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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PMSG in variable speed wind turbine needs to know the position of rotor for vector control. Since the 

position sensor has the disadvantage in terms of cost, complexity of the system, a sensorless algorithm is 

needed. The sensorless strategy using the back EMF estimation is used for PMSG Wind Turbine. This 

algorithm is comparatively easy to implement than other strategies. This paper introduces the application of 

stable sensorless control for 2MW direct drive PMSG. In order to confirm the sensorless algorithm, the 

implementation is proceeded using 2MW direct drive PMSG from no-load condition to full-load condition. 

To drive 2MW PMSG artificially, 2MW PMSG connected PMSG through the mechanical coup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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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인버터를 채택한 가변속 타입 구자석 동기

발 기 형태의 풍력 발  시스템에 한 연구가 계속 

되고 있다. 구자석 동기 발 기는 회 자에 부착된 

구자석으로부터 자속을 공 받기 때문에 벡터제어를 

해서는 졸버나 엔코더 등의 치검출기가 필요하

다. 그러나 치검출기는 일반 으로 가격이 고가이며 

진동  습도 등의 주  환경에 한 향을 받게 되

어 제어기 구성 시 별도의 하드웨어가 필요하다. 이로 

인하여 유지보수 비용이 늘고, 시스템의 신뢰성이 떨

어지게 된다. 이러한 을 보완하기 하여 역기 력 

기반 센서리스 알고리즘을 이용하면, 치검출기 없이

도 회 자의 치를 알아낼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벡

터제어가 가능해져  문제 을 최소화하여 운  할 

수 있다.(1)～(3)

본 논문에서는 표면부착형 구자석 풍력발 기의 

센서리스 제어 방식으로 동기 수학  모델을 이용하

여 2MW  풍력 발  시스템용 구자석 동기 발 기

의 센서리스 제어를 구 하 으며, 구 된 센서리스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실제 2MW  풍력 발  시스템

에 용하여 실험을 통하여 검증하 다. 풍력을 모의

하기 한 장치로는 동일한 형태의 구자석 동기 

동기 축을 커 링으로 연결하여 시험을 진행하 다.

2. 센서리스 제어

2.1 구자석 동기발 기의 수학  모델링

그림 1과 같은 회 자 단면의 구조를 가지고 정

 형태의 역기 력을 발생시키는 표면부착형 구자

석 동기발 기의 경우, 공극이 크고 통상 퍼 권선이 

없으며 회 자의 형상이 원통형이다. 한 계자 자속

은 구자석에 의해 일정하게 공 되므로 계자 류는 

정 류원으로 표시 할 수 있으며 압방정식에는 역기

력으로 표시할 수 있다.

식 (1)은 일반 인 동기의 압 방정식이며, 계자

자속을 d축으로 보고 좌표변환을 하면 식 (2), (3)과 

같은 동기발 기의 dq 압방정식을 얻는다. 식 (2), (3)

을 등가회로로 표 하면 그림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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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구자석 동기발 기의 기  축
Fig. 1 Reference frame of permanent magnet synchronous gener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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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구자석 동기발 기의 dq등가회로
Fig 2. dq Equivalent circuit of PMSG

그림 3 제어각 오차 시의 압벡터
Fig. 3 Voltage vector due to error of PLL ang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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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구자석 풍력발 기의 센서리스 제어 블록도 

Fig. 4 Sensorless control block diagram of PMSG

2.2 센서리스 제어 알고리즘

본 논문에 쓰인 발 기 수식을 이용한 센서리스 제

어는 회로의 류정보를 가지고 실제 자속을 추정한다. 

추정한 자속축 (, )과 실제 자속축 (d, q)이 그림 3

과 식 (4)에서와 같이 오차를 가지고 있다면 재 자

속은 실제 자속축에 있더라고 실제 제어각은 추정 자

속축 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식 (2)의 q축에만 치하

던   성분은 각각 식 (5)와 같이 와 성분으로 

나뉠 수 있다. 

결국 축의 오차가 존재하면 dq축 압방정식은 식 

(6)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이 때 첨자 ‘^’은 추정된 

각으로 나타내어진 축을 의미 한다.

식 (2), (6)을 비교했을 때 추정된 각의 오차가 존재

하면, 식 (5)의 d축 성분이 발생한다. 바꾸어 말하면 

식 (5)에서 역기 력의 d축 성분을 0으로 제어하면 

재 자속 각을 잘 추정할 수가 있다. 이 때 각오차가 

아주 작고 류제어기가 식 (7)과 같이 향보상

(Feed-forward)항을 잘 보상하고 d축 류 기 값 0을 

잘 제어한다고 가정하면 d축의 류제어기 Feedback 

성분은 식 (8)과 같이 표 할 수 있다.

