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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I.

최근 모델기반 설계 워크 플로우를 통한 임베디드 소프

트웨어 개발 프로젝트에 적용할 수 있는 모델을 MATLAB/

를 이용하여 구성하려는 기술이 대두되고 있다Simulink

이용석등은 사의 보드와[1-3]. TI eZdsp 2812 MATLAB/

의 라이브러리를 이용하여 텍스SIMULINK Embedded Target

트 방식이 아닌 그래픽 방식으로 제어기를 설계하고

을 한 다음 직접 실시간 프로그램으로 자동 변환Simulation

하여 제어기의 응답을 테스트함으로서 전동기의 제어 시스

템 개발을 짧은 시간 안에 매우 편리하게 구현할 수 있는

모델기반 제어기 설계 및 임베디드 제어시스템 구현을 소

개하기도 하였으며 정승환 정완교 등은 를 이[1,2], , AutoBox

용해 와 을 통해Simulink Rappid Control Prototyping Brushless

모터제어 방법을 소개하였다 과 등은DC [3]. Iyer N N.P.R

인버터로 구동되는 영구자석형 동기전동기를Six Step

로 모델링하였으며Simulink [4,5,6,7], Yilmaz M, Tuncay R.N

등은 모터를 센서리스 구동하는 제어기를BLDC Rappid

으로 구현하여 제안하기도 하였다 그러나Prototyping [8,9].

이러한 논문들은 기본적인 모터 구동에 불과하여 약 1kHz

정현파 고속 구동을 하는 전기자동차용과 같은 고성능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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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제어를 수행하기에는 부족하다.

이와 같이 을 이용한 자동 코드 생성 기Rapid Prototype

법은 이미 여러 사업 분야에 적용 및 검토되고 있다 현재.

자동차 업계에서도 부품들의 전기 및 전자화와 되어있고

전기 및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연구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RP .

본 논문에서는 에서 사의Simulink Freescale MPC555x

를 타겟으로 하는 를 사용하micro processor RAppID Toolbox

여 제어를IPMSM (Interior Permanent Synchronous Motor)

위한 자동차용 인버터의 임베디드 보드에 탑재할 수 있도

록 를 자동 생성하였다 에서 제공하Software Code . Simulink

는 의 경우 을 고성능으로 제어하기RAppID Toolbox IPMSM

위한 및 인터럽터에 대한 기능을 가지고 있지 않아PWM

서 사용자 정의 라이브러리를 생성하여 제어 모델을 구현

하였다 또한 생성된 코드를 자동차용으로 개발된. , Hybrid

인버터의 임베디드 보드에서 제어 성능을 시험하MPC5553

였으며 수동으로 작성한 코드와 그 성능을 비교하였다, .

II. FREESCALE MPC5553 RAPPID SIMULINK TOOLBOX

를 이용한 생성1. RAppID Toolbox Code

를 이용한 상에서RAppID Toolbox Simulink Auto Code

생성하는 개념도를 그림 에 나타내었다 먼저 타겟 를1 . CPU

선정하고 속도 컴파일러 등을 설정한다 그 다음CPU , .

에서 타겟 의 및 들을 초RAppID Toolbox CPU core peripheral

기화한다 들을 초기화한 다음 에서 제공된. Peripheral Toolbox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모델기반의 제어기를 구성한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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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제공되는 라이브러리 외에 추가적으로 요구되는 블록은,

과 을 이용하여 사용자 정의 블S-Function Legacy code tool

록을 생성한 후에 모델에 적용시킬 수 있다 모델에서. Auto

생성을 하면 언어로 된 파일이 생성되고 이Code C Source

파일을 한다 에서는C Source Comfile . Rappid Prototyping

블록을 기본적으로 필요로 한다SimpleTarget StartupHook .

이 블록은 상에서 항상 존재해야 하고 이 블록의Simulink ,

모델은 그림 와 같다 블록은2 . Simple Target Startup Hook

타겟 의 레지스터 외에 초기화가 필요한 전역 변수나CPU

필요한 함수를 실행시켜 초기화를 시키는 블록이다.

블록이 함께 사용되고 해당하는 코드는function-call

함수 안에서 타겟의 레지스터가 초기화 된 후 다‘main()’

음 라인에 생성된다 타겟의 레지스터 외에 초기화가 필요.

