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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상 유도전동기용 벡터제어 인버터를 위한 전류측정 오차 보상 방법

Compensation Method of Current Measurement Error for Vector-Controlled Inverter 

of 2-Phase Induction Mo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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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e phase currents must be accurately measured to achieve the instantaneous torque control of AC motors. In 

general, those are measured using the current sensors. However, the measured current signals can include the offset errors 

and scaling errors by several components such as current sensors, analog amplifiers, noise filter circuits, and analog-to-digital 

converters. Therefore, the torque-controlled performance can be deteriorated by the current measurement errors. In this paper 

we have analyzed the influence caused by vector control of 2-phase induction motor when two errors are included in 

measured phase currents. Based on analyzed results, the compensation method is proposed without additional hardware. The 

proposed compensation method was applied vector-controlled inverter for 2-phase induction motor of 360[W] class and 

verified through computer simulations and experi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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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오늘날 단상 유도전동기(SPIM ; Single-Phase Induction 

Motor)는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팬, 펌프 등과 같은 분수 마력 

이하의 저전력 응용분야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SPIM

은 구조적으로 단순하지만 동작의 해석이 용이하지 않고 기동토

크를 발생하지 못하므로 주권선과 별도로 보조권선을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기동토크를 발생시킨다[1-2]. 최근에는 이러한 응

용제품의 고급화 추세에 따라 벡터제어(vector control) 이론을 

적용하여 SPIM을 가변속 운전하는 연구가 진행되기도 하였으나, 

이는 주권선과 보조권선의 비대칭 특성으로 인하여 벡터제어가 

곤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보조권선을 주권선과 동일한 권선으로 설계 제작하는 것이 바람

직하며, 이렇게 제작된 전동기를 2상 유도전동기(2PIM ; 

2-Phase Induction Motor)라고 한다[3-4]. 2PIM은 3상 유도전

동기(3PIM ; 3-Phase Induction Motor)와 수학적인 해석이 매

우 유사하여 3PIM에서처럼 벡터제어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해진

다[2]. 그러나, 2PIM은 2개의 권선만을 가지므로 전동기의 슬롯 

구조가 3PIM에 비해 간단해지고 가격이 낮아지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상용 단상 전원을 사용하는 저전력 모터 드라이브 분야

에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으며, 벡터제어를 위한 좌표변환에서 

3상을 2상으로 변환하는 과정이 생략되어 상대적으로 연산처리 

성능이 낮은 마이크로컨트롤러를 사용하여 제어기를 구성할 수 

있으므로 인버터의 하드웨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교류전동기에서 벡터제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전

동기로 입력되는 상전류를 정확하게 측정하는 것이 필요하며 여

기에는 주로 홀전류센서(Hall current sensor)가 사용되는데, 이

렇게 측정된 상전류에는 홀전류센서, 아날로그 증폭기, 노이즈 필

터(noise filter) 회로, 그리고 A/D 컨버터 등과 같은 구성요소에 

의해 오프셋 오차(offset error) 및 변환이득 오차(scaling error)

를 포함할 수 있다[5-8]. 이러한 오차들은 벡터제어에서 전동기

의 토크리플을 증가시키므로 이를 제거 또는 감소시키기 위한 많

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6-18].

종래에는 인버터를 구동하기 전에 인버터가 정지된 상태에서 

오프셋 오차 및 변환이득 오차를 미리 측정하여 이를 보상하는 

방법이 주로 연구되었으나[7-9], 이 방법들은 인버터가 운전 중

인 상태에서 환경 변화에 따라 달라지는 오차에 대해서는 적절하

게 보상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인버터의 운

전 중에 이러한 오차들을 실시간으로 보상하는 여러 가지 새로운 

방법이 제안되었으며, 이 방법들은 속도제어기의 기준토크에 보

상하는 방법[10-11], d, q 축 전류제어기의 출력 기준전압에 보

상하는 방법[12-16], 고주파 신호 주입을 통하여 얻어진 오차를 

보상하는 방법[17], 위상 동기화 기법을 사용하여 오차를 보상하

는 방법[18] 등이 있다. 그러나, 이 방법들은 전류측정 오차를 

보상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이 복잡하여 저가형 시스템에

는 적용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며, 그나마도 대부분 3상 교류전동

기를 대상으로 연구되어 왔다. 본 논문에서는 3PIM보다 더 간단

한 방법으로 2PIM의 벡터제어에서 오프셋 오차 및 변환이득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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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가 전동기 벡터제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하드웨어의 추

가 없이 간단한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으로 이러한 오차를 실시간

으로 보상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그리고, 이것을 360[W]급의 

2PIM용 벡터제어 인버터에 적용하여 컴퓨터 시뮬레이션 및 실험

을 수행함으로써 그 유효성을 검증한다.

