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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자석형 동기발전기의 회전자 위치검출 센서의

옵셋 검출에 관한 연구

A Study on a Rotor Position Sensor Offset Detection Method in a
Permanent Magnet Synchronous Gener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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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paper, an algorithm is suggested to detect an offset angle of the absolute rotor position sensor after the initial 
assembly of a PMSG. Unlike previous studies in a stationary state, this one is not designed to detect an electrical angle but 
rather the absolute position of the rotor is detected while operating the generator. Also,a position sensor, current sensors and 
voltage sensor were used to ensure reliability. This technique completes the detection of the sensor offset in two steps. In the 
first step, a zero-crossing of the EMF is measured using a voltage sensor to detect the electrical angle offset when the 
alternator is actuated by the engine. In the second step, a high frequency current is injected along the d-axis on-line during the 
control of the generation, eventually to obtain the inductance using a DFT (Discrete Fourier Transform), and then to ultimately 
extract the final electrical angle offset through the comparison of the inductance magnitude. The suggested algorithm was 
validated with PSIM simulation and, furthermore, was tested with actual experiments on a dynamome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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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영구자석형 동기발전기를 정밀하게 제어하기 위해서는 

회전자의 절대 위치 검출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회전자의 

위치를 레졸버나 엔코더를 이용해서 검출하게 된다. 모터 

제작 시 회전자 검출센서(레졸버)의 절대 위치를 동일하게 

만들려고 하지만 조립 공차 등 제품별 특성 차이로 인해 

회전자 절대위치 센서의 옵셋이 발생하게 된다. 다극 발전

기의 경우 레졸버 조립공차가 전기각 연산에 더 크게 영향

을 미친다. 발전기는 고속으로 운전되는 영역이 많으므로 

회전자 절대 위치 오차가 크게 발생하면 약자속제어시 문

제가 발생할 수 있고 토크제어의 성능이 크게 저하된다. 제
품의 양산성을 고려하여 최초 구동 시, 회전자의 절대위치 

옵셋을 검출하여 토크 제어의 정밀도 및 고속에서의 제어 

성능을 향상 시킬 필요성이 있다.
회전자의 초기 위치를 검출하기 위한 연구로는 기존에는 

모터가 정지한 상태에서 전기각 옵셋을 추정하는 방법[1]을 

이용하거나 위치 센서나 전류 센서없이 회전자의 초기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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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검출하는 연구들[2-4]이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정지한 

상태에서의 검출 방법은 최초 회전자의 위치 검출 실험 시 

인가할 전압이 없는 발전기 시스템에서는 불가능하고, 전류 

센서나 위치센서 없이 검출할 경우 비교적 신뢰성이 떨어

진다. 이 외에도 회전자 위치에 따른 전류크기 비교[5], 캐
리어파 주입을 통한 회전자 초기 위치 추정[6]의 방법들이 

있다. 그러나 이 방법들은 전기각 1° 미만으로 발전기에서 

검출하기에는 상대적으로 큰 오차를 갖게 된다. 현재 본 연

구의 시스템은 방위 산업에서 연구되고 있는 분야이기 때

문에 비용적인 측면 보다는 정밀성을 요구하고 있다. 그래

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알고리즘 보다는 정밀성과 신뢰

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요구된다.
본 논문에서는 발전기가 사용되는 시스템에서 발전기의 

최초 조립 후 또는 발전기 교체 시 사용할 수 있는 회전자 

절대 위치 검출 옵셋을 검출하는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이 

알고리즘은 두 단계의 초기 위치 검출 로직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단계로 전기각의 오차 범위를 좁히고 두 번째 단

계의 알고리즘으로 정밀하게 오차의 범위를 좁혀 전기각 

옵셋을 검출한다. 첫 단계는 엔진에 의해 발전기가 회전하

고 있을 때 전압 센서를 이용해서 선간 기전력 값의 

zero-crossing을 검출하여 전기각 옵셋을 검출한다. 그러나 

실제 실험 시 선간 전압 센서에 노이즈가 포함되어 정밀한 

회전자 초기 위치를 구할 수 없게 된다. 기전력 신호에 노

이즈 성분이 포함되면 신뢰성이 크게 저하되는 알고리즘이

기 때문에 센서에 의존하지 않고 알고리즘을 다음 단계에 

적용시켜 신뢰성을 확보한다. 그래서 다음 단계에 적용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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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선간 기전력 신호와 선간 기전력 신호의 옵셋 신호 

[0.01sec/div].
Fig. 1. Line-to-line EMF signal and offset of line-to-line EMF 

signal.