식 (8)을 이용하여 각도를 추정하는 PI제어기를 구

성하면 추정 각속도는 식 (9)와 같으며 식 (10)과 같이 

식 (9)를 분함으로써 구할 수 있다. 그림 4의 선 

부분에서 이를 블록으로 표 하 다. 그러나 이 알고리

즘은 식 (1)에서와 같이 기각 성분( ∫ += 0ˆˆ θωθ dtrr )을 

알지 못하면 계속 틀어진 각으로 운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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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기각 검출

앞에서와 같이 센서리스 알고리즘을 용하기 해

서는 기각 정보를 알아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회

자의 치정보를 모르는 상황에서 치 정보를 알기 

해서 고정된 각을 통해 본 역기 력 정보를 읽는 방

법을 활용하 다. 즉, 류제어기가 잘 동작하는 상황

에서 그림 5의 (a)와 같이 류제어기 기 값 (Re-

ference)을 0이면 이 때 Feedback 압은 발 기의 역

기 력과 같게 된다. 이를 식으로 표 하면 식 (11)과 

같다. 따라서 그림 5의 (b)와 같이 arctan를 이용하여 

발 기의 각도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이를 식으로 표 하면 식 (12)과 같다. 이 때 기

각 검출 모드의 향보상(Feed-forward) 성분을 식 

(13)과 같게 하면 역기 력 성분이 모두 Feedback 성

분으로 나타난다.

(a)

(b)

그림 5 기각 검출 알고리즘

(a) 기각 검출 모드의 등가 회로 

(b) 기각 검출 모드의 블록도

Fig. 5 Algorithm for the initial angle detection 

(a) Equivalent circuit for the initial angle detection

(b) Bolck diagram for the initial angle de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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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2병렬 센서리스 제어 알고리즘

본 논문에서 구 한 2MW  풍력발 용 구 자석형 

동기 발 기는 독립된 형태의 2권선을 가지고 있는 동

기 발 기로써 센서리스 알고리즘을 용하기 해서는 

2개의 회로에서 각각 회 자의 치를 추정해야 한다. 

그림 6은 2개의 완  독립된 형태의 구 자석형 동

기 발 기에서의 센서리스 알고리즘 용을 보여 다. 

2개의 회로 상호간 간섭을 최소화하기 하여 먼  2

개의 회로  1회로(Master)에 센서리스 알고리즘을 

용하여 회 자의 치를 추정한 후 그 정보를 바탕

으로 2회로(Slave)에서 회 자의 치를 알아내는 방법

을 사용하 다. 이때, ch1과 ch3의 Theta_MBS는 센서

리스 알고리즘을 용하여 추정된 각도를 나타낸다.

(a) Master 

 

(b) Slave 
그림 6 Master/Slave 에서의 센서리스 알고리즘 용 

Ch1:Theta_MBS1(±4)   Ch2:Flag_sensorless1(±4)     

Ch3:Theta_MBS2(±4)   Ch4:Flag_sensorless2(±4)

Fig. 6 Application of sensorless algorithm for master/slave mode

그림 7 센서리스 알고리즘 용 시뮬 이션

Fig. 7 Simulation Result of Sensorless Algorith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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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사 양 

   Rated power [kW] 44

   Rated torque [N·m] 28.4

   Poles 8

   Rated speed [Rpm] 1500

   Stator resistance [Ω] 0.04

   Rated voltage Vs [V] 220

   D axis stator inductance [H] 0.002

   Q axis stator inductance [H] 0.002

   Moment inertia [kg- ] 0.018

표 1 랩스 일 축소형 시뮬 이션 라메터 

Table 1 The simulation parameter for labscale experiment

항 목 사 양 

   Generator output power [kW] 2088

   Generator output voltage [V] 660

   Generator nominal current [A] 1952.5

   Rated speed [Rpm] 16.6

   Rated torque [kN·m] 1200

   Poles  120

   D axis stator inductance [H] 0.003

   Q axis stator inductance [H] 0.003

   Moment inertia [kg- ] 2500

표 2 실제 용한 구자석 동기 발 기의 라메터

Table 2 The parameter of 2MW PMSG

3. 시뮬 이션  실험

3.1 시뮬 이션

표면부착 구자석형 풍력발 기의 발 기 수식을 

이용한 센서리스 제어를 구 하기 하여 PSIM 시뮬

이션을 진행하 다. 시뮬 이션 상으로는 표 1과 

같은 축소형의 구 자석 기기에 기속도가 있다고 

가정하고 수행하 으며 DC-Link 압은 660[V]로 하

다. 시뮬 이션 결과 그림 7과 같이 센서리스 체 

후 실제 속도 센서에 의한 회 자의 치와 역기 력 

기반으로 추정한 회 자의 치가 동일하다는 것을 확

인 할 수 있었다.