2. 2상 유도전동기용 벡터제어 인버터에서 전류측정 오차의 

영향

2.1 오프셋 오차의 영향

2상 유도전동기용 벡터제어 인버터에서 전류센서로부터 측정

된 전류 
′ , 

′ 는 전동기에 흐르는 실제전류  , 를 측정하

는 과정에서 오프셋 오차로 인한 전류오차  , 가 포함된 형

태로 식 (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1)

′   

식 (1)을 2상 정지좌표계와 동기 회전좌표계의 변환 관계식에 

대입하면, 실제 d, q 축 전류는 다음과 같다. 여기서, 
′  및 

′ 는 

오프셋 오차가 포함된 d, q 축 전류를 나타낸다.

  
′ 

(2)
  

′ 

2상 유도전동기의 발생토크는 동기 회전좌표계로 변환된 d, q

축 전류로부터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3)

그러나, 전류측정 오차를 포함하는 경우의 발생토크 
′ 는 식 

(3)에 식 (2)를 대입하여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  







′       ′       

(4)

   






′ ′  ′ ′  

 






′        ′     

   






′ ′  ′ ′  

 






             

      ∼

여기서,       ,    ,   ′


 
′  , 

  
′  ′ 이며, A와 B는 회전각 에 대하여 상수이다. 이

와 같이 오프셋 오차가 포함되는 경우에 전동기의 발생토크 
′

는 식 (4)와 같이 전류측정 오차가 없을 경우의 토크 에 직류

성분의 오차토크   리플성분이 포함된 오차토크 ∼ 가 

합해진 형태로 표현된다.

2.2 전압 변환이득 오차의 영향

변환이득 오차를 포함하여 측정된 상전류 
′′ , 

′′ 를 a상 및 b

상의 변환이득   와 실제전류  , 의 관계식으로 표현하

면 다음과 같다[6].


′′ 

(5)

′′ 

여기서, 식 (5)를 2상 정지좌표계와 동기 회전좌표계의 변환 

관계식에 대입하면 실제 d, q 축 전류와 변환 이득에 의한 전류

오차가 포함된 d, q 축 전류를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


 
(6)

 


′′


 
이제 식 (3)의 토크 식에 식 (6)을 대입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변환이득 오차가 포함된 토크 
″로 표현할 수 있다.


″ 




 






′′
  

   









′′
  

   



(7)

여기서, 변환이득 와 를 서로 같아지도록 제어할 수 있

다면, 전동기의 토크리플은 제거되어 발생토크는 식 (8)과 같이 

되며, 이것은 식 (3)의 발생토크 와 같아진다.


″ 











″ ″ (8)

단, 
″   , 

″   이다. 그러나, 이때의 발생토크는 

변환이득 오차가 포함되지 않은 발생토크 에 
 을 곱한 값

에 직류성분의 오차  를 포함하는 형태로 식 (9)와 같이 다

시 표현할 수 있다.


″ 










 









′′ ′′  
 




  (9)

이처럼 변환이득 와 가 서로 같아지도록 제어한다면 d

축 전류와 q축 전류에도 각각 만큼의 변환이득 오차를 갖게 

되며, 이러한 변환이득 오차에 의한 토크 중에서  성분은 속

도제어기에서 실시간으로 보상되어 제거된다. 그러나, 
  성

분은 d축 및 q축 전류에 의하여 발생되는 토크로서 전동기의 정

격운전 범위에서 d축 전류를 일정하게 제어하므로 속도제어기에



기학회논문지 65권 7호 2016년 7월

1206

서 필요한 토크를 발생시키려면 d 축 전류의 오차만큼 q 축 전류

를 보상하게 된다.