그림 2. 선간 기전력 신호와 zero-crossing 신호 [5msec/div].
Fig. 2. Line EMF signal and zero-crossing signal.

그림 3. 선간 기전력 신호를 이용해서 검출한 전기각 옵셋값.
Fig. 3. Detect offset of electrical angle by using line-to-line EMF 

signal.

그림 4. 선간 기전력 필터 신호를 이용해서 검출한 전기각 옵

셋값.
Fig. 4. Detect offset of electrical angle by using line-to-line EMF 

signal.

알고리즘은 발전 제어 시에 d축에 고주파 전류 주입을 하

여 DFT (Discrete Fourier Transform)을 이용해서 인덕턴스를 

계산한다. 계산된 인덕턴스의 크기 비교를 통해 최종 전기

각 옵셋 값을 검출하게 된다. 알고리즘을 검증하기 위해서 

본 논문에서는 PSIM Simulation과 실제 다이나모 실험을 통

해 검증하였다. 

II. 선간 기전력을 이용한 전기각 옵셋 검출

1. Zero-crossing을 이용한 전기각 옵셋 검출

전압 센서는 u-v상에 연결하여 선간 기전력 신호를 받는

다. zero-crossing 신호를 만들기 위해서 선간 기전력 신호와 

영점을 비교하여 선간 기전력 값이 0보다 작을 때는 

zero-crossing 신호를 0으로, 0보다 클 때는 1이 되게 만들어

야 한다. 그러나 센서로부터 기전력 신호를 읽을 때 신호에 

노이즈가 포함될 수 있고, 전압 검출회로의 옵셋 전압 성분

이 포함되어 신호를 읽을 수 있다. 따라서, 노이즈를 제거

하기 위한 LPF(Low Pass Filter)를 적용하고 선간 기전력 신

호의 옵셋을 검출하기 위해 낮은 차단 주파수의 LPF를 적

용하게 된다. 그림 1을 보면 선간 기전력 필터 신호(파란

색)가 있는데 이는 전압 센서로부터 받은 선간 기전력 신

호(빨간색)에 노이즈가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LPF를 통과

시킨 신호이다. 그리고 zero-crossing 신호를 만들기 위해 기

전력 신호와 영점 신호(노란색)를 비교해야 하는데 센서로

부터 받은 신호에 옵셋이 포함되어 영점과 비교하게 되면 

정확한 zero-crossing신호를 만들 수 없다. 따라서, 정확한 

zero-crossing신호를 만들기 위해 LPF의 차단 주파수를 매우 

낮게 설정하여 선간 기전력 신호를 통과시켜 만든 신호가 

선간 기전력 옵셋 신호를 만들어 기전력 신호와 비교하면 

더 정밀한 zero-crossing 신호를 만들 수 있다. 
선간 기전력 필터 신호와 선간 기전력 옵셋 신호의 차이

가 음일 때는 zero-crossing신호를 0으로 하고, 차이 값이 양

수 일 때는 zero-crossing신호를 1로 만들고 나오는 파형은 

그림 2와 같다. 그래서 zero-crossing신호가 0에서 1로 변하

는 Rising edge에서 그 때의 레졸버 신호로부터 계산한 전

기각을 읽어 전기각 옵셋 값으로 1차 검출하게 된다. 
2. 노이즈 필터에 의한 지연 성분 보상

Zero-crossing신호를 만들 때 선간 기전력 필터 신호와 선

간 기전력 옵셋 신호를 비교하여 만들었다. 이는 선간 기전

력 신호에 노이즈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필터를 적용한 

신호를 이용한 것인데, 필터를 사용하게 되면 선간 기전력 

신호와 비교했을 때 지연성분이 발생하게 된다. 이로 인해 

전기각 옵셋 값을 구할 때 정확한 옵셋 값을 검출할 수 없

게 된다. PSIM Simulation을 이용해서 선간 기전력 신호와 

선간 기전력 옵셋 신호를 비교해서 전기각을 검출한 값과 

선간 기전력 필터 신호와 선간 기전력 옵셋 신호를 비교해

서 검출한 전기각 옵셋값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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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저역통과필터에 의한 딜레이 보상 알고리즘.
Fig. 5. An algorithm to compensate the filter delay.

