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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환경보호의 문제로 인해 전기철도 및 전기자동차용

견인전동기로 저비용, 고효율 및 고출력의 전동기에 대한 관

심이 높아지고 있다. 현재 철도차량 및 전기자동차용 견인

전동기로는 BLDCM(Brushless Direct Current Motor) 및

IPMSM(Interior Permanent Magnet Synchronous Motor)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네오디뮴 등의 희토류

계 영구자석을 필요로 한다. 최근 희토류의 공급제한과 가

격상승으로 인해 영구자석의 대량공급이 어려워지고 있다[1].

스위치드 릴럭턴스 전동기(Switched Reluctance Motor;

SRM)는 회전자의 구조가 영구자석이나 권선이 없는 간단한

성층구조의 규소강판으로 되어 있어 기계적으로 견고하여 유

지보수성이 매우 좋으며, 고정자 극에만 권선을 감기 때문

에 엔드턴(end-turn)이 짧아지는 장점이 있다[1,2]. 또한 고

정자의 상전류 극성을 바꿀 필요가 없기 때문에 스위칭 소

자의 개수를 줄일 수 있어 구동회로를 경제적으로 구현할 수

있다[3]. 철도 견인전동기는 부하조건이 가혹하고, 콤팩트 하

여야 하기 때문에 이 특성에 적합한 스위치드 럴럭턴스 전

동기의 적용이 적극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SRM은 고정자와 회전자 모두가 극을 가지며, 비선형 특

성을 갖는 한 쌍의 고정자 극을 여자하기 때문에 비선형적

인 자계특성을 갖는다. 토크, 전류, 속도, 및 스위칭 각도의

관계가 비선형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많은 논문들이 전류

와 회전자 회전각도에 따른 자속을 이용하여 토크를 계산하

였고 이들 관계를 룩업 테이블로 나타내어 속도제어를 시도

하였다[4,5]. 룩업 테이블을 이용한 속도제어 기법을 구현하

기 위해서는 이들 매개변수들 간의 관계가 정확히 규명되어

야 한다. 또한, 회전자의 각도와 전류에 따른 자속 곡선을

이용하여 계산한 토크는 실제 측정치와 많은 오차가 있으므

로 정확한 토크값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 SRM의 쇄교 자

속은 고정자 권선에 흐르는 전류와 회전자의 회전각도 모두

에 영향을 받으며 발생토크 또한 비선형성을 갖는다. 이러

한 비선형성으로 인해 다른 전동기에 비해 SRM의 전류와

토크특성을 정확히 나타내는데 어려움이 있다.

SRM의 전류-토크 특성을 모델링하기 위해 많은 연구들이

Abstract In this paper, a magnetic analysis of SRM(Switched Reluctance Motor) using 3d finite element method cons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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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원 유한요소법을 이용하여 전동기를 모델링 하였다[1-5].

하지만 2차원 유한요소법은 전동기의 회전자 축방향을 z축

으로 고려할 때, z축 방향으로 무한히 긴 모델을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z축 방향 성분의 자속을 0으로 간주한다. 즉,

권선은 z축 방향 성분만 존재하고 따라서 자속은 x축과 y

축 성분만 존재한다고 가정한다. 하지만 3차원 유한요소법

을 이용할 경우 2차원 모델에서 고려할 수 없는 엔드코일

(end-coil)효과를 고려할 수 있어 더욱 정확한 해석이 가능

하다. 3차원 유한요소해석은 2차원 모델에 비해 해석시간이

오래 걸리는 단점이 있지만, 보다 정확한 자기인덕턴스와 상

호인덕턴스의 계산이 가능하며, 토크 및 전류응답 또한 더

정확한 값을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2,6].

