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대한민국특허청(KR)

(12) 등록특허공보(B1)

 

(51) 。Int. Cl.

     H02P 21/00 (2006.01)

(45) 공고일자

(11) 등록번호

(24) 등록일자

2006년12월11일

10-0655702

2006년12월04일

(21) 출원번호 10-2004-0108864 (65) 공개번호 10-2006-0070205

(22) 출원일자 2004년12월20일 (43) 공개일자 2006년06월23일

심사청구일자 2004년12월20일

(73) 특허권자 현대자동차주식회사

서울 서초구 양재동 231

(72) 발명자 임형빈

서울 송파구 문정동 훼밀리아파트 101동 201호

강구배

경기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하얀마을 506동 1303호

(74) 대리인 유미특허법인

(56) 선행기술조사문헌

JP2002010686 A

KR1020020092167 A

KR1019990050966 A

* 심사관에 의하여 인용된 문헌

심사관 : 백진욱

전체 청구항 수 : 총 6 항

(54) 영구자석 동기 모터 제어방법

(57) 요약

본 발명의 실시예에 의한 영구자석 동기 모터를 제어하는 제어 시스템은, d-축 전류 지령과 상기 d-축 전류 피드백 신호의

차이를 기초로 기본 d-축 전압지령을 산출하고, q-축 전류 지령과 상기 q-축 전류 피드백 신호의 차이를 기초로 기본 q-

축 전압지령을 산출하며, 상기 전류 피드백 신호와 상기 전류 지령의 차에 의해 산출되는 고조파 전류 성분에 포함된 적어

도 하나 이상의 고차의 고조파 전류 성분을 억제하기 위한 고조파 억제 d-축 전압지령과 고조파 억제 q-축 전압지령을 각

각 산출하고, 상기 기본 d-축 전압지령과 상기 고조파 억제 d-축 전압지령을 합산하여 d-축 전압지령을 산출하며, 상기

기본 q-축 전압지령과 상기 고조파 억제 q-축 전압지령을 합산하여 q-축 전압지령을 산출한다. 따라서, 고조파 성분이 효

과적으로 억제됨으로써, 토크 리플의 저감 및 효율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

대표도

도 2

특허청구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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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

영구자석 동기 모터를 제어하는 제어 시스템에 있어서,

회전속도 지령과 상기 영구자석 동기 모터의 회전자 절대 각 위치에 기초하여 산출되는 회전자 회전속도의 차이에 기초하

여 토크 지령을 생성하는 속도 제어기;

상기 토크 지령에 대응하는 q-축 전류지령과 d-축 전류지령을 산출하는 전류 지령 생성기;

상기 영구자석 동기 모터로 인가되는 구동전류와 상기 회전자 절대 각 위치에 기초하여 d-축 전류 피드백 신호와 q-축 전

류 피드백 신호를 산출하는 삼상/d-q 좌표 변환기;

d-축 전류 지령과 상기 d-축 전류 피드백 신호의 차이를 기초로 기본 d-축 전압지령을 산출하고, 상기 q-축 전류 지령과

상기 q-축 전류 피드백 신호의 차이를 기초로 기본 q-축 전압지령을 산출하며, 상기 전류 피드백 신호와 상기 전류 지령의

차에 의해 산출되는 고조파 전류 성분에 포함된 적어도 하나 이상의 고차의 고조파 전류 성분을 억제하기 위한 고조파 억

제 d-축 전압지령과 고조파 억제 q-축 전압지령을 각각 산출하고, 상기 기본 d-축 전압지령과 상기 고조파 억제 d-축 전

압지령을 합산하여 d-축 전압지령을 산출하며, 상기 기본 q-축 전압지령과 상기 고조파 억제 q-축 전압지령을 합산하여

q-축 전압지령을 산출하는 전류 제어기;

상기 q-축 전압 지령과 상기 d-축 전압 지령을 삼상 전압 지령으로 변환하는 d-q/삼상 좌표 변환기; 및

상기 삼상 전압 지령에 기초하여 상기 영구자석 동기모터를 구동하기 위한 구동전압을 출력하는 인버터;

를 포함하는 영구자석 동기 모터의 제어 시스템.

청구항 2.

제1항에서,

상기 전류 제어기는, 상기 고조파 억제 d-축 전압지령과 상기 고조파 억제 q-축 전압지령을 산출하고, 상기 고조파 전류

성분 중 5차 고조파 전류 성분을 억제하기 위한 5차 고조파 억제 d-축 전압지령과 5차 고조파 억제 q-축 전압지령을 각각

산출하며, 상기 고조파 전류 성분 중 7차 고조파 전류 성분을 억제하기 위한 7차 고조파 억제 d-축 전압지령과 7차 고조파

억제 q-축 전압지령을 각각 산출하고, 상기 5차 고조파 억제 d-축 전압지령과 상기 7차 고조파 억제 d-축 전압지령을 합

산하여 상기 고조파 억제 d-축 전압지령을 산출하며, 상기 5차 고조파 억제 q-축 전압지령과 상기 7차 고조파 억제 q-축

전압지령을 합산하여 상기 고조파 억제 q-축 전압지령을 산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영구자석 동기 모터의 제어 시스

템.

