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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nsorless Operation of Low-cost Inverters

through Square-wave High Frequency Voltage Injection

황 상 진*, 이 동 명*
★

Sang-Jin Hwang*, Dong-Myung Lee*
★

Abstract

In this paper, the efficiency of a sensorless method with square-wave injection for a low-cost inverter, so called

B4 inverter is presented. This inverter comprises only 4 switches to reduce system cost. It is distinguished from the

conventional B6 inverter that has 6 of switching elements. The B4 inverter, injected a 1 kHz of harmonic wave, has 

been modelled using the functions and library in Matlab/Simulink. This paper described each component of 

sensorless algorithm. Among them, the Notch Filter is used to extract the harmonic component of the phase 

current and a second-order low-pass filter was used to reduce the ripple of the estimated speed. It is shown 

through simulation that the rotor angle of a permanent magnet synchronous motor is detected by multiplying the 

current waveform extracted using the notch filter by the harmonic voltage. The feasibility of the proposed method 

is shown through Simulink simulation.

요  약

본 논문에서는 저가격 인버터에서의 사각파 주입에 의한 센서리스 기법의 제어 성능을 보인다. 저가격 인버터는 소위 말하는 B4

인버터이다. 이 인버터는 저가격화를 위하여 스위칭 소자를 4개를 사용한 형태이다. 고주파 주입을 통한 센서리스 기법을 B4 인버

터에 적용하였으며, 주입 고주파의 주파수는 1kH이다. 본 논문에서는 Matlab/ Simulink를 이용한 B4 인버터를 이용한 영구자석

전동기의 센서리스 시스템 모델을 설명한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회전자의 위치 추정을 위한 고주파 전류 성분 검출에 노치 필터를 

사용하였으며, 추정된 속도의 리플 저감을 위하여 이차 저역 통과 필터를 사용하였다. 노치 필터에 의해 추출된 전류 파형에 고주파 

전압을 곱하여 영구 자석 동기 전동기의 회전자 각도를 추정한다. Simulink 시뮬레이션의 통해 제안하는 기법의 타당성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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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에너지 절감과 제어 성능 향상을 위하여 산업 전반에

서 많이 사용하는 영구 자석 동기 전동기(Permanent 

Magnetic Synchronous Motor, PMSM)는 체적대비 

출력 토크가 우수하고 효율이 높아 다양한 산업 분야에

서 사용하고 있지만, 제어에 있어 위치 검출을 위한 리졸

버(Resolver)나 엔코더(Encoder)를 사용해야하며, DSP 

등을 이용한 제어로 시스템 가격이 비싼 단점이 있다[1], 

[2].

인버터의 적용이 가전제품을 비롯하여 산업 전반에 활

발히 적용되고 있다. 통상의 2레벨 인버터에서는 스위칭 

소자가 6개인 인버터 소위 말하는 B6 인버터가 적용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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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B6 인버터는 6개의 스위치와 이를 위한 게이트 

구동회로 등이 필요하다. 인버터 시스템의 저가격화를 

위하여 여러 가지 구조가 제안되었고, 이러한 구조의 대

표적인 예가 B4 인버터라 하겠다.

저가격 인버터라고 할 수 있는 B4 인버터의 성능 향상

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더 나아가서, 비용 저감

과 센서 고장등에 의한 비상운전을 대비하기 위하여 센

서리스 제어 방식이 많이 연구되고 있다[3]-[6]. 센서를 

사용할 수 없는 환경이나, 위치 센서의 경우 외부 충격에 

취약하기 때문에 센서 불량에 대한 비상 응급 운전 대책

으로 센서리스 제어 기법은 훌륭한 대책이 될 수 있다. 

이처럼 센서리스 제어 방식을 사용한다면 좀 더 절감된 

비용으로 PMSM을 구동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홀 소자 

등 여러 비용 절감의 이득을 취할 수 있고, 센서 고장에 

자유로워 신뢰성을 가질 수 있게 된다[7].