전동기의 속도제어를 위해 많이 사용되고 있는 PI 제어기

는 구조가 간단하고 안정적이며 적분기의 작용으로 정상상

태오차를 제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PI 제어기는

매개변수의 변동이나 부하 변동과 같은 외란에 민감하게 반

응하는 단점 때문에 사용범위가 제한적이다. 최근 견인전동

기의 제어 기술 요구사항이 높아짐에 따라 PI 제어기만으로

는 그 요구사항을 만족시킬 수 없다. 슬라이딩모드 제어는

가변구조 방식을 택하여 시스템의 응답이 미리 선정된 궤적

을 따라 움직이게 된다. 매개변수의 변동이나 외란 등의 변

화에도 시스템의 응답은 슬라이딩면 위에 있게 되며 안정한

상태를 유지한다[7-10].

본 논문에서는 월미도 모노레일에 사용되고 있는 100kW

급 BLDCM의 사양을 만족하는 SRM을 설계하여 그 특성

을 비교한다. SRM의 고정자 형상에 따른 자계해석을 수행

하였으며 설계한 SRM의 결과값을 이용하여 속도 제어기를

설계하였다. 철도 부하 조건에서 속도 제어기의 성능을 평

가하였으며 그 결과를 비교하였다.

2. SRM 설계

2.1 유한요소모델

SRM의 자속, 인덕턴스 및 토크를 구하기 위해 먼저 맥스

웰 방정식과 자기벡터포텐셜(magnetic vector potential)을 이

용하여 자계분포를 구한다. 자속밀도와 자기벡터포텐셜에 대

해 식 (1)과 같은 미분 방정식이 성립한다.

(1)

여기서 는 델 연산자(del operator), 는 자기벡터포텐셜,

µ는 투자율, 그리고 는 전류밀도를 나타낸다. 성층구조의

철판은 도전율 σ가 0이며 와류(eddy current)가 생기지 않는

다고 가정하였고 히스테리시스 특성은 무시하였다. 코에너

지 Wm은 자계 내에 저장된 에너지와 권선에서 공급한 에너

지의 차인 에너지함수로 식 (2)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2)

여기서 F는 에너지 함수, 는 자계세기,  는 자속밀도를

나타낸다.

2.2 SRM 설계

Table 1은 100kW급 BLDCM과 SRM의 사양을 비교한 표

이다. BLDCM은 월미도 모노레일에 사용된 전동기 사양이

다. 표에서 두 전동기는 외경과 성층길이는 같지만 SRM의

축방향 길이(axial length)가 약 0.72배 작아졌다. SRM은 고

정자 극에 한상의 코일을 집중해서 감기 때문에 엔드코일의

길이를 줄일 수 있어서 전동기의 크기가 컴팩트해진다. SRM

의 단면과 치수를 Fig. 1에 나타내었다.

Fig. 2에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고정자 형상을 나타내었

다. Fig. 2(a)는 설계한 SRM의 고정자 형상을 나타낸 그림

이다. Fig. 2(b)는 폴슈(pole shoe)를 추가한 형상이며 Fig.

2(c)는 폴슈의 높이를 변화시킨 형상이다.

∇
2
A µJ=

∇ A

J

F A( ) H ⋅ Bd v J ⋅ Ad vd
0

A

∫vol∫–d
0

B

∫vol∫=

H B

Table 1 Comparison of BLDCM and SRM

Quantity BLDCM SRM

Rated output power [kW] 100 100

Rated speed [rpm] 3000 5775

Rated voltage [V] 750 750

Rated torque [N] 320 165

Outer diameter of stator [mm] 430 430

Length of core [mm] 150 150

Axial length [mm] 300 217

Air-gap length [mm] 2.5 1

Magnet Neodymium iron boron

Net weight [kg] 150 163

Fig. 1 Comparison of dimension between BLDCM and SRM

Fig. 2 Different stator pole shapes for S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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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은 Fig. 2(a)와 Fig. 2(b)에 나타낸 두 형상에 대해

인덕턴스를 비교한 그래프이다. 폴슈를 추가한 형상의 인덕

턴스가 증가하였다. 시뮬레이션은 일정한 권선 전류에 대해

각각의 회전자 위치에서 자계 해석을 하였다. SRM은 성층

구조로 되어 있어 와류가 발생하지 않으며, 권선의 전류 밀

도는 일정하다고 가정하였다. 3상 6/4 SRM의 한 주기는 30o

이며, 시뮬레이션은 비정렬 위치인 0o부터 정렬위치인 45o

까지 수행하였다.