청구항 3.

제2항에서,

상기 전류 제어기는,

상기 고조파 성분을 5차 좌표계 상의 성분으로 변환하고, 상기 5차 좌표계 상의 성분으로 변환된 고조파 성분을 저역통과

필터로 필터링(filtering)하여 5차 고조파 성분의 직류 성분을 추출하며, 비례적분 제어기를 통하여 상기 추출된 직류 성분

을 영(0)으로 제어하는 전압지령을 산출하고 이를 기본파 좌표계로 변환하여 상기 5차 고조파 억제 전압지령을 산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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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고조파 성분을 7차 좌표계 상의 성분으로 변환하고, 상기 7차 좌표계 상의 성분으로 변환된 고조파 성분을 저역통과

필터로 필터링(filtering)하여 7차 고조파 성분의 직류 성분을 추출하며, 비례적분 제어기를 통하여 상기 추출된 직류 성분

을 영(0)으로 제어하는 전압지령을 산출하고 이를 기본파 좌표계로 변환하여 상기 7차 고조파 억제 전압지령을 산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영구자석 동기 모터의 제어 시스템.

청구항 4.

영구자석 동기 모터의 전류 제어방법으로서,

회전속도 지령과 상기 영구자석 동기 모터의 회전자 절대 각 위치에 기초하여 산출되는 회전속도의 차이에 기초하여 토크

지령을 생성하는 단계;

상기 영구자석 동기 모터의 구동전류 및 상기 영구자석 동기 모터의 회전자 절대 각 위치를 기초로 d-축 및 q-축 전류 피

드백 신호를 산출하는 단계;

d-축 전류 지령과 상기 d-축 전류 피드백 신호의 차이를 기초로 기본 d-축 전압지령을 산출하고, 상기 토크 지령을 기초

로 산출된 q-축 전류 지령과 상기 q-축 전류 피드백 신호의 차이를 기초로 기본 q-축 전압지령을 산출하는 단계;

상기 전류 피드백 신호와 상기 전류 지령의 차에 의해 산출되는 고조파 전류 성분에 포함된 적어도 하나 이상의 고차의 고

조파 전류 성분을 억제하기 위한 고조파 억제 d-축 전압지령과 고조파 억제 q-축 전압지령을 각각 산출하는 단계;

상기 기본 d-축 전압지령과 상기 고조파 억제 d-축 전압지령을 합산하여 d-축 전압지령을 산출하고, 상기 기본 q-축 전

압지령과 상기 고조파 억제 q-축 전압지령을 합산하여 q-축 전압지령을 산출하는 단계; 및

상기 q-축 전압지령과 상기 d-축 전압지령을 삼상 전압지령으로 변환하고, 상기 변환된 삼상 전압지령에 기초하여 상기

영구자석 동기모터를 구동하는 구동전압을 출력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영구자석 동기 모터 제어방법.

청구항 5.

제4항에서,

상기 고조파 억제 d-축 전압지령과 상기 고조파 억제 q-축 전압지령을 산출하는 단계는,

상기 고조파 전류 성분 중 5차 고조파 전류 성분을 억제하기 위한 5차 고조파 억제 d-축 전압지령과 5차 고조파 억제 q-

축 전압지령을 각각 산출하는 5차 고조파 억제 전압지령 산출단계;

상기 고조파 전류 성분 중 7차 고조파 전류 성분을 억제하기 위한 7차 고조파 억제 d-축 전압지령과 7차 고조파 억제 q-

축 전압지령을 각각 산출하는 7차 고조파 억제 전압지령 산출단계; 및

상기 5차 고조파 억제 d-축 전압지령과 상기 7차 고조파 억제 d-축 전압지령을 합산하여 상기 고조파 억제 d-축 전압지

령을 산출하고, 상기 5차 고조파 억제 q-축 전압지령과 상기 7차 고조파 억제 q-축 전압지령을 합산하여 상기 고조파 억

제 q-축 전압지령을 산출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영구자석 동기 모터 제어방법.

청구항 6.

제5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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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5차 고조파 억제 전압지령 산출단계는,

상기 고조파 성분을 5차 좌표계 상의 성분으로 변환하는 단계;

상기 5차 좌표계 상의 성분으로 변환된 고조파 성분을 저역통과필터로 필터링(filtering)하여 5차 고조파 성분의 직류 성분

을 추출하는 단계; 및

비례적분 제어기를 통하여 상기 추출된 직류 성분을 영(0)으로 제어하는 전압지령을 산출하고 이를 기본파 좌표계로 변환

하여, 상기 5차 고조파 억제 전압지령을 산출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상기 7차 고조파 억제 전압지령 산출단계는,

상기 고조파 성분을 7차 좌표계 상의 성분으로 변환하는 단계;

상기 7차 좌표계 상의 성분으로 변환된 고조파 성분을 저역통과필터로 필터링(filtering)하여 7차 고조파 성분의 직류 성분

을 추출하는 단계; 및

비례적분 제어기를 통하여 상기 추출된 직류 성분을 영(0)으로 제어하는 전압지령을 산출하고 이를 기본파 좌표계로 변환

하여, 상기 7차 고조파 억제 전압지령을 산출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영구자석 동기 모터 제어방법.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영구자석 동기 모터(permanent magnet synchronous motor; PMSM)의 전류 제어방법에 관한 것이다.

