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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유도전동기의 저속운전영역에서 고속운전영역에 이르기까지 모든 영역에 걸친 안정

된 속도제어를 목적으로 전압․전류 모델 합성 자속 추정기를 구현하였다. 제시한 시스템의 유용성을

확인하기 위해 3.7[kW]용량의 농형 유도전동기에 적용하여 시뮬레이션의 편의를 위해 각각의 제어기

를 Matlab/Simulink를 통해 모델링하여 검토하였으며, 실험을 통해 확인하였다.

1. 서  론

고성능 유도전동기 벡터제어에는 자속의 회전각과

자속의 크기 정보가 필수적이다[1]. 자속에 대한 정

보를 얻기 위해서는 자속센서를 설치하거나 적절한

자속모델을 사용해야 하는데 홀소자 등의 자속센서

에 의한 자속검출은 전동기에 기계적인 가공을 필요

로 함으로 유도전동기 기계적인 구조를 약화 시킨

다. 자속모델을 이용하는 방법은 고속에서 정확한

자속벡터를 추정할 수 있지만 저속영역에서는 전동

기 파라미터 변동에 의한 영향이 크고, 작은 역기전

력으로 신뢰성을 저하 시킨다. 이와 같은 문제점들

을 해결하기 위해 전 속도영역에서 고성능 벡터제어

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본 논문에서는 유도전동기의 저속운전영역에서 고

속운전영역에 이르기까지 모든 영역에 걸친 안정된

속도제어를 목적으로 전압․전류 모델 합성 자속 추

정기를 통해 저속영역에서와 고속영역에서 각각 다

른 모델에 의한 자속을 추정하고 이로부터 자속각을

추정하는 알고리즘을 사용한다. 특히 저속영역에서

부하가변시의 전류의 변화와 자속의 변화를 실시간

으로 추정하여 저속영역에서의 제어특성을 향상시켜

부하가변시에도 전영역에서 보다 안정된 제어특성을

얻고자 한다[2][3].

제시한 시스템의 유용성을 확인하기 위해 3.7[kW]

용량의 농형 유도전동기에 적용하여 시뮬레이션의

편의를 위해 각각의 제어기를 Matlab/Simulink를 통

해 모델링하여 검토하였으며, 부하로는 동일한 용량

의 직류발전기를 MG세트로 구성하여 실험에 사용

하였다.

2. 전압․전류 모델 합성 자속 추정기

[그림 1] 전압․전류 모델 합성 자속 추정기

일반적으로 역기전력이 큰 고속운전영역에서는 고

정자 전압을 적분하여 구한 전압모델이 전동기 제정

수의 변동에 강인하여 자속 추정에 유리하고, 역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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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이 작은 저속운전영역에서는 회전자 회로를 이

용한 전류 모델이 측정신호의 오차에 강인하여 추정

특성이 우수하다. 그러므로 저속운전영역에서는 전

류 모델 자속 추정기를 사용하고, 고속운전영역에서

는 전압 모델 자속 추정기를 사용하여 자속을 추정

하는 것이 유리하다[3]. [그림 1]은 전압 모델과 전

류 모델을 함께 사용하는 자속 추정기의 블록도이

다.

전압모델로 얻어진 자속을 외란으로 간주하여 주

파수가 PI 제어기의 주파수 대역보다 낮은 영역(저

속운전영역)에서는 추정된 자속이 전류모델 자속 추

정기로 얻어진 자속을 따라가게 되고, 주파수가 PI

제어기의 주파수 대역보다 큰 영역(고속운전영역)에

서는 추정된 자속은 전류모델 자속 추정기로 얻어진

자속을 추정하지 않고 주로 외란항(전압모델로 얻어

진 자속)에 의하여 결정된다. 그러므로 [그림 1]의

전압․전류 모델 합성 자속 추정기는 저속운전영역

에서는 전류모델 자속 추정기을 활용하고, 고속운전

영역에서는 전압모델 자속 추정기를 이용하여 자속

을 추정하는 기법이다. [그림 1]의 전압․전류 모델

합성 자속 추정기는 [그림 2]와 같이 간략화 하여

해석할 수 있다.

[그림 2] 간략화한 합성 자속 추정기

[그림 2]에서 추정된 자속은 전압모델 자속 추정

기과 전류모델 자속 추정기로 구해진 회전자 자속으

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은 전달함수를 얻을 수 있다.

λ 


 λ 


 λ
(1)

여기서, 전류 모델 자속 추정기로 추정한 자속은

λ 이고, 전압 모델 자속 추정기로 추정한 자

속은 λ 이다.