센서리스 제어 기법은 크게 고주파 주입 방식과 역기

전력 감지 방식으로 나누어진다. 역기전력 방식[8], [9]은 

고정자 전류와 전압을 이용하여 회전자 위치를 추정하는 

방식으로, 저속에서의 작은 역기전력으로 인하여 신뢰성

이 떨어지지만 고속에서 작동하는 분야에서는 성공적으

로 적용 가능하다. 이에 비해 고주파 주입 방식[10]-[15]

은 저속구간에서 전동기 위치 검출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고주파 주입 방식은 고주파 전압 신호에 의해 생성

된 전류로 전동기 위치를 검출하는 기법이다. 저속구간

에서 비교적 정확한 회전자 위치를 얻을 수 있지만, 주입

된 고주파 신호로 노이즈와 에너지 손실이 발생한다.

논문 [10]과 [11]은 구형파 형태의 전압을 주입하여, 

추정각의 오차를 저역통과 필터없이 구할 수 있게 되어 

시지연을 제거하는 방법을 소개하였다. 논문 [12]는 3상 

B4 인버터를 한 상으로 동작하기 위해 k-l 좌표계를 이용

한 고주파 주입 방법을 제시하였다. 논문 [13]에서는 고주

파 주입 기법 제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Chebyshev 

필터를 추가한 방법을 제시하였다. 논문 [14]에서는 

IPMSM에 낮은 RPM에서의 고주파를 주입하여 실제 구

동해 보았으며, 논문 [15]는 제안하는 일반화된 2차 적분

기로 기존 LPF나 BPF를 대신하고 특정 고주파를 제거하

여 전동기의 위치 오차를 줄이는 방식을 제안하였다.

이처럼 고주파 주입 센서리스 기법에 대해 많은 연구

가 진행되어왔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산업 현장에서 

유용하게 사용 할 수 있도록 신뢰성을 가지는 센서리스 

기법을 B4 인버터에 적용하여 제어 성능을 시뮬레이션

을 통해 보이고자 한다.

본 논문은 B4 인버터를 사용하는 영구 자석 동기 전동

기의 고주파 주입을 통한 센서리스 기법에 관한 것이다. 

위치 추정을 위해 주입되는 고주파의 파형은 사각파이

다. 본 연구에서는 Notch filter를 사용하여 고주파 전

류 성분을 추출한다. 본문의 구성은 1, 2장에서 B4 인버

터와 사각 고주파 센서리스 알고리즘에 대하여 설명하

고, 3장에서는 이를 Matlab/Simulink를 이용한 시뮬레

이션 모델에 대해 설명한다. 4장에서는 영구 자석 동기 

전동기에 적용한 시뮬레이션 수행을 통하여 제안하는 기

법의 타당성을 보인다.

Ⅱ. 본론

1. B4 인버터 형태와 극전압 지령치

기존 B6 인버터는 6개의 스위치로 구성되어있으나, 

B4 인버터는 그림 1과 같이 4개의 스위치로 이루어진 

구조이다. B4 인버터는 2개의 전압 백터를 발생시키는

데, 이 두 전압은 3상 평형 전압을 발생하기 위하여 DC 

링크 커패시터의 중성점에서 3상 전동기의 한 상이 연결

된 구조이다.

Fig. 1. B4 inverter configuration.

그림 1. B4 인버터의 구조

Fig. 2. Phasor diagram of B4 inverter’s voltages.

그림 2. B4 인버터의 전압 Phasor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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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전동기의 C상을 DC 링크 중성점에 연

결되는 형태를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C상의 폴(pole) 

전압 는 0의 전위값을 가진다.

그림 2으로 부터 C 폴 전압은 0임을 알 수 있다. B4 

인버터에서는 통상의 공간전압 PWM 방식을 사용할 수

는 없고,    .    와 같은 수식을 통

해서 폴전압 지령치를 생성한다. 는 와 크기는 같

고 위상이 반대이므로 각 상 전압에 더하면 그림 2와 같

이 삼상 균형 전압을 가진다. 이와 같이 B4 인버터는 B6 

인버터와 같은 상전압을 생성할 수 있다.

2. 고주파 주입 센서리스 기법

가. 일반적인 PMSM 센서리스 제어

그림 3은 일반적인 PMSM의 센서리스 속도 제어 시스

템의 블록 다이어그램이다.

