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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하기
환경의식이 고취됨에 따라, 에어컨이나 세탁기 등 가정
용 전자제품의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키는 고도의 모터
제어 기법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
상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고도의 모터 제어 솔루션은
독자적인 소스를 이용해서만 실현되어 왔습니다. 그러
나 새로운 디지털 신호 컨트롤러(DSC)의 등장에 따라
고도의 모터 제어 알고리즘을 낮은 비용으로 구현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에어컨의 경우, 모터의 속도 변화에 따른 응
답성을 높여야 합니다. 에너지 효율 성능과 정음성을 개
선한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고도의 모터 제어 알고리
즘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환경 측면의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기법으로서 FOC(Field Oriented Control)이 주목
받고 있습니다.
이 애플리케이션 노트에서는 Microchip의 dsPIC® DSC
제품군을 사용한 영구자석 동기 모터(PMSM)를 위한
센서리스 FOC 알고리즘의 구현에 대해 설명합니다.

FOC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이유
기존의 BLDC 모터 제어 기법에서는 스테이터를 6단계
스텝으로 구동하므로 출력 토크에 발진이 발생합니다.
6스텝 제어에서는 로터가 다음 위치에 도달할 때까지
한 쌍의 권선에 동력을 공급하며, 모터가 다음 스텝에
서 정류됩니다. 로터 위치는 홀 센서에서 판단하며 모
터를 전자적으로 정류합니다. 보다 고도화된 센서리스
알고리즘에서는 스테이터 권선에 발생하는 역기전력
(back-EMF)을 사용하여 로터 위치를 판정합니다.
6스텝 제어(사다리꼴 제어라고도 함)의 동적 응답은
세탁기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이는 부하가 1회의 세
탁 사이클 내에서 동적으로 변화하며, 또한 부하가 부
하의 종류나 선택된 세탁 사이클에 따라서도 변화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프론트 로드(front load) 방식 세탁기
의 경우 부하가 드럼 윗쪽에 있을 때에는 중력이 모터 부
하와 반대 방향으로 작동합니다. 이러한 동적 부하의 변
화에는 FOC 등 고도의 알고리즘으로만 대응할 수 있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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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어 방식은 전자제품의 모터 제어에 소요되는 비용
을 낮추는 데 큰 효과가 있으므로, 이 애플리케이션 노
트에서는 전자제품에 대한 PMSM 기반의 센서리스
FOC 제어에 초점을 두어 설명합니다. 또한 모터를 액
체 속에서 사용하는 경우나 와이어 하네스의 설치가 곤
란하여 위치 센서 또는 속도 센서를 설치할 수 없는 애플
리케이션에서도, 센서리스 FOC 방식을 활용하여 제약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PMSM은 영구자석을 사용하
는 로터에 의해 일정한 로터 자장이 발생하므로 전자제
품에서 사용할 경우 매우 높은 효율을 실현할 수 있습니
다. 또한 스테이터의 자장은 권선의 정현파 분포에 의
해 생성됩니다. 인덕션 모터에 비해 PMSM 모터는 크기
가 작고 파워풀하다는 장점을 갖습니다. 또한 브러시를
사용하지 않으므로 DC 모터에 비해 전기적 노이즈가 작
다는 것도 장점입니다.

모터 제어에 디지털 신호 컨트롤러를 사용하
는 이유
dsPIC DSC에는 아래와 같이 모터 제어에 이상적인 주
변장치가 내장되어 있으므로, 세탁기나 에어컨의 컴프
레서 등의 전자제품에 적합합니다.
• 펄스 폭 변조(PWM)
• 아날로그-디지털 컨버터(ADC)
• QEI(Quadrature Encoder Interface)
컨트롤러 루틴의 실행과 디지털 필터의 구현에 dsPIC
DSC를 사용할 경우, MAC 명령과 소수 연산을 1 사이
클로 실행할 수 있으므로 코드를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 또한 dsPIC DSC에는 포화 보호 하드웨어가 내장되어
있어 포화 기능이 필요한 처리를 통해 오버플로우를 회
피할 수 있습니다.
모터 제어에는 전류 센서가 중요한 기능을 하므로,
dsPIC DSC에는 속도가 빠르고 유연한 A/D 변환 기능
이 필요합니다. dsPIC DSC의 ADC는 입력 샘플을 1
Msps의 속도로 변환할 수 있으며 입력을 4개까지 동시
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ADC에는 복수의 트리거 옵션
이 있으며 저렴한 전류 센서 저항을 사용하여 권선의 전
류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PWM 모듈에서 A/
D 변환을 트리거할 수 있는 기능을 이용하면 특정 타이
밍에서 입력을 감지(스위칭 트랜지스터를 사용하여 센
서 저항을 전류에 흘려보냄)하는 전류 센서 회로를 낮
은 비용으로 구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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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신호 컨트롤러에 의한 모터 제어

애플리케이션 특징

dsPIC DSC 모터 제어 제품군은 다음을 포함한 대부분
의 일반적인 모터를 제어할 수 있도록 특별히 디자인되
어 있습니다.

이 애플리케이션 노트의 목적은 Microchip의 디지털 신
호 컨트롤러를 사용하여 PMSM의 센서리스 FOC를 소
프트웨어 기반으로 구현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데 있습
니다.

•
•
•
•

AC 인덕션 모터(ACIM)
브러시 DC 모터(BDC)
브러시리스 DC 모터(BLDC)
영구자석 동기 모터(PMSM)

dsPIC DSC 모터 제어 제품군에 기반한 여러 애플리케
이션 노트가 공개되어 있습니다( “References” 참조).
이들 애플리케이션 노트는 Microchip 웹 사이트
(www.microchip.com)에서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애플리케이션 노트에서는 dsPIC DSC를 통해 모터
컨트롤(모터 컨트롤 PWM 및 고속 ADC)에 특화된 주
변장치를 활용하여 PMSM의 센서리스 FOC(FieldOriented Control)를 실행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 dsPIC DSC의 DSP 엔진은 여기서 필요한 고속 산술
연산을 지원합니다.

DMCI (Data Monitoring and Control
Interface)
로의 신속하면서도 동적인 통합이 가능합니다. 일정 범
위 내의 값, 온/오프 상태, 디스크리트 값으로 변수를
제어하여 애플리케이션 동작을 결정하는 프로젝트에서
사용합니다. 필요에 따라 애플리케이션의 피드백을 그
래픽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모터 제어나
오디오 처리 애플리케이션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 제어 소프트웨어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PMSM의 벡터 제어를 실행.
• 위치 및 속도의 추정 알고리즘에 따르므로 위치 센
서가 필요하지 않음.
• 속도 범위는 500 ~ 17000 RPM.
• 제어 루프의 주기가 50 µs일 때, 소프트웨어가 요
구하는 CPU로의 부담은 약 21 MIPS (CPU 전체
의 약 2/3).
• 애플리케이션에는 450 바이트의 데이터 메모리 스
토리지가 필요하며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포함해
약 6K 바이트의 프로그램 메모리가 필요. 이 메모
리 요건을 충족할 경우 dsPIC33F 디바이스 제품
군 중 가장 작은 크기의 비용 효율적인
dsPIC33FJ12MC202(본 문서 작성 당시)로도 충
분히 동작 가능.
• 진단 모드(옵션)가 활성화된 경우 내부 프로그램
변수를 오실로스코프 상에서 실시간으로 관측 가
능. 이 기능으로 인해 제어 루프의 조정이 매우 편
리함.