권선수를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폴슈의 높이를 6mm로 변

화시켰을 때의 인덕턴스 값의 그래프를 Fig. 4에 나타내었

다. 폴슈의 높이를 증가시켰을 때 인덕턴스 값이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러한 증가는 고정자와 회전자가 만나는

부분에서 특히 뚜렷이 나타난다. Fig. 5는 이때의 토크 특성

을 나타낸 그래프로 고정자와 회전자가 만나는 구간에서의

토크가 증가함을 볼 수 있다.

위의 과정을 통해 설계한 3상 6/4 SRM의 회전자 위치 22o

에서의 3차원 메쉬를 Fig. 6에 나타내었다. Table 2에 세부

설계 매개변수를 나타내었다.

3. 모델링

3.1 SRM 모델링

발생토크 Te는 관성, 마찰계수 및 부하토크를 이용하여 다

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3)

여기서 J는 관성, B는 마찰계수, TL은 부하토크를 나타낸다.

모델링한 SRM의 동적 모델을 이용하여 슬라이딩모드 제

어기를 설계한다. 이때, 부하 및 매개변수 변동에 대해 강

인한 슬라이딩모드 제어기를 설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시

스템의 관성, 마찰계수 및 부하토크의 변화를 가정한다.

Jmin < J < Jmax

Bmin < B < Bmax

TL,min < TL < TL,max

Te J
dω

dt
------- Bω TL+ +=

Fig. 3 Inductance profile comparison due to a pole shoe

Fig. 4 Inductance profile comparison due to a different pole shoe

depth

Fig. 5 Torque profile comparison due to a different pole shoe

depth

Fig. 6 3D FEM mesh for 3 phase 6/4 SRM

Table 2 Parameters of the SRM

Quantity Value

Outer diameter of stator [mm] 430

Outer diameter of rotor [mm] 238

Stack length [mm] 150

Pole shoe angle [deg] 45

Pole shoe depth [mm] 6

Type of steel M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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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첨자 ‘min’과 ‘max’는 각각 최소값과 최대값을 나타

낸다. 위의 관계식을 이용하면 식 (3)은 다음과 같이 나타

낼 수 있다.

(4)

식 (4)로부터 f가 식 (5)와 같이 정의된다.

(5)

상태변수를 식 (6)과 같이 정의하고 입력 u를 발생토크 Te로

정의하면 식 (7)과 같은 오차 상태방정식(error state equation)

을 얻는다.

x = ωr − ωr
* (6)

x = a0x + b0u + df + a0ωr
* (7)

여기서 ω r
*는 기준속도, a0 = −B0/J0, b0 = 1/J0, d = −1/J0,

u = Ts이다.

3.2 철도부하 모델링

철도차량의 기관차는 동력이 없는 열차칸을 끌며, 각 열

차칸은 바퀴 축에 의해 지지된다. 열차의 주행에 생기는 저

항은 주행저항 RL, 곡선궤도에 의한 저항 Rc, 구배저항 Rg,

관성저항 Ri가 있으며 이들 각 저항을 모두 합한 것이 총 저

항이다. 열차의 주행은 견인력이 총 저항보다 클 때 가능하다.

(8)

열차의 주행저항 RL은 다음과 같은 식으로 표현할 수 있

다[11,12].

(9)

여기서 VR은 열차 속도, AR은 구름저항, BR은 기계상수, CR

은 열차 형상에 따라 결정되는 상수이다. AR은 열차속도와

무관하며 바퀴와 궤도 사이의 마찰력에 의해 결정된다.

BR · VR은 열차속도에 비례하는 항으로 바퀴축의 회전이나 브

레이킹 또는 견인력이 전달되는 동안의 기계적 저항

(mechanical resistance)을 나타낸다. 은 열차속도의 제

곱에 비례하는 항으로 열차의 공력저항(aerodynamic resis-

tance)을 나타낸다. 열차의 속도에 따른 기계저항과 공력저

항의 그래프를 Fig. 7에 나타내었다.