영구자석 동기 모터는 고출력 및 고효율 특성을 가진 모터로서 산업용 및 하이브리드 전기 자동차(hybrid electric

vehicle)용 등으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기본적으로 영구자석 동기 모터는 회전자(rotor)에 권선(winding)이 없기 때문에 고효율(high efficiency)을 가지며 그 회

전자의 구조가 고속작동이 가능하게 된다. 영구자석 동기 모터의 동력 특성은 회전자의 집중 권선(concentric winding)에

의해 향상될 수 있다. 나아가, 제조 작업성이 우수하여 대량생산이 용이한 집중 권선 방식(concentrated winding

method)의 고정자(stator)의 사용이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집중 권선 방식의 고정자를 사용하는 경우에 전류 제어에 불리한 점이 발생하게 된다. 즉, 집중 권선은 역기전력

전압(back electromagnetic motive force voltage)에서 고조파 성분을 유발시킨다. 영구자석 동기 모터의 역기전력 전압

은 기본파 이외에도 5차 고조파 성분(fifth harmonic component) 및 7차 고조파 성분(seventh harmonic component) 등

을 함유하게 된다. 역기전력 전압의 고조파 성분은 모터 전류제어의 외란(disturbance)으로 작용하여 전류의 파형이 왜곡

(고조파 전류 발생)된다. 고조파 전류는 모터의 토크 리플(torque ripple) 및 모터의 고정자에서의 열 손실(heat loss)을 야

기함으로써, 전체적인 효율이 저하된다. 따라서, 전체적인 효율의 향상을 위해서는 고조파 전류의 억제가 필요하게 된다.

이러한 고조파 전류의 억제를 위한 제어 알고리즘이 소개된 바 있으나, 복잡한 계산 과정이 필요하다는 문제가 있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상기 전술한 바와 같은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창출된 것으로서, 영구자석 동기 모터의 영구자석에 의한 공

극 자속의 불균일에 기인하는 고조파 전류 성분을 효과적으로 억제하여 토크 리플의 저감 및 전체적인 모터의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영구자석 동기 모터의 제어 시스템 및 제어 방법을 제공함에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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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구성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실시예에 의한 영구자석 동기 모터를 제어하는 제어 시스템은, 회전속도 지령과 상

기 영구자석 동기 모터의 회전자 절대 각 위치에 기초하여 산출되는 회전자 회전속도의 차이에 기초하여 토크 지령을 생성

하는 속도 제어기; 상기 토크 지령에 대응하는 q-축 전류지령과 d-축 전류지령을 산출하는 전류 지령 생성기; 상기 영구자

석 동기 모터로 인가되는 구동전류와 상기 회전자 절대 각 위치에 기초하여 d-축 전류 피드백 신호와 q-축 전류 피드백 신

호를 산출하는 삼상/d-q 좌표 변환기; d-축 전류 지령과 상기 d-축 전류 피드백 신호의 차이를 기초로 기본 d-축 전압지

령을 산출하고, 상기 q-축 전류 지령과 상기 q-축 전류 피드백 신호의 차이를 기초로 기본 q-축 전압지령을 산출하며, 상

기 전류 피드백 신호와 상기 전류 지령의 차에 의해 산출되는 고조파 전류 성분에 포함된 적어도 하나 이상의 고차의 고조

파 전류 성분을 억제하기 위한 고조파 억제 d-축 전압지령과 고조파 억제 q-축 전압지령을 각각 산출하고, 상기 기본 d-

축 전압지령과 상기 고조파 억제 d-축 전압지령을 합산하여 d-축 전압지령을 산출하며, 상기 기본 q-축 전압지령과 상기

고조파 억제 q-축 전압지령을 합산하여 q-축 전압지령을 산출하는 전류 제어기; 상기 q-축 전압 지령과 상기 d-축 전압

지령을 삼상 전압 지령으로 변환하는 d-q/삼상 좌표 변환기; 및 상기 삼상 전압 지령에 기초하여 상기 영구자석 동기모터

를 구동하기 위한 구동전압을 출력하는 인버터;를 포함한다.

상기 전류 제어기는, 상기 고조파 억제 d-축 전압지령과 상기 고조파 억제 q-축 전압지령을 산출하고, 상기 고조파 전류

성분 중 5차 고조파 전류 성분을 억제하기 위한 5차 고조파 억제 d-축 전압지령과 5차 고조파 억제 q-축 전압지령을 각각

산출하며, 상기 고조파 전류 성분 중 7차 고조파 전류 성분을 억제하기 위한 7차 고조파 억제 d-축 전압지령과 7차 고조파

억제 q-축 전압지령을 각각 산출하고, 상기 5차 고조파 억제 d-축 전압지령과 상기 7차 고조파 억제 d-축 전압지령을 합

산하여 상기 고조파 억제 d-축 전압지령을 산출하며, 상기 5차 고조파 억제 q-축 전압지령과 상기 7차 고조파 억제 q-축

전압지령을 합산하여 상기 고조파 억제 q-축 전압지령을 산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전류 제어기는, 상기 고조파 성분을 5차 좌표계 상의 성분으로 변환하고, 상기 5차 좌표계 상의 성분으로 변환된 고조