DMCI는 아래와 같은 장점을 갖습니다.
• 9개의 제어용 슬라이더와 9개의 제어용
boolean(체크박스의 온/오프) (그림 1 참조)
• 35개의 제어용 입력 필드 (그림 2 참조)
• 4개의 그래프 (그림 3 참조)
이 인터페이스에서는 슬라이더나 값의 직접 입력, 또는
boolean 체크 박스 등을 자유롭게 조합하여 프로그램의
심볼(변수)을 동적으로 할당함으로서 프로젝트에 대
한 내비게이션이 가능합니다. 또한 이들 컨트롤러를 상
호작용이 가능하게 조작하여 MPLAB IDE 내의 프로그
램 변수 값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래프는 프로그램
에서 생성된 데이터를 표시하도록 동적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Note:

DMCI 툴의 기능은 변경되는 경우가 있습
니다. 위에 서술한 DMCI 툴에 관한 정보는
본 문서 작성 시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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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DYNAMIC DATA CONTROL 인터페이스

그림 2:

사용자 정의 데이터 입력 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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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그래픽으로 데이터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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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는 이 3상 토폴로지와 전류 센서 및 폴트 생성 회
로의 구현 방법을 나타냅니다.

시스템 개요
그림 4에서와 같이, 모터의 샤프트에는 위치 센서가 없
습니다. 대신 인버터의 일부로 저 인덕턴스(lowinductance) 저항을 사용하여 모터의 전류를 측정합니
다. 모터 권선을 구동하는 파워 스테이지로서 3상 인버
터를 사용합니다. 파워 인버터에 내장된 전류 센서 및
폴트 생성 회로가 시스템 전체를 과전류로부터 보호합
니다.

그림 4:

인버터 좌측에 표시된 최초의 트랜지스터는 역률보정
(PFC)용으로서, 이 애플리케이션 노트에서는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이 애플리케이션 노트에서 사용되는 하드웨어는
dsPICDEM™ MCLV 개발 보드 (DM330021) (최대
dsPICDEM™
MCHV
개발
보드
50 VDC)와
(DM330023) (최대 400 VDC)로, Microchip 웹사이트
(www.microchip.com)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시스템 개요
3-Phase
Inverter

PWM1H
PWM1L
PWM2H

3-Phase
PMSM

dSPIC33FJ32MC204

PWM2L
PWM3H
PWM3L

AN0
AN1
RB8

Ia
Ib
Over Current

VR1
AN8
RA8

그림 5:

Speed Demand
Start/Stop

User Interface

S2

3-상 토폴로지
Optional Power Factor Correction

PWM2H

PWM1H

PWM3H
PMSM

115/230
VAC
PWM2L

PWM1L

Fa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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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

PWM3L

Ib

Current
Lim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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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C (FIELD ORIENTED CONTROL)
시점의 문제
FOC(또는 벡터 제어)의 동작 원리를 이해하는 방법 중
하나는 좌표 참조의 변환 프로세스를 머리속으로 떠올
리는 것입니다. AC 모터의 동작을 스테이터 측에서 보
면 스테이터에는 정현파 전류가 입력된 것처럼 보일 것
입니다. 이 시간 변화(time-variant) 신호에 따라 회전
자속이 발생합니다. 로터의 속도는 회전 자속 벡터의 함
수로 결정됩니다. 정지한 시점에서 보면 스테이터 전류
와 회전 자속 벡터는 AC 양처럼 보입니다.
이제 자신이 모터 내부에 들어가 회전하는 로터 옆에서
스테이터 전류에 의해 발생한 회전 자속 벡터와 동일한
속도로 회전하고 있다고 상상해 봅시다. 이 시점에서 정
상 상태의 모터를 관찰하면 스테이터 전류는 정수값처
럼 보이고, 회전 자속 벡터는 정지합니다.
마지막으로 필요한 것은 스테이터 전류를 제어하여 원
하는 로터 전류(직접적으로는 측정할 수 없음)를 얻는
것입니다. 좌표 참조 변환을 통해, 표준적인 제어 루프
를 사용하여 스테이터 전류를 DC 값처럼 제어할 수 있
습니다.

벡터 제어 요약
간접 벡터 제어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1.

3상 스테이터 전류를 측정합니다. 이 계측에 의
해 ia 와 ib 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ia, ib, ic사이
에는 다음 관계가 성립하므로, ic의 값은 계산으
로 얻을 수 있습니다.
ia + ib + ic = 0.

2.

3.

3상 전류를 2축 시스템으로 변환합니다. 이 변환
에 따라 계측값 ia 및 ib, 그리고 계산값 ic 3가지
로부터 변수 i와 i를 얻을 수 있습니다. i와 i
는 스테이터의 시점으로부터 보면 시간 변화 쿼
드라쳐 전류 값입니다.
제어 루프의 마지막 반복(iteration)에서 계산된
변환 각도를 사용하여 2축 좌표계의 로터 자속에
맞추어 회전합니다. 이 변환에 의해 i 및 i로부
터 변수 Id및 Iq가 얻어집니다. Id와 Iq는 회전
좌표계에 변환된 직교 전류입니다. 정상 상태에
서는 Id와 Iq는 정수가 됩니다.

Id와 Iq 및 각각의 레퍼런스 값을 사용하여 편차
신호를 생성합니다.
• Id 의 레퍼런스가 로터 자속을 제어함
• Iq 의 레퍼런스가 모터 토크 출력을 제어함
• 편차신호는 PI 컨트롤러에 입력됨
• 컨트롤러로부터 Vd와 Vq가 출력되며 이 출
력 벡터가 모터에 전송됨
5. va, vb, ia, ib 가 입력으로서 새로운 변환 각도를
추정합니다. 이 새로운 각도에 기반하여 FOC 알
고리즘은 다음 전압 벡터를 어디에 배치할지 판
단합니다.
6. PI 컨트롤러로부터 출력된 Vd 및 Vq 값을 새로운
각도를 사용하여 정지 좌표계로 다시 회전시킵
니다. 이 계산에 따라 다음 직교 전압값 va와 vb
를 얻을 수 있습니다.
7. va 와 vb 값을 다시 3상 값 va, vb, vc 로 변환합니
다. 이 3상 전압값을 사용하여 원하는 전압 벡터
를 생성하기 위한 새로운 PWM 듀티 사이클 값을
계산합니다. 변환, PI 반복, 역변환, PWM 생성
을 포함한 모든 프로세스는 그림 6과 같습니다.
4.

이 애플리케이션 노트의 다음 장에서는 위의 각 스텝에
대해 자세히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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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REF

벡터 제어 블록 다이어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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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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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표 변환

파크 변환

일련의 좌표 변환에 따라 토크와 자속의 시불변값은 전
형적인 PI 제어 루프에서 간접적으로 결정 및 제어할 수
있습니다. 이 처리는 먼저 3상 모터 전류의 계측으로부
터 시작됩니다. 실제로 이들 3개의 전류의 순간적인 합
계는 0이 됩니다. 즉 3개의 전류값 중 2개를 계측하는
것으로 나머지 하나를 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
서 전류 센서는 2개로 충분하며 하드웨어 비용을 절감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단계에서, 스테이터 전류는 축 -라고 불
리는 2축의 직교 좌표계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다음 단
계에서는 이를 로터 자속에 맞추어 회전하는 또 다른 2
축 좌표계로 변환합니다. 이 변환에는 그림 8에 표시된
파크 변환을 사용합니다. 이 2축 회전 좌표계를 d-q라
고 합니다. θ는 로터 각도를 나타냅니다.

dsPIC DSC에서는 3상 전류 계측을 하나의 션트로 구
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싱글 션트 알고리즘에 대한 자
세한 내용은 AN1299, “Single-Shunt Three-Phase
Current Reconstruction Algorithm for Sensorless FOC
of a PMSM” (DS01299)를 참조하십시오.

클라크 변환
최초의 좌표 변환은 클라크 변환이라고 하며 스테이터
를 기준으로 하여 3축의 2차원 좌표계를, 레퍼런스를
유지한 채로 2축의 좌표계로 이동합니다(그림 7을 보
면 알 수 있듯이 ia, ib, ic는 독립된 위상 전류입니다).