한 전역 변수나 필요한 함수를 실행시켜 초기화를 시키는

블록이므로 블록이 함께 사용되고 해당하는 코function_call

드는 함수 안에서 타겟의 레지스터가 초기화 된‘main()’

후 다음 라인에 생성된다.

사용자 정의 블록 생성2.

의 는 기본적인 환경 설정Simulink RAppID Toolbox CPU

에 대해서는 를 제공하지만 고성능 모터제어Simulink Block

를 위해서 요구되는 인터럽터 방식의 전류검출이나 가변

그리고 센터에서의 인터럽터 생성등과 같은 기PWM PWM

능은 제공하지 않고 있다 에서는 이. RAppID Toolbox PWM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 블록을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이 블

록을 따로 생성하여 모델에 추가하여야 한다 그Simulink .

그림 3. 블록ASAC interrupt .

Fig. 3. The block of ASAC interrupt.

그림 4. 을이용한사용자정의블록생성Legacy code tool .

Fig. 4. A generation of user defined block using the Legacy code

tool.

림 에 나타낸 것은 의 전류 검출3 Freescale MPC5553 CPU

및 인터럽터를 위한 기능인PWM ASAC (Analog Sensing

로 부터 의 과 에서 인터럽터for AC Motors) PWM Top Bottom

를 발생시키는 알고리즘을 로 만든 예를 나Simulink Block

타내고 있다 이 블록 역시 전 절의. SimpleTarget

블록과 같이 블록이 함께 사용되StartupHook function_call

고 실제로 인터럽트 주기마다 이 블록 안에 있function_call

는 센싱 및 알고리즘 프로세스를 수행하게 된다 이 사용자.

정의 블록은 에서 블록을 설계할 때 쓰는MATLAB/Simulink

과 언어와Legacy Code Tool TLC (Target language Compiler) ,

이라는 라이브러리를 이용하여 설계 후 생성한S-Function

다 그림 와 그림 는 각각 과 언어. 4 5 Legacy code tool TLC ,

을 이용하여 생성한 블록을 에서 사용할S-Function Simulink

수 있도록 모델화 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제어 및 모델링III. IPMSM SIMULINK

고성능 벡터제어1. IPMSM

영구자석형 동기전동기는 벡터제어IPMSM ( ) (vector

이론을 적용하여 우수한 동특성을 갖는 속도제어control)

그림 1. 생성개념도Simulink Rappid-Prototype Auto Code .

Fig. 1. The concept of Rappid-Prototype Auto Code generation.

그림 2. 블록Simple Target Startup Hook .

Fig. 2. The block of Simple Target Startup H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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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을 구현할 수 있다 자동차용 구동도 벡터제. IPMSM

어로 구동하며 이를 위해 그림 과 같은 구조의 인버터가6

사용된다 일반적으로 레졸버를 이용하여 회전자. IPMSM

위치와 속도를 검출하며 약 베터리 전압을 이용하므300V

로 별도의 제어를 위한 보드를 가진IGBT PWM Gate Driver

다 벡터제어는 상 교류입력을 상 입력으로 등가 변환하. 3 2

여 고정자 전류를 토크를 발생하는 축 전류 와 자속을Q iqs

발생하는 축 전류 로 분리하여 각각 독립적으로 제어D ids

함으로써 타여자 직류 전동기와 유사한 특성을 얻도록 하

는 것이다[4].

그림 5. 을이용한사용자정의블록생성TLC, S-Function .

Fig. 5. A generation of user defined block using the TLC/

S-Function.

그림 6. 보드를이용한차량용 제어기구조Embedded IPMSM .

Fig. 6. An IPMSMcontroller using the embedded bo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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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형 영구자석 동기 전동기의 모델은 정지IPMSM ( )

직교 좌표계에서 전압과 전류의 관계식으로 표현되었다 이.

를 전동기가 회전하는 속도와 동일하게 회전하는 동기 좌

표계에서 다시 해석하면 식 와 같이 표현된다 이때, (1)~(5) .

자속축 축과 토크축 축 각각에 생성되는 자속은 식(D ) (Q ) (3),

와 같으며 토크 식은 와 같다 동기 좌표계상에서(4) (5) [4].