파 성분을 저역통과필터로 필터링(filtering)하여 5차 고조파 성분의 직류 성분을 추출하며, 비례적분 제어기를 통하여 상

기 추출된 직류 성분을 영(0)으로 제어하는 전압지령을 산출하고 이를 기본파 좌표계로 변환하여 상기 5차 고조파 억제 전

압지령을 산출한다. 또한, 전류 제어기는, 상기 고조파 성분을 7차 좌표계 상의 성분으로 변환하고, 상기 7차 좌표계 상의

성분으로 변환된 고조파 성분을 저역통과필터로 필터링(filtering)하여 7차 고조파 성분의 직류 성분을 추출하며, 비례적

분 제어기를 통하여 상기 추출된 직류 성분을 영(0)으로 제어하는 전압지령을 산출하고 이를 기본파 좌표계로 변환하여 상

기 7차 고조파 억제 전압지령을 산출한다.

본 발명의 실시예에 의한 영구자석 동기 모터의 제어 방법은, 회전속도 지령과 상기 영구자석 동기 모터의 회전자 절대 각

위치에 기초하여 산출되는 회전속도의 차이에 기초하여 토크 지령을 생성하는 단계; 상기 영구자석 동기 모터의 구동전류

및 상기 영구자석 동기 모터의 회전자 절대 각 위치를 기초로 d-축 및 q-축 전류 피드백 신호를 산출하는 단계; d-축 전류

지령과 상기 d-축 전류 피드백 신호의 차이를 기초로 기본 d-축 전압지령을 산출하고, 상기 토크 지령을 기초로 산출된

q-축 전류 지령과 상기 q-축 전류 피드백 신호의 차이를 기초로 기본 q-축 전압지령을 산출하는 단계; 상기 전류 피드백

신호와 상기 전류 지령의 차에 의해 산출되는 고조파 전류 성분에 포함된 적어도 하나 이상의 고차의 고조파 전류 성분을

억제하기 위한 고조파 억제 d-축 전압지령과 고조파 억제 q-축 전압지령을 각각 산출하는 단계; 상기 기본 d-축 전압지령

과 상기 고조파 억제 d-축 전압지령을 합산하여 d-축 전압지령을 산출하고, 상기 기본 q-축 전압지령과 상기 고조파 억제

q-축 전압지령을 합산하여 q-축 전압지령을 산출하는 단계; 및 상기 q-축 전압지령과 상기 d-축 전압지령을 삼상 전압지

령으로 변환하고, 상기 변환된 삼상 전압지령에 기초하여 상기 영구자석 동기모터를 구동하는 구동전압을 출력하는 단계;

를 포함한다.

상기 고조파 억제 d-축 전압지령과 상기 고조파 억제 q-축 전압지령을 산출하는 단계는, 상기 고조파 전류 성분 중 5차 고

조파 전류 성분을 억제하기 위한 5차 고조파 억제 d-축 전압지령과 5차 고조파 억제 q-축 전압지령을 각각 산출하는 5차

고조파 억제 전압지령 산출단계; 상기 고조파 전류 성분 중 7차 고조파 전류 성분을 억제하기 위한 7차 고조파 억제 d-축

전압지령과 7차 고조파 억제 q-축 전압지령을 각각 산출하는 7차 고조파 억제 전압지령 산출단계; 및 상기 5차 고조파 억

제 d-축 전압지령과 상기 7차 고조파 억제 d-축 전압지령을 합산하여 상기 고조파 억제 d-축 전압지령을 산출하고, 상기

5차 고조파 억제 q-축 전압지령과 상기 7차 고조파 억제 q-축 전압지령을 합산하여 상기 고조파 억제 q-축 전압지령을

산출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5차 고조파 억제 전압지령 산출단계는, 상기 고조파 성분을 5차 좌표계 상의 성분으로 변환하는 단계; 상기 5차 좌표

계 상의 성분으로 변환된 고조파 성분을 저역통과필터로 필터링(filtering)하여 5차 고조파 성분의 직류 성분을 추출하는

단계; 및 비례적분 제어기를 통하여 상기 추출된 직류 성분을 영(0)으로 제어하는 전압지령을 산출하고 이를 기본파 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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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로 변환하여, 상기 5차 고조파 억제 전압지령을 산출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상기 7차 고조파 억

제 전압지령 산출단계는, 상기 고조파 성분을 7차 좌표계 상의 성분으로 변환하는 단계; 상기 7차 좌표계 상의 성분으로 변

환된 고조파 성분을 저역통과필터로 필터링(filtering)하여 7차 고조파 성분의 직류 성분을 추출하는 단계; 및 비례적분 제

어기를 통하여 상기 추출된 직류 성분을 영(0)으로 제어하는 전압지령을 산출하고 이를 기본파 좌표계로 변환하여, 상기 7

차 고조파 억제 전압지령을 산출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하,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첨부된 도면을 참조로 설명한다.

