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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측 전류 기법을 적용한 3-션트 전류검출 3상 인버터의

전류 복원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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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measurement of three-phase current is important to control the instantaneous torque of a interior

permanent magnet synchronous motor(IPMSM) using a three-phase inverter. Therefore, shunt resistors are used

in low-cost motor-driving systems to measure three-phase current instead of additional current sensors that

are too expensive for these systems. However, in certain regions of a space vector plane, shunt resistors cannot

reconstruct three-phase current in high-speed driving mode. In this paper, predictive current control is used to

compensate for the three-phase current in those regions, which results in a reduction of current ripple in a

three-shunt sensing inverter(TSSI) and torque ripple in IPM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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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3상 인버터를 사용하는 산업용 IPMSM에서 순시 토

크를 제어하기 위해서는 3상의 전류를 측정 해야만 한

다. 전류를 측정하는 방법에는 2개의 전류 센서를 이용

하여 2상의 전류를 측정한 후에 1상의 전류를 계산하는

방법과 션트 저항을 이용하여 측정하는 방법이 있다. 일

반적으로 저용량, 낮은 가격의 모터 구동 시스템에서는

전류센서를 사용하기에는 부피가 크고 비용이 높은 문

제가 있으므로 션트 저항을 이용하여 전류를 측정하게

된다.[1],[2]

션트저항을 이용하여 전류를 얻는 방법은 션트 저항

으로 전류를 흘려주어 양단에 걸리는 전압을 측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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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onfiguration of single shunt sensing inverter.

전류를 검출해내는 방법이다. 그림 1과 같이 3상 인버터

에서 3상의 전류를 모두 측정하기 위해 직류단에 하나

의 션트저항을 삽입하여 직류단의 전류를 검출해내는

방법과 그림 2처럼 하단스위치 이미터와 직류단 사이에

3개의 션트저항을 각각 삽입하여 3상 전류를 검출하는

방법이 있다. 하지만 두 방법 모두 전류를 측정 할 수

없는 전류 복원 불가 영역이 생기게 된다. 이 중 3-션트

저항을 사용하는 인버터에서는 하단 스위치 2개가 켜지

게 되면 2개의 상전류를 측정할 수 있고 나머지 한상의

전류는 키르히호프의 전류 법칙에 의해 구할 수 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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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Configuration of three shunt sensing 3-phase inverter.

TABLE I

OBTAINABLE PHASE CURRENT INFORMATION

DEPENDING ON SWITCHING STATES IN

SHUNT-SENSING

Switching state
(Sa, Sb, Sc)

Obtainable
current
(ia, ib, ic)

(1, 0, 0) (x, ib, ic)

(1, 1, 0) (x, x, ic)

(0, 1, 0) (ia, x, ic)

(0, 1, 1) (ia, x, x)

(0, 0, 1) (ia, ib, x)

(1, 0, 1) (x, ib, x)

(0, 0, 0) (ia, ib, ic)

(1, 1, 1) (x, x, x)

된다. 2상의 전류를 구하기 위해선 스위칭 주기 내에서

2개 이상의 하단스위치가 켜져 있는 시간 영벡터(0, 0,

0)의 인가시간과 유효벡터 (1, 0, 0), (0, 1, 0), (0, 0, 1)

의 인가시간의 합이 적어도 Tmin 동안 유지 되어야 한

다. Tmin은 그림 3과 같이 Tdead와 Tset, Tad로 구성된다.

Tdead는 단락회로를 방지하기 위한 시간이고, Tset은 스

위칭시 발생한 전류의 링잉이 끝나는데 걸리는 시간,

Tad는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는데 걸리

는 시간이다[3]. 3-션트 저항을 쓰는 인버터의 고속 영역

에서는 전류를 측정 할 수 있는 하단스위치가 두개 이

상 켜져 있는 시간이 Tmin 보다 작아지기 때문에 잘못된

전류가 검출되게 되어 3상의 전류를 알 수 없게 된다.

이는 전류제어기에 잘못된 피드백을 줌으로써 모터에

토크 리플과 소음을 발생시키며 전류 복원 불가 영역에

의해 전압이용률이 낮아지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고속

영역의 전류복원이 불가능한 영역에서 잘못 검출된 전

류 대신 예측 전류 기법을 사용하여 전류의 왜곡과 토

크 리플의 감소를 시뮬레이션과 실험으로 검증하였다.

2. 전류 복원 불가 영역

표 1은 스위칭 상태에 따라 검출 가능한 상전류를 나

타낸다. 스위칭의 상태가 바뀔 때마다 전류를 검출하기

위한 최소한의 시간은 식 (1)과 같다.

Fig. 3. Minimum time for sampling the phase current.

Fig. 4. The time for measuring phase current.

