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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compares the sensorless control performance according to the applied voltage waveform by injecting 

sinusoidal, triangular, and square waveform in the harmonic injection sensorless control method. By injecting 

various voltage shape waveform with a frequency of 1kHz, the error amount of the estimated angle for each 

waveform is compared and analyzed. For the experiment, the HILS(hardware in the loop simulation) system was 

used. The hardware is the control board, and the inverter and motor models implemented in Simulik are located

in the real-time simulator. The control algorithm is implemented by the FPGA control board, which includes a 

PWM interrupt service routine with a frequency of 10 kHz, harmonic injection and position detection sensorless 

algorithm.

요  약

본 논문은 전동기의 저속 영역 운전의 센서리스 기법으로 적합한 고조파 주입 센서리스 제어기법에서 사인파, 삼각파 및 사각파를

주입하여 인가 전압 파형에 따른 센서리스 성능을 비교한다. 본 연구는 영구자석 전동기의 센서리스 기법에 관한 것이다. 1kHz 주

파수를 갖는 여러 모양의 파형을 주입하여, 각 파형에 대한 추정된 각도의 오차량을 비교 분석한다. 실험은 HILS(hardware in the 

loop simulation) 시스템을 이용하였으며, Hardware는 제어보드이며 실시간 시뮬레이터에는 Simulik로 구현된 인버터와 전동기

의 모델이 위치한다. 제어 알고리즘은 FPGA 제어보드로 구현하였으며, 이는 10kHz 주파수의 PWM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 고조파 

주입 및 위치 검출 센서리스 알고리즘 등을 포함한다. HILS 실험을 통해 사인파, 삼각파 및 사각파 고조파 주입시 센서리스 제어

성능을 비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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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영구 자석 전동기는 타 전동기에 비하여 효율이 높고, 

체적대당 출력 토오크비가 우수하여 가변속 구동 시스템

에 널리 적용되고 있다. 통상의 교류 전동기의 벡터 제어

에 있어 위치 검출을 위하여 리졸버 또는 엔코더를 사용

하고, DSP를 이용하여 전류 및 속도 제어를 행한다

[1][2]. 하지만 전동기의 위치 검출 센서는 외부 충격에 

취약하여 손상이나 노후가 되어 작동을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센서리스 제어 기법들이 제

안되고 있다[3]-[5]. 센서리스 전동기 제어는 엔코더, 레

졸버 등의 위치 검출 센서가 없어도 전동기 구동이 가능

하게 됨으로써 비용을 절감하고, 시스템 크기를 줄이며, 

위치 혹은 속도 센서 고장 문제의 제거로 신뢰성 향상을 

가져온다. 하지만 센서리스 모터 제어는 실제값과 추정 

값의 오차로 인한 제어 성능 저감의 단점이 있다. 따라서 

센서리스 제어 성능의 한계로 주 시스템으로 사용하지 

못하지만, 위치 센서가 정상 작동하지 못하는 경우 혹은, 

고장을 대비한 비상 백업 시스템으로만 센서리스 제어 

알고리즘이 활용되는 경우도 있다[6][7].

센서리스 제어 기법은 크게 역기전력을 이용하는 방식

과 고조파 신호 인가 방식이 있다[8]. 고조파 주입 센서

리스 제어 방식은 기존의 역기전력 추정 센서리스 제어 

기법보다 저속에서 위치 추정이 더 용이하다. 고속과 중

속에서는 역기전력 센서리스 기법과 결합하여 사용할 수 

있다. 또한 기존의 사인파 고조파 전압 주입기법에 비해 

노이즈가 적어 효율이 좋으며, 저속에서 각도 추정이 역

기전력을 이용하는 센서리스 기법보다 적은 추정 각도값

의 오차가 적다는 장점이 있다. 이 기법은 인버터에서 출

력되는 전류를 dq 좌표계로 변환된 전류와 전류 제어기

의 q축 전류에 고조파 전압을 주입하게 되며, d축에서 

위치가 추정된다. MCU를 이용하여 사인파를 구현하기

가 힘들어 사각파로 대체 하였지만, 사인파보다 각 추종 

능력이 떨어진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삼각파를 주입

하여 사각파보다 구현도 용이하며, 또한 구형파 주입한 

경우보다 각도 추정 성능이 우수하다는 것을 보이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는 고조파의 형상을 정현파, 삼각파, 