도1에서, 도면번호 11은 영구자석 동기모터(permanent magnet synchronous motor)를 나타낸다. 예를 들어, 영구자석

동기모터(11)는, 매입형 영구자석 동기모터(interior permanent magnet synchronous motor, IPMSM)일 수 있다.

위치 검출부(13)는, 영구자석 동기모터(11)의 회전자(rotor)의 절대 각 위치(absolute angular position, θ)를 검출한다.

절대 각 위치는 영구자석 동기모터(11)로 양의 d축 전류가 인가되는 각 위치(angular position)를 의미한다. 절대 각 위치

및 절대 각 위치의 산출은 본 발명이 속하는 분야에서 자명하므로,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예를 들어, 위치 검

출부(13)는 레졸버(resolver)로 할 수 있다. 이하에서, 도면번호 13은 레졸버로 칭하기로 한다.

전류 검출기(current detector)(15)는 PWM 인버터(PWM inverter)(17)의 출력전압(Vus, Vvs, Vws)에 의해 영구자석 동

기모터(11)로 인가되는 구동전류(i us, ivs)를 검출한다.

삼상/d-q 좌표 변환기(three phase/d-q coordinate converter)(19)는, 레졸버(13)로부터 입력되는 절대 각 위치(θ)를

이용하여 전류 검출기(15)로부터 입력되는 전류를 q-축 전류 피드백 신호(q-axis current feedback signal, iq)(즉, 토크

분 전류 피드백 신호(torque split current feedback signal))와 d-축 전류(d-axis current feedback signal, id)(즉, 자속

분 전류 피드백 신호(magnetic flux split current feedback signal))로 변환한다.

회전속도 산출기(angular velocity calculator)(21)는 레졸버(13)로부터 출력되는 절대 각 위치(θ)에 기초하여 회전속도

(ωr)를 산출한다. 예를 들어, 회전속도 산출기(21)는 미분기(differentiator)를 포함할 수 있다.

감산기(subtracter)(23)는 회전속도 지령값(ωr
*)과 상기 산출된 회전속도(ωr)의 차이를 산출한다.

속도 제어기(velocity controller)(25)는 감산기(23)에 의해 산출된 회전속도 차이를 입력받으며, 입력된 회전속도 차이에

해당하는 토크 지령(Te
*)을 출력한다. 예를 들어, 속도 제어기(25)는 비례 적분 제어기(Proportional Integration

controller; PI controller)를 포함할 수 있다.

전류 지령 생성기(27)는 상기 토크 지령(Te
*)에 대응하는 q-축 전류 지령(q-axis current command, iq

*)(토크분 전류

지령(torque split current command)이라고도 함)을 생성한다. 예를 들어, q-축 전류 지령은 토크 지령에 토크 상수

(torque constant, Kt)의 역수를 곱한 값으로 산출될 수 있다. 한편, 전류 지령 생성기(27)는, d-축 전류 지령(d-axis

current command, id
*)(자속분 전류 지령(magnetic flux split current command)이라고도 함)을 생성하는데, d-축 전류

지령은 "0"으로 설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q-축 전류 지령 및 d-축 전류 지령의 산출은 본 발명이 속하는 분야에서 자명

하므로, 이에 대한 더욱 상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q-축 전류 지령과 d-축 전류 지령은 전류 제어기(29)로 입력되며, 삼상/d-q 좌표 변환기(three phase/d-q coordinate

converter)(19)에 의해 생성된 q-축 전류 피드백 신호(iq)와 d-축 전류 피드백 신호(id)도 전류 제어기(29)로 입력된다.

전류 제어기(29)는, q-축 및 d-축 전류 지령(iq
*, id

*), q-축 및 d-축 전류 피드백 신호(iq, id)를 이용하여, q-축 전압 지

령(Vsq
*)과 d-축 전압 지령(Vsd

*)을 생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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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류 제어기(29)는, d-축 및 q-축 전류 피드백 신호에서 d-축 및 q-축 전류 지령을 감산하여 고조파 전류 성분을 추출하

고, 추출된 고조파 전류 성분을 각각 5차 및 7차 좌표계 상의 성분으로 변환하며, 저역통과필터(low pass filter)를 이용하

여 5차와 7차 고조파 성분의 직류 성분을 분리하고, 비례적분 제어기를 통하여 5차와 7차 전류성분을 각각 영으로 제어하

는 고조파 억제 전압지령을 생성하고, 5차 및 7차 고조파 상쇄 전압지령을 원래의 기본파 좌표계로 역변환하여 출력한다.

본 발명의 실시예에 의한 전류 제어기(29)는 영구자석 동기 모터의 고조파 특성을 이용하여 고조파 성분에 의한 영향을 제

거할 수 있는 고조파 상쇄 전압지령을 생성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하에서 영구자석 동기 모터의 고조파 특성을 간단히 살

펴본 후에, 본 발명의 실시예에 의한 전류 제어기(29)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로 한다.

영구자석 동기모터의 고정자 전압 방정식은 전압 및 전류 공간벡터를 사용하여 다음의 식(1)로 표현될 수 있다.

