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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극 브레이크 모터의 긴 전류 제어주기 고속영역 제어

High Speed Control of a Multi-pole Brake Motor Under
a Long Current Control Period

김 도 군, 박 홍 주, 박 규 성, 김 선 형, 이 근 호*

(Dokun Kim1, Hongjoo Park1, Kyusung Park1, Seonhyeong Kim1, and Geunho Lee1,*)
1Automotive Engineering, Kookmin University

Abstract: In hybrid or electric vehicles, the hydraulic brake system must be controlled cooperatively with the traction motor for 
regenerative braking. Recently, a motor driven brake system with a PMSM (Permanent Magnet Synchronous Motor) has replaced 
conventional vacuum boosters to increase regenerative power. Unlike industry motor controls, additional source codes such as 
functional safety are essential in automotive applications to meet ISO26262 standards. Therefore, the control logic execution 
time increases, which also causes an extension of the motor current control period. The increased current control period makes 
precise motor current control challenging inhigh speed ranges where the motor is driven by high frequency. In this paper,a 
PWM update strategy and a time delay compensation method are suggested to improve current control and system performance. 
The proposed methods are experimentally verified.

Keywords: PMSM (Permanent Magnet Synchronous Motor) control, motor brake system, time delay compensation, control 
period

Copyright© ICROS 2015

그림 1. 전동식 제동시스템 구조.
Fig. 1. Electric braking system structure.

I. 서론

최근 구동 모터를 사용하는 친환경 차량의 연구가 활발

히 진행되고 있다. 친환경 차량의 경우 감속구간에서 발생

되는 구동모터의 회생 제동력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에너

지 환원을 위해 여러 종류의 회생제동 협조제어가 가능한 

제동시스템을 필요로 한다. 본 논문에서 연구할 대상의 시

스템은 그림 1과 같이 기존의 유압라인과 마스터 실린더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부스터를 모터로 대체한 제동 시스템

[1]이다. 전동식 제동시스템에는 정확하고 빠른 제어응답을 

위해 영구 자석형 동기모터를 사용한다. 
하지만 일반 산업용 모터 제어와 다르게 차량용 시스템

에서 모터 제어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기능 외에 

ISO26262의 기능안전과 고장진단과 같은 부가적인 소프트

웨어가 필요하다. 이와 같은 부가적인 소프트웨어가 추가되

면서 제어 수행시간이 증가되고, 제어주기의 주파수는 낮아

지는 저 제어주기를 갖게 된다. 저 제어주기를 이용해서 다

극 모터를 제어하면 정밀도가 취약해진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기존의 연구 중에는 전류 검출에 관한 샘

플링 오차를 개선[2,3]하거나 전압과 전류의 왜곡을 보상하

는 연구[4]가 진행되어 왔다. 샘플링 오차를 개선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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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제어기의 시지연(Time delay) 보상은 고속 제어를 

위해 필요한 요소이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발생하는 큰 문

제는 고속에서 전기각의 파형이 개선되지 못해 전류의 리

플이 생기는 것이다. 전기각을 개선하기 위해 진행된 연구 

중에는 센서리스 기법 또는 관측기를 이용하는 기법[5-7]이 

있다. 그러나 센서리스 기법 또는 관측기를 이용한 경우는 

센서가 없거나 고속에서 센서의 분해능이 낮을 경우에 전

기각을 보상해주기 위해 사용한다. 고속에서 V/f 제어[8]도 

있지만 정밀한 토크제어를 위해서는 한계가 발생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엔코더의 분해능은 높고, 발생하는 문제점

은 샘플링 횟수의 한계이기 때문에 크게 개선할 수 없다. 
본 논문에서는 다극 브레이크용 전동기를 고속 정밀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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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PMSM 벡터제어 블록도.
Fig. 2. PMSM vector control block diagram.

그림 3. PMSM의 속도 영역.
Fig. 3. Speed area of PMSM.

