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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인버터의 토오크 제어장치 및 방법에 관한 것으로, 종래 인버터의 토오크 제어장치 및 방법은 고정자 저항

에 의한 전동기 입력전류에 의한 전압강하 만을 더하여 출력전압을 만드는 방식이며, 전동기 여자전류를 일정하게 제

어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감안한 본 발명은 벡터로 분리된 실제전류와 기준전류의 전압차를

보상하는 자속제어부와; 주파수에 대한 입력 전압의 비를 구하는 V/F 출력부와; 고정자 저항에 의한 전압강하분을 산

출하는 전압강하 산출부와; 상기 자속제어부, V/F 출력부, 전압강하 산출부의 출력전압을 가산하여 q축 전압을 인버

터에 인가하는 가산부와; 입력전류 및 입력전압의 벡터 분리를 위하여 d축 전류 및 q축 전류를 인가받아 산출하여 d

축 전압을 발생시켜 인버터에 인가하는 전압발생부로 구성되어, 토오크 부스트 전압을 벡터적으로 분리하여 제공함

으로써, 초기 기동시 진동에 의한 토오크 진동을 방지하여, 부하량이 큰 부하가 연결된 상태에서도 쉽게 기동되며, 자

속을 운전속도에 무관하도록 일정하게 제어하여 저속에서 높은 토오크를 발생시켜 전체 운전범위에서 원활한 운전이

가능한 효과가 있다.

대표도

도 4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1은 일반적인 유도전동기의 등가회로도.

도2는 종래 토오크 제어장치의 구성도.

도3a 내지 도3c는 부하에 따른 토오크 부스트량을 보인 그래프.

도4는 본 발명 인버터의 토오크 제어장치의 구성도.

**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

10:자속제어부 20:V/F 발생부

30:전압강하 산출부 40:가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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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전압발생부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인버터의 토오크 제어장치 및 방법에 관한 것으로, 특히 부하의 종류 또는 운전 형태에 따라 최적화된 부스

트 전압을 생성하여 전동기를 구동할 수 있는 인버터의 토오크 제어장치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종래 인버터의 토오크 제어장치 및 방법은 스칼라적으로 단순히 전압과 주파수의 비로 획득된 전압을 전

압에 의한 전압강하분을 더하여 최종출력을 획득하였으며, 이러한 제어방법은 그 속도 등의 운전형태 및 부하의 종류

에 따라 기동 및 운전이 용이하지 않으며, 이와 같은 종래 인버터의 토오크 제어장치 및 방법을 첨부한 도면을 참조하

여 상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도1은 일반적인 유도전동기의 등가회로도로서, 이에 도시한 바와 같이 입력전압(Vas)에 대하여 전압 루프를 구성하

는 저항(rs) 및 인덕터(Xls), (Xm)와; 출력전압(Var/S)에 대한 루프를 구성하는 인덕터(Xlr), 저항(rr/S) 및 상기 인덕

터(Xm)로 구성된다.

이와 같은 구성의 등가회로에서 상기 입력전압(Vas)과 주파수(F)의 비를 일정하게 하여 인버터의 속도를 제어하게 

되면, 상기 저항(rs)은 주파수와 상관없는 파라메터이므로 일정한 값을 가지게 되나, 인덕터(Xm),(Xls)의 인덕턴스는 

주파수에 비례하여 변화하게 된다.

이때, 상기 인덕턴스와 주파수의 관계를 수학식1에 나타내었다.

수학식 1

Xls=2π×F×Ils Xm=2π×F×Im

상기 Ils와 Im은 각 인덕터(Xls),(Xm)에 흐르는 전류.

상기 수학식1에서 알 수 있듯이 전압과 주파수의 비를 일정하게 하고, 주파수를 낮추면 인덕터(Xm)에 인가되는 전압

(Eas)은 감소하며, 그 인덕터(Xm)에 흐르는 여자전류(Im)는 감소하여 출력 토오크가 감소하게 된다.

상기 출력 토오크는 아래의 수학식2에 의해 정의 된다.

수학식 2

T=K×Im×It

상기 K는 상수, Im은 여자전류, It는 토오크 전류

상기와 같이 정의되는 토오크를 이용하여 부하를 구동하는 경우에는 그 부하의 조건 등에 맞춰 적절한 운행방법을 사

용하여야 한다.

토오크 부스트를 필요이상 크게 하면 과여자가 되어 전동기가 소손될 수 있으며, 과전류로 인하여 인버터에 부담이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와 반대로 토오크 부스트가 작으면 토오크 부스트 효과가 없어 부하를 구동할 수 없게 된다.