여기서, 각 물리량 및 전압 및 전류벡터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모터 전압벡터(motor voltage vector)

:상 인덕턴스(phase inductance)

: 모터 상 저항(motor phase resistance)

: 모터 u, v, w 상 전류(motor u-, v-, and w-phase current)

: 모터 전류벡터(motor current vector)

: 모터 u, v, w 상 전압(motor u-, v- and w-phase voltage)

: 코일에 쇄교하는 자속벡터(magnetic flux linkage vector)

그리고, 위 첨자 "s"는 정지 좌표계 상의 변수임을 나타낸다.

코일에 쇄교하는 자속을 고정자 전류 성분(component caused by stator current)과 영구자석 성분(component caused

by the permanent magnet)으로 나누면 식(1)은 다음의 식(2)로 표현될 수 있다.

여기서, 는 영구자석의 자속(magnetic flux of the permanent magnet)이고, θ는 회전자 각 위치(rotor angular

position)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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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자석 동기 모터의 역기전력 전압(back emf voltage)의 고조파는 영구자석에 의한 공극 쇄교 자속(magnetic linkage

flux of air gap)의 고조파로 모델링(modeling)될 수 있는데, 3차 고조파는 상쇄되어 존재하는 아니하고 5차와 7차 고조파

가 주된 성분이므로 5차와 7차 고조파만을 고려(7차 이상의 고조파는 매우 작은 값이므로 이를 무시)하면 식(2)는 다음과

같은 식(3)으로 표시될 수 있다.

여기서, 아래 첨자 "1"은 기본파를 나타내고, 아래 첨자 "5"와 "7"은 각각 5차 및 7차 성분을 나타낸다. 식(3)에 나타난 바

와 같이, 5차 성분은 기본파와 반대방향으로 회전하고 7차 성분은 기본파와 동일한 방향으로 회전한다.

유사하게, 모터 전류에도 아래의 식(4)에서와 같이 고조파 성분을 도입할 수 있다.

식(3) 및 (4)를 결합하고, 다음의 식(5)를 통하여 회전자에 동기된 기본파 좌표계(synchronous reference frame fixed to

the rotor) 상으로 좌표 변환하여 정리하면 다음의 식(6)의 고조파 모델을 구할 수 있다.

상기 식(6)의 첫 번째 항은 기본파의 동특성을 나타내고, 두 번째 항 및 세 번째 항은 5차 성분 및 7차 성분의 동특성을 각

각 나타낸다. 또한, 식(6)으로부터 동기 좌표계(synchronous coordinate) 상에서 5차 고조파 성분은 역방향의 6차 성분

으로 관측되고 7차 고조파 성분은 정방향의 6차 성분으로 관측됨을 알 수 있다.

유사하게, 식(4)로 표현되는 측정된 모터 전류 피드백 신호를 식(5)를 이용하여 동기 좌표계로 변환하면, 변환된 전류식은

5차 고조파 성분과 7차 고조파 성분을 포함하며, 5차 고조파 성분은 역방향의 6차 성분으로 관측되고 7차 고조파 성분은

정방향의 6차 성분으로 관측된다.

본 발명의 실시예에 의한 영구자석 동기 모터 전류 제어의 목적은 5차 및 7차 고조파 전류를 독립적으로 "0"으로 만드는

것이며, 이는 각 고차 좌표계에서 해당 차수의 전류를 영(0)으로 제어하여 달성될 수 있다.

도2에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의한 전류 제어기(29)의 블록도가 도시되어 있다. 이하에서, 도2를 참조하여 본 발명의 실시

예에 의한 전류 제어기(29)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d-축 전류신호 감산기(subtracter)(31)는 d-축 전류 지령(id
*)과 삼상/d-q 좌표 변환기(19)로부터 입력되는 d-축 전류

피드백 신호(id)의 차이를 산출하고, q-축 전류신호 감산기(subtracter)(33)는 전류 지령 생성기(27)로부터 입력되는 q-

축 전류 지령(iq
*)과 삼상/d-q 좌표 변환기(19)로부터 입력되는 q-축 전류 피드백 신호(iq)의 차이를 산출한다.

등록특허 10-0655702

- 8 -



기본 d-축 전류 제어기(35)는 d-축 전류신호 감산기(31)에 의해 산출된 d-축 전류 지령(id
*)과 d-축 전류 피드백 신호

(id)의 차이에 기초하여 기본 d-축 전압 지령(Vsd_B
*)을 산출하고, 기본 q-축 전류 제어기(37)는 q-축 전류신호 감산기

(subtracter)(33)에 의해 산출된 q-축 전류 지령(iq
*)과 q-축 전류 피드백 신호(i q)의 차이에 기초하여 기본 q-축 전압 지

령(Vsq_B
*)을 산출한다. 기본 d-축 전류 제어기(35)와 기본 q-축 전류 제어기(37)는 각각 비례 적분 제어기(Proportional

Integration controller: PI controller)를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기본 d-축 전압 지령 및 기본 q-축 전압 지령은 종래

의 d-축 및 q-축 전압 지령의 생성과 동일한 방식에 의해 생성될 수 있다.

