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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Electric power steering(EPS) has many attentions 
such as fuel consumption improvement, thus it has been 
widely adopted for automotive application in recent years. In 
the EPS system, torque vibrations are directly transferred 
through the steering wheel to the hands of the driver. Hence, 
the design of PM motors for the EPS should be performed in 
order to reduce torque ripples including cogging torque. In this 
paper, Surface mounted Permanent Magnet Synchronous 
Motor(SPMSM) is designed to reduce torque ripples and 
cogging torque at a same time for the EPS propulsion and the 
design results are verified with the experimental ones.

1. 서    론

  재 자동차용 EPS는 높은 출력 도, 효율, 제어성으로 인해 기존의 
hydraulic power steering(HPS)을 체하는 조향장치로 리 알
려져 있다. 그리고 이는 HPS와 비교하여 연료 효율면에서도 뛰
어난 것으로 밝 져 향후 자동차 반에 사용될 것으로 망되
고 있다.
  EPS용 동기의 진동은 핸들을 통해 운 자에게 직  달되므로 
은 진동과 소음이 필수 이다. 따라서 PMDC 동기가 EPS 시스템에 
많이 사용되나, 요즈음에는 낮은 코깅토크와 토크리   속에서 높은 
토크 도와 동 특성을 가지는 표면부착형 구자석 동기 동기
(SPMSM)가 많이 사용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다양한 스큐  극호각에 따른 240V 연료 지 기자
동차용 EPS를 유한요소해석을 통해 설계함으로써 그 결과를 기술하
다.

2. 본    론

  2.1 SPMSM의 특성 해석 및 수학적 모델링
  구자석 동기는 고정자에 정 으로 분포된 3상 권선과 회
자에 구자석을 가지며, 자기  포화를 무시한다면 구자석 
동기의 출력은 일반 으로 인버터의 류 정격과 동기의 열 
정격에 의해 결정되는 최  류 Imax  인버터의 PWM 방법과 
인버터가 공 할 수 있는 최  직류단(DC Link) 압에 의해 결
정되는 최  출력 압 Vmax에 의해 제한되며, 그 식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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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ids, Iqs는 d, q축 류이고, Vds, Vqs는 d, q축 단자 압을 
뜻한다. 
  동기 속도로 회 하는 회 자를 기  좌표로 한 동기 좌표계
로 표 한 구자석 동기의 압 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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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ωr은 동기 기각속도, Rs는 고정자 상 항, 그리고 λds, 
λqs는 각각 d, q축 고정자 쇄교자속이다. 
  이 때, 첫 번째 항의 고정자 상 항에 의한 압 강하가 크지 
않고 두 번째 항인 d, q축 류의 변시 발생하는 류 미분에 

비례하는 압 성분을 무시한다고 가정하면, 다음과 같이 압 
방정식을 간단하게 나타낼 수 있다.

   (5)

     (6)

여기서 Lds, Lqs는 각각 d, q축 인덕턴스이며, λm은 구자석에 
의한 쇄교자속이다.
  한편, SPMSM의 경우, 회 자에 돌극성이 없기 때문에 
Ld=Lq=Ls(동기 인덕턴스)를 만족하므로 식 (5)와 식 (6)을 식 (1)
에 입하면 다음과 같이 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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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SPMSM은 Ld, Lq 인덕턴스 차이에 의한 자기 항토크
(Reluctance Torque)가 없으므로, 다음과 같은 토크 방정식을 가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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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P는 극수를 뜻한다.

  2.2 코깅토크 및 토크리플 해석

  2.2.1 코깅토크 및 토크리플 산정법
  코깅토크는 무부하시 회 자의 자석과 고정자 슬롯 구조간의 
자기 항 차에 의해 동기가 떨리는 상을 말하는데, 이 코깅
토크는 자석의 심축이 고정자 치(Teeth)의 심축  슬롯의 
심축과 일치할 때는 발생하지 않으나, 그 외의 경우, 즉, 자속
이 불균형을 이룰 때 발생한다. 이와 같이, 코깅토크는 자석과 
슬롯 간의 계에 의해 결정되므로 일반 으로 다음 식과 같은 
주기성을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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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LCM은 최소공배수를 뜻한다. 코깅토크는 식 (9)의 주기
만큼 구하며, 일반 으로 그 주기의 1/20의 스텝 간격으로 해석
을 한다.
  토크리 은 역기 력의 고조  성분과 코깅토크 성분에 의해 
발생되며, 토크리  한 코깅토크와 동일한 주기성을 가진다. 
코깅토크  토크리 은 개 유한요소법(Finite Element 
Method)을 이용하여 산정하는데 구체 으로 맥스웰 응력 텐서법
을 사용하여 구한다. 특히, 코깅토크 산정시에는 공극 요소의 크
기를 충분히 작게 하여야 정확한 해석을 수행할 수 있다[1].