도2는 상기와 같은 동작원리를 적용한 종래 인버터의 토오크 제어장치의 구성도로서, 이에 도시한 바와 같이 주파수

제어치(F*)를 인가받아 계산을 통해 각주파수(We)를 산출하는 각속도 산출부(1)와, 상기 주파수제어치(F*)를 인가받

아 주파수에 대한 입력전압의 비를 생성하는 V/F생성부(2)와; 고정자전류(Ias)를 인가받아 고정자저항(Rs)에 대한 전

압강하를 산출하는 전압강하 산출부(3)와; 상기 V/F와 전압강하분을 더하여 입력전압을 생성하는 가산부(4)와; 상기 

각주파수(We)와 입력전압(V)을 인가받아 전동기(6)를 구동하는 인버터(5)로 구성된다.

상기와 같은 종래 인버터의 토오크 제어장치는 고정자저항에 의한 전압강하분을 보상하여 인버터에 입력전압을 인가

하는 구성을 가지게 된다.

도3a 내지 도3c는 부하에 따른 토오크 부스트량을 보인 그래프이다.

도3a는 컨베이어, 대차 등에 적용되는 정토크 부하용 토오크 부스트량의 그래프로서, 정방향과 역방향 토오크 부스트

량을 동일하게 사용한다.

또한, 도3b와 도3c는 주차, 호이스트 등에 적용되는 승강부하용 토오크 부스트량의 실시예도로서, 정방향 또는 역방

향 중 하나의 방향 중에 토오크 부스트를 생성하지 않는 것이다.

이와 같이 상기 기술한 종래 인버터의 토오크 제어방법은 고정자 저항(Rs)에 의한 전동기 입력전류에 의한 전압강하 

만을 더하여 출력전압을 만드는 방식이며, 전동기 여자전류를 일정하게 제어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전동기 여자전류가 과하거나 부족할 수 있으며, 과여자전류의 경우 전동기의 소손이 발생하며, 부족여자전

류의 경우 원하는 토오크량을 발생시킬 수 없는 문제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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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상기와 같은 종래 기술은 부하가 큰 경우에는 기동을 할 수 없다. 부하가 큰 경우 기동시 전동기 자속이 진동을 

하게 되나, 이에 대한 제한 기능이 없어 초기에 토오크가 진동을 하여 기동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고정자 저항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방식으로 그 고정자 저항의 값이 부정확하면 제어가 용이하지 않은 문제점

이 있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감안한 본 발명은 부하의 종류에 관계없이 적정한 토오크 부스트를 발생시킬 수 있는 인버터의 

토오크 제어장치 및 방법을 제공함에 그 목적이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와 같은 목적은 토오크의 제어를 벡터적으로 수행하며, 고정자저항에 의한 전압강하분 뿐만 아니라 입력되는 전

류의 변화량도 고려하여 토오크를 제어함으로써 달성되는 것으로, 이와 같은 본 발명을 첨부한 도면을 참조하여 상세

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도4는 본 발명 인버터의 토오크 제어장치의 구성도로서, 이에 도시한 바와 같이 실제 플럭스전류(Id real)와 기준플럭

스전류(Id ref)의 차를 구하는 감산부(11)와, 상기 감산부(11)의 감산결과를 비례적분하여 출력하는 비례적분제어기(

12)를 포함하는 자속제어부(10)와; 주파수에 대한 입력전압의 비를 출력하는 V/F출력부(20)와; 고정자 저항(Rs)에 

의한 전압강하분을 출력하는 고정자 전압강하 산출부(30)와; 상기 자속제어부(10), V/F출력부(20) 및 고정자 전압강

하 산출부(30)의 출력을 가산하여 q축 전압(Vqs)을 출력하는 가산부(40)와; 플럭스전류(Ids)와 토오크전류(Iqs)를 인

가받아 백터분리를 위한 d축 전압(Vds)을 발생시키는 전압발생부(50)로 구성된다.

이와 같이 구성된 본 발명 인버터의 토오크 제어장치의 구성 및 그 동작을 보다 상세히 설명한다.

먼저, 전동기의 구동을 위한 d축과 q축 각각의 제어전압의 실체를 보면 아래의 수학식3과 수학식4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

수학식 3

Vqs=(Rs×Iqs) + (We×Ls×Ids)

수학식 4

Vds=(Rs×Ids) - (We×δLs×Iqs)

상기 Vqs는 q축의 전압이며, Vds는 d축의 전압, Ls는 상기 도1에 도시한 인덕터의 인덕턴스 값, We는 각가속도, δ

Ls는 도1에 도시한 Ls에서 Lm의 제곱값을 Lr로 나눈 값의 차로서, 약 LIs, LIr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다.