방정식으로부터 그림 같이 축 등가회로를 나타낼 수7 D-Q

있고 이 등가회로를 바탕으로 제어기를 도로IPMSM Block

나타내면 그림 과 같다8 .

축 전류제어기는 제어기를 사용하며 상호 간섭항D, Q PI

에 대한 전향 보상기를 가지도록 구성한다 제어기에 대. PI

한 기본적인 구성은 그림 와 같이 구성되고 누적된 오차9 ,

인해 포화 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Anti Wind up

어기와 함께 구성하였다 단위 전류당 최대 토크제어.

를 수행하기 위해 그림 과 같은 테이블로 속(MTPA) 10 2-D

도와 토크에 따른 축 전류지령을 발생시키지만 본 연D, Q

그림 7. 축등가회로IPMSMD-Q .

Fig. 7. The D-Q equivalent circuits of IPMSM.

그림 8. 벡터제어를위한 축제어기블록도D-Q .

Fig. 8. D-Q axis control block for vector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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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에서 생성에 대해 연구하여 이 부분은 생Auto Code Code

성에서 제외 하였다 축 전류 지령은 제어기를 이. D, Q PI

용하여 스위칭 전압 지령을 발생시켜 전동기에 전류PWM

를 인가하게 된다 의 경우 의 손실과 소음 등을. PWM IGBT

고려해 스위칭 주파수를 가변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하

며 낮은 주파수에서 전류제어 성능을 향상하기 위하PWM

여 을 구현하여야 한다Double Sampling .

를 이용한 제어기 모델링2. Simulink RAppID Toolbox

를 이용하여 구성한 제Simulink RAppID Toolbox IPMSM

어기 모델을 그림 에 나타내었다 제어기 모델은 환경설11 .

정을 위한 과 인터Block Simple Target Startup Hook Block,

럽터 방식의 전류검출 및 인터럽터 발생을 위한 ASAC

벡터제어 및 전류제어 그리interrupt Block, interrupt Block

고 타이머를 이용한 로 구성하였다 설계된 제어 모Interrupt .

델은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에서 전류와 레졸버 신호PWM

를 센싱하고 스케일링하는 파트와 이 값을 가지고 전류제

어를 수행하는 제어 알고리즘 파트로 구성된다 상 모터제. 3

어를 위해 전류 검출과 전기각 검출은 필수적인데 이를 위

한 모델을 그림 에 나타내었다12 . ADC (Analog to Digital

모듈과 모듈을 사용Converter) EBI (External Bus Interface)

하여 상 중 두 개의 상의 전류와 레졸버의 값을 읽3 A, B

고 난 후 이 디지털 값을 아날로그 신호의 크기로 스케일

링하였다 모듈과 모듈에서 얻은 상의 전류 값. ADC EBI 3

과 전기각 값을 입력으로 받고 또 지령전류 값을 입력 받

아 그림 에서 벡터제어를 수행한다13 .

그림 의 전류제어기 및 모델에서 데드13 IPMSM PWM

타임보상기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용률 향상을 위하여PWM

기법을 사용하였다 가변 스위칭 과Min-Max PWM . PWM

그림11. 에서의 제어기 모델Rappid-Prototype IPMSM Simulink .

Fig. 11. An IPMSMsimulink model of Rappid-Prototype.

(a) Analog/Digital conversion model to measure the current.

(b) Resolver signal input model from the External Bus.

(c) Electric angle calculation model.

그림12. 제어를위한전류검출및레졸버신호처리IPMSM

모델.

Fig. 12. Current detection and resolver signal conditioning for

IPMSMcontrol.

제어를 위하여 사용자 으로Double Sampling Block PWM

을 생성하였다 그림 에는 로Block . 14 Rappid-Prototype Auto

생성한 제어기 예를 나타내었다Code PI Source . Auto Code

의 경우 단순한 형태의 연산을 반복하여 수행하므로 Code

길이에서는 매우 불리하게 생성됨을 볼 수 있다.

그림 9. 을포함한 전류제어기Anti Wind -Up PI .

Fig. 9. A PI current controller with Anti Wind -Up.

그림10. 제어를위한전류MTPA Table.

Fig. 10. A current table for MTPA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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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3. 전류제어기및 모델IPMSM PWM .

Fig. 13. IPMSMcurrent controller and PWMmodel.