사각파의 형태로 달리했을 때의 센서리스 기법의 성능을 

보이고자 한다. 실험은 HILS(hardware in the loop 

simulation) system을 이용하였다. 전동기 및 전력변환

기는 Real time OS 내에 Simulink 모델을 이용하고 구

현하고 있으며, 제어기는 FPGA를 이용하여 센서리스 제

어기를 구현한다.

Ⅱ. 본론

1. 고조파 주입 센서리스 모터 제어

그림 1은 고조파 주입 센서리스 PMSM의 제어 시스템 

구성도이다. 모터 제어 시스템은 속도 제어기, 전류 제어

기, dq 변환, SVPWM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다. 센서부

착형 제어 즉, 센서드(Sensored) 모터 제어에서는 속도 

제어기에서 속도 지령치와 인코더에서 받은 실제 모터의 

측정 속도 값과 지령 속도 값을 이용하여 PI제어기 통해 

지령 전류를 출력되지만, 센서리스 모터제어에서는 옵저

버(Observer)에서 모터의 전류의 정보들을 이용해 모터 

속도 추정치 값으로 속도 제어기가 동작하여 전류가 출력

이 되며, 전류 제어기는 속도 제어기의 출력과 전류센서

(CT)를 통해 측정된 전류를 dq 좌표계로 변환한 전류 값

을 이용하여 전압이 출력이 된다. 출력된 전압을 다시 

abc 좌표로 변환하여 SVPWM를 통해 인버터에 게이트 

신호를 제어하게 되며, 전력 반도체 소자가 스위칭하여 

PMSM에 3상 교류 전원을 공급하여 동작하게 된다[9].

Fig. 1. Motor driver with harmonic voltage injection.

그림 1. 고조파 전압 주입 기법 전동기 구동 시스템

그림 2는 그림 1에 표시된 블록의 상세 그림이며, 고조

파 전압 주입 센서리스 제어 시스템도이다. 3상의 전류를 

인버터에서 받아 정지좌표계로 변환하여 BSF(bandstop 

filter) 또는 BPF(bandpass filter)를 이용하여 고조파 

성분을 제거한 뒤 고조파 전압을 인가하여 각도 및 속도

를 추정하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BSF를 사용하였다. 

s-domain에서 BSF는 식 (1)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여

기서,   ,   . 단, 는 차단주파수, 는 

차단 주파수 폭을 의미한다)[10].

 
 


 



 


(1)



( 45 )

Comparison of Control Performance according to the Injection 
Voltage Waveform of the Harmonic Voltage Injection Sensorless Technique

45

Fig. 2. Rotor angle estimation block diagram.

그림 2. 회전자 각도 추정 블록도 

주입 센서리스 기법의 설명은 아래와 같다. PMSM에

서 고정자 저항의 크기는 의 크기에 비해 작아 무

시할 수 있으므로 식 (2)와 같이 전동기의 임피던스는 표

현된다. 여기서,  고조파에 대한 각 주파수이다. 고조

파 전압과 고조파 전류의 관계는 식 (3)과 같다. 여기서, 

R은 고정 좌표계 값을 동기좌표계 값으로 변환하는 행렬

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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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3)을 전류에 대한 식으로 정리하면 식 (4)와 같다. 

한편, 회전자의 실제 위치인 와 고조파 전압 주입을 통

해 구한 추정 위치인 의 위상차는 0도에 수렴하는 작

은 값이므로 식 (5)와 같이 변형 가능하다.