전류모델에서 전압모델로 전이되는 주파수는 차단

각 주파수 개념으로 다시 정의 할 수 있다. 이 경우

PI제어기의 이득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필터를 형성

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PI제어기의 이득을 2

차 버터워스 필터의 개념에서 설계하면 다음과 같

다.

 ω ω (2)

여기서, ω 는 2차 버터워스 필터의 차단각 주파

수이다.

전압․전류 모델 합성 자속 추정기의 전류모델에

서 전압모델로의 전이시점에 대한 전이 주파수를

MATLAB/Simulink LTI Viewer를 이용하여 주파

수 영역에서 bode 선도를 통해 전이 주파수를 선정

한다. 식 (1)에서 전류 모델 자속 추정기로 추정한

자속 λ 에는 저주파 통과 필터가 곱해진 형태

로, 전압 모델 추정기로 추정한 자속 λ 은 고

주파 통과 필터가 곱해진 형태로 재해석될 수 있다.

그러므로 추정된 자속은 저속운전영역에서는 전류모

델이 우세하고 고속운전영역에서는 전압모델이 우세

하게 된다.

[그림 3] 전압․전류 합성 자속 추정기의 전이 주파수[rad/sec] 

전류모델 자속 추정기에서 추정된 자속 λ
과 PI제어기 형태의 저주파 통과 필터에 대한 주파

수 응답을 확인한 후 전압모델 자속 추정기에서 추

정된 자속 λ 과 PI제어기 형태의 고주파 통과

필터에 대한 주파수 응답을 확인하여, 각 모델의 전

이 시점을 선정한다. [그림 3]은 식 (2)의 전압․전

류 모델 합성 자속 추정기의 PI제어기의 이득과 [그

림 2]를 이용하여 Simulink 파일을 작성한 후 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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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기 호 값

정격 출력  3.7[㎾]

정격 전압  220[V]

정격 전류  12.9[A]

정격 속도  1720[r/min]

극 수  4극

고정자저항  0.9210[Ω]

회전자 저항  0.5830[Ω]

고정자 인덕턴스  0.0671[H]

회전자 인덕턴스  0.0671[H]

상호 인덕턴스  0.0650[H]

관성 모멘트  0.0418[㎏․㎡]

마찰 계수  0.0045[㎏․㎡/s]

[표 1] 유도전동기 파라미터

모델과 전압모델에서 추정된 자속을 Input point로

하여 나타낸 주파수응답이다. 정격의 10%이상부터

전압모델 자속 추정기가 안정화되므로 본 논문에서

는 전류모델에서 전압모델로의 전이 주파수를 약

62.9[rad/sec](10[Hz])로 설정하였으며, 이를 기준으

로 하여 전류모델에서 전압모델로 전이 되게 된다.

3. 실  험

모든 제어변수들의 파형은 실제의 전력회로에서

측정하기가 매우 곤란하므로 이를 측정하기 위한 회

로를 설계하였으며, AD 7865AS, DA 7725N을 이용

하여 DSP가 출력하도록 함으로써 외부에서 측정가

능 하도록 하였다. 또한 실험에 사용된 각각의 파라

미터는 시뮬레이션에서와 마찬가지로 [표 1]과 같다.

Flux:0.5[wb]/div, Time:100[msec]/div

[그림 4] 기준속도 변화시 추정자속 파형(100→400[r/min])

[그림 4]는 기준속도를 100[r/min]에서 400[r/min]

으로 가변 하여 저속영역에서 저속이상영역으로의

속도가변시 저속영역에서 전류모델 자속 추정기, 전

이주파수(10[Hz]:무부하시 약 300[r/min])이상에서

전압모델 자속 추정기의 추정성능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다. 저속영역에서 저속이상영역으로 속도가변

시에도 전압․전류 모델 합성 자속 추정기의 저속영

역과 저속이상영역 모두에서 정확하게 자속을 추정

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유도전동기의 저속영역에서 저속이

상영역에 이르기까지 모든 영역에 걸친 안정된 속도

제어를 목적으로 전압․전류 합성 자속 추정기를 통

해 저속영역과 저속이상영역에서 각각 다른 모델에

의한 자속을 추정하고 이로부터 자속각을 추정하는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직접벡터제어 시스템을 구현하

였다.

저속영역에서 전류모델 자속추정기, 저속이상영역

에서 전압모델 자속추정기의 전압모델과 전류모델의

장점을 살린 전압․전류 모델 합성 자속 추정기 알

고리즘을 사용함으로써 모든 속도영역에서 양호한

자속 추정이 이루어짐을 확인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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