 방식을 얻을 수 있고, 
최종 인 dq 압 변수 값은 류 제어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2)에서 볼 수 있듯이, 회 자의 속도와 dq-frame의 류사이
에 커 링이 존재한다. 이것은 (17-18)을 추가함으로서 피드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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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 8

정격속도 1500 (RPM)

정격 압 220 (V)

정격 류 10.9 (A)

상 항 0.224 (Ω)

상 인덕턴스 3.015 (mH)

성 모멘트 10.9×10
-4
 (kgm

2
)

자속 0.2859 (Wb-T)

발생하여 상쇄된다. 

<그림1> q축 폐회로 전류 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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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은 q축에서의 폐루  류 제어를 보여 다. d축에서의 
류 제어 루  한 같은 구조이다
그림1에서 류 제어 루 의 폐회로를 수식으로 나타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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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 제어 루 의 주 수 응답은 그림3-(a)에 나타낸다.
Lag-controller를 설계함으로 다음의 매개변수를 구할 수 있다.

                  

3.3 Speed controller
  속도 제어의 경우 기계적인 시스템을 고려하며 설계한다. 그중
에서도 관성 모멘트는 속도제어에 상당히 중요한 요소이다. (6)
식을 보면, 마찰토크가 포함된 로드토크는 시스템을 복잡하게 한
다. 그림2의 속도제어 폐루프 회로를 보자.

<그림2> 폐회로 속도 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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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 제어 루 의 주 수 응답은 그림3-(2)에 나타낸다.
Lag-controller를 설계함으로 다음의 매개변수를 구할 수 있다.

                  

     (a) 전류제어루프        (b)속도제어루프
<그림3> 주파수응답

4. 시뮬레이션

4.1 Matlab/Simulink model
  PMSM과 벡터 제어 설계의 수학  분석을 바탕으로 그림4와 
같이 PMSM 벡터 제어를 설계할 수 있다. 

<그림4> 벡터제어 PMSM의 Simulink 모델

<그림5> 전압 전류 토크 속도 각

4.2 시뮬레이션 결과
  3상 AC 220V 60Hz를 인가하여 PMSM을 테스트하 다. 시뮬
이션에 사용된 모터 라미터는 표1에서 확인할 수 있다. 
1500RPM의 속도로 PMSM을 벡터제어 하 고 시뮬 이션의 결
과는 그림5에 나타난다.

      <표 1> PMSM 매개변수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Lag-controller의 설계 과정에 대해 연구하였고 
이 해석을 통해 PMSM의 수학적 dq-모델로 PMSM 드라이브의 
벡터제어를 구성하였다. 일반적인 기업에서 널리 사용하는 
Matlab/Simulink를 사용하여 Lag-controller를 쉽게 벡터제어하
는 방법을 증명하였다. 모터드라이브 시스템의 제어와 동작을 확
인하고 시뮬레이션 결과, 모터의 속도가 잘 제어됨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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