Fig. 3. Overall block diagram for sensorless control of 

PMSM.

그림 3. PMSM의 센서리스 제어시스템 전체 블록도

센서부착(sensored) 전동기 제어시스템은 제어기에서

의 속도 지령치와 인코더에서 받은 실제 전동기 속도 측

정값과 지령속도 값을 PI 제어를 통해 지령속도 

와 추

정속도 
의 오차로 지령 전류 를 계산하여  지령을 

구한 후 DQ 변환, SVPWM을 거쳐 동작하지만, 센서리

스 전동기 제어에선 옵저버(observer)에서 전동기 전류

의 정보를 이용하여 위치 추정하여, 속도 추정치 값으로 

속도 제어하여 동작한다.

나. 고주파 주입 알고리즘

고주파 주입 센서리스 기법은 다음과 같이 설명된다. 

영구자석 동기 전동기의 전압 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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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기에 고주파 신호를 주입하면 회전자 위치에 따라 

발생한 자속으로 인한 돌극성이 나타나는데, 이를 이용

하면 회전자의 위치에 따른 임피던스 차이로 볼 수 있다. 

또한, 주입 주파수가 회전자 속도보다 높은 경우엔 역기

전력항은 무시하면, 전동기는 R-L 부하로 간주할 수 있

으며, 전압 방정식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2)

식 (2)를 jω 형태로 치환한 후 전류에 대하여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 

 


∙

 


 


cos sin

sin cos (3)

구형파 전압을 d축에 주입하면 아래의 관계를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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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는 주입 전압에 따른 

 의 부호를 

고려한 값이며, 
 는 n차와 n-1차의 샘플링 시점의 

검출 전류 의 변화분이다. 구형파 전압이 주입된 경

우, 유기된 고주파 전류 
 는 대역 통과 필터(BPF)를 

이용하여 전동기의 정지 좌표계 전류 
 로부터 추출할 

수 있다. 그리고 회전자 위치는 유기된 전류로 계산 가능

하므로 아래와 같이 표시할 수 있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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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Block diagram of sensorless scheme with voltage 

injection method.

그림 4. 고주파 주입 알고리즘을 이용한 센서리스 시스템의 블록 

다이어그램

수학적으로 크기 비와 부호가 같다면 대체 가능하므

로, 의 변화분의 절대값인 
 를 이용하여 계산

한다.

  
  

  (6)

주입 전압에 따른 
 의 부호를 고려하여 

 ′를 

정의하여 을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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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유도된 식 (7)과 
′의 sine, cosine 정보

로 회전자 위치 정보를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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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회전자 위치와 속도 검출 기법

본 연구에서는 사인 고주파 센서리스 기법보다 구현이 

용이한 사각 고주파 센서리스 기법을 사용하였다. 전류 

제어기 q축 전류와 dq좌표계 전류에 사각 고주파를 주

입하여 d축에서 위치를 추정하는 방식이다.

전류 제어를 위해서는 고주파가 제거된 정현파 전류 

형상이 요구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주입된 고주파 

전압에 의해 발생한 고주파 전류 제거를 위하여 Notch 

Filter(NF)를 이용하고, 이를 B4 인버터를 이용한 센서

리스 기법에 적용한다.

그림 4는 고주파 주입 알고리즘의 블록 다이어그램이

며, 이 방식은 회전좌표계축 에 구형파 전압을 주입하

여 위치검출을 한다. 필터 통과 이전 전류값과 노치 필터

를 통과한 후의 전류 차를 이용하여 고주파 성분 전류를 

검출한다. 이 고주파 전류로 와 
′를 구한다. 

회전자 위치를 검출하기 위하여, 
′에 cos 과 

sin 의 정보와 식 (8)의 arc tangent 함수를 이용하

여 회전자 위치를 검출한다.

Fig. 5. Rotor position detection using observer.

그림 5. 옵저버를 사용한 회전자 위치 검출 블록도 

그림 5는 옵저버를 사용하여  리플(ripple)을 없

애고 구한   블록 다이어그램이다. 여기서, 은 최종 

추정된 회전자 위치이다. 위치 상태에 따른 필터 오차 신

호는 식 (9)와 같다.