그림 3과 그림 4를 보면 기전력 신호에 노이즈 필터를 

적용한 후 필터된 신호를 이용해서 zero-crossing신호를 만

들어서 전기각 옵셋 검출한 값은 약 0.398rad이고, 필터를 

적용시키지 않고 검출한 값은 약 0.189rad 이다. 두 값을 비

교하였을 때 검출값에 LPF에 의한 지연 성분이 포함되어 

있다. 정확한 위치를 검출하기 위해 LPF에 의한 지연 성분

을 보상해야 한다.
전력 신호를 이용해서 검출한 전기각 옵셋값과 노이즈 

필터를 적용한 기전력 필터 신호를 이용해서 검출한 전기

각 옵셋값의 차이를 이용해서 지연된 성분을 보상하는 것

이다. 필터를 적용시키지 않은 기전력 센서 신호를 이용해

서 검출한 값은 교류신호(발전전압 주파수)이기 때문에 두 

값의 차이를 낮은 차단 주파수의 LPF (Filter Cut Off 
Frequency: 2Hz)를 사용하여 직류에 가까운 신호를 얻을 수 

있다. 발전기 속도에 따라서 기전력 주파수가 달라지므로 

필터의 지연 정도가 달라지는데, 지연 성분에 대해서도 보

상되는 딜레이 값도 달라지기 때문에 속도에 대해서도 강

인하다. 
3. 전 구간에서 검출하기 위한 알고리즘 보완

그림 6과 같이 zero-crossing을 이용해서 전기각의 옵셋을 

검출하는 부분에 전기각의 처음부분(전기각 0°)이나 끝 부

분(전기각 360°)에 위치하게 되면 전기각 검출에 문제가 발

생하게 된다. 이유는 센서에 노이즈가 포함되서 zero- 
crossing 신호에 편차가 발생하여 계산한 전기각에 오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전기각 옵셋 검출 값이 0°와 360°를 반복

해서 검출하게 된다. 이전에 검출 값에 편차가 발생하는 것

을 보완하고자 낮은 차단주파수의 LPF를 사용하여 전기각 

옵셋 값을 검출하였는데 0°와 360° 값을 반복해서 검출하게 

되면 낮은 차단 주파수의 LPF 효과에 의해 중간 값에 비슷

한 180° 부근의 전기각 옵셋 값을 검출하게 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의 전기각 옵셋 검출 값과 과거

의 옵셋 검출 값을 비교하여 전기각이 그림 6과 같이 위치

하게 된 것이 판단되면 레졸버로 읽어온 전기각에 60°를 

이동시켜 읽게 된다. 그러면 전기각 옵셋 검출 값이 큰 폭

으로 편차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검출 값을 정확히 구한

다. 그리고 검출된 옵셋 값에 전기각 60°만큼 다시 보상하

여 최종 옵셋에 반영하면 1단계에서 구한 최종 전기각 옵

셋 검출 값이 된다. 추가로 수정된 부분을 flow chart로 나

타내면 그림 7과 같다.
선간 기전력을 이용해서 zero-crossing을 통해서 검출하는 

전체적인 알고리즘의 flow chart는 그림 8과 같다. 앞서 설

명한 것과 같이 선간 기전력 신호를 이용해서 만드는 zero- 
crossing 신호와 선간 기전력 신호에 필터를 적용하여 만드

(a) Transpiratory section of error due to deviation of detection 
point.

(b) Transpiratory section of error (enlarge a photograph). 

그림 6. 검출 지점의 편차로 인한 검출 오차가 발생하는 구간

[5msec/div].
Fig. 6. The occurrence section of detection error caused by the 

deviation of the detection point.

그림 7. 오차가 발생하는 구간을 해결하기 위한 flow chart.
Fig. 7. Flow chart to solve the occurrence section of detection 

error.

는 zero-crossing 신호를 만든다. 그리고 각각의 zero-crossing 
신호가 0에서 1로 바뀌는 Rising Edge에서 현재의 전기각을 

검출한다. 그리고 앞서 설명한 노이즈 필터에 의한 지연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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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회전자 자속과 고정자 권선에 의한 자속.
Fig. 9. Rotor flux and flux produced by phase winding.

그림10. 회전자 위치에 따른 인덕턴스 파형.
Fig. 10. Inductance waveforms according to rotor position.

그림11. 고주파 전류 주입 알고리즘 예시.
Fig. 11. Illustrates the high frequency current injection algorithm.