3. 전류측정 오차의 실시간 보상방법

이제 2상 유도전동기용 벡터제어 인버터에서 전류제어 주기마

다 측정된 상전류의 최대값 및 최소값을 검출하고 이로부터 오프

셋 오차 및 변환이득 오차를 실시간으로 보상하는 방법을 제안한

다. 예를 들어 a 상 전류로부터 그림 1과 같이 양의 반주기에서 

＜가 되는 첫 번째 지점을 검출하고, 그림 2와 같이 음의 

반주기에서 ＞가 되는 첫 번째 지점을 검출하면 이것은 

각각 한 주기에서 측정된 a상 전류의 최대값 및 최소값이 된다. 

여기서, 는 현재 주기의 측정값이며, 는 이전 주기의 측정

값을 나타낸다.

그림 1 a 상 전류의 최대값 검출방법

Fig. 1 Maximum value detection method of phase-a

current

그림 2 a 상 전류의 최소값 검출방법

Fig. 2 Minimum value detection method of phase-a

current

3.1 오프셋 오차 보상방법

오프셋 오차가 포함된 상전류에는 최대값(

 , 


 )과 

최소값(

 , 


 )의 크기에 오차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로

부터 얻어진 평균값은 식 (10)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이를 오

프셋 오차가 포함된 상전류 
′ , 

′ 와 평균값의 차를 계산하면 

오프셋 오차가 보상되어 토크리플 성분을 쉽게 제거할 수 있고, 

보상된 a, b상 전류는  , 가 된다. 그림 3은 제안한 오프셋 

오차를 보상하는 알고리즘 블록도이며, 그림 4는 오프셋 오차가 

포함된 파형과 오프셋 오차가 보상된 파형을 나타낸다.

 



  


 

(10)

 



  


 

그림 3 오프셋 오차의 보상 알고리즘

Fig. 3 Compensation algorithm of offset errors

그림 4 오프셋 오차를 보상하는 전류 파형

Fig. 4 Proposed compensation current waveforms of offset

errors

3.2 변환이득 오차 보상방법

3.2.1 임의의 한 상을 기준으로 보상하는 방법

임의의 한 상을 기준으로 변환이득 오차를 보상하는 방법은 

한 상의 전류를 기준으로 하여 다른 한 상의 전류에 대한 기준 

상전류에 이득비를 계산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a상 전류가 기

준이 되면 b상 전류에 대한 a상 전류의 보상계수 는 식 (11)

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측정된 b상 전류 
′′ 에 이 보상계수를 

곱하면 a상 전류의 변환이득과 같은 b상 전류 

 가 된다. 

이와 같이 보상하기 전의 파형과 보상된 파형을 그림 5에 함께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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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 × (12)

그림 5 한 상을 기준으로 변환이득 오차를 보상하는 전류 파형

Fig. 5 Compensated current waveforms based on single 

scaling errors

(a)   > 1의 경우

(b)   < 1의 경우

그림 6 변환이득 오차에 따른 전류 및 토크

Fig. 6 Current and torque according to scaling errors

그림 6은 임의의 한 상을 기준으로 변환이득 오차를 보상하는 

방법을 시뮬레이션한 결과이다. 가 1보다 큰 경우와 가 1

보다 작은 경우에 a, b상 전류, q축 전류 그리고 발생토크의 변

화를 차례로 보였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a)의 경우에는 

가 1보다 크기 때문에 q축 전류는 
에 비례하여 증가하고, 

(b)의 경우에는 가 1보다 작기 때문에 q축 전류는 
에 비례

하여 감소하게 된다. 이로부터, 임의의 어느 한 상을 기준으로 보

상하는 것은 a상 및 b상의 전류 크기가 같아져 토크리플이 제거

되지만, a상에 포함된 변환이득이 q축 전류의 크기의 오차로 나

타나는 단점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2.2 두 상의 변환이득 오차를 보상하는 방법