본 발명의 실시예에 의한 고조파 억제 제어에서는 전류 피드백 신호에서 전류 지령을 뺀 값(이하에서, "전류 피드백 신호와

전류 지령의 차"라고 함)을 이용하여 고조파를 억제하는 전압 지령을 생성하므로, d-축 전류신호 감산기(31) 및 q-축 전류

신호 감산기(33)에 의해 산출된 값은 각각 네가티브 게인(negative gain)(39, 41)을 거치게 된다.

따라서, d-축 및 q-축 성분에 대해서 전류 피드백 신호와 전류 지령의 차가 산출되며, 산출된 전류 피드백 신호와 전류 지

령의 차는 각각 5차 고조파 제어기(43)와 7차 고조파 제어기(45)로 입력된다.

이때, 상기한 바와 같이, 전류 피드백 신호의 벡터 방정식인 식(4)를 동기 좌표계로 변환하면 식(6)에서와 같이 역방향의 6

차 성분으로 관측되는 5차 고조파 전류 성분과 정방향의 6차 성분으로 관측되는 7차 고조파 전류 성분을 포함하므로, 동기

좌표계 상의 변수인 전류 피드백 신호와 전류 지령의 차도 역방향의 6차 성분으로 관측되는 5차 고조파 전류 성분과 정방

향의 6차 성분으로 관측되는 7차 고조파 전류 성분을 포함하게 된다. 즉, 5차 고조파 제어기(43)와 7차 고조파 제어기(45)

로 입력되는 전류 피드백 신호와 전류 지령의 차는 역방향의 6차 성분으로 관측되는 5차 고조파 전류 성분과 정방향의 6차

성분으로 관측되는 7차 고조파 전류 성분을 포함한다.

식(4)로 표현되는 측정 모터전류 방정식을 식(5)를 이용하여 동기 좌표계로 변환한 후 이를 다시 다음의 식(7) 및 (8)을 통

하여 5차 좌표계와 7차 좌표계로 각각 변환하면, 다음의 식(9) 및 식(10)에 나타난 바와 같이 해당 차수의 고조파 이외의

기본파 및 다른 고조파 성분이 각각 7차와 12차의 교류 성분으로 관측된다.

여기서, 위 첨자 s, 5, 7은 각각 정지좌표계, 5차 좌표계, 7차 좌표계 상의 변수임을 의미한다.

식(9)에 나타난 바와 같이, 5차 좌표계에서는 5차 고조파 성분은 직류로 관측되고, 기본파 성분과 7차 고조파 성분은 각각

6차 및 12차의 교류로 관측된다. 그리고, 식(10)에 나타난 바와 같이, 7차 좌표계에서는 7차 고조파 성분은 직류로 관측되

고, 기본파 성분과 5차 성분은 각각 6차 및 12차의 교류로 관측된다.

따라서, 동기 좌표계 상의 변수인 전류 피드백 신호와 전류 지령의 차를 상기 식(7) 및 (8)을 각각 이용하여 5차 및 7차 좌

표계로 좌표변환하면, 상기한 식(9) 및 (10)에서와 유사하게, 5차 좌표계에서는 5차 성분은 직류 성분으로 관측되고, 기본

파 및 7차 성분은 각각 6차 및 12차의 교류 성분으로 관측되며, 7차 좌표계에서는 7차 성분은 직류 성분으로 기본파 및 5

차 성분은 각각 6차 및 12차의 교류 성분으로 관측된다. 본 발명의 실시예에서는, 좌표 변환기(47, 49)를 이용하여, 전류

피드백 신호와 전류 지령의 차를 5차 및 7차 좌표계 상의 값으로 각각 변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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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5차 좌표계로 변환된 전류 피드백 신호와 전류 지령의 차에서는, 5차 고조파 성분이 직류 성분으로 관측되고, 기본파

및 7차 고조파는 교류 성분으로 관측된다. 한편, 7차 좌표계로 변환된 전류 피드백 신호와 전류 지령의 차에서는, 7차 고조

파 성분이 직류 성분으로 관측되고, 기본파와 5차 고조파는 교류 성분으로 관측된다.

5차 좌표계 및 7차 좌표계로 변환된 전류 피드백 신호와 전류 지령의 차를 저역통과필터를 이용하여 필터링(filtering)함으

로써, 교류 성분은 소거되고 직류 성분만이 추출된다.

즉, 5차 좌표계로 변환된 전류 피드백 신호와 전류 지령의 차는, 5차 d-축 저역통과필터(fifth d-axis low pass filter)(51)

와 5차 q-축 저역통과필터(fifth q-axis low pass filter)(53)에 의해 필터링(filtering)된다. 따라서, 5차 d-축 저역통과필

터(51) 및 5차 q-축 저역통과필터(53)에 의한 필터링에 의해, 5차 고조파 d-축 전류 직류성분(id5)과 5차 고조파 q-축 전

류 직류성분(iq5)이 각각 추출된다.