 

(a) Zero-cross signal operation flow chart.

(b) Flow chart is the application complemented algorithm.

그림 8. Zero-crossing을 이용한 전기각 옵셋 검출 알고리즘.
Fig. 8. Detection the electrical angle offset by using zero-crossing 

algoritm flow chart.

분 보상 등 알고리즘을 적용시키고 상 기전력이 아닌 선간 

기전력을 기준으로 검출하였기 때문에 전기각 30° 차이의 

값을 보상해서 최종 전기각 옵셋을 검출한다. 

III. 고주파 전류 주입을 이용한 전기각 옵셋 고정밀 검출

1. 회전자의 위치에 따른 고정자 인덕턴스

동기전동기에서 고정자 권선의 쇄교자속 는 고정

자 전류에 의해 발생한 자속 중에 고정자 권선에 쇄교하

는 자속 와 영구자석에 의한 고정자 권선에 쇄교하

는 자속 의 합으로 구성된다. 식으로 나타내면 다

음과 같다.

               

                           (1)

IPMSM에서는 회전자의 돌극성으로 인해 회전자 자석의 

위치 에 따라서 그림 9와 같이 cos로 변동하게 된다. 

이는 그림 9에서 a상 전류에 의해 발생한 자속이 a상 권선

에 쇄교하는 자속의 양이 가장 많은 경우 그림 10과 같이 

공극이 가장 최소(인덕턴스가 최대)가 되는 회전자 위치 

이 90°와 270°일 때이다. 반대로 회전자의 공극이 최대가 

되는, 인덕턴스가 최소인 지점의 전기각은 0°와 180°이다. 
그러나 고정자에 전류를 인가할 경우 0°와 180°에서 인덕턴

스의 크기의 차이가 발생한다[7]. 0°인 지점에서 인덕턴스

크기가 180°인 지점에서의 인덕턴스 크기보다 작게 된다. 
회전자의 초기 위치는 전기각 0°인 N극(d축)이 되는데 이 

위치를 검출하면 된다.
2. 고주파 전류 주입을 이용한 인덕턴스 계산

고주파 전류 주입을 이용한 전기각 옵셋 검출 알고리즘

은 그림 11과 같이 전기각을 강제로 틀어주면서 고주파 전

류를 주입하여 고정자 철심을 포화 시키고 피드백 되는 d
축 전류와 d축 전압을 DFT (Discrete Fourier Transform)을 

이용해서 인덕턴스를 구한다. 앞서 zero-crossing 알고리즘으

로 대략적인 전기각 옵셋을 검출한 다음 발전기를 제어하

면서 고주파 전류 주입으로 전기각 옵셋을 정밀하게 측정

한다. On line 고주파 주입 인덕턴스 측정법은 전기각을 강

제로 틀어주면서 고주파를 주입하게 되는데 전기각 옵셋 

범위를 넓게 하면 발전 제어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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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2. DFT를 이용한 전기각 옵셋 검출 알고리즘 블록도.
Fig. 12. Detection the electrical angle offset by using DFT 

algoritm block diagram.

표 1. 발전기 사양.
Table 1. Specifications of generator.

사양
최대 출력 13.5kW
최대 토크 120Nm
기저 속도 1,100RPM
모터 극수 16
고정자 저항 9.9m Ohm(@20°C)
d축 인덕턴스 182.3uH
q축 인덕턴스 262.9uH

좌표변환 시 d축 전류가 q축 성분 전류로 변환되어 토크제

어의 정밀성을 크게 하락시켜 발전제어가 제대로 이루어지

지 않는다. 그래서 큰 범위에서의 전기각 옵셋 범위를 적용

시키지 않고 약 20° 이내로 전기각 옵셋을 적용시킨다.
각 전기각 옵셋마다 DFT를 이용하여 인덕턴스를 계산해

서 인덕턴스가 최소가 되는 지점(= 0°)이 될 때의 전기각 

옵셋을 구한다. 특정 범위 안에서 전기각 옵셋을 적용시키

기 때문에 인덕턴스 파형도 특정 범위에서만 계산이 된다. 
실험 조건에 따라서 적용시키는 전기각 옵셋의 범위가 다

르다. 본 논문에서는 –0.3rad~0.3rad의 범위 안에서 전기각의 

옵셋을 적용시키면서 고주파 전류를 주입하고 전기자의 포

화특성을 이용해서 인덕턴스를 정밀하게 구한다.
인덕턴스를 계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d축에 고주파 