앞에서 본 것처럼 한 상을 기준으로 전류의 변환이득 오차를 

보상하는 방법은 q축 전류의 크기에 오차를 발생시키는 단점을 

가지므로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단점을 개선할 수 있는 두 상의 

변환이득 오차 보상 방법을 제안한다. 변환이득 오차는 두 상전

류의 변환이득  , 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게 되는데, 측정된 

상전류로부터 두 상의 변환이득에 차이가 존재하는 것은 알 수 

있지만, 각 상의 변환이득을 정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두 상

전류의 변환이득이 서로 같아지도록 보상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두 상의 변환이득 오차 보상방법은 각 상전류의 이득비를 각

각 구하는 방법인데[6], 여기서 a, b상의 전류에 대한 보상계수

를 각각  , 라 하면 이를 식 (13)과 같이 표현할 수 있으며, 

여기에 식 (5)를 적용하면 식 (14)와 같은 관계를 얻을 수 있다. 

여기서, 는 
′′ 가 

′′ 의 변환이득과 같아지도록 하는 보상계수

이고, 는 
′′ 가 

′′ 의 변환이득과 같아지도록 하는 보상계수가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13)

 











′′ 

(14)

′′ 

각 상전류에 보상계수를 곱하여 얻은 a상 전류 
′′ 와 b상 

전류 
′′ 에 각각 측정된 전류 

′′ 와 
′′ 를 더하여 평균하면 식 

(15)와 같이 변환이득이 같은 a상 전류 

 , b상 전류 



 가 된다. 이는 a, b상의 전류에 대한 평균값이며, 두 상전

류의 변환이득의 크기는 같아진다. 이와 같이 두 상의 변환이득 

오차를 보상하는 알고리즘의 블록도는 그림 7에 보였으며, 변환

이득 오차가 포함된 a, b상의 상전류와 보상을 수행한 전류 파형

을 그림8에 보였다. 



 


′′ ′′ 

 


(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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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변환이득 오차의 보상 알고리즘 

Fig. 7 Compensation algorithm of scaling errors

그림 8 두 상의 변환이득 오차를 보상하는 전류 파형 

Fig. 8 Compensated current waveforms of two scaling 

errors

이상에서 설명한 그림 3의 오프셋 오차 보상기와 그림 7의 변

환이득 오차 보상기를 포함하는 전체 벡터제어 블록도를 보이면 

그림 9와 같다.

그림 9 전류측정 오차 보상기를 포함한 벡터제어 인버터의 블

록도

Fig. 9 Block diagram of vector-controlled inverter with 

current measurement error compensator

4. 컴퓨터 시뮬레이션 및 실험 결과

4.1 컴퓨터 시뮬레이션 결과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의 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해 

MATLAB/Simulink를 사용하여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그림 10은 오프셋 오차를 a, b상에 각각 ±0.1[A]로 주고, 변환

이득 오차는 a, b상에 각각 +20[%], –10[%]로 주었으며, 1/2

부하 상태에서 +1200[rpm]의 기준속도로 2PIM을 기동하여 운

전하다가 0.5[sec] 이후에 오프셋 및 변환이득 오차를 보상하는 

경우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나타낸다. 이 그림의 (a)에서 위쪽의 

그래프는 각각 기준 속도와 실제속도이며, 아래쪽 그래프는 토크

인데 0.5초 이후의 분홍색 곡선은 보상된 토크를 나타낸다. 그림 

(b)에서 위쪽의 그래프는 a상 전류, b상 전류, 보상전과 후의 전

동기 상전류 최대값을 나타내며, 아래쪽 그래프는 보상 전과 후

의 d축 및 q축 전류를 나타낸다.

여기서, 오차를 보상하기 전 0.5[sec]동안에는 전동기의 발생토크 및 

d, q축 전류에 실제 운전 주파수의 2배에 해당하는 리플성분이 포함되어 

있으며, 제안한 방법으로 오차를 보상하는 0.5[sec] 이후에는 토크리플 및 

d, q축 전류리플이 완전히 제거되었고 두 상전류에 포함된 변환이득의 크

기가 평균값이 되기 때문에 q축 전류의 크기 오차가 최소화된다. 이로부

터 제안한 방법을 사용하면 측정 전류와 보상된 전류가 거의 일치하도록 

제어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a) 회전속도 및 토크

 (b) a, b상 전류 및 d, q축 전류

그림 10 제안된 방법의 시뮬레이션 결과 

Fig. 10 Simulation results of proposed method

4.2 실험 결과

본 논문에서 실험에 사용한 M-G 세트는 그림 11과 같다. 벡

터제어 인버터는 컨버터부, 인버터부, 제어부로 구성되는데, 컨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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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부는 단상 브릿지 다이오드 모듈과 평활용 커패시터를 사용하여 