3.2 실험 장치 구성

본 논문에서는 2MW 정격 출력 용량을 갖는 직

구동형의 풍력 발 용 구자석 동기 발 기에 센서리

스 알고리즘을 용하여 실험하 다. 표 2는 실제 

2MW 발 기의 라메터이다. 그림 8은 센서리스 알

고리즘을 용하기 한 풍력 발 용 구자석 동기 

발 기의 M-G 세트의 구성을 간략하게 그린 것이다. 

동일한 형태의 구자석 동기기를 축으로 연결하여 실

험을 진행하 으며 그림 9는 용된 2MW  풍력발

용 동기발 기이다.

그림 8 장 용 시스템 Diagram

Fig. 8 Diagram for application system of sensorless control

  

그림 9 용된 2MW  풍력발 용 동기 발 기 장

Fig. 9 PMSG for 2MW wind turbine 

3.3 실험 결과  고찰

역기 력 기반 센서리스 알고리즘을 검증하기 해 

2MW  풍력발 용 M-G 세트에 용하여 실험을 하

다. 센서리스의 체는 Motor를 회 시켜 Blade가 

회 하고 있다고 가정하고, Blade의 회  정보를 가지

고 있는 Wind turbine controller에서 지령을 통하여 

약 5.5rpm에서 센서리스 체를 수행하 다.

본 논문에서는 2MW 정격 출력 용량을 갖는 직

구동형의 풍력 발 용 구자석 동기 발 기에 센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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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알고리즘을 용하여 실험하 다. 표 2는 실제 

2MW 발 기의 라메터이다.

그림 10 센서리스 체 시 에서의 D, Q축 압  

Ch1:Flag_sensorless(±4)   Ch2:Vdse_ref(±600V)

Ch3:Vqse_ref(±600V)      Ch4:Theta_MBS(±4)

Fig. 10 D, Q axis voltage between the initial angle detection 

and the sensorless control

그림 11 센서리스 체 후 추정된 속도

     Ch1:Wrpm_flt(±8)         Ch2:Wrpm_MBS_flt(±8)

  Ch3:Flag_sensorless(±4)   Ch4:Theta_MBS(±4)

Fig. 11 The estimated speed using sensorless control algorithm

그림 12  부하 운  시 Toque ref. & Torque real 

 Ch1:Wrpm_flt(10±10Rpm)   Ch2:Wrpm_MBS_flt(10±10Rpm)

  Ch3:Te_ref(±650000N.m)    Ch4:Te_real(±650000N.m)

Fig. 12 Toque ref. & torque real under full load operation

그림 10은 센서리스 체  D,Q축 Frame에서의 

Reference 압[CH2,Ch3]을 보여주고 있으며, 류 

제어를 통하여 추정한 회 자의 치정보[Ch4]를 보여

주고 있다. 실제 속도와 추정된 속도 차이가 거의 없

고 동일함을 그림 11을 통하여 알 수 있었다. 그림 11

에서는 실제 속도 [CH1]와 추정 속도 [CH2]를 나타내

었다.

그림 12는 속도에 따른  부하 운  특성을 보여

주고 있다.  운  역(5rpm →16.6rpm)에서 센서리

스 제어를 통한 Torque control이 정상 으로 수행되

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그림 12에서 CH3은 토크 

기 값이며, CH4는 실제 토크이다.

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동기 수식을 이용한 구자석 동

기발 기의 센서리스 제어 알고리즘  제어시 필요한 

기각을 검출하는 하나의 방법을 소개하 다. 이를 

바탕으로 실제 2MW  풍력 발 기의 시스템에 용

하여  부하 운  역에서 센서리스 알고리즘 성능

을 검증하 다. 이와 같은 센서리스 제어 풍력발  시

스템은 시스템의 신뢰성을 높이고 원가를 감하며 시

운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효과를 가져 올 것이다. 

향후 추가 으로 센서리스 제어의 신뢰도를 높이기 

한 제어기 최 화등도 연구 주제에 포함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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