전류를 주입하고 피드백 되는 d축 전압(  )과 d축 전

류( )로 임피던스 값()을 구한다. 주입한 고주파의 

특성에 따른 분석을 하기 위해 DFT를 이용하고 계산에 필

요한 각 파라메터 값(   )을 계산하여 d축 인덕턴스( )

를 구하게 된다. 인덕턴스의 계산값이 정확한 실제 인덕턴

스의 값과는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절대적인 크기

를 찾는 것이 아니라 계산된 값들의 상대적인 비교를 통해 

인덕턴스의 최소 위치를 검출하면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계산 값의 오차가 어느 정도 존재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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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3. 고주파 전류 주입 알고리즘 flow chart.
Fig. 13. Detection the electrical angle offset by using DFT 

algoritm flow chart.

IV. 실험 및 결과

실제 방위산업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는 매입형 영구자석

형 동기발전기(IPMSG)를 일정 속도를 낼 수 있는 간이 유

도기 부하 다이나모 장비를 이용하여 제안된 알고리즘을 

검증하였다. 사용된 제어보드의 CPU는 TMS320F28335을 

사용하였고 모터 및 제어기의 사양은 표 1과 같다. 
실험이 진행되는 순서는 앞서 언급했듯이 1단계로 선간 

기전력을 이용해서 전기각 옵셋을 검출하고 2단계로는 발

전제어가 수행 중일 때 d축에 고주파 전류를 주입하여 전

기각 옵셋을 On line으로 검출하게 된다. 1단계에서 검출된 

옵셋 값을 전기각에 반영시키고 최종으로 2단계에서 검출

된 전기각 옵셋 검출 값을 1단계에서 검출된 값에 더하면 

최종 전기각 옵셋 값이 된다. 
1. Zero-crossing을 이용한 전기각 옵셋 검출 실험

선간 기전력을 이용한 전기각 옵셋 검출 실험의 반복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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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In case of applying the algorithm at the 700R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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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In case of applying the algorithm at the 800R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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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In case of applying the algorithm at the 900RPM.

그림14. Zero-crossing 알고리즘 30번 실험 결과.
Fig. 14. Experimental results zero-crossing algorithm at 30 times.

을 테스트하여 알고리즘의 신뢰도를 판단하였다. 부하의 속

도는 약 800RPM에서 진행되는데 부하가 일정하게 회전하

는 것이 아니라 700RPM~900RPM 사이에서 변할 수 있으므

로 700RPM, 800RPM, 900RPM에서 알고리즘을 검증하였다. 
각 RPM마다 30회의 실험을 진행하였고, 초기 회전자 옵셋

은 맞춰 놓은 상태에서 실험을 진행하였다. 

그림 14는 각 RPM에서 선간 기전력을 이용해 전기각 

검출을 한 결과이다. Y축은 진행 횟수를 나타내고 X축은 

rad의 단위이다. 그래서 각 횟수마다 검출 값을 나타내고 

검출 결과 값의 오차가 얼마나 되는지 비교하기 위한 분포

도로 나타낸 것이다. 
실험 결과를 비교해 보면 고속에서 검출 값의 오차 범위

가 더 좁은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노이즈 필터에 차단주파

수를 설정하였는데 상대적으로 고속에서 저속에서 보다 필

터의 효과가 더 커지게 된다. 즉, 고속에서 선간 기전력을 

필터한 신호의 주파수가 높기 때문에 노이즈를 제거하고 

상대적으로 필터가 강하게 걸리는 효과를 갖는다. 1단계 알

고리즘의 목적은 큰 범위의 오차를 적은 범위의 오차로 줄

이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검출 오차의 범위가 다른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2. 고주파 전류 주입을 통한 전기각 옵셋 검출