간단하게 구성하였고, 인버터부는 Infineon Technologies사의 600 

[V]/6[A]급의 IPM(Intelligent Power Module)인 IGCM06F60GA

를 사용하였으며, 제어부는 STMicroelectronics사의 32-bit ARM 

Cortex-M4형 마이크로컨트롤러인 STM32F407VET6을 사용하

였다.

그림 11 실험 장치의 사진

Fig. 11 Photograph of experimental setup 

실험은 앞의 시뮬레이션과 동일한 조건에서 수행하였으며, 모

든 파형은 Texas Instrument사의 12비트 4채널 D/A 컨버터인 

DAC7554를 사용하여 출력하였고, 이를 오실로스코프로 측정한 

모든 전류 파형은 1[V]당 1[A], 발생토크 파형은 1[V]당 

1[N·m]을 나타낸다. 그림 12는 제안한 방법으로 오프셋 오차와 

변환이득 오차를 보상한 경우의 a, b상 전류 및 q축 전류 그리

고 계산된 2PIM의 발생토크 파형을 나타낸다. 이 실험 결과에서 

전동기의 토크리플은 현저하게 제거되었으며, a, b상 전류 및 q

축 전류의 크기는 보상 전후를 비교하였을 때 측정전류와 보상된 

전류의 크기가 거의 동일하게 유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2 제안된 방법의 실험 결과 

Fig. 12 Experimental results of proposed method

5. 결  론

전동기의 상전류 측정하는 과정에서 오프셋 오차와 변환이득 

오차가 포함될 경우에는 전동기에 토크리플이 발생될 수 있으므

로 이를 보상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오프셋 오차는 상전류로부터 

오프셋 오차의 정보를 알아낼 수 있으므로 비교적 쉽게 보상되었

지만, 변환이득 오차는 각 상전류의 변환이득을 정확히 알 수 없

기 때문에 두 상전류의 변환이득이 서로 같아지도록 보상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변환이득이 같아지면 토크리플은 제거할 

수 있지만 보상 방법에 따라 q축 전류의 크기 오차가 증가할 수 

있으므로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현재

까지 3PIM에 대하여 연구되어온 전류측정 오차 보상방법

은 상전류에 고주파를 주입하여 상전류의 변환이득 오차

를 추정하여 보상하거나, 전류제어기에서 간접적으로 보

상함으로써 토크리플과 전류 크기의 오차를 최소화하였는

데 이를 적용하기 위한 알고리즘이 상당히 복잡하다는 단

점이 있었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2PIM를 위한 인버터에서 전류센서로부

터 측정된 a상 및 b상 전류의 최대값 및 최소값을 실시간으로 

검출하는 방법으로 간단하게 오프셋 오차를 보상하고, 변환이득 

오차는 상전류의 최대값으로부터 보상계수를 계산하여 해당 전류

에 보상함으로써 보상 알고리즘을 단순화하였다. 임의의 한 상을 

기준으로 보상하는 방법은 임의의 한 상에 포함된 변환이득 오차

에 의해 q축 전류의 크기 오차가 증가하는 단점을 가지고 있으

므로,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a, b상 각각의 보상계수를 구하고 

이를 이용하여 두 상전류의 변환이득에 대한 평균값으로 보상하

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이를 360[W]급의 벡터제어 인버터에 적

용하고 컴퓨터 시뮬레이션과 실험을 통하여 전동기의 토크리플이 

거의 제거되며 q축 전류의 크기가 보상 전후를 비교하였을 때 

측정전류와 거의 일치하도록 제어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논문

에서 제안한 방법은 2개의 상전류를 갖는 2PIM에서 별도의 하드

웨어를 추가하지 않고 간단한 소프트웨어 알고리즘만을 사용하여 

전류측정 오차를 보상하므로 앞으로 저가형의 2상 유도전동기 제

어 시스템에 널리 사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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