4. 슬라이딩모드 제어기 설계

식 (7)과 같이 1차 시스템으로 모델링 된 SRM의 슬라이

딩 면은 상태변수 x의 적분 항을 이용하여 식 (10)과 같이

선택한다[10,13].

(10)

시스템의 상태가 슬라이딩 면에 도달하여 슬라이딩모드 상

태를 유지하기 위한 제어 입력 u는 다음과 같다.

(11)

여기에서 ueq는 등가제어 입력을, ∆u는 스위칭 제어 입력을

나타낸다. 과 f = 0으로 주어진 등가제어조건에 의해 ueq

는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12)

스위칭 제어 ∆u는 다음과 같이 설계한다.

(13)

여기서 ψ1과 ψ 2는 스위칭 함수이다. 스위칭 함수는 식 (14)

와 같이 슬라이딩모드의 존재조건에 의해 구할 수 있다.

(14)

따라서 ψ1과 ψ 2는 다음과 같이 결정할 수 있다.

(15)

(16)

설계한 슬라이딩모드 제어기의 구조를 Fig. 8에 나타내었

다. 발생토크 Te를 입력 u로 놓았고, Kt는 회전자 각도에 따

른 인덕턴스의 기울기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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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Mechanical and aerodynamic resistances as a function of

spe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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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는 SRM의 PI 제어 블록도를 나타낸다.

Fig. 9 Block diagram of PI controller for SRM drive

SRM은 각 상에 연결된 각각의 컨버터에 의해 제어된다. 본

논문에서 사용한 3상 비대칭 컨버터를 Fig. 10에 나타내었다.

Fig. 10 Asymmetric converter for SRM drive

5. 시뮬레이션 결과

이 장에서는 2장에서 얻은 SRM의 자속특성과 설계모델

및 3장에서 설계한 제어기를 통해 속도 제어 시뮬레이션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비교한다. PI 제어기와 슬라이딩모드 제

어기를 설계하여 그 특성을 비교하였다.

설계된 SRM을 이용하여 속도 제어 시뮬레이션을 수행하

기 위해 4.2절에서 설계한 SRM의 회전자 위치에 따른 전

류-자속곡선을 이용하여 SRM 모델 블록을 구성하였다. 해

석한 SRM의 회전자 위치에 따른 전류-자속 곡선을 Fig. 11

에 나타내었다.

전류에 대한 쇄교 자속은 전압 v, 전류 i, 권선의 저항을

R이라 하면 식 (17)과 같이 구할 수 있다.

(17)

SRM의 토크는 식 (18)과 같이 회전자의 위치에 따른 코

에너지의 변화율로 나타낼 수 있으며 전류의 부호와는 상관

없이 회전자의 위치 θ에 따른 인덕턴스의 변화량에 따라 결

정된다. 

(18)

Fig. 11의 데이터 값과 식 (18)을 이용하여 토크를 계산하

였으며 전동기 부하는 식 (8)로 모델링 된 열차 부하를 이

용하여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Fig. 12는 기준전류 200A일 때 a상의 전류명령과 실제 전

류 응답을 나타낸 그래프이다. 설정한 on/off 스위칭 각도와

기준전류에 따라 상전류 명령을 만들고, 실제전류는 히스테

리시스 전류 제어기를 통해 전류명령에 추종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Fig. 13은 동일 조건에서 3상의 자속과 전류 및

합성 토크 파형을 나타낸 그래프이다. 설정한 on/off 스위칭

각에 의해 3상이 번갈아 가며 스위칭 되는 것을 확인할 수 

λ t( ) v iR–( ) td
0

t

∫=

T
dWm

dθ
-----------

i
2

2
---
dL

dθ
------= =

Fig. 8 Structure of sliding mode controller

Fig. 11 Magnetization curve for SRM

Fig. 12 Current response of a-phase under current reference of

200[A]

Fig. 13 Responses of flux, current and torque under current

reference of 20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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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이때의 자속 및 세 상의 합성 토크가 나타남을 볼

수 있다.

