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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In order to use the high-speed range of Interior
Permanent Magnet Synchronous Motor(same as IPMSM above), the
motor should be at flux weakening control status. High-speed range
is called field weakening control region or constant power region, and
explain the basic theory of flux weakening control used in the
constant power region. Back electromotive force of IPMSM is
measured. and field weakening conrtrol driving characteristics is
configurated verification test. Through experimentation speed-torque
characteristic curve, the efficiency variation corresponding to the
current phase angl,the efficiency map were produced.

1. 서    론

매입형 영구자석 동기전동기(Interior Permanent Magnet Synchronous
Machine : 이하 IPMSM)는 회전자 내부에 영구자석을 매입한 구조로써,
자기적으로 역돌극성 특징을 갖는다. 최근 IPMSM은 고효율, 고출력등
많은 장점 때문에 산업분야의 사용 영역과 비중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특히, 약자속 제어를 함으로써 정출력을 가지는 최대속도 영역을 더욱
넓힐 수 있다. 그러므로 IPMSM의 적용분야는 소형 초고속 모터에서부
터 자동차 구동모터와 같은 파워 시스템까지 그 영역이 매우 넓어지고
있는 추세이다. 본 논문에서는 IPMSM의 운전 제어특성 계산에 필요한
수학적 모델을 정의하고, 정상상태 성능을 알아보기 위해 영구자석에 의
한 자속과 d, q축 인덕턴스로 구성되는 방정식 및 벡터도로 나타낸다.
특히, 약계자 제어 실험 세트를 구성하고, 약계자 제어 운전 시 무부하
특성 운전 전 영역에 대한 속도-토크 특성을 검증하였다. 또한, 실험을
통해 약계자 제어 운전 시 효율을 계산하고 효율맵을 나타내었다.

2. 매입형 영구자석 동기전동기

  2.1 IPMSM의 약자속 제어
약자속 제어는 전동기의 d축 전류를 음의 방향으로 증가시키면 영구자
석의 자속을 감소하고 정격속도 이상의 속도영역에서도 전동기를 운전
이 가능하다. 그림 1은 d-q축 좌표변환 후의 각 성분의 벡터도이다. 벡
터도를 통해 IPMSM의 수학적 모델링이 가능하다. IPMSM의 전압방정
식과 토크 식은 식 (1)과 같다.

여기서, 는 전기자 쇄교자속의 실효값,  , 는 전기자 전압의 d, q

축 성분,  , 는 d, q축 인덕턴스,  , 는 d, q축 인덕턴스, 는 전기

각속도를 나타낸다.
IPMSM의 가변속 운전은 인버터를 통해 이루어지며, 출력 가능한 최
대 범위 내에서 단자전압 와 전기자 전류 의 한계 값이 정해진다.

와 는 각각 식 (2), (3)과 같다.

식 (4)는 IPMSM 구동 시의 전압 및 속도 제한에 관한 식을 나타내며,
d-q축 벡터도의 변형을 통해 유도할 수 있다.

<그림 1>  IPMSM의 d, q성분 기본 벡터도

<그림 2> IPMSM의 특성

<그림 3> IPMSM의 전류 및 전압 제어곡선

그림 2는 IPMSM의 특성을 나타내며, 약자속 제어 이전의 영역을 일
정 토크 영역, 약자속 제어를 이용하는 영역을 일정 출역 영역이라고한
다. 일정 토크 영역은 기준 속도 이하의 영역을 말하며, 정격속도까지의
범위를 말한다. 일정 출력 영역은 약자속 제어를 통하여 IPMSM의 속도
-토크 특성에서 정격속도보다 높은 속도를 갖으면서 토크가 떨어지며
일정한 출력으로 운전 가능한 영역이다.
그림 3은 IPMSM의 속도 제한 조건을 통한 최적전류 벡터 제어도를
나타낸다. 일정 토크 영역 에서는 MTPA(Maximum Torque per

Ampere) 제어를 통해 기저 속도까지 토크를 유지하며, 전류위상각()에
따라 에서 로 MTPA 궤적이 이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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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IPMSM의 형상