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연구하였다. 디지털 제어기의 시지

연으로 인해 PWM의 반영은 시간적 지연이 생기게 된다. 
또한 전류 검출 시 읽어오는데 샘플링 오차가 발생한다. 이
러한 전압, 전류에 대한 시지연 보상 및 PWM 더블 업데이

트와 저 제어주기의 알고리즘을 수정하여 정밀한 고속영역 

제어 연구를 진행하였다. 제안된 알고리즘을 16극 브레이크 

모터에 적용하여 검증하였다.

II. 전동기 제어 알고리즘

1. SPMSM 벡터제어

모터를 제어하기 위해서 벡터제어를 수행한다. 벡터 제

어는 계자 자속과 전기자 기자력을 공간적으로 90도 유지

하면서 독립적인 제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벡터제어는 

결국 순시 토크 제어를 하기 위한 것이다. 통상 전기자 기

자력을 제어하는 전류를 q축 전류, 계자 자속을 제어하는 

전류를 d축 전류라 한다. 
이와 같이 q축, d축 전류를 독립적으로 제어하기 위해서

는 3상 시스템의 a, b, c상을 q축, d축으로 변환시켜야 하는

데 이 때 변환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전기각이다. 전기

각은 회전자의 위치를 나타내는 각도로, 전류 센서로부터 읽

어온 a, b, c상을 전기각의 회전 좌표계로 변환시키면 q축, 
d축 전류로 변환된다. 블록도로 나타내면 그림 2와 같다.

그리고 다음 식(1)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상호간섭 성분

(  
  

 )으로 인해 q축, d축 전류가 독립적으로 

제어할 수 없다. 상호 간섭 성분을 계산해서 전향 보상하여 

독립적인 제어를 가능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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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약계자 제어

속도를 증가시키면서 제어를 하다보면 전류 제어가 제대

로 이루어지지 않는 구간이 발생한다. 이는 속도 증가에 따

른 역기전력의 크기가 증가하여 전압 여유분이 부족해져 

최대 토크를 발생하지 못하고 과변조 현상이 일어나기 때

문이다. 최대 토크를 발생할 수 있는 최대 속도를 기저 속

도(base rpm)이라 하고 이 이후부터 속도를 증가시키기 위

해서는 약계자 제어를 수행하게 된다. 
약계자 제어는 자석에 의해 발생되는 자속을 약화시켜 

전압 여유분을 확보하는 것이다. 자속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는 앞서 언급했던, 계자 자속을 제어하는 d축 전류를 제어

함으로써 전압 여유분을 확보할 수 있다. 그림 3과 같이 약

계자 영역 이전은 일정 토크 영역, 약계자 영역은 일정 출

력 영역이라고 하는데 이 구간에서는 속도가 증가함에 따

라 해당 속도에서 나오는 토크는 줄어들게 된다. 
3. 시지연(time delay) 보상

차량용 시스템의 전동기 제어에서 디지털 제어기에 의한 

시지연이 발생된다[8]. 제어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전압 시지연과 전류 시지연이다. 
전압 시지연은 디지털 제어기의 시지연으로 인해 한 주기 

()뒤에 계산된 값이 반영이 되며, 디지털 제어기의 제

로-오더-홀드 효과에 의해 또한 시지연()이 발생한

다. 제로-오더-홀드에 의한 시지연은 정해지지 않고 제어기

에 따라서 다른 값을 갖고 있다. 이를 전압 시지연이라고 

한다. 그리고 전류 센서로부터 전류를 DSP까지 읽어 오는 

것에도 지연이 발생한다. 센서로부터 상전류를 읽어오는 과

정에서 노이즈가 포함될 수 있어 아날로그 LPF를 통과하고 

DSP내에서도 읽어온 전류 값에도 디지털 LPF를 적용시킨

다. 이러한 LPF에 의한 지연 뿐만 아니라 DSP로 읽어 오는 

것까지의 지연도 발생하게 되는데 총 발생되는 시간의 지

연을 전류 시지연이라고 한다. 
이러한 시지연 현상은 시스템의 전류제어 정밀도가 떨어

지는 원인이 된다. 본 논문에서는 전압, 전류의 시지연 보

상과 PWM 더블 업데이트 보상 방법으로 저 제어주기에서 

비롯된 전류 리플을 최소화 하려고 한다.
3.1 전압 시지연 보상

앞서 언급한 것처럼 계산된 a,b,c상 전압 지령이 PWM 인
버터에 반영될 때 까지 (1+)만큼의 지연이 생긴다. 