그림 7:

CLARKE 변환

a
b
(c)


Clarke





i

is
i

c

파크 변환


q
i
i

Iq
Park



Id

d

i
Iq

Id = i cos + i sin
Iq = -i sin + i cos

Id

is




i

PI 제어
서로 영향을 미치는 3개의 변수를 개별로 제어하기 위
해, 3개의 PI 루프를 사용합니다. 로터 속도, 로터 자
속, 로터 토크가 각각 별개의 PI 모듈로 제어됩니다. 이
구현 방법은 이전부터 사용되던 것으로, 그림 9와 같이
(Kc Excess) 항을 사용하여 무제한 출력(U)로부터 제
한 출력(Out)을 빼서 구할 수 있습니다. Kc 항과 Exce
를 곱하고 적산 누적(Sum)을 제한합니다.

.

b

ia + ib + ic = 0
i = ia
i = (ia +2ib)/3

그림 8:

a,

그림 9:

PI 제어

InRef



K P  E rr + K i   E

RR

 dt

Out

FB(Feedback)

.

Err = InRef - FB
U = Sum + Kp Err
If (U > Outmax)
Out = Outmax
else if (U < Outmin)
Out = Outmin
else
Out = U
Excess = U - Out
Sum = Sum + (Ki

.

Err)-(Kc

.

Excess)

PID 컨트롤러의 기초 지식
컨트롤러의 자세한 내용은 이 애플리케이션 노트의 목
적 그 이상의 것과 연관되므로 여기서는 생략되어 있습
니다. 단, 여기서는 PID 동작의 기초에 대해 간단히 설
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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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D 컨트롤러는 클로즈드 제어 루프에서의 편차 신호에
응답하여 피제어량을 조정함으로써 원하는 시스템 응
답을 달성하는 것을 의도하고 있습니다. 제어 대상이 되
는 파라미터는 속도, 토크, 자속 등의 측정 가능한 시스
템 양입니다. PID 컨트롤러의 장점은 하나 또는 복수의
게인값을 조정하여 시스템 응답의 변화를 관찰함에 따
라 컨트롤러를 경험론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
다.
디지털 PID 컨트롤러는 주기적인 샘플링 간격으로 실행
됩니다. 시스템을 적절히 제어하려면 컨트롤러 실행 빈
도가 충분해야한다는 것이 전제조건이 됩니다. 제어 대
상인 파라미터의 실제 측정값으로부터 목표값을 뺀 것
이 편차 신호가 됩니다. 편차의 부호는 제어 입력에 필
요한 변화의 방향을 표시합니다.
컨트롤러의 P(비례) 항은 편차 신호를 P 게인으로 곱한
것으로, 이에 따라 편차의 크기 함수로서의 제어 응답
이 PID 컨트롤러로부터 출력됩니다. 편차 신호가 커짐
에 따라 컨트롤러의 P 항도 커지며, 큰 보정량이 출력됩
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P 항의 효과에 따라 전체적인 편차가
작아집니다. 단 편차가 제로에 가까워지면서 P 항의 효
과는 작아집니다. 많은 시스템의 경우 제어 대상인 파
라미터의 편차는 제로에 매우 가까워지지만, 제로로 수
렴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결과 작은 정상 편차가 남게
됩니다.
컨트롤러의 I(적분) 항은 이 작은 정상편차를 없애기 위
해 사용합니다. I 항에서는 편차 신호의 연속된 누적값
을 계산합니다. 이를 위해 작은 정상 편차가 시간에 따
라 큰 편차로 누적됩니다. 이 누적편차 신호를 I 게인 팩
터로 곱한 것이 PID 컨트롤러의 I 출력항이 됩니다.
PID 컨트롤러의 D(미분) 항은 컨트롤러의 속도를 높이
기 위해 사용되며, 편차 신호의 변화율에 응답합니다.
D 항의 입력은 직전 편차값으로부터 현재 편차값을 빼
서 구합니다. 이 편차의 차분에 D 게인 팩터를 곱한 것
이 PID 컨트롤러의 D 출력항이 됩니다.
시스템 편차의 변화가 빠르면 컨트롤러의 D 항으로부터
얻어지는 제어 출력도 커지게 됩니다. PID 컨트롤러에
는 D 항을 실행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그렇게 많지
는 않으나 I 항을 실행하지 않는 경우도 있음). 예를 들
어 이 애플리케이션에서는 모터 속도 변화의 응답 시간
이 비교적 늦기 때문에 D 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
러한 경우에 D 항을 사용하면 PWM 듀티 사이클이 과도
하게 변화하여 알고리즘 동작에 영향을 주게 되고, 과
전류 오동작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P 게인을 적절하게 선택하면 I 게인을 서서히 늘려 시스
템 편차가 제로가 되도록 합니다. 많은 시스템의 경우 I
게인은 적은 양으로 충분합니다. I 게인을 너무 크게 하
면 I 게인의 영향이 P 항의 작용을 상회하여 전체적인 제
어 응답이 늦어져 시스템이 목표값 언저리에서 발진합
니다. 발진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I 게인을 낮추어 P 게
인을 늘림으로써 문제를 해결합니다.
이 애플리케이션에서는 적분 오차에 따라 출력 파라미
터가 포화되는 경우 발생하는 적분의 와인드업
(windup)을 제한하기 위한 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이상으로 적분 오차가 늘어나더라도 출력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누적 오차가 감소하려면 출력이 포화되
기 시작했을 때의 값보다도 낮게 감소(언와인드)하여
야 합니다. 이러한 원치 않는 오차의 누적을 계수 Kc 로
제한합니다. 많은 경우 이 계수는 Ki와 같은 값으로 설
정할 수 있습니다.
3개의 컨트롤러 모두 출력 파라미터의 최대값을 갖습니
다. 이들 값은 UserParms.h 파일에 기술되어 있으며
, 디폴트로는 SVGen() 루틴에서 포화가 발생하지 않도
록 설정되어 있습니다.

제어 루프의 의존관계
이 애플리케이션에서는 3개의 상호 의존된 PI 제어 루
프가 있습니다. 바깥쪽 루프가 모터 속도를 제어합니다
. 안쪽 2개의 루프는 변환 후의 모터 전류 Id와 Iq를 제
어합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Id 루프는 자속을 제어하
며, 값 Iq는 모터 토크를 제어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역 파크 변환
PI 반복 후 회전축 d-q에 2개의 전압 성분 벡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는 보상 역변환을 통해 3상 모터 전압
에 돌려 놓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2축의 회
전 프레임 d-q를 2축의 정지 프레임 -로 변환합니
다. 이 변환에는 그림 10과 같이 역 파크 변환을 사용
합니다.

그림 10:

역 파크 변환


q
Vd
Vq


V

Inverse
V
Park







V = Vd cos - Vq sin
V = Vd sin + Vq cos

V
Vq

Vs

d
Vd
V




PID 게인의 조정
PID 컨트롤러의 P 게인은 전체적인 시스템 응답을 설정
합니다. 컨트롤러를 최초로 조정할 때 I 게인과 D 게인
을 제로로 설정합니다. 다음으로 과도한 오버슈트나 발
진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에서 목표값의 변화에 시스템
이 올바르게 응답하는 사이 P 게인을 늘려 갑니다. P 게
인 값을 작게 하면 시스템 제어가 '느슨하게' 되며, P
게인 값을 크게 하면 '타이트한' 제어가 됩니다. 이 시
점에서는 시스템이 목표값에 수렴할 가능성이 적습니
다.

 2019 Microchip Technology I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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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역 클라크 변환
다음으로 2축의 정지좌표계 -를 스테이터의 3축 3
상 정지 참조 좌표계로 변환합니다. 수학적으로 이 변
환은 그림 11과 같이 역 클라크 변환으로 실행합니다.