실험에 사용되는 모터의 사양을 보면 매입형 영구자석 

동기 발전기이지만 d축과 q축의 돌극비가 1.44로 돌극비가 

작은 모델이다. 보통 돌극비가 2이상 돌극비가 큰 모델이고 

이러한 모델의 경우 그림 10과 같이 뚜렷한 인덕턴스의 파

형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실험에 사용된 발전기의 돌극비

는 작기 때문에 뚜렷한 인덕턴스 파형을 얻을 수 없다. 그
래서 인덕턴스 차이가 큰 발전기에서는 적은 크기의 전류

를 가해도 인덕턴스가 쉽게 구해지지만 본 연구에서 사용

하고 있는 발전기에서는 고정자 철심을 포화시키기 위한 

전류가 충분히 들어가야 한다. 제어 주기 또한 8kHz이고 

발전기의 극수가 16극이라서 제어의 한계로 인해 고주파 

전류의 주파수를 크게 높일 수 없다.
이러한 조건에서 정밀한 전기각 옵셋을 검출하기 위해서

는 고주파 전류의 크기 및 철심자속 포화를 위한 D축전류 

크기를 여러 번의 실험을 통해서 선정해야 한다. 여러 번의 

실험을 통해 고주파 전류의 파라메터를 선정하고 알고리즘

을 실행했을 때 실험 파형은 그림 15와 같다. 회전자 초기 

위치가 정확한 상태에서 알고리즘을 적용 시켰다. 전기각에 

적용된 옵셋을 –0.3rad ~ 0.3rad으로 설정하였다. 그래서 회

전자 초기 옵셋을 맞춰 놓은 상태에서 실험 결과를 보면 

인덕턴스의 최소 부분에서 적용된 전기각이 0rad 부근인 것

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인덕턴스가 최소로 되는 지점, 즉 

회전자의 위치가 정확하게 검출된 지점에서 A상 전류도 최

소가 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전압 제어를 하기위한 전류 지

령이 입력되는데 회전자의 위치를 정확하게 검출하지 않을 

경우 실제 회전좌표계와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더 큰 전

류 지령이 입력된다. 
30번의 실험을 통해 고주파 전류 주입을 통한 최소 오차

의 범위를 갖는 고주파 전류 크기와 고주파 전류의 옵셋 

크기는 각각 10A, 90A이고 입력되는 고주파 전류의 주파수

는 400Hz이다. 모터의 돌극비가 클 경우 고주파 전류의 크

기가 작아도 되지만 돌극비가 작을 경우에 d축 전류의 크

기를 증가시켜 철심을 충분히 포화시켜 d축 인덕턴스와 q
축 인덕턴스의 차이가 더 발생하게 한다. 그래서 고주파 전

류의 옵셋 크기가 돌극비가 큰 경우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

다. 이러한 고주파 전류의 파라미터를 적용시켜 시험한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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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5. 고주파 전류 주입 알고리즘 실험 파형 [1sec/div].
Fig. 15. Experimental wave of high frequency current injection 

algori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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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Detection results using the current parameter selected as 
the f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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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In case of adding offset(+0.1rad) to electrical angle by 
force.

그림16. 고주파 전류 주입 알고리즘 30번 실험 결과.
Fig. 16. Experimental results high frequency current injection 

algoritm at 30 times.

과의 분포는 그림 16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고주파 전류주

입을 이용한 알고리즘 검출 오차 범위를 비교해보면 zero- 
crossing을 통한 알고리즘보다 검출 오차 범위가 좁아 정밀

성이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최종으로 검출하는 알고리즘이

기 때문에 더 높은 정밀성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전기각 옵

셋 검출값은 약 0.012rad 이내에 검출되었다. 

V. 결론

본 논문에서는 영구자석형 동기발전기의 회전자 위치 검

출 센서 옵셋를 검출 알고리즘을 연구하였다. 선간 기전력

과 고주파 전류 주입을 통해서 두 단계의 알고리즘을 적용

시켜 회전자 위치 검출센서의 옵셋을 검출 하였다. 선간 기

전력을 이용해 zero-crossing 신호를 만들어서 초기 전기각 

위치를 좁은 오차 범위로 검출을 한다. 그리고 검출된 초기 

위치를 적용시켜 On line으로 고주파 전류 주입하고 DFT를 

이용해서 인덕턴스를 계산해서 인덕턴스 최소일 때의 전기

각 옵셋을 검출하여 최종 전기각 옵셋을 검출하는 알고리

즘을 제안하였다. 반복 실험을 통해 각각의 알고리즘의 신

뢰성을 확인하였으며, 1단계의 알고리즘은 약 0.02rad 이내

에 초기 회전자 위치를 검출하고 2단계의 알고리즘은 약 

0.012rad 이내에 검출되었다. 이는 전기각 약 1° 미만으로 

검출되는 것을 의미한다. 
연구 결과 발전기 시스템에서 회전자 초기 위치의 전기

각 옵셋을 검출하는 알고리즘으로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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