마찬가지로, 7차 좌표계로 변환된 전류 피드백 신호와 전류 지령의 차는, 7차 d-축 저역통과필터(seventh d-axis low

pass filter)(55)와 7차 q-축 저역통과필터(seventh q-axis low pass filter)(57)에 의해 필터링(filtering)된다. 7차 d-축

저역통과필터(55) 및 7차 q-축 저역통과필터(57)에 의한 필터링에 의해, 7차 고조파 d-축 전류 직류성분(id7)과 7차 고조

파 q-축 전류 직류성분(iq7)이 각각 추출된다.

그리고 나서, 이와 같이 추출된 5차 및 7차 전류 성분의 d-축 및 q-축 직류 성분은, 제어지령을 "0"으로 하는 4개의 독립

적인 비례적분 제어기(59, 61, 63, 65)를 통하여 보상함으로써, 5차 및 7차의 고조파 전류 성분을 제로(zero)화 시키는 5

차 및 7차 좌표계 상의 고조파 억제 전압지령이 얻어진다.

그리고 나서, 5차 좌표계 상의 고조파 억제 전압지령 및 7차 좌표계상의 고조파 억제 전압지령은, 상기한 식(8) 및 (7) 각

각을 통하여 동기 좌표계 상의 신호로 역변환된다. 즉, 상기한 식(8)에 해당하는 좌표변환기(67)를 통하여 5차 좌표계 상

의 고조파 억제 전압지령이 동기 좌표계로 좌표 변환되고, 상기한 식(7)에 해당하는 좌표변환기(69)를 통하여 7차 좌표계

상의 고조파 억제 전압지령이 동기 좌표계로 좌표 변환된다.

그리고, 5차 고조파 제어기(43)의 좌표변환기(67)에서 얻어진 5차 고조파 억제 d-축 전압지령과 7차 고조파 제어기(45)

의 좌표변환기(69)에서 얻어진 7차 고조파 억제 d-축 전압지령을 합산함으로써, 고조파 억제 d-축 전압지령(Vsd_C
*)이

생성된다. 마찬가지로, 5차 고조파 제어기(43)의 좌표변환기(67)에서 얻어진 5차 고조파 억제 q-축 전압지령과 7차 고조

파 제어기(45)의 좌표변환기(69)에서 얻어진 7차 고조파 억제 q-축 전압지령을 합산함으로써, 고조파 억제 q-축 전압지

령(Vsq_C
*)이 생성된다.

그리고 나서, 기본 d-축 전류 제어기(35)에 의해 산출된 기본 d-축 전압 지령(Vsd_B
*)과 고조파 억제 d-축 전압지령(Vsd_

C
*)을 합산함으로써, 최종적인 d-축 전압지령(Vsd

*)이 생성된다. 마찬가지로, 기본 q-축 전류 제어기(37)에 의해 산출된

기본 q-축 전압 지령(Vsq_B
*)과 고조파 억제 q-축 전압지령(Vsq_C

* )을 합산함으로써, 최종적인 q-축 전압지령(Vsq
*)이

생성된다.

결과적으로, 최종적인 d-축 및 q-축 전압지령은 영구자석 동기모터의 영구자석의 자속의 불균일에 기인하는 역기전력에

의한 고조파 억제를 위한 지령을 포함함으로써, 고정자 전류에 고조파 성분이 크게 감소한다. 따라서, 고조파 성분에 의한

토크 리플(torque ripple)의 저감되며, 영구자석 동기 모터의 전체적인 효율이 상승된다.

전류 제어기(29)에 의해 상기와 같은 방식으로 산출된 d-축 전압지령(Vsd
*)과 q-축 전압지령(Vsq

*)은 d-q/삼상 좌표 변

환기(d-q/three phase coordinate converter)(71)로 입력된다.

d-q/삼상 좌표 변환기(71)는, 절대 각 위치(θ)를 이용하여 q-축 전압 지령(Vsq
*)과 d-축 전압 지령(Vsd

*)을 삼상 전압

지령(Vus
*, Vvs

*, Vws
*)으로 변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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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WM 인버터(17)가 삼상 전압 지령(Vus
*, Vvs

*, Vws
*)을 펄스폭 변조(pulse width modulation, PWM)를 통하여 변조함

으로써, 출력전압(Vus, Vvs, Vws)이 영구자석 동기모터(11)에 인가된다. 따라서, 구동전류(ius, ivs, iws)가 영구자석 동기

모터(11)로 인가되어 영구자석 동기 모터(11)가 구동된다.

d-q/삼상 좌표 변환기(71) 및 PWM 인버터(17)의 작동은 본 발명이 속하는 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지는 자에게 자명하

므로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이상에서,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설명하였으나, 본 발명은 상기 실시예에 한정되지 아니하며, 본 발명의 실시예로

부터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 의해 용이하게 변경되어 균등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의 모든

변경 및/또는 수정을 포함한다.

발명의 효과

상기와 같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의하면, 고조파 성분을 추출하고 각 차수의 고조파에 동기된 고차 좌표계 상에서 복수개

의 독립적인 전류제어를 수행함으로써, 영구자석의 자속 불균일에 기인하는 고조파 전류를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1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의한 영구자석 동기 모터의 제어 시스템을 개략적으로 보여주는 구성도이다.

도2는 도1의 전류 제어기를 개략적으로 보여주는 구성도이다.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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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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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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