그림 11:
V
V

Vr1

T = T1 + T2 + T0 = PWM Period





UOUT = (T1/T U0) + (T2/T U60)
U60(011)



Vr2
Vr3

Vr2
V

UOUT

Vs




Vr1 = V
Vr2 = (-V +  3 V)/2
Vr3 = (-V - 3 V)/2

V

Vr1,

T1/T

Vr3

공간 벡터 변조 (SVM)
벡터 제어 프로세스의 마지막 단계는 3상 모터 전압 신
호에 대한 펄스 폭 변조(PWM) 신호를 생성하는 것입니
다. 공간 벡터 변조(SVM)를 사용하면 3상 각각에 대
해 펄스 폭을 생성하는 처리가 몇가지 간단한 등식으로
간략화됩니다. 이 실행 방법에서는 역 클라크 변환이
SVM 루틴에 포함되어 있어 한층 더 계산을 간략화해 줍
니다.
3개의 인버터 출력은 각각 2개의 상태 중 하나가 됩니
다. 즉 인버터 출력은 + 버스 레일 또는 - 버스 레일 중
하나에 연결되어 있으므로 출력 상태는 모두 23 = 8 개
가 됩니다(표 1 참조).
이 중에서 3개의 출력이 모두 + 버스 또는 - 버스에 연
결된 2개의 상태의 경우, 이 중 어느 상에도 라인간 전
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SVM 스타의 원점에서 플로트
됩니다. 그 외 6개의 상태는 그림 12와 같이 각각 60
도씩 다른 회전 각도의 벡터로 표현됩니다.

.

U0

.

T2/T

U60

U0(001)

T0은 유효한 전압이 권선에 인가되지 않은, 즉 NULL
벡터가 인가되어 있는 시간을 표시합니다. T1과 T2의
값은 일부 수정된 역 클라크 변환을 사용하면 그 외의 계
산 없이도 구할 수 있습니다. V와 V를 역으로 하면
SVM 스타로부터 30도 시프트된 좌표축을 얻을 수 있습
니다. 그 결과 6개의 세그먼트 각각에 대해 하나의 축
이 그 세그먼트의 정반대에 위치하며, 나머지 2개의 축
은 대칭으로 세그먼트의 경계에 있습니다. 이들 2개의
경계축을 따라 벡터 성분의 값이 T1과 T2와 같습니다
. 계산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CalcRef.s 및
SVGen.s 파일의 소스 코드를 참조하십시오.
그림 14와 같이 PWM 주기 T에 대해 T1/T에서는 벡터
T1이 출력되며, T2/T에서는 벡터 T2가 출력됩니다.
dsPIC30F는 센터 얼라인 PWM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 주기 중앙에서 파형이 좌우대칭이 됩니다. 이 구성을
통해 매 주기마다 라인 간에 2개의 펄스를 얻을 수 있습
니다. 실질적인 스위칭 주파수는 2배가 되며, 파워 디
바이스의 스위칭 손실을 늘리지 않고도 리플 전류를 낮
출 수 있습니다.

SVM
U120(010)

U180(110)

T0 = Null Vector

역 클라크 변환

Inverse
Clarke

그림 12:

평균 SVM

U(111)

U240(100)

U60(011)

U(000)

U0(001)

U300(101)

공간 벡터 변조 처리에 따라 합성 벡터는 모두 인접한 2
개의 벡터 성분의 합계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림 13
에서는 U이 원하는 합성 벡터입니다. 이 벡터는 U60
과 U0 사이의 섹터에 존재합니다. 어떤 PWM 주기 T에
대해, T1/T에서는 U0이 출력되며, T2/T에서는 U60
가 출력된다고 하면 이 주기의 평균이 UOUT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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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공간 벡터 변조의 인버터 상태

Phase C

Phase B

Phase A

Vab

Vbc

Vca

Vds

Vqs

Vector

0

0

0

0

0

0

0

0

U(000)

0

0

1

VDC

0

-VDC

2/3VDC

0

U0

0

1

1

0

VDC

-VDC

VDC/3

VDC/3

U60

0

1

0

-VDC

VDC

0

-VDC/3

VDC/3

U120

1

1

0

-VDC

0

VDC

-2VDC/3

0

U180

1

0

0

0

-VDC

VDC

-VDC/3

- VDC/3

U240

1

0

1

VDC

-VDC

0

VDC/3

- VDC/3

U300

1

1

1

0

0

0

0

0

U(111)

그림 14:

주기 T에 대한 PWM

PWM1

PWM2

PWM3
T0/4

T1/2

T2/2

T0/4

T0/4

T2/2

T1/2

T0/4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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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SM 모터의 센서리스 FOC 제어

모터 모델

이 알고리즘에서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은 FOC에 필요
한 정류 각도를 어떻게 계산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애플리케이션 노트의 본 항목에서는 정류 각도()와 모
터 속도()의 추정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DC 모터의 모델을 사용하여 PMSM 위치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림 15와 같이 이는 권선 저항, 권선 인덕
턴스 및 역기전력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센서리스 제어 기법에 따른 FOC 알고리즘의 실행에서
는 위치 센서를 사용하지 않고 모터 위치를 추정합니다
. 그림 16는 위치 추정 기능의 블록 다이어그램입니다.

그림 15:
is

모터의 위치와 속도는 전류의 계측치와 전압의 계산치
에 기반하여 추정합니다.

모터 모델
L

R

es

Motor

vs

모터 모델을 바탕으로 식 1을 통해 입력 전압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림 16:

위치 추정 기능 블록 다이어그램
dsPIC® DSC
REF
FOC
Control

V

PWM

A/D

Vcc

PWM1H
PWM1L
PWM2H
PWM2L
PWM3H
PWM3L

Inverter
PMSM

Fault


Position
and Speed
Esti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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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1:

디지털화된 모터 모델
d
v s = Ri s + L ----- i s + e s
dt

이때,
is
vs
es
R
L
Ts

= 모터 전류 벡터
= 입력 전압 벡터

파라미터 F와 G의 계산
모터 모델에는 개별 모터에 맞추어 수정이 필요한 2개
의 파라미터가 있습니다. 이 파라미터는 F 게인과 G 게
인으로, 다음 관계가 성립합니다.

식 2:

= 역기전력 벡터
= 권선 저항

R
F = 1 – Ts  --L
T
G= s
L

= 권선 인덕턴스
= 제어 주기

다음 식을 사용하여 is의 해를 구함으로써 모터 전류를
얻을 수 있음:
dR
1
---i =  – --- i s + ---  v s – e s 
 L
dt s
L
디지털 표현으로 이 식은 아래와 같음:
is  n + 1  – is  n 
1
--------------------------------------- =  – R
---
-- L i s  n  + L  v s  n  – e s  n  
Ts

상수 R과 L은 간단한 멀티미터로 계측합니다. 예를 들
어 라인간 저항을 계측하는 경우, F 및 G 게인에 사용할
R는 계측값을 2로 나눈 값이 됩니다(위상 저항이 필
요하므로). 인덕턴스 L의 계산에도 동일한 순서를 적용
합니다. 예를 들어 이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20 kHz로
허스트 모터를 구동할 때, 라인간 저항의 계측값이
5.34Ω이며 라인 인덕턴스가 3.84 mH인 경우, 모터 모
델의 파라미터는 다음과 같습니다.