Fig. 5 Immeasurable regions in TSSI.

min dead set adT T T T= + + (1)

IPMSM의 벡터제어를 하기 위해서는 SVPWM (Space

Vector Pulse Width Modulation)을 사용하고, 스위칭 기

법은 그림 4와 같이 통상적으로 대칭 공간 벡터 변조

방식을 사용한다. 3-션트 저항을 사용하는 인버터에서

MI(Modulation Index)를 증가 시키면 그림 5의 A1영역

에서는 T0/2 + T1 시간이 Tmin보다 크므로 전류가 검출

된다. A2영역에서 하단스위치의 두 개를 턴온 시키는

V1 전압벡터가 Tmin보다 작아지게 되어도 영전압 벡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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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Entire immeasurable regions in TSSI.

충분히 크기 때문에 이 영역에서도 전류검출이 가능하

다. 하지만 A3영역에서는 영전압 벡터 또한 작아지기

때문에 전류를 검출 할 수 없게 된다[4].

그림 6에서 전체적인 전류측정 불가능 영역을 살펴보

면 유효 전압벡터 V2, V4, V6 부근에서는 하단스위치 두

개가 켜져 있는 순간이 없다. 그러므로 영전압 벡터의

인가시간이 Tmin보다 더 커야 전류를 검출 할 수 있기

때문에 T0는 Tmin의 두 배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모든

영역에서 전류를 복원할 수 있는 MI값은 파란색 원 내

부가 되고, 그보다 MI값이 커지게 되면 일정 영역에서

전류 복원 불가 영역으로 들어가게 되어 전류제어기에

잘못 복원된 전류 피드백이 입력된다.

3. 제안하는 예측전류 기법

전류 복원 불가 영역에서 예측 전류 기법을 사용하기

위해 IPMSM 모터의 고정자 전압 방정식을 식(2)처럼

나타낼 수 있다.

a
a s a s a

b
b s b s b

c
c s c s c

div R i L e
dt
div R i L e
dt
div R i L e
dt

= + +

= + +

= + +

(2)

위의 식에서 sR 는 고정자 저항을, sL 는 고정자 인덕

턴스를 나타내며 ae , be , ce 는 각 상의 역기전력 성분

을 의미한다. 식(2)에서 나타난 각 상전류의 도함수는

오일러 근사에 의해 식(3)으로 대체된다.

( 1) ( )abc abc abc

s

di i k i k
dt T

+ -
» (3)

식(3)에서 sT 는 샘플링 시간을 나타낸다. 식(3)을 식(2)

Fig. 7. Block diagram of the proposed method.

TABLE II

PREDICTIVE CURRENT ACCORDING TO SAMPLING

TIME

kth
sampling

predictive current

k
*( 1) (1 ) ( ) ( ( ) ( ))p s s s

abc abc abc abc
s s

R T Ti k i k v k e k
L L

+ = - + -

k+1 *( 2) (1 ) ( 1) ( ( 1) ( 1))p s s s
abc abc abc abc

s s

R T Ti k i k v k e k
L L

+ = - + + + - +

k+2 *( 3) (1 ) ( 2) ( ( 2) ( 2))p s s s
abc abc abc abc

s s

R T Ti k i k v k e k
L L

+ = - + + + - +

k+3 *( 4) (1 ) ( 3) ( ( 3) ( 3))p s s s
abc abc abc abc

s s

R T Ti k i k v k e k
L L

+ = - + + + - +

에 대입하여 k+1번째 샘플링의 전류에 관련된 식으로

정리하게 되면 식(4)가 된다. 위첨자 p는 예측된 변수이

고 ˆ ( )abce k 는 추정된 역기전력이다.

* ˆ( 1) (1 ) ( ) ( ( ) ( ))p s s s
abc abc abc abc

s s

R T Ti k i k v k e k
L L

+ = - + - (4)

여기서 식 (4)에서 k+1번째 전류를 구하기 위해서는 k

번째 전류와 k번째 지령전압 그리고 추정역기전력을 알

아야 한다. 전류와 지령전압은 이미 알고 있는 값이지만

추정 역기전력은 계산을 통해 구한다. 역기전력의 주파

수는 샘플링 주파수보다 훨씬 더 작으므로 한 샘플링

동안 크게 변하지 않기 때문에 한 샘플링 전의 역기전

력을 계산하여 추정 역기전력으로 사용한다[5].

*ˆ ˆ( 1) ( ) ( 1) ( ) ( ) ( 1)s s
abc abc abc abc abc

s s

L Le k e k v k i k R i k
T T

- » = - - - - - (5)

앞서 언급했듯이 그림 5의 A3영역에서는 전류 복원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식(4)를 통해 구해진 예측된 전류가

전류제어기에 피드백 되어야 한다. 그림 7은 제안된 전

류 복원 방법의 블록도이다. 표 2와 같이 전류 복원 불

가 영역에서 예측된 전류는 다음 샘플링에서 다시 쓰이

게 되어 션트저항으로 검출된 전류를 대신하게 된다.