통상 1.5로 보상을 하지만 좀 더 정밀한 제어를 하기

위해서는 에 해당하는 계수 값을 구해야한다. 계수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각 RPM 별로 0토크 제어를 하기위한 q축 

전압 지령이 인가되는데 전압 시지연 보상을 하지 않는다면 

d축 전압 지령이 인가된다. 이를 보상하기 위하여 d-q전압 

지령을 3상 전압으로 좌표 변환시에 지연된 계수 값을 전

기각에 보상하여 그림 4와 같이 전압을 인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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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전류 검출 경로.
Fig. 6. Current detection path.

그림 7. 전류 검출 지연.
Fig. 7. Current detection del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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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RPM과 전류 시지연 계수에 따른 토크 비교.
Fig. 8. Comparing the torque and the current time delay 

coefficient according to RPM.

그림 4. PWM 발생 지연의 보상기법.
Fig. 4. Delay compensation method of PWM generation.

1000 2000 3000 4000
-1

0

1

2

3

4

d-
ax

is 
Vo

lta
ge

 [V
]

Speed [rpm]

 1.5T   1.4T   1.3T   1.33T

 

그림 5. RPM과 전압 시지연 계수에 따른 d축 전압 크기 비교.
Fig. 5. Comparing the d-axis volatege and the voltage time delay 

coefficient according to RPM.

그림 4와 같이 보상을 하며 계수를 변경하면서 실험을 

진행한다. 그림 5는 모터 속도별 전압 시지연 계수에 따른 

d축 전압의 크기의 변동을 보여주고 있다. 적합한 시지연 

계수를 선정하기 위해서 속도 증가에 따른 d축 전압을 비

교한다. 이때 속도 증가에 따른 d축 전압의 크기가 0근처에

서 변화량이 적은 계수를 선정하게 되는데 그림 5에서는 

값이 0.33인 총 시지연 보상값 1.33이 된다.
3.2 전류 시지연 보상

전류 센서로부터 3상 전류 검출 후 d-q 회전 좌표계로 

변환시 적용되는 전기각도 지연이 되므로 시지연 보상이 

필요하다. 그림 6과 같이 전류 검출 경로를 거칠 경우 전류 

센서와 filter에서 전류 검출의 시간 지연이 발생한다[1]. 이
것은 저속에서 문제가 되지 않지만 고속에서 전류 주파수

가 높아질 때 문제가 될 수 있다. 
전류검출 지연의 보상은 d축 전류만 인가하여 토크가 발

생하는지를 통해 보상한다. 왜냐하면 q축은 0토크 제어를 

하고 있고, 이때 d축 전류만 인가했는데 토크가 발생 한다

면 좌표변환 시에 d축 전류 성분이 q축 성분 전류로 나뉘

어진 것이다. 이는 전류를 읽어오는데 시간이 지연되어 실

제 회전자 위치와의 오차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원

인을 토대로 지연되는 현상을 보상하는 방법은 d축 전류를 

인가하였을 때 속도 별로 토크가 나오는 정도를 비교하여 

시지연 보상 계수를 결정하게 되므로 정밀한 토크센서가 

필요하다. 
전류 시지연 보상 계수는 속도를 증가시키면서 d축 전류

를 최대 전류의 50~70%를 인가하여 발생하는 토크를 비교

하여 결정한다. 그림 8에서는 속도에 따른 토크의 변동이 0
근처에서 가장 적은 0.4를 시지연 계수로 선정하였다. 