 
 ≈ 

 (9)

로피탈의 정리(L’Hospital’s rule)을 이용하여 를 

근사하면 다음과 같다.

 ≈ 





  , ( ≈ ) (10)

위치 상태 필터 입력   은 아래 식과 같이 기술

되어, 고주파 인덕턴스 
 를 측정하여 를 구할 

수 있다.

   










 

 




  



 










 

 




(11)

를 이용하여 위치 상태 필터의 이득을 정한다. 

옵저버의 전달함수의 형태는 그림 5에서 보이는 것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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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일종의 PI(proportional and integral) 제어기의 형

태를 가진다. 따라서 제어기의 게인 설정은 PI 제어기의 

게인 설정 방식을 적용가능하다. s-domain에서의 저역 

통과 필터의 전달함수는 다음과 같다.

 
    



(12)

여기서,     ×  × 이며, 는 차단주파수이다.

그리고 노치 필터의 전달함수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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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   ×  ×  이다.

한편, 고주파 전압 파형은 1kHz, ± V 구형파이며, 

는 1kHz이다.

3. B4 센서리스 시뮬레이션 모델

알고리즘의 검증은 Matlab/Simulink를 이용하여 수

행하였다. 전동기는 매입형 PMSM이다.

Fig. 6. Matlab/Simulink simulation model for the proposed 

sensorless system using B4 inverter.

그림 6. B4 인버터의 센서리스 제어 Matlab/Simulink 시뮬레이션 

모델

Parameter Comment Value

 Switching frequency 10.0 [kHz]

 Frequency of injection voltage 1.0 [kHz]

 DC voltage 120.0 []

max Max current 10.0 [A]

 Number of poles 8

 Stator resistance 0.15 []

 D-axis inductance 3.0 [mH]

 Q-axis inductance 6.0 [mH]

  Injected high frequency voltage ± [V]

Table 1. Parameters used for simulation.

표 1. 시뮬레이션에 사용된 시스템 사양

그림 6은 전체적인 Matlab/Simulink 시뮬레이션 모

델을 도시한다. 그림 6에서 1번 Speed Control 블록은 

속도제어기이며,   A이며, 출력은 지령치이다. 2

번 전류제어 블록은 PI 제어기를 사용하며, 안티 와인드

업이 추가되었다. 이 후 d축 전류에 고주파 성분을 주입

하여 전압 지령치를 생성한다. 3번 Axiatrans_dq_to_ 

abc 블록, 4번 PWM_Min _Max 블록, 5번 PWM 블록

은 좌표변환 및 PWM 생성부를 포함한다.

Fig. 7. Speed and position detection implemented with 

matlab function block.

그림 7. Matlab function으로 구현한 속도 및 위치 검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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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은 6번 abc_dq 블록 내부이다. 이 블록에서는 

센서리스 기법을 적용하여 위치 및 속도를 검출한다. 여

기에서 노치필터(그림 상 NF블록)로 고주파 성분을 구한 

뒤, 이를 옵저버를 통하여 위치를 검출한다. 마지막으로 

저역 통과 필터를 이용하여 고주파 전류를 제거한 후, 속

도 및 위치를 검출한다.

한편, 그림 7에서의 센서리스 알고리즘 중 저역 통과 

필터, 옵저버, 노치 필터는 이산화하여 구현하였다. 각 요

소의 전달함수는 식 (12), (13)에 보였다. 이산화를 위하

여 전달함수 미분항 s는 아래와 같이 변환하여 사용한다.

 →

  
(14)

4. 시뮬레이션 결과

제안한 고주파를 주입한 B4 인버터 센서리스의 타당

성을 보이기 위하여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본 시뮬

레이션은 Matlab/Simulink를 이용하여 구현하였고, 타

당성을 입증하기 위하여 여러 고주파를 주입하여 성능을 

비교하였다. 그림 8은 지령속도 200 rpm시의 시뮬레이

션 파형이다. 센서리스 운전임으로 속도지령치는 0에서 

200 rpm으로 0.2 초의 시간을 두고 증가시켰다. 그림 8

에서 볼 수 있듯이, 전동기의 실제 속도가 지령 속도를 

양호하게 추종함을 볼 수 있다.