  2.2.2 스큐 효과
  코깅토크를 이기 한 가장 효과 인 방법으로는 스큐
(skewing)가 있으며, 이  제작성을 고려했을 때 주로 자석 스
큐를 사용한다. 자석스큐 용시에는 스큐각과 자석을 몇 단 스
큐로 용할 지가 요한 변수로 작용하는데, 이론 으로 코깅토
크가 0이 되는 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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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코깅토크가 최소화되는 스큐각을 용했을시 그 스큐
각만큼 류 상각이 틀어지므로 평균토크가 떨어지는데, 이 때 
토크리  값은 커질 수도 작아질 수도 있다. 따라서 코깅토크와 
토크리 을 고려한 한 스큐각을 설정하는 것이 요하다. 다
음 표 1은 8극12슬롯 모델(코깅주기=15°)을 상으로 코깅토크가 
정 인 형을 가진다고 가정했을때, 스큐각  자석 단에 따
른 코깅토크 감 효과를 나타내며 그림 1은 각각 스큐각 11.25°, 
7.5°이고 4단스큐시 코깅토크 형을 나타낸다.

  <표 1> 코깅토크 저감 효과(8극12슬롯)

스큐각 자석 단 감율[%]

10 3 100

11.25 4 100

12 5 100

7.5

3 66.7

4 56.7

5 51.7

 

  (a) 스큐각 11.25°, 자석 4단      (b) 스큐각 7.5°, 자석 4단

<그림 1> 코깅토크 파형

  4단 스큐일 경우, 그림 1 (a)와 같은 스큐각 용시 코깅토크
의 합은 0이 되고, 그림 1 (b)와 같이 7.5° 스큐각은 코깅토크 최

치가 1.73으로 56.7% 감소한다. 

  2.3 자동차 EPS용 전동기 설계

  본 논문의 코깅토크 감화 상인 동기는 자동차 EPS용 
소용량 표면부착형 구자석 동기 동기(8극12슬롯)이며, 코깅토
크  토크리 에 가장 큰 향을 미치는 극호각을 설계변수로 
선정하 다.
  표 2는 극호각에 따른 SPMSM의 코깅토크, 토크리 , 역기
력  고조  분석을 나타낸다. 정 한 코깅토크를 추출하기 
해 공극 요소의 크기를 충분히 작게 하 다. 코깅토크  토크리
 값은 peak to peak 치이다.

  <표 2> 극호각에 따른 파라미터(No skew)

극호각
코깅토크
[mNm]

토크리
[Nm]

무부하
역기 력
[Vll, rms]

THD
[%]

38.6 38.16 0.152 172.76 3.38

38.8 31.92 0.126 173.13 3.16

39.0 51.92 0.108 173.51 2.96

39.2 70.96 0.099 173.89 2.75

39.4 89.71 0.090 174.24 2.52

  표 2의 결과와 같이, 코깅토크  토크리 의 최소 은 다르기 
때문에 설계에 어려움으로 작용된다. THD가 작을수록 토크리  
한 낮으며, 2150rpm에서의 무부하 역기 력은 극호각이 클수
록 자석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조 씩 증가하 다. 표 3에서는 표 
2의 모델에서 3단 skew를 용한 데이터이다.

  <표 3> 극호각에 따른 파라미터(3단 skew)

극호각
코깅토크
[mNm]

토크리
[Nm]

무부하
역기 력
[Vll, rms]

THD
[%]

38.6 12.77 0.177 168.76 1.62

38.8 10.07 0.165 169.13 1.51

39.0 16.18 0.152 169.51 1.40

39.2 23.06 0.140 169.88 1.29

39.4 29.74 0.128 170.24 1.17

  앞 에서 언 한 바와 같이, 3단 skew 용시(스큐각 7.5°) 
코깅토크는 약 66% 정도 감소하 지만, 토크리 은 약간 증가하
다. 자동차 EPS용 동기는 진동  소음을 이기 해 코깅
토크가 20 [mNm] 이하로 설계되어야 하며, 토크리  한 고려
한다면, 극호각 39.0°의 모델이 합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림 2는 
극호각 39.0° 설계 모델의 부하  무부하시 자계분포, 코깅토크, 
토크리 을 나타낸다.

 

      (a) 부하시 자계분포          (b) 무부하시 자계분포

 

    (c) 코깅토크(No-skew)         (d) 코깅토크(3단 skew)
 

  

    (e) 토크리 (No-skew)         (f) 토크리 (3단 skew)

<그림 2> 극호각 39°를 갖는 SPMSM의 특성

3.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자동차 EPS용 소용량 표면부착형 구자석 
동기의 코깅토크  토크리 을 고려한 설계를 시행하 다. 특
히, SPMSM의 경우 극호각에 따라 코깅토크  토크리 의 변
화량이 크므로, 이를 설계변수로 선택하 으며, 코깅토크를 감
시키는 방법  가장 많이 쓰이는 자석 스큐를 용하여 자동차 
EPS용 동기의 제한치를 만족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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