식 3:

is의 해를 구함:

Ts
R
i s  n + 1  =  1 – Ts  --- i s  n  + -----  v s  n  – e s  n  

L
L

R
F = 1 – Ts  --L
Ts
G=
L

R
1
 5.34   2
F = 1 – Ts  --- =  1 – ------------------  ---------------------------------- = 0.9304
L
20 KHz  3.84mH   2
Ts  1  20 kHz
G = ------ = -------------------------------- = 0.026
L  3.84mh   2

전류 옵저버
위치 및 속도의 추정 기능은 전류 옵저버가 기반이 됩니
다. 이 옵저버는 식 1과 같이 모터 모델을 디지털화한
것입니다. 다음의 변수와 정수가 있습니다:
•
•
•
•
•
•
•

 2019 Microchip Technology Inc.

모터 위상 전류 (is)
입력 전압 (vs)
역기전력 (es)
권선 저항 (R)
권선 인덕턴스 (L)
제어 주기 (Ts)
출력 보정 계수 전압 (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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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추정값(is*)을 일치시키면 ,디지털화 모델의 역기전
력과 모터의 역기전력(es)은 동일한다고 가정할 수 있
습니다.

디지털화 모델이란, 하드웨어를 소프트웨어로 표현한
것입니다. 단 전류의 계측값과 계산값을 일치시키기 위
해 그림 17과 같이 클로즈드 루프를 사용하여 모터의 디
지털화 모델을 보정하여야 합니다.모터를 하드웨어 표
현(짙은 색으로 표시한 부분)과 소프트웨어 표현의 2
가지로 나누어 보면, 이들 양쪽 시스템에 동일한 입력
(vs)을 사용하고 전류의 계측값(is)과 모델에 따라 전류

그림 17:

Note:

* 는 추정된 변수를 의미합니다.

전류 옵저버 블록 다이어그램
Hardware

Vs

PMSM

is
SMC in Linear Region

is*
R
1
d
v - e* - z)
(
i*s = - i*s +
s
L
L s
dt

+

Is Error <
MaxSMCError?

Error

Yes

Sign(is* - is)

 K slide  Error 
---------------------------------------MaxSMCError

No

*Estimated variable
z

Is Error > 0?

No

Z = -Kslide

Yes
Z = +Kslide

슬라이드 모드 컨트롤러는 UserParms.h에 정의된 제
한값 MaxSMCError을 갖습니다. 에러값이 MaxSMCError 보다 작을 때, 슬라이드 모드 컨트롤러의 출
력은 식에서 주어진 것과 같이 그림 17의 PMSM 블록
아래 선형 범위 내에서 동작합니다.

하여 역기전력(es*)을 추정합니다(그림 18 참조). 역
기전력의 추정값(es*)을 모델에 대해 피드백하여, 매
제어 사이클 후에 변수 es*를 갱신합니다. 변수 e 및
e(es의 벡터 성분)를 사용하여 의 추정값을 계산합니다
.

이 선형 범위 밖의 에러값의 경우, 슬라이드 모드 컨트
롤러의 출력은 에러의 부호에 따라 (+Kslide)/(-Kslide) 가
됩니다.
디지털화된 모터 모델의 보정에는 슬라이드 모드 컨트
롤러(SMC)를 사용합니다. SMC는 모터로 계측된 전
류값과 모터의 디지털화 모델로 추정한 전류값의 오차
부호를 계산한 총합점으로 구성됩니다. 계산으로 구한
오차의 부호(+1 또는 -1)를 SMC 게인(K)에 곱합니다
. 이 SMC 컨트롤러의 출력이 보정 계수(Z)가 됩니다.
이 게인을 디지털화 모델의 전압항에 더하고, 그 과정
을 전류의 계측값(is)과 추정값(is*)의 오차가 0이 될
때까지(즉, 전류의 계측값과 추정값이 일치할 때까지
) 매 제어 사이클마다 반복합니다.

역기전력의 추정
보정 후의디지털 모델은 입력전압(Vs)과 전류(is*)에
관한 변수값이 동일한 모터 모델이 됩니다. 디지털화 모
델의 보정이 완료되면, 다음은 보정계수(Z)를 필터링

DS01078B_KR-page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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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역기전력 추정 모델
d
i* = - R i* + 1 (v - e* - z)
dt s L s L s s

e*s
From Slide-Mode
Controller

z

LPF

LPF

efiltered*

s

arctan

e
e

*

역기전력 필터링

역기전력과 로터 위치의 관계

필터링의 표현에는 식 4의 1차 디지털 로우 패스 필터
를 사용합니다.

역기전력을 2번 필터링하면 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es 와 의 관계는 그림 19와 같이 그래프에 따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식 4:

1차 디지털 로우 패스 필터 :
y  n  = y  n – 1  + T2f c   x  n  – y  n  

z를 필터링하여 e*를 얻으려면, T를 샘플링 주파수
(이 경우 8kHz)로 치환하고 다음 식을 얻습니다.:
1
e  n  = e  n – 1  +  -----------  2f c  z  n  – e  n  
 f pwm
이때:
e(n)
e(n-1)
fpwm
fc
z(n)

그림 19:
1

e

= 디지털 필터가 계산한 PWM 주파수
= 필터의 컷오프 주파수
= 필터링되지 않은 역기전력으로, 이 역
기전력은 슬라이드 모드 컨트롤러에서
출력됨

컷오프 주파수의 값은 구동 전류와 모터 전압의 주파수
와 일치하도록 설정되며, 이는 초당 전기적 회전 수를
의미합니다. 적응 필터의 실행으로 인해 모든 속도 범
위에서 세타 보상으로서 필터당 -45°의 고정 위상 지연
이 발생합니다. 이는 컷오프 주파수가 모터 게인 속도
에 따라 변화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필터의 출력은 2개의 블록에서 사용됩니다. 최
초의 블록은 모델 그 자체에 있으며, 다음 전류 추정값
(is*)과 세타()의 추정값의 계산에 사용됩니다. 두 번째
의 1차 필터는 모터 모델의 출력 신호을 보다 원활하게
하기 위한 계산에 사용됩니다.

 2019 Microchip Technology I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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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역기전력의 추정값
= 직전 역기전력의 추정값

역기전력과 세타의 관계

1.5

21

31

41

51

61

71

81

91 101

-1.5
-1
-1.5

이 그래프의 플롯은 역기전력의 벡터 성분 (e 및 e)과
로터 각도()에 관한 삼각관계를 나타냅니다. 역기전
력의 벡터 성분의 역탄젠트(arctangent)를 계산하여 세
타()를 구합니다. 식 5는 이 함수를 소프트웨어로 구
현하는 방법을 나타냅니다.

식 5:

세타의 계산
 = arctan (e, e)

실제 실행에서는 CORDIC(Coordinate Rotation by
Digital Computer)이라는 반복적 수치 계산 알고리즘을
사용합니다. 이 알고리즘은 속도가 빠른데다 부동소수
점 실행에 비해 메모리 용량을 적게 차지합니다. 이 애
플리케이션 노트에서는 CORDIC 알고리즘 설명은 생략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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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6:

속도의 계산

m

세타 계산시에 필터 기능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계산으
로 구한 각도를 사용하여 모터 권선에 동력을 공급하기
전에 위상을 보정하여야 합니다. 세타의 보정량은 세타
의 변화 속도, 즉 모터의 속도에 의해 결정됩니다. 세타
의 보정은 아래 두 단계로 실행합니다.
1.
2.

속도 계산
 =

  n – n – 1   Kspeed
i=0

이때,
Omega ()

먼저 보정 전의 세타 계산값에 기반하여 모터의
속도를 계산합니다.
위에 서술한 대로 계산한 속도에 필터를 적용한
뒤, 보정량의 계산에 사용합니다.(그림 20 참조
).

Theta (n)
PrevTheta (n-1)

= 원하는 속도 범위로 만들기
위한 증폭 계수
= 누적된 차분 세타의 수

Kspeed

속도의 계산은 먼저 세타 값을 m 샘플링에 대해 누산한
뒤, 그 누계값을 정수에 곱합니다. 식 6는 이 애플리케
이션 노트에서 속도계산에 사용하는 식을 나타냅니다.