Fig. 8. Waveform of estimated and reference motor speed.

그림 8. 지령치 속도와 실제 전동기 회전 속도 파형

Fig. 9. Injected harmonic waveform of 1kHz.

그림 9. 주입된 1kHz 고주파 전압 파형

본 시뮬레이션에 적용한 고주파는 그림 9와 같으며 

1kHz, ± V 구형파를 사용하였다.

Fig. 10. Phase current of PMSM.

그림 10. 전동기 상전류 파형

그림 10은 상전류 파형이다. 그림 11은 그림 10에서 

0.5 초 구간을 확대하여 보인 파형이다. 노치 필터를 이

용하여 d축 전류의 고주파 성분을 제거한 값을 보여준

다. 노치 필터로 고주파 성분을 잘 제거되었음을 알 수 

있다.

Fig. 11. Zoomed  waveform before(upper) and after 

notch filter(lower).

그림 11. 노치 필터 통과 전(상), 후(후)의  파형

그림 12는 고주파 전류 파형에 고주파 전압 성분을 곱

하여 나타난 파형이다. d-q축 고주파 전류 성분 즉, 


와 
 값은 식 (4)에서 보여지듯이 sin와 cos로 

이루어져짐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식 (5)를 이용하여 전

동기의 회전자 위치인 를 추정할 수 있다.

그림 13은 전동기의 추정 위치와 실제 위치 파형이다. 

그림 12에서 보인 고주파 전류 성분을 이용하여 추정한 

위치 파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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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D- and q-axis harmonic currents(
  and 

 ).

그림 12. D축 고주파 전류와 q축 고주파 전류

Fig. 13. Real and estimated rotor postion() with 

using arctan function.

그림 13. Arctan 함수를 이용하여 검출한 회전자 위치()

그림 14, 15, 16은 서로 다른 주입 고주파에 대한 시

뮬레이션 파형이다. 그림 14, 15, 16은 각각, 500, 800, 

1,100Hz의 고주파 주입시의 파형에 해당한다. 그림에서 

보듯이 주입 고주파의 주파수가 높아질수록 위치 추정의 

정확도가 감소함을 볼 수 있었다. 이러한 경향이 원인으

로는 고주파 전압 주파수가 높아짐에 따라 고주파 전류의 

변화 성분이 줄어들어 위치 추정 성능이 떨어진 점이다.

Fig. 14. Motor speed and estimated rotor position using 

injection voltage of 500Hz.

그림 14. 500Hz 주입 고주파 경우의 전동기 속도와 추정 위치 

파형

Fig. 15. Motor speed and estimated rotor position using 

injection voltage of 800Hz.

그림 15. 800Hz 주입 고주파 경우의 전동기 추정 속도와 추정 

위치 파형

Fig. 16. Motor speed and estimated rotor position using 

injection voltage of 1,100Hz.

그림 16. 1,100Hz 고주파 주입 경우의 전동기 속도와 추정 위치 

파형

Ⅲ. 결론

본 논문은 B4 인버터를 사용하는 영구 자석 동기 전동

기의 고주파 주입을 통한 센서리스 기법을 시뮬레이션을 

통해 보였다. 고주파 주입 시 구현이 용이한 사각파 주입

을 이용하였으며, 이를 통한 전동기의 센서리스 제어가 

가능함을 입증하였다. 제안한 PMSM B4 인버터와 고주

파 주입 센서리스 모델의 타당성은 이론과 Matl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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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mulink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입증하였으며, 또한 다

양한 주파수를 주입해봄으로써 그 성능을 보였다. 본 연

구를 통해 PMSM에 적용한 B4 인버터를 이용한 센서리

스 개발 기법은 인버터의 저가격화 효과를 가져올 수 있

다. 또한, B4 인버터의 구조를 이용한 전동기의 비상 구

동 방법에 적용될 수 있으므로, 가변속 제어시스템의 신

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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