Fig. 14는 설계한 PI 제어기와 슬라이딩모드 제어기에 무

부하 상태에서의 속도명령 50km/h이 인가된 경우의 토크와

속도 응답 특성을 나타낸 그래프이다. 두 제어기 모두 50km/

h에 수렴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은 무부하시 구형파 속도명령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수

행하였다. 3000rpm과 -3000rpm의 속도명령을 0.4s마다 번

갈아 가며 인가하였을 때 PI 제어기와 슬라이딩모드 제어기

의 속도 그래프를 Fig. 15에 나타내었다. 두 제어기 모두 무

부하시 구형파 속도 명령에 대해 추종하는 것을 볼 수 있

다. 이를 통해 전동기의 정/역회전, 정/부토크 제어가 가능

함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은 설계한 SRM을 열차 견인전동기로 사용했을 때의

시뮬레이션 결과이다. 제어기의 설계 매개변수는 무부하시

와 같으며, 부하만이 인가된 경우의 특성을 나타내었다. 

Fig. 16은 열차부하를 인가하였을 때 속도명령 50km/h에

대한 슬라이딩모드 제어기와 PI 제어기의 특성을 나타낸 그

래프이다. 열차가 가속함에 따라 부하는 식 (8)과 같이 증

가하게 되며, 이때의 발생토크와 부하곡선을 나타내었다. 부

하토크와 발생토크가 같아지는 점에서 속도가 수렴함을 볼

수 있다. 주목할 점은 PI 제어기의 경우, 무부하 상태의 설

정으로는 속도명령 50km/h에 도달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

림에서 보듯이 열차의 속도는 50km/h 아래에서 수렴한다. 이

러한 PI 제어기의 단점은 다음의 슬라이딩모드 제어기를 사

용하여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 슬라이딩모드 제어기 또

한 무부하시의 설정값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열차 부하 인

Fig. 15 Speed responses for sliding mode controller and PI

controller with square wave input

Fig. 16 Torque and speed responses for sliding mode controller

and PI controller under speed reference of 50km/h at

train-load

Fig. 14 Torque and speed responses for sliding mode controller

and PI controller under speed reference of 50km/h at no-

l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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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시에도 무부하시와 마찬가지로 50km/h에 수렴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PI 제어기를 사용했을 때 보다 슬라

이딩모드 제어기를 사용했을 때 부하변화에 둔감해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6. 결 론

본 논문에서는 3차원 유한요소법을 이용하여 SRM을 설

계하였고 각 모델의 자계 특성을 비교하였다. 또 PI 제어기

와 슬라이딩모드 제어기를 설계하였으며 그 설계방법을 제

시하였고, SRM 설계 데이터를 이용하여 PI 제어기와 슬라

이딩모드 제어기를 통해 각각 속도제어 시뮬레이션 수행하

였다. 설계 시뮬레이션에서는 고정자 극 형상을 바꿔가며 설

계를 하였고 각 모델의 토크 및 인덕턴스 특성을 비교 하

였다. 그 결과 기본형상의 모델에 비해 폴슈를 추가한 형상

에서 향상된 자계특성을 얻을 수 있었다. 시뮬레이션을 통

해 제한된 공간에 권선을 감아야 하는 설계 조건에서 실제

권선이 감기는 공간의 변화 없이 토크 발생량 및 발생구간

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제어시뮬레이션에서는 100kW 3상 6/4 SRM을

설계하여 구한 데이터를 이용하여 속도제어 시뮬레이션을 수

행하였다. 설계한 PI 제어기와 슬라이딩모드 제어기를 통해

무부하 및 부하시의 속도제어 시뮬레이션과 구형파 속도 명

령에 대한 무부하 속도제어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그 결

과 PI 제어기의 경우 무부하 조건에서 설계를 한 경우, 부

하를 인가하였을 때 과도상태 응답 특성이 나빠지고 속도오

차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같은 조건에서 슬라이딩 모

드 제어기의 경우 부하를 인가하여도 그 특성의 저하됨이 없

이 원하는 속도에 추종함을 확인하였다. 슬라이딩모드 제어

기를 사용할 경우 과도상태 응답 및 정상상태 오차가 개선

되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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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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