= 모터의 각속도
= 현재 세타 값
= 이전 세타 값

m

속도 계산의 신호를 보다 원활하게 하기 위해
Omega(*)에 1차 필터를 적용하여 FilteredOmega
(*filtered)를 얻습니다. 1차 필터의 토폴로지는 역기전
력 필터링에 사용한 것과 동일합니다.

적응 필터
적응 필터는 다음 두 가지 기능을 수행합니다.
• 슬라이드 모드 컨트롤러의 로우 패스 필터에 대한
게인 계산
• 전체 속도 범위에 걸친 세타의 동적 보상
위치 추정을 위해 2개의 로우 패스 필터가 사용됩니다
. 첫 번째 필터는 슬라이드 모드 컨트롤러(교정 팩터
(Z))의 출력을 추정 역기전력(es*)으로 거르고, 두 번
째 필터는 추정 역기전력(es*)을 필터링된 추정 역기전
력(efiltered*s)으로 거릅니다. 로우 패스 필터의 게인
계산 원리는 식 7과 같습니다.

그림 20:

속도 계산 블록 다이어그램

e
arctan
e

*



m–1

 =

   n –  n – 1  
i=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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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7:
아래 원리는 로우 패스 필터의 게인 계산을 나타낸 것입니다.
= 슬라이드 모드 컨트롤러의 로우 패스 필터 게인
= PWM 시간 주기(초)

Kslf
Tpwm

= RPS 내 모터의 전기 회전
= 모터의 각도 속도 (rad/s)

eRPS
Omega

= 속도 루프 실행 시간 (초)
= 속도 루프당 PWM 루프 수

SpeedLoopTime
IRP_PERCALC

...
.

Kslf = Tpwm 2
eRPS = (RPM

PI

eRPS --- (3)

Pole_Pair)/60 --- (4)

또한,
RPM = (Q15(Omega)
(4)에 (5)를 대입하면,
eRPS = (Q15(Omega)

.
..

60)/(SpeedLoopTime

60

.

Motor Poles) --- (5)

Pole Pairs)/(SpeedLoopTime

eRPS = Q15(Omega)/(SpeedLoopTime

.

.. .
2

PI

Pole Pairs

..
2

60)

2) --- (6)

(3)에 (6)를 대입하면,
Kslf = Tpwm

.

Q15(Omega)/(SpeedLoopTime

.

2) --- (7)

이제
IRP_PERCALC = SpeedLoopTime/Tpwm --- (8)
(7)에 (8)을 대입하면,,

..

Kslf = Tpwm

2

정리하면,
Kslf = Q15(Omega)

Q15(Omega)

.

PI/(IRP_PERCALC

. .
Tpwm

2)

.

PI/IRP_PERCALC

동일한 계수로 보다 선명한 신호를 얻기 위해 2차 필터 사용:
Kslf = KslfFinal = Q15(Omega)

.

PI/IRP_PERCALC

적응 필터의 설계는 모든 속도 범위에서 세타 보상을 위
해 고정 위상 지연을 둡니다. 이는 컷오프 주파수가 모
터 속도 증가에 따라 계속 변화하기 때문입니다. 2개의
적응 필터 실행으로 인해, 90도의 고정 위상 지연이 계
산된 세타값에 유일한 정수 오프셋으로서 추가됩니다.

 2019 Microchip Technology I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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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화 계자(FIELD WEAKENING)

약화 계자 표는 UserParms.h에 정의된 i의 값(dqKFw0 부터 dqKFw15)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용자 요건
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PMSM의 약화 계자에서 회전 프레임 d축 상의 스테이
터 전류는 네거티브 값이 되며, 이에 따라 에어 갭 자속
쇄교 수가 약해집니다.

사용자가 약화 계자 함수를 사용하고자 하지 않는 경우
NOMINALSPEEDINRPM를 UserParms.h 안의 FIELDWEAKSPEEDRPM와 동일하게 하십시오.

인버터의 전압 출력은 스테이터의 저항과 유도 리액턴
스에 따라 강하되며, 남은 전압이 BEMF를 약화시키기
위해 사용됩니다. BEMF는 모터 속도와 전압 정수 (ΚΦ)
에 비례합니다. 인버터의 최대 출력 전압은 제한되어 있
으므로 속도를 높이려면 모터의 전압 정수 ΚΦ(에어 갭
자속 쇄교 수에 비례)를 저감하여야 합니다.그러나 에
어 갭 자속 쇄교 수를 저감하면 토크도 낮아집니다. 일
부 애플리케이션의 경우 모터는 정격 속도보다 더 빠르
게 동작하여야 하므로, 모터의 속도 범위가 공칭 속도
이상으로 증가하는 경우 약화 계자 기능은 매우 유용합
니다.

.

FieldWeakening 함수는 입력 파라미터와 속도 레퍼
런스 CtrlParm qVelRef를 취하며, 그 값이 UserParms.h 내에 정의된 NOMINALSPEEDINRPM 보다 작
거나 큰지 확인합니다.
• 속도 레퍼런스가 더 작으면 약화 계자가 실행되지
않음
• 속도 레퍼런스가 더 크면 선형 보간을 통해 알맞은
값이 FdWeakParm.qFwCurve로부터 반환됨
그림 21 는 약화 계자 블록 다이어그램을 나타냅니다.

PMSM에서 약화 계자는 Id의 값을 '0'에서 네거티브 값
으로 감소시켜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림 21:

그림 22는 테스트 중 사용된 약화 계자 곡선을 나타냅
니다.

FieldWeakening 함수 블록 다이어그램

CtrlParm

.

qVelRef

FieldWeakening

Q15

Q15abs(CtrlParm

0.5

.

0

0

1000

2000

3000

4000

5000

6000

-0.5

qVelRef)

-1

CtrlParm

.

qVdRef

-1.5
-2
-2.5

이때:
• CtrlParm
• CtrlParm

..

qVelRef = 사용자 속도 커맨드
qVdRef = D-컴포넌트 PI 루프 레퍼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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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Id vs. 모터 샤프트 RPM

0.5

0
0

1000

2000

3000

4000

5000

6000

Id (Amps)

-0.5

Series

-1

-1.5

-2

-2.5

Speed (RPM)

성능 모드

도중 샤프트 RPM은 부하의 변동과 관계없이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이 모드는 UserParms.h 내의 //#define
TORQUEMODE 정의에 코멘트하여 선택할 수 있습니다.

속도 모드

그림 23은 속도 모드의 블록 다이어그램을 나타냅니다.

속도 모드에서, 측정된 모터 속도는 PI 루프를 사용하여
포텐셔미터의 레퍼런스와 비교됩니다. PI 출력은 전류
의 Q 컴포넌트의 PI에 입력으로 적용됩니다. 모터 동작

그림 23:

속도 모드 블록 다이어그램

smc1

POT

RAMP

.
.

CtrlParm

Omega

qVelRef

PI

CtrlParm

.

qVqRef

이때,
RAMP = 포텐셔미터로부터의 입력에 기반하여 모터의 원활한 가속과 감속을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모듈.
RAMP의 속도를 변경하려면 UserParms.h의 SPEEDDELAY를 변경하세요.

..
.

smc1

Omega = 모터의 측정 속도

CtrlParm

qVelRef = 사용자로부터의 속도 커맨드

CtrlParm

qVqRef = 속도 PI 루프의 출력과 Q-컴포넌트의 PI 루프에 대한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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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크 모드

전압 리플 보상

토크 모드에서, 속도 PI 루프는 바이패스되며 포텐셔미
터의 레퍼런스는 전류의 Q-컴포넌트의 PI 루프에 직접
입력으로 전달됩니다.

리플 보상은 DC 버스 리플에 기반한 Vd와 Vq(역 파트
변환 블록에 대한 입력)을 보상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사용자는
UserParms.h
내의
#define
ENVOLTRIPPLE를 통해 코드의 리플 보상 섹션을 활성
화할 수 있습니다. 코드 내 이 기능이 비활성화된 경우
, 소프트웨어는 DC 버스 상에서 전압 리플을 보상합니
다. 결국 이는 DC 버스 상의 버퍼 캐패시터 크기를 줄
임으로써 보다 경제적인 하드웨어 설계를 가능하게 합
니다.