     














 (4)














       














 (5)

∴   
≈

회전좌표계에서 정지좌표계로 변환하는 식은 식 (6)과 

같으며, 식 (2)와 식 (6)의 역행렬을 식 (5)에 대입하면 

식 (7)과 같이 정리된다. 같다. 여기서,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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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7)에서 볼 수 있듯이 
 는 cosine, sine 함수 형

태이다. 따라서, 고조파 d, q축 전류에 대해 arctan 함수

를 취하게 되면 회전자 위치를 추정할 수 있다[11][12].

2. 고조파 주입 센서리스 기법 Simulink 모델

그림 3은 Matlab/Simulink로 구현한 고조파 전압 주

입기법을 이용한 PMSM의 센서리스 제어 시뮬레이션 모

델이다. HILS 실험에서 이 부분은 FPGA 보드를 이용하

여 구현된다.

Fig. 3. Sensorless motor control Simulink model.

그림 3. Simulink 센서리스 모터 제어 모델

그림 3에서 보이듯이 각 블록은 식 (6)-(7) 및 BSF를 

구현하기 위하여 matlab function 블록을 이용하였다. 

고조파가 포함된 3상 전류는 2상으로 변환되고 BSF를 

통과하여 고조파 부분이 검출되며, 식 (7)을 구현한 

matlab function 블록을 이용하여 회전자 위치를 추정

한다. 전류를 위해서는 고조파 전류의 제거를 위하여 

LPF를 이용한다.

Fig. 4. Rotor position detection Simulink model.

그림 4. Simulink 회전자 위치 검출 모델

3. 실험 구성

PMSM의 파라미터는 표 1과 같이 시뮬레이션에 사용

한 값과 동일한 값이다. 그림 5는 실험 장비 사진이다. 

각 장치의 명칭은 표 2와 같다. 장치 ③은 제어 보드 ②

와 Real time OS ①과의 신호 레벨을 매칭하기 위한 보

드이며, 장치 ④와 ⑤은 보드 ③을 위한 전원장치이다. 

OP4510은 내장 FPGA를 통해 in/output을 받으며, 디

지털 신호는 4V-30V, 아날로그 신호는 ± V로 입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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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하게 되며, 외부 FPGA인 DE1-ScC은 최대 3.3V를 

출력한다[13]. 따라서, 이 두 장비를 연동하기 위해서 장

치 ③을 이용하여 입출력 전압을 조정하였다.

 

Quantity Comment Parameter

 Stator resistance 0.15 []

 d axis inductance 3 [mH]

 q axis inductance 6 [mH]

 Number of poles 8

 Rated power 1.5 [kW]

 Switching frequency 10 [kHz]

 Frequency of injection voltage 1 [kHz]


MIN and max magnitude of 

injection voltage
± [V]

Table 1. System specification used for simulation and 

HILS experiment.

표 1. 시뮬레이션에 사용한 시스템 사양

Fig. 5. Experimental equipment.

그림 5. 실험 장비

Comment

① OP4510

② DE1-SoC

③ Signal level change board

④ 3.3V regulator

⑤ 220V to 5V converter

Table 2. The name of the hardware shown in Figure 5.

표 2. 그림 5에 표시된 하드웨어의 기능

그림 6은 HILS 실험 구성도이다. 10 kHz의 PWM 및 

센서리스 알고리즘 구현을 위하여 Verilog HDL을 이용

하였으며, FPGA 제어기에서 고조파 주입을 이용한 센서

리스 제어기의 알고리즘을 구현하였다. Real time OS인 

RT4510에 인버터와 PMSM을 Simulink로 모델링하였

다. 실시간 시뮬레이터에 구성된 인버터와 PMSM 동작

할 경우 제어기에 필요한 모터의 정보들을 FPGA에 인가

하게 된다. 한편, 제어보드에서 Real time simulator로

의 출력은 인버터의 게이트 신호이며, HILS에서 사용자

가 시스템 동작을 모니터링 할 수 있게 User PC에 사용

자가 지정한 데이터를 전송하여 결과값을 그래프로 보여

준다.