이때, 상기 수학식3에 나타낸 q축에 대한 전압(Vqs)의 값은 다른 형식으로 표현할 수 있으며, 상기 수학식3에서 We, 

Ls, Ids의 곱은 역기전력성분(Eq)으로 나타낼 수 있다.

이와 같은 상태에서 역기전력성분(Eq)을 제어하면, 그 q축에 대한 전압(Vqs)를 제어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본 발명은 기준전류(Idref)와 실제 검출된 전류(Idreal)의 차를 구하여 이를 전압의 제어에 사용하는 자속

제어부(10)와, 고정자저항(Rs)에 의한 실제 전압의 강하분을 q축 전압(Vqs)의 생성에 영향을 주도록 함으로써, 보다 

고정자저항(Rs)의 정밀도 감소등 다양한 변수에 적응하여 균일한 토오크 제어를 이룰 수 있게 된다.

또한, d축 전압(Vds)은 전류와 전압을 벡터로 나누는 전압발생부(50)에 의해 생성되며, 그 전압발생부(50)는 상기 수

학식4에 기재된 수식을 구현하기 위하여 d축 전류(Ids)와 고정자저항(Rs)의 곱에서 q축전류(Iqs), 각속도(We), 인덕

턴스 차(δLs)의 곱을 감하여 나타낼 수 있다.

또한, 상기 수학식4에서는 각속도(We)분을 생략할 수도 있으며, 이와 같은 방법으로 전류와 전압을 벡터로 분리하고,

이를 이용하여 인버터의 토오크를 제어하게 된다.

즉, 종래 부스트 전압은 입력전압을 그대로 사용하며, 그 입력전압에서 고정자저항 성분에 의한 전압강하분을 보상하

여 부스트 전압을 생성하였으나, 이는 고정자 저항 성분의 정밀도 등 변수가 많아 정확한 토오크 부스트 제어를 할 수

없었으나, 본 발명에서는 입력전압을 d축과 q축의 전압성분으로 분리하고, 고정자 저항에 의한 전압강하분 뿐만 아니

라 기준 전류를 사용하는 자속 제어를 포함시켜 전동기가 과여자에 의한 소손 또는 부족 여자에 의한 출력 토오크의 

저하를 방지할 수 있게 된다.

발명의 효과

상기한 바와 같이 본 발명 인버터의 토오크 제어장치 및 방법은 토오크 부스트 전압을 벡터적으로 분리하여 제공함으

로써, 초기 기동시 진동에 의한 토오크 진동을 방지하여, 부하량이 큰 부하가 연결된 상태에서도 쉽게 기동되며, 자속

을 운전속도에 무관하도록 일정하게 제어하여 저속에서 높은 토오크를 발생시켜 전체 운 전범위에서 원활한 운전이 

가능한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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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벡터로 분리된 기준전류와 실제전류의 차를 보상하여 자속을 일정하게 유지함으로써, 전동기가 과여자에 의해 

소손되거나, 부족 여자에 의해 출력토오크가 저하되는 것을 방지하여 보다 신뢰성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벡터로 분리된 실제전류와 기준전류의 전압차를 보상하는 자속제어부와; 주파수에 대한 입력 전압의 비를 구하는 V/

F 출력부와; 고정자 저항에 의한 전압강하분을 산출하는 전압강하 산출부와; 상기 자속제어부, V/F 출력부, 전압강하

산출부의 출력전압을 가산하여 q축 전압으로 인버터에 인가하는 가산부와; 입력전류 및 입력전압의 벡터 분리를 위

하여 d축 전류 및 q축 전류를 인가받아 연산하여 d축 전압을 발생시켜 상기 인버터에 인가하는 전압발생부로 구성하

여 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버터의 토오크 제어장치.

청구항 2.
부스트 전압을 d축과 q축에 대하여 분리하는 벡터 분리단계와; 분리된 실제전류와 기준전류를 비교하여, 그 차를 비

례적분하여 자속제어전압을 산출하는 단계와; 고정자 저항에 의한 전압강하분을 산출하는 단계와; 상기 분리된 전압

에 자속제어전압 및 전압강하분을 더하여 q축 전압을 생성하여 인버터에 이가하는 단계와; q축 전류와 d축 전류를 인

가받아 연산하여 d축 전압을 생성하여 상기 인버터에 인가하는 단계로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버터의 토오크

제어방법.

청구항 3.
제 2항에 있어서, 상기 d축 전압은 아래의 수학식으로 생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버터의 토오크 제어방법.

Vds=(Rs×Ids) - (We×δLs×Iqs)

Vds는 d축전압, Rs는 고정자 저항, We는 각속도, Ids, Iqs는 각각 d축과 q축 전류, δLs는 인덕턴스 변화량.

도면

도면1

도면2

도면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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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b

도면3c

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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