모터 동작 중 모터에서 생성된 토크와 소비전류는 일정
하게 유지(포텐셔미터에서 설정된 대로)됩니다. 따라
서 보다 높은 부하 하에서도 샤프트 RPM은 낮아질 수
있습니다. 이 모드는 UserParms.h 내의 //#define
TORQUEMODE 정의의 코멘트를 삭제하여 선택할 수 있
습니다.
그림 24는 토크 모드의 블록 다이어그램을 나타냅니다.

그림 24:

? 8은 D-컴포넌트에 대한 리플 보상 실행을 보여 줍니
다. ?? 25와 ?? 26은 각각 D축 및 Q축에 대한 버스 전
압 리플 보상의 블록 다이어그램을 나타냅니다.

토크 모드 블록 다이어그램

POT

RAMP

CtrlParm

.

qVelRef

CtrlParm

.

qVqRef

이때,
RAMP = 포텐셔미터로부터의 입력에 기반하여 모터의 원활한 가속과 감속을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모듈.
RAMP의 속도를 변경하려면 UserParms.h의 SPEEDDELAY를 변경하세요.
smc1

..

Omega = 모터의 측정 속도

CtrlParm

qVelRef = 사용자로부터의 속도 커맨드

식 8:
DCbus = DC 버스의 측정 전압
TargetDCbus = DC 버스의 요구 전압
If(TargetDCbus > DCbus)
T arg etDCbus – DCbus
ParkParm  qVd = PIParmD  qOut + -------------------------------------------------------------  PIParmD  qOut
DCbus
If(DCbus > TargetDCbus)
T arg etDCbus
ParkParm  qVd = -------------------------------------  PIParmD  qOut
DCb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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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D-축 전류에 대한 버스 전압 리플 보상 (1,2)

PI Loop for
Ripple Compensation

D-component

PIParmD

Enabled

.

ParkParm

qOut

.
.

Note 1: 전압 리플 보상이 비활성화되면 PIParmD
직접 전달됩니다.

.

.

qVd

Disabled

qOut (D-컴포넌트의 PI 루프 출력)은 ParkParm

.

qVd 로

2: 전압 리플 보상이 비활성화되면 PIParmD qOut은 VoltRippleComp 함수로 전달됩니다. 이 함수는
ParkParm qVd로 전달된 보상값을 반환합니다.

그림 26:

Q-축 전류에 대한 버스 전압 리플 보상 (1,2)

PI Loop for
Ripple Compensation

Q-component

PIParmQ

.

Enabled

qOut

.
.

Note 1: 전압 리플 보상이 비활성화되면 PIParmQ
직접 전달됩니다.

.

ParkParm

.

qVq

Disabled

qOut (Q-컴포넌트의 PI 루프 출력)은 ParkParm

.

qVq로

2: 전압 리플 보상이 비활성화되면 PIParmQ qOut은 VoltRippleComp 함수로 전달됩니다. 이 함수는
ParkParm qVd로 전달된 보상값을 반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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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로우 차트
FOC 알고리즘은 PWM과 동일한 비율로 실행됩니다.
이 알고리즘은 PWM으로부터의 트리거에 의해 2개의
권선에 대한 A/D 변환(2개의 션트 저항 및 모터의 레퍼
런스 속도를 설정하는 하나의 포텐셔미터를 사용)이 실
행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A/D 인터럽트가 허가되
어 알고리즘이 실행됩니다. 그림 27은 A/D 인터럽트
서브루틴의 전체적인 실행 내용을 나타냅니다.

그림 27:

그림 28는 슬라이드 모드 컨트롤러를 사용하여 모터의
위치와 속도를 추정하는 처리를 나타냅니다.

그림 28:

모터의 위치와 속도 추정
Slide-Mode Controller

Use Slide-Mode Controller
and Motor Model
to Estimate
Motor Currents

A/D 인터럽트
서브루틴

Filter Output From
Slide-Mode Controller
to Estimate
Back-EMF

A/D Interrupt

Use Clarke Transform
to Convert
Phase Currents
From 3-Axis to 2-Axis

Filter Estimated
Back-EMF
to Create
Smoother Signal

Use Park Transform
to Convert
2-Axis Currents
to Rotating Coordinate System

Use Slide Mode Controller
to Estimate
Motor Position and Speed

Use Arctangent to Compute
Estimated Motor Position
Based on
Estimated Back-EMF

No

Accumulated Theta count = m?
Yes

Run PI Controllers
for
Currents and Speed

Use
Estimated Rotor Position
to Calculate
Rotor Speed

Use Inverse Park Transform
to Convert
Rotating Coordinate System
to Axis Stationary System

Filter Estimated Speed

Use Inverse Clarke Transform
to Convert
2-Axis to 3-Axis

Use Space Vector Modulation
to Update
PWM Duty Cycle

End of A/D Interru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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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lculate Filter Coefficient
for Adaptive Filters

Compensate Theta for
Fixed Phase Delay

End of
Slide-Mode Controller
Subrout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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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터의 구동

그림에서 보듯이 위상 각도는 제곱 속도로 증가하여 일
정한 모터 가속도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세타가 오픈 루
프 상태 머신에서 생성되는 사이에도 FOC 블록이 실행
되며, 토크 성분 전류와 자속 성분 전류를 제어합니다.
모터 기동에 필요한 토크의 목표값을 설정하려면 외부
포텐셔미터를 사용합니다. 이 포텐셔미터는 기계적 부
하 특성에 따라 경험적으로 설정됩니다. 이 기동 서브
루틴에 따라 모터를 기동시키기 위한 일정한 토크가 공
급됩니다. 기동 처리가 종료될 때 소프트웨어는 클로즈
드 루프의 센서리스 제어로 스위칭되며 그림 6에서 보
듯이 위치 및 속도의 추정기능에 따라 세타를 얻게 됩니
다.

역기전력의 추정값에 기반한 센서리스 FOC 알고리즘
에서는 역기전력의 추정값을 얻기 위해 최소 속도가 필
요합니다. 이를 위해 모터 권선에 적절한 추정 각도로
전원을 공급하여야 합니다. 이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모
터 스타트 업 서브루틴(그림 29 참조)이 개발되었습
니다.
모터가 정지되어 있을 때 스타트/스톱 버튼을 누르면
dsPIC DSC가 일련의 정현파 전압을 생성하여 모터가
회전하기 시작합니다. 모터는 고정 가속도로 회전하며
, FOC 알고리즘은 전류 Id와 Iq를 제어합니다. 각도 세
타(정류각도)는 가속도에 기반하여 증가합니다.

그림 29:
Iq ref

모터의 구동
(VR1)



PI

Id ref



Vq

v

d, q

Vd

3-Phase



SVM

v

Bridge

PI

-


Iq

i

d,q

ia



ib

i

Id


a,b,c

Motor Start Up
Position

Motor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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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 소프트웨어 상태 머신

스타트업 서브루틴이 종료되면 시스템은 센서리스
FOC 제어로 스위칭되며, 실행 스레드에 속도 컨트롤러
가 추가되어 앞에서 서술한 방법으로 슬라이드 모드 컨
트롤러(SMC)가 세타의 추정을 시작합니다. 모터가 센
서리스 FOC 제어 상태에 진입하면 레퍼런스 속도가 외
부의 포텐셔미터로부터 계속적으로 읽기 됩니다. 또한
스타트/스톱 버튼을 감시하여 버튼이 눌리면 모터를 정
지시킵니다.