3.3 PWM 더블 업데이트

본 논문에서 사용되는 제어기의 제어 주기는 5kHz이다.
전류 제어 및 부가적인 알고리즘은 제어주기인 5kHz마다 

수행되고 PWM 주파수는 20kHz이다. 그래서 PWM 더블업

데이트를 반영하지 않는다면 그림 9(a)와 같이 계산된 전압 

지령이 PWM 다음 주기에 반영된다. 그러나 더블 업데이트

를 반영하게 되면 그림 9(b)와 같이 PWM 반주기 후에 반

영이 되어 더블 업데이트를 반영시키지 않은 것보다 반주

기 빠르게 반영된다. 극수가 많은 모터를 제어할 경우 구동 

주파수가 높은데 이 때 고속으로 제어 할 경우 샘플링이 

몇 번 안되기 때문에 25usec의 차이가 제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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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WM single update.

(b) PWM double update.

그림 9. PWM 업데이트 방식 비교.
Fig. 9. Compare PWM update method.

3.4 보완 알고리즘

디지털 제어기의 지연을 보상하고 더블 업데이트를 하여

도 저 제어주기로 인한 고속에서의 전류 리플을 줄이려면 

한계가 있다. 전류 리플이 발생하는 원인 중에는 그림 10의 

실험결과 파형에서 보여지듯이 샘플링의 한계로 인해 발생

한다. 한 주기안에 샘플링이 몇 번 계산 안되기 때문에 상

전압 지령, 전기각의 분해능이 상당히 안 좋은 것을 볼 수 

있다. 전류의 리플을 개선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전기각과 

전압 지령의 분해능을 높이는 알고리즘을 제안하였다. 
제어주기 및 신호 검출은 5kHz 주기로 수행하고 향후 

20kHz마다 업데이트할 4개의 전압지령(vasRef [1-4])을 계산

한다. 이 때 전압지령 vasRef [2-4]는 20kHz마다 전기각의 

변화를 고려해서 계산을 한다. 전기각의 변화를 고려해서 

계산한다는 것은 d-q축 전압지령을 3상으로 좌표 역변환시

에 반영되는 전기각의 변화를 고려해서 계산한다는 것이다. 
전기각의 변화를 고려하는 방법은 식(2)와 같이 5kHz마다 

계산한 전기각을 이전 전기각과 현재의 전기각의 변화량을 

구하여 20kHz마다 전기각의 변화량의 1/4만큼 씩을 증가시

킨다. 알고리즘을 반영한 결과는 그림 10이다.

  ∆ ×  × 

∆ : 5kHz마다 증가한 전기각              (2)

이렇게 계산할 경우 20kHz마다 인터럽트가 발생해서 계

산된 전압지령을 PWM 레지스터에 업데이트해야하고 q축 

전압 지령에서 상 전압지령 3개 더 계산해야하는 시간이 

추가된다.

(a) The compensation electric angle and back EMF.

(b) Enlarge a Fig. 10(a).

그림10. 저 제어주기 검출 전기각과 보상된 전기각.
Fig. 10. Electric angle that is detected on long control period and 

the compensation electric angle.

(a) Applied to the complementary algorithm.
(PWM single update)

(b) Applied to the complementary algorithm.
(PWM double update)

그림11. 보완된 알고리즘 적용시 PWM 업데이트.
Fig. 11. PWM update when applied to the complementary 

algorith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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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2. 보상 알고리즘 블록도.
Fig. 12. Compensation algorithm block diagram.

새로 제안된 5kHz마다 전압 지령을 계산한 후에 20kHz
마다 좌표변환이 적용된 전압 지령을 내보내는 그림을 나

타낸 것이 그림 11이다. 더블 업데이트를 하게 되면 새로 

좌표변환이 적용된 전압 지령이 반주기 이후에 업데이트 

될 수 있다.
고속에서 정밀한 제어를 하기 위해 알고리즘은 다음과 

같이 변경 되었다. d-q전류 제어의 d-q출력 전압을 5kHz마
다 갱신하고 이후 3상으로 좌표변환은 20kHz에서 수행된

다. 50usec마다 보상된 전기각으로 회전좌표계를 정지좌표

계로 역변환 시키면 abc상의 전압 지령 갱신이 정밀해진다.