3. 시뮬레이션

전류 복원 불가 영역을 포함할 정도로 MI값이 클 때

전류파형과 예측 전류 기법을 사용한 전류파형을 PS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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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III

SIMULATION PARAMETER

Parameter Value

DC-Link voltage 48[V]

Shunt resistor 1[mΩ]

Switching frequency 5[kHz]

Tmin 15[μs]

d axle inductance 0.303[mH]

q axle inductance 0.907[mH]

Stator resistor 0.5[Ω]

Pole number 8

Fig. 8. Simulation waveforms of phase current by

conventional 3-shunt method.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비교하였다. 표 3은 3상인버터와

IPMSM의 파라미터를 나타내었다.

그림 8은 기존의 3-션트 저항을 이용하여 전류를 검

출하는 방법을 적용하였을 때의 전류의 왜곡현상을 보

여준다. 예측전류기법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 MI가 높아

지면 Tmin값보다 하단스위치가 2개 이상 턴온 되어 있는

시간이 작아지는 영역이 생기게 된다. 따라서, d-q축 전

류의 궤적이 전류 복원 불가 영역을 포함하게 되고 3-

션트 저항에서 검출되는 전류가 왜곡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전류 왜곡 때문에 그림 9에서처럼 토

크 리플이 발생하였다.

그림 10은 전류 검출 불가 영역에서 제안한 예측전류

기법을 적용한 전류이다. 제안된 예측 전류기법은 특정

MI이상에서 왜곡되던 전류왜곡이 크게 감소하였고 전류

왜곡이 감소함에 따라 그림 11과 같이 토크 리플도 감

소하였다.

Torque [Nm]

Fig. 9. The output torque in the conventional method.

Fig. 10. Simulation waveforms of phase current applying

proposed 3-shunt method.

Torque [Nm]

Fig. 11. The output torque in the proposed method.

6. 실 험

제안한 기법을 검증하기 위해 실험을 수행하였다. 실

험용 MG세트를 구성하기 위해 매입형 영구자석 동기전

동기와 유도전동기를 연결하여 사용하였다. 부하로서 유

도전동기는 속도 제어를 수행하며, 동시에 매입형 영구

자석 동기전동기는 일정 토크 제어를 수행하여 일정한

MI값을 갖게 하였다. 그림 12는 기존의 3-션트 저항에

서 검출된 IPMSM의 상전류 실험파형이다. 검출된 전류

의 크기는 4A로 MI 값이 전류 복원 불가영역을 포함하

지 않아 전류왜곡이 없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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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A/div
5ms/div

                  Measured Current
Reconstructed Current

Fig. 12. Current waveforms of conventional 3-shunt

resistors method under the current measurable regions.

                  Measured Current
                  Reconstructed Current

2A/div
5ms/div

Fig. 13. Current waveforms of conventional 3-shunt

resistors method under the current immeasurable regions.

Measured Current
                  Predictive Current

2A/div
5ms/div

Fig. 14. Current waveforms of proposed 3-shunt resistors

method under the current immeasurable regions.

그림 13은 전류 검출 불가 영역에서의 기존의 3-션트

저항을 이용한 방법으로 검출된 상전류 파형이다. 전류

의 크기를 6A로 증가함에 따라, MI값이 전류 복원 불가

영역을 포함하게 되어, 3-션트 저항으로 검출되는 전류

가 왜곡되는 것을 실험으로 확인하였다.

그림 14는 제안된 예측전류기법을 적용한 3-션트검출

상전류 파형이다. 그림 12와 동일한 크기의 전류를 인가

하였지만 전류 복원 불가 영역에서 3-션트 저항으로 검

출되는 전류의 왜곡이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5는 전류 검출 불가 영역에서 전압벡터의 크기

를 유지하는 기존의 전압벡터 보상기법과 제안된 예측

                  Conventional Method
                  Proposed Method

2A/div
3ms/div

Fig. 15. Comparison of current waveforms between

conventional and proposed 3-shunt compensation method

under the current immeasurable regions.

전류기법을 적용 했을 때의 상전류 파형을 비교한 것이

다. 기존의 보상기법을 적용할 시 그림 13의 복원된 전

류보다 왜곡은 감소하지만 전류 검출 불가 영역에서 일

정한 전압벡터를 이용하므로 약간의 왜곡이 남아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7. 결 론

본 논문에서는 3-션트 저항을 이용해 상전류를 측정

하지 못하는 영역에서 전류, 지령전압, 한 샘플링 전의

역기전력을 계산하여 구한 추정 상전류 정보를 이용한

다. 이를 통하여 3상 인버터가 전류 복원이 불가한 영역

을 포함하는 MI를 가질 때 전류 왜곡, 토크 리플이 감

소하므로 구동시스템의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 시뮬

레이션과 실험 결과를 통해 제안된 예측 전류 기법에

의한 3-션트 저항을 이용한 전류검출 3상 인버터의 전

류복원 방법의 가능성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는 2015년도 산업통상자원부의 재원으로

한국에너지 기술 평가원(KETEP)의 지원을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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