RP_CCP_CurrentResponse_B.BitwiseOperator_d = !DSPRUN;

if (RP_CCP_CurrentResponse_B.BitwiseOperator_d ||

(RP_CCP_CurrentResponse_DWork.Integrator_PrevResetState_k !=

0)) {

RP_CCP_CurrentResponse_DWork.Integrator_DSTATE_h = 0.0F;}

if (RP_CCP_CurrentResponse_DWork.Integrator_DSTATE_h >=

Vdc) {

RP_CCP_CurrentResponse_DWork.Integrator_DSTATE_h = Vdc;}

else {

if (RP_CCP_CurrentResponse_DWork.Integrator_DSTATE_h

<= -260.0F){

RP_CCP_CurrentResponse_DWork.Integrator_DSTATE_h =

-260.0F;

}}

PI_ide = RP_CCP_CurrentResponse_DWork.Integrator_DSTATE_h;

RP_CCP_CurrentResponse_B.Gain_e = 0.5F * dcLink;

그림14. 이용해생성된 제어기Rappid-Prototype Auto Code (PI ).

Fig. 14. A generated auto code example (PI controller) using the

Rappid-Prototype.

실험 및 결과IV.

를 이용하여 생성한Simulink RAppID Toolbox Auto Code

의 동작과 성능을 평가하기 위하여 그림 과 같이 자동차16

용 시동발전기 모터와 제어기로 실험장치를 구성하IPMSM

였다 이 실험장치는 그림 처럼 모델 설계 및. 16 Simulink

코드 생성 컴파일을 위해 컴퓨터 인버터 실시간 디버거, , ,

전원 공급기 급 으로 구성(Trace 32), , 8.8kW 43Nm IPMSM

하였다 시험용 제어기와 모터의 사양을 표 에 나타내었. 1

다 사용된 제어기 보드는 레졸버 검출을 위해 컨버터. R/D

를 가지고 있으며 는 사의 이AU6802 CPU Freescale MPC5553

탑재된 것이다 그림 에는 모터제어용 보드의 외형. 15 CPU

을 나타낸다.

연구의 목적상 자동으로 생성된 와 수동으로 생성한SW

와의 비교를 위해서 같은 실험 환경에서 전류지령을 인SW

가 시에 한 상전류와 정상 상태까지 도달하는 전류제어 응

답시간 마지막으로 벡터제어를 수행하는 시간을 비교하여,

결과를 얻었다 의 벡터제어 수행시간. IPMSM Source Code

을 측정한 결과를 표 에 나타내었다 인터럽트 수2 . ASAC

표 1. 전기자동차용모터제어기및모터사양.

Table 1. Specifications of motor controller and IPMSM.

사양

CPU Freescale MPC5553

CPU system Clock 128MHz

IGBT 200A/600V

Motor Type IPMSM

속도검출방식 Resolver

컨버터R/D AU6802

최대 출력 8.5kW

최대 토크 43Nm

모터 극수 6

자속축 인덕턴스  0.8mH

토크축 인덕턴스  1.4mH

그림15. 하이브리드자동차모터제어용 보드Embedded .

Fig. 15. An embedded board for automotive motor control.

그림16. 제어 실험을위한장치구성IPMSM Code .

Fig. 16. IPMSMcontroller to test the auto code.

표 2. 자동생성코드와수동생성코드의수행시간비교.

Table 2. A comparison the auto code with the manual code.

Auto Code 수동 Code

총 벡터제어 연산 33usec 18usec

제어기 연산PI 1.5usec 1.3usec

레졸버 신호 및

전기각 연산
9.2usec 2.0usec

인터럽트 벡터제어

수Source Code Line
592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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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xecution time of the manual Code[10usec/div].

(b) Execution time of the Auto Code[10usec/div].

그림17. 프로그램수행시간비교.

Fig. 17. A comparison of execution time.

(a) Half cycle update mode.

(b) Normal cycle update mode.

그림18. 갱신시점테스트PWM .

Fig. 18. PWMUpdateMode Test.

(a) Sampling and PWM signal at 8kHz switching

(b) Sampling and PWM signal at 4kHz switching

그림19. 가변스위칭및 기능Single &Double Sampling .

Fig. 19. Variable PWMand Single/Double Sampling.