       (a) 다이나모 세트                    (b)인버터
<그림 5> IPMSM의 약계자 제어 운전 실험 장치 구성

     <표 1> IPMSM의 실험 모델 사양

Item Value

Pole/Slot 8/12

Voltage 12V

Current 40A

Power 300W

Speed 1800rpm

Torque 1.49N·m

3. 매입형 영구자석 동기전동기의 약계자 제어 특성 실험

  3.1 IPMSM 실험모델 사양
그림 4는 실험 모델을 형상을 나타내며, 8극 12슬롯의 구조를
가진다. 표 1은 실험 모델 사양을 나타낸다. 정격출력 300W, 정
격전압 12V, 정격전류 40A, 정격속도 1800rpm, 정격토크 1.49N·
m이다.

 3.2 약계자 제어 운전 실험구성
그림 5는 IPMSM의 약자속 제어에 실험에 사용된 실험 장치 구성이

다. 그림 5(a)는 다이나모 세트를 나타낸다. 다이나모 시험기에 실험모델
을 부착하고, 토크센서를 통해 속도, 토크 측정 및 효율 측정하였다. 그
림 5(b)는 인버터(Inverter)를 나타낸다. 전동기의 약계자 운전을 위해
엔코더(Encorder)와 인버터를 이용하여 약계자 운전을 하였다. RS-232
통신을 통해 변화하는 값들과 측정된 값들을 저장하고, 부하기에
Thermometer를 연결하여 부하기에서 발생되는 열을 확인하여 파손을
방지하였다.

 3.3 약계자 제어 운전 실험 결과
그림 6은 IPMSM의 역기전력 및 전류위상각에 따른 효율 변화이다.

그림 6(a)는 역기전력 측정값이다. 1420rpm에서 max값은 4[V]이며, 각

상은 120도의 위상차를 보였다. 그림 6(b)는 정격에서의 전류위상각에
따른 효율의 변화를 나타낸다. 전류위상각이 증가함에 따라 효율이 증가
하였고, 45°에서 가장 큰 효율을 보였다. 위상각이 더 증가함에 따라 효
율은 감소되었다.
그림 7은 IPMSM의 속도-토크 특성곡선 및 효율맵이다. 그림 7(a)는
약계자 제어 실험을 통해 측정된 속도-토크 특성곡선 결과이다. IPMS
M의 약자속 제어 운전영역인 일정 토크 영역과 일정 출력 영역에서 리
플이 존재하지만, 그래프가 이론적 특성 곡선과 같이 나타나는 것을 실
험을 통해 검증하였다.
그림 7(b)는 전 운전영역에 대한 효율맵이다. 측정된 효율 값을 등고선
의 형태로 나타내었다. 실험을 통해 효율이 최대로 운전되는 지점은 토
크 0.4N·m, 속도 3200rpm 일 때이다.

   

           (a) 역기전력             (b) 전류위상각에 따른 효율값
<그림 6> IPMSM의 역기전력 및 전류위상각 변화-효율 측정값

  

     (a) 속도-토크 특성곡선                  (b) 효율맵
<그림 7> IPMSM의 속도-토크 특성곡선 및 효율맵

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IPMSM의 약계자 운전 특성 해석에 필요한 IPMSM의
수학적 모델을 정의하고, 인버터를 통해 구동되는 IPMSM의 제한 조건
을 나타내었다. 실험을 통해 IPMSM의 속도, 토크, 효율을 측정하고 역
기전력과 전류위상각에 따른 효율 측정 실험을 진행하였다.
특히, 측정값을 바탕으로 속도-토크 특성곡선 및 효율맵을 작성하였다.
IPMSM의 약계자 영역에 대한 이론과 일치하는 속도–토크 특성곡선과
전류위상각에 따른 전동기의 효율을 한 눈에 나타낼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기존 설계된 IPMSM의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향후 다른 형태의 IPMSM에 적용하여 설계 검증 및 약계자 제어 능력
검토를 수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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