III. 실험 및 결과

1. 수행시간 비교

본 논문에서 사용한 마이컴은 infineon사의 Aurix chip을 

이용하였다. Aurix의 TC275T는 tricore를 사용하고 있으며, 
최대 100MIPS의 성능을 갖으며, 멀티코어를 사용시 멀티코

어간 bus 이동시간 및 데이터 공유시간의 차이로 처리속도

는 다소 상승할 수 있다.
다음은 5kHz의 제어주기에서 수행된 시간과 알고리즘이 

적용된 20kHz의 제어주기의 수행시간을 비교하였다. 먼저, 
그림 13은 5kHz 제어주기의 toggle신호와 20kHz 주기의 

PWM 업데이트를 나타내고 있다. 그래서 toggle신호가 바뀌

면 PWM 업데이트 신호는 4번 발생한다. 제안된 알고리즘

의 PWM업데이트 수행 시간은 5usec이다. 
그림 14는 기능안전과 고장진단과 같은 부가적인 소프트

웨어를 제외하고 모터제어 로직만의 수행시간을 측정하여 

제안된 알고리즘을 적용했을 경우와 미적용 했을 경우 비

교하였다. 
그림 14(a)는 미적용시 max 약 88usec 소요되었으며, (b)

는 적용시 max약 79usec 소요되었다. 각각 수행시간은 회전

각, 전류량 등의 제어조건에 따라 제어시간(황색)이 변동되

그림13. 제안된 알고리즘의 PWM 업데이트 시간 [100usec/div].
Fig. 13. PWM update time of the proposed algorithm.

(a) Unadapted the proposed algorithm.

(b) Adapted the proposed algorithm.

그림14. 모터제어 수행시간 [100usec/div].
Fig. 14. Motor contorl execution time.

어 측정화면에서 jitter형태의 파형이 검출되었다. 알고리즘

을 적용할 경우 수행 시간이 줄어들었는데, 이는 전압지령

의 관련된 로직 기존의 5kHz제어 주기에서 20kHz 제어주

기로 포함 되면서 수행 시간이 상대적으로 줄어든 것을 볼 

수 있다. 
2. 무부하 속도 제어

무부하 상태에서 브레이크용 모터의 속도제어 실험을 통

20kHz PWM

5kHz Toggle

모터제어 로직 수행시간

5kHz Togg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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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실험 조건.
Table 1. Experimental conditions.

사양
모터 타입 SPMSM
공급 전압 12V
전류 제한 200A
기저 속도 1500RPM

모터 극수 / Slot 16극 / 18 Slot
고정자 저항 7m Ohm
인덕턴스 10 uH
제어 주기 5kHz

(a) Speed control without compensation algorithm.

(b) Enlarge a Fig. 13(a).

그림15. 보상된 알고리즘 없이 속도제어 실험 결과.
Fig. 15. Result of speed control without compensation algorithm.

(a) Speed control applied to compensation algorithm.

(b) Enlarge a Fig. 14(a).

그림16. 보상된 알고리즘을 적용한 속도제어 실험 결과.
Fig. 16. Result of speed control with compensation algorithm.

그림17. 압력제어 실험 장치.
Fig. 17. Pressure control experiment equipment.

해 알고리즘을 검증하고 개선사항을 확인하였다. 실험 조건

은 표 1과 같다. 논문에서 제안한 알고리즘을 검증하기 위

해 전압 시지연, 전류 시지연 보상과 함께 PWM 더블업데

이트를 반영하고 알고리즘을 반영하지 않은 실험결과와 알

고리즘을 반영한 실험결과를 비교하였다. 그림 15는 알고리

즘을 반영하지 않은 실험 파형이다.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5000RPM에서 샘플링의 한계로 

인해 전기각, A상 전압 지령의 정밀도가 크게 떨어지고, 전
류의 리플이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

해 본 연구에서 제시한 보완 알고리즘을 적용시켜 같은 속

도에서 실험을 진행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시한 알고리즘을 적용시킬 경우 5kHz에