Fig. 6. The design of the experiment.

그림 6. 실험 구성도

4. 실험 결과

외부 FPGA에서 받은 게이트 신호를 받아서 HILS의 

Real time simulator에 구현한 모터와 인버터를 구동하

여 구한 데이터이다. 실험 결과의 데이터의 경우 OP4510

에서 보내진 데이터를 User PC로 보내지며, 이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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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RT-lab 툴에 내장된 Scope view를 이용하여 그래

프화 하였다[14].

그림 7은 d 축 고조파 전류 와 q축 고조파 전류 

의 그래프이다. 고조파 전류의 위상이 약 90도가 차

이가 난다. 그림 7은 BPF를 이용하여 고조파 성분만을 

추출한 것이다. 따라서 0을 중심으로 하여 해당 고조파

의 주파수의 결과로 나타나는 고조파 성분을 볼 수 있다.

Fig. 7. D-axis and q-axis harmonic current waveform.

그림 7. d 축, q 축 고조파 전류 ,   

Fig. 8. Speed and angle of square wave injection method.

그림 8. 사각파 주입 시 속도 및 각도

그림 8~그림 10은 각각 사각파, 삼각파, 사인파로 주

입하였을 경우의 모터의 지령치 속도와 추정 속도(실제 

속도)이며, 속도 파형의 아래의 그림은 추정 각도와 실제 

각도를 보였다. 그림의 결과는 HILS 실험 결과이다. 한

편, 센서리스 운전으로 인해 지령치 속도에 대해서 실제 

속도(다시 말해 추정속도)는 오차가 존재함을 볼 수 있

다. 다소의 속도 오차는 존재하나 센서리스 동작이 원활

하게 이루어짐을 볼 수 있다.

Fig. 9. Speed and angle of triangle wave injection method.

그림 9. 삼각파 주입 시 속도 및 각도

Fig. 10. Speed and angle of sine wave injection method.

그림 10. 사인파 주입 시 속도 및 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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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은 사각파, 삼각파, 사인파를 주입하였을 경우, 

각각의 파형에서 전동기의 추정 각도와 측정 각도

(  )의 오차이며, 빨간색 사인파, 파란색 사각

파 그리고 초록색은 삼각파이다. 또한, 표 3은 최대 각도 

오차를 보이고 있으며, 사인파, 삼각파, 사각파 순으로 

최대 오차가 작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 11. Angle error for each waveform.

그림 11. 각 파형별 각도 오차의 값

Table 3. The maximum angular error of each waveform.

표 3. 각 파형의 최대 각도 오차(   )

wave-type max  

square 18.97

triangle 15.36

sine 11.35

Ⅲ. 결론

본 연구에서는 고조파 주입의 파형을 다르게 하여 고

조파 전압 주입기법의 센서리스 제어의 성능을 HILS 실

험을 통해 보였다. 일반적으로 고조파 주입기법은 사인

파, 사각파를 사용되어왔는데 사각파는 소프트웨어로 구

현하기 쉽지만 각도의 오차가 크며, 사인파는 각도의 오

차는 적지만 구현하기 어렵다는 장단점이 있다. 하지만 

삼각파는 사인파보다 구현하기 쉽고, 각도의 오차 또한 

사각파보다 적다는 장점이 있다는 것을 실험 결과를 통

해 확인하였다. 따라서 고조파 전압 주입 기법에서 삼각

파를 이용한 방식이 가장 적합하였다. 즉, 삼각파 주입 

기법은 구현이 용이하며, 성능은 사인파와 사각파 주입 

기법의 중간 정도의 성능을 보여주어, 다른 파형의 단점

을 보완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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