행 시 총 벡터제어 연산 시간과 제어기 연산 그리고 레PI

졸버 신호 및 전기각 연산에 대한 신호를 각각 하나의

출력을 시작과 끝 부분에서 반전 오실로 스코프를GPIO

이용하여 수행시간을 측정한 결과가 각각 약 33usec,

이다 이 측정 결과를 그림 에 나타내었다1.5usec, 9.2usec . 17 .

수동으로 코드를 생성한 경우 전류제어 인터럽터 수행시

간은 약 소요되었다 의 수행시간이 약18usec . Auto Code

배 정도 긴 수행시간을 가지지만 수행시간은1.83 33usec

을 구동하기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IPMSM . Source

의 길이를 비교한 결과 약 배 정도의 수의 차이Code 6 Line

를 확인할 수 있다 최대한 간단하게 작성한 수동 와. Code

는 다르게 는 생성될 때 최대한의 간단한 연산을Auto Code

연속적으로 생성하고 조건문 반복문이 추가되기 때문에 안,

정성을 더 확보하게 되지만 코드의 길이는 상당히 길어진,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고성능 모터제어의 기능인 프로그램 수행중 PWM

의 및 주파수와 를update mode Single, Double sampling mode

선택할 수 있도록 구현되었으며 이 블록으로부터 생성된,

코드를 실험 장치에서 수행하여 의 및PWM Single Double

의 동작 유무를 그림 과 같이 확인하였다sampling 18 .

그림 에서 값의 변화를 감지한 가 뜨18 ADC ADC trigger

는 순간 다음 주기에 적용할 를 하고 다음PWM duty update

주기에 적용된 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림 에는PWM duty . 19

인터럽터를 이용해서 스위칭시ASAC 8kHz Single Sampling

과 스위칭시 시의 변환 결과를 나4kHz Double Sampling AD

타낸 것이다.

그림 에는 전류제어 응답시간을 시험할 결과를 나타낸20

다 측정한 스코프의 전류 시간 단위를 각각 로. , 50A, 5ms

설정한 후 지령전류 를 인가하였을 때 상의 전류40A A peak

치가 이고 전류제어 응답이 정도 때에 응답함40A , 2~3msec

을 볼 수 있으며 수동 와 큰 차이가 없다cod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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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urrent control response of the manual code.

Ias

ide
*

ide

(b) Current control response of the auto code.

그림20. 전류제어응답및전류파형상전류 회전( Ias [50A/div],

좌표계 축전류D Ide [60A/div, D/A out], 5msec/div).

Fig. 20. A characteristic of current control and AC pahse current

(Phase Current Ias [50A/div], Rotationary D-axis current

Ide [60A/div, D/A out], 5msec/div).

결론V.

본 논문에서는 의 라이브러리MATLAB/Simulink Block,

에서 제공하는 타겟의 라이브러RAppID Toolbox MPC5553

리에서 제공하는 그리고 필요한 을 생성하는 과Block Block

정을 통해서 고성능 제어를 위한 모델을IPMSM Simulink

개발하였다 개발된 모델을 이용하여 를. Rapid Prototype SW

설계하고 자동으로 생성된 가 수동으로 생성한 와SW SW

벡터제어 알고리즘 수행 시간을 비교하였다 모터IPMSM .

제어 인터럽터의 수행시간이 약 로 수동으로 생성한33usec

보다는 길지만 일반적으로 사용하기에는 문제가 없을Code

것으로 판단된다 전류제어 응답시간 및 상전류의 변화를.

확인하여 실제 모터제어 시 동등하게 볼 수 있는 성능을

내도록 연구를 진행하였다 고성능 제어를 위해 필. IPMSM

요한 중앙에서의 인터럽터 방식 전류검출과 가변스PWM

위칭을 위한 과 이 가능하도Single Sampling Double Sampling

록 구현할 수 있었다 전류제어 응답시간을 시험할 결과로.

는 전류제어 응답이 정도로 수동 와 차이가2~3msec Code

없었다.

연구결과 는 자동차용으로 사용하는Rapid Prototype SW

데 문제가 없었으며 고성능 모터 제어를 위해 필요한 블록,

들을 사용자가 생성하여 사용할 수 있으므로 상에Simulink

서 보다 직관적으로 쉽게 제어기 모델을 디자인하고 를SW

생성할 수 있어 보다 신뢰성 있는 모터제어 를 생성할SW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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