FOC 알고리즘은 소프트웨어 상태 머신으로서 시각화
하여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그림 30 참조). 최초의
상태에서는 모터 권선에 전류는 흐르지 않으며, 시스템
은 사용자가 스타트/스톱 버튼(개발 보드의 S4 스위
치)을 누르는 것을 대기합니다. 사용자가 스타트/스
톱 버튼을 누르면 시스템은 초기화 상태아 진입하며 모
든 변수가 초기값으로 설정되어 인터럽트가 허가됩니
다. 다음으로 스타트 업 서브루틴이 실행됩니다. 이 루
틴에서는 토크의 전류 성분(Iq)과 자속의 전류 성분(Id)
이 제어되며, 경사화된 정류 각도(세타)가 생성되어
모터가 회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림 30:

시스템에 어떤 장애가 발생하면 모터는 정지하며 다시
S4가 눌릴 때까지 Motor Stopped 상태로 돌아갑니다
. 이 상태 머신 다이어그램에는 소프트웨어의 모든 상태
및 시스템의 상태 변화를 일으키는 조건이 기재되어 있
습니다.

메인 소프트웨어 상태 머신
Start-Up State
S2 Pressed

Initialization State

Read
Reference
Torque from
VR1
A/D Interrupt

Initialize
Variables for

Motor
Stopped

Running the
Motor

Initialize

Convert
Currents
to
Iq and Id

Measure
Winding
Currents

Variables and
Peripherals

Reset

Initialize

Enable

PI Controller
Parameters

Interrupts

S2 Pressed or FAULT
S2 Pressed or FAULT

Stop Motor

Motor
Running
Start Up

Sensorless FOC 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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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ensate
Theta
Based on
Speed

Increment
Theta
Based on
Ramp

Set New
Duty Cycles
using
SVM

End of Start Up Ramp
A/D Interrupt
Motor
Running
Sensorless
FOC

Set New
Duty Cycles
using
SVM

Execute
PI Controllers
for Speed,
Iq and Id

Execute
PI Controllers
for
Iq and Id

Read
Reference
Speed
from VR2

Measure
Winding
Currents

Calculate
Speed

Estimate
Theta
using
SMC

Convert
Currents
to
Iq and 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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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C 기반 FOC 제어의 이점

참고 자료

모터 제어에 DSC를 활용하는 것에 따른 큰 이점 중 하
나는 공통의 디자인 플랫폼을 보다 많은 용도로 응용할
수 있으므로 전자제품의 제조 효율이 향상된다는 것입
니다. 이에 따라 전자제품 제조업체들은 PMSM 등 각동
모터에 센서리스 FOC 알고리즘 제어를 사용하여 제조
비용을 낮추고 더욱 많은 품목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Microchip Technology에서는 모터 컨트롤을 위한 DSC
활용에 대해 다양한 애플리케이션 노트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소프트웨어 기반 모터 제어 설계에서는 제어 파
라미터를 변경하는 것만으로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하며
, 단기간에 여러 시장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지역에서 협력하여 디자인을 개발하는 전자제
품 설계 팀을 운영하는 많은 제조업체들의 경우, 펌웨
어의 지적재산권(IP) 보호도 큰 문제가 됩니다. 어떤 전
자제품의 FOC를 거점 A에서 실행하고, 사용자 인터
페이스 보드는 거점 B에서 구현하고, 시스템의 최종 통
합은 거점 C에서 구현하는 등의 사례도 점차 많아지고
있습니다.

ACIM 컨트롤:
• AN984, “An Introduction to AC Induction Motor
Control Using the dsPIC30F MCU” (DS00984)
• AN908, “Using the dsPIC30F for Vector Control of
an ACIM” (DS00908)
• GS004, “Driving an ACIM with the dsPIC® DSC
MCPWM Module” (DS93004)
• AN1206, “Sensorless Field Oriented Control
(FOC) of an AC Induction Motor (ACIM) Using
Field Weakening” (DS01206)
• AN1162, “Sensorless Field Oriented Control
(FOC) of an AC Induction Motor (ACIM)”
(DS01162)
BLDC 모터 컨트롤:

결론
이 애플리케이션 노트에서는 DSC를 이용하여 센서리
스 FOC 알고리즘 등 고도의 모터 제어 방식을 전자제품
의 애플리케이션에서 구현하는 방법을 설명했습니다.
dsPIC DSC의 프로그래밍은 MCU의 프로그래밍과 동
일하므로 전자제품 개발자들은 단기간에 모터 제어 알
고리즘을 설계하여 프로토타입을 테스트할 수 있습니
다.
또한 PMSM, BLDC, 브러시 DC(BDC), ACIM 모터 등
다양한 모터 플랫폼 간에 알고리즘의 이식이 용이한
DMCI 등 강력한 IDE 기반 툴을 사용할 수 있으므로, 모
터 제어의 미세 조정도 손쉽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 AN957, “Sensored BLDC Motor Control Using
dsPIC30F2010” (DS00957)
• AN1160, “Sensorless BLDC Control with
Back-EMF Filtering Using a Majority Function”
(DS01160)
PMSM 컨트롤:
• AN1017, “Sinusoidal Control of PMSM Motors
with dsPIC30F DSC” (DS01017)
• AN1292, “Sensorless Field Oriented Control
(FOC) for a Permanent Magnet Synchronous
Motor (PMSM) Using a PLL Estimator and Field
Weakening (FW)” (DS01292)
• AN1299, “Single-Shunt Three-Phase Current
Reconstruction Algorithm for Sensorless FOC of a
PMSM” (DS01299)
스테퍼 모터 컨트롤:
• AN1307, “Stepper Motor Control with dsPIC®
DSCs” (DS01307)
dsPICDEM MC1 모터 컨트롤 개발 보드 관련 정보:
• “dsPICDEM™ MCLV Development Board User’s
Guide” (DS70331)
• “dsPICDEM™ MCHV Development System
User’s Guide” (DS70605)
• “dsPICDEM™ MCSM Development Board User’s
Guide” (DS70610)
• “dsPICDEM™ MC1 Motor Control Development
Board User’s Guide” (DS70098)
• “dsPICDEM™ MC1H 3-Phase High Voltage
Power Module User’s Guide” (DS70096)
• “dsPICDEM™ MC1L 3-Phase Low Voltage
Power Module User’s Guide” (DS70097)
위 문서는 Microchip 웹사이트(www.microchip.com)
에서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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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1078
부속서 A:

하드웨어 리소스

PMSM용 센서리스 FOC 코드는 아래 개발 보드에서 테
스트되었습니다.
• dsPICDEM™ MCLV 개발 보드 (DM330021)
• dsPICDEM™ MCHV 개발 보드 (DM330023)

개정 내역
리비전 A (2007년 3월)
이 문서의 최초 릴리즈.

리비전 B (2010년 3월)
다음 업데이트 내역이 반영되었습니다:
• “시스템 개요” 내 3번째 단락 업데이트:
• 다음 섹션 추가:
- “약화 계자(Field Weakening)”
- “성능 모드”
• Note: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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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정 변수로서의 asterik 별표(*)의 사용에
관한 참조 첨부 as an estimated variable (그
림 17 참조).
섹션:
- “애플리케이션 특징” 내 속도 범위를
500RPM-7300 RPM에서 500RPM-17000
RPM으로 업데이트.
- “애플리케이션 특징” 내 다음 부분 삭제:
1.5 kw로 레이팅된 에어컨 컴프레서가 메인
모터로 설정됨.
- 위상 보상을 삭제, 위상 보상 식 섹션 변경
- “적응 필터” 하위 섹션 추가
- “전압 리플 보상” 하위 섹션 추가
부속서:
- 부속서 A: “하드웨어 리소스” 내의 하드웨어
수정 섹션 삭제
그림:
- 부속서 A: “하드웨어 리소스” 내 그림 2530 삭제
문서 전체에 걸쳐 용어 및 포맷 업데이트 등 약간의
수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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