서 연산한 전기각보다 20kHz에서 보상한 전기각의 파형의 

정밀도도 높고 이 전기각을 이용해 20kHz마다 정지좌표계

의 3상 전압으로 역변환 시켜서 상전압 지령의 정밀도 또

한 높아졌다. 실험 결과를 보면 전류의 리플이 상당히 개선

된 것을 볼 수 있다. 
3. 압력제어 성능 실험

모터 단품 상태에서 무부하 속도제어 실험을 통해 알고

리즘의 신뢰성을 확보한 후, 그림 17과 같이 전동식 제동시

스템 상에서 100bar 압력 반응 실험을 하였다. 보완 알고리

즘의 개선사항을 비교하기 위해 3번의 실험을 진행 하였다. 
첫 번째는 제어주기 20kHz로 진행하였다. 20kHz의 제어주

기로 실험을 할 경우 5kHz의 제어주기를 가질 경우보다 정

밀도가 크게 높아진다. 그래서 비교하기 위한 대조군으로써 

가장 좋은 실험 조건에서의 실험을 진행하였다. 그리고 2번
째는 본 논문에서 제안한 알고리즘을 적용하지 않고 5k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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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8. 압력제어 결과(20kHz 제어주기).
Fig. 18. Result of pressure control (20kHz control period).

그림19. 압력제어 결과(5kHz 제어주기).
Fig. 19. Result of pressure control (5kHz control period).

그림20. 압력제어 결과(5kHz 제어주기/20kHz PWM 업데이트).
Fig. 20. Result of pressure control (5kHz control period/20kHz 

PWM update).

제어주기를 갖는 조건에서 실험을 하였다. 마지막으로 보완

한 알고리즘을 적용시켜 첫 번쨰, 두 번째의 실험 결과와 

비교하여 개선된 정도를 비교하였다. 
그림 18은 20kHz의 제어주기를 갖고 압력제어를 수행한 

결과이다. 100bar의 압력에 도달하기 위해 최고 속도는 약 

2000RPM이고 100bar에 도달하는 시간은 약 180msec이다. 
그리고 전류 리플이 매우 적은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그림 19는 5kHz의 제어주기로 전류제어를 수행

하고 PWM 전압지령 또한 5kHz마다 업데이트 된다. 이 실

험 조건에서는 100bar에 도달하는 시간이 260msec이고 최

고속도는 1700RPM이 된다. 그리고 100bar에 도달하는 과정

에서 전류 리플이 크게 발생한다. 전류제어의 오차로 인해 

약자속 성능이 저하되어 최고 속도가 낮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5kHz 제어주기, PWM 전압지령은 20kHz 주

기의 보상된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실험한 결과는 그림 20
이다. 최고 속도가 약 1900RPM으로 운전되었으며 100bar에 

도달하는 시간이 약 200msec이다. 그리고 전류 리플이 개선

된 것을 볼 수 있다. 가장 이상적인 조건(제어주기 20kHz)
에서의 실험 결과보다 약간 성능이 떨어지지만 5kHz의 제

어주기를 갖는 실험 결과보다는 우수한 성능을 나타내었다.

IV. 결론

본 논문에서는 다극(16극) PMSM을 저 제어주기(200usec)
로 전류 제어 및 압력 제어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한 알고

리즘을 제시하였다. 보통 샘플링 비율(주파수/전동기의 구

동 주파수 비율)이 10보다 작으면 제어기가 불안정해진다. 
본 연구에서의 샘플링 비율은 5kHz/667Hz로 (16극 모터가 

5000RPM에서 약 667Hz의 구동 주파수를 갖게 되고 제어주

기는 5kHz)약 7.5이 된다. 이러한 불안정한 조건에서 전압, 
전류 시지연 보상 및 PWM 더블 업데이트, 보상 알고리즘

(5kHz 제어, 20kHz PWM 전압 지령 반영)을 통해 제어기의 

성능을 개선하였다. 5kHz의 제어주기를 갖는 제어기에 비

해 고속에서 전류의 리플이 10A 이내로 제어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압력제어 성능도 100bar에 도달하는 시간이 200msec
이내에 도달하도록 개선하였다.

연구 결과 제어기의 성능을 개선하였고, 향후 시스템의 

실차 실험을 통해 긴급제동 성능을 확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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