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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류 벡터 제어 방식에 따른 IPMSM의 온도 특성 해석

Thermal Analysis of IPMSM According to Current Vector Control Method

계 승 *․정 태 석*․조 규 원**․장 기 ***․김 규 탁†

(Seung-Hyun Kye․Tae-Seok Jeong․Gyu-Won Cho․Ki-Bong Jang․Gyu-Tak Kim)

Abstract  -  Nowadays, Interior permanent magnet synchronous motor(IPMSM) which having high power density is much 

used for the vehicles. However, IPMSM causes a lot of losses because of high-speed driving and high current density, 

and temperature rising by iron loss and copper loss could reduce torque characteristics and durability of IPMSM. 

Therefore, analysis about thermal characteristics of IPMSM is required at design stage. In this paper, temperature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current vector control method were analyzed through calculate thermal equivalent circuit. And 

calculated results were verified through comparing with the experi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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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매입형 구자석 동기 동기(Interior Permanent Magnet 

Synchronous Motor : IPMSM)는 구자석에 의한 마그네

틱 토크 성분과 d-q축 인덕턴스 차이에 의한 릴럭턴스 토크 

성분을 함께 가지므로 단  체  당 높은 토크를 얻을 수 

있다[1]. 그러나, 자동차용 매입형 구자석 동기의 운  

특성 상 고속 운 에 의한 철손의 증가, 고 출력을 얻기 

한 류 도의 증가에 의해 동손이 크게 발생한다. 이러한 

큰 열원 발생은 동기 체의 온도를 상승시키는 단 이 

있으며, 이는 동기의 수명 단축뿐만 아니라 고온에서 불가

역 감자 특성을 가지는 희토류 계열 구자석의 감자에도 

큰 향을 미치게 된다[2].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동기에서의 복잡한 열 달을 간

단한 열 항과 열원으로 등가화 하여 열해석을 수행하

다. 이를 하여 상 동기의 형상에 따라 열 등가회로망

을 작성하여 도와 류 열 항을 산정한 후 시간에 따른 

온도 변화를 계산하 다. 한, 열등가회로망을 이용하여 

류 벡터 제어 방식에 따른 구동  온도 특성을 계산하 으

며 이를 실험치와 비교하 다. 

2. 본  론

2.1 해석 모델

본 논문에 사용된 해석 모델의 고정자  회 자 코어 형

상은 그림 1과 같고, 해석 모델의 제원은 표 1과 같다. 고정

자  회 자의 재질은 50PN1300을 사용하 다.  

그림 1 해석 모델의 코어 형상

Fig. 1 Core shape of analyzed model

Item Specification

Rated Torque [N·m] 2.03

Rated Speed [RPM] 3000

Pole/slot 8/12

Air-gap length [mm] 1

Winding type Concentrated winding

Br [T] 1.3

Stack length [mm] 45

Stator diameter [mm] 83.6

Rated Current [A] 24

Phase Resistance [Ω] 0.0208 (25℃)

표   1  해석 모델의 제원

Table 1 Specification of analyzed model

2.2 열 등가회로 구성

동기의 열 등가회로를 구성하기 해서는 먼  동기

의 각 부분을 당한 제어체 으로 분할하여야 한다[3]. 본 

논문에서는 임, 고정자 요크, 고정자 치, 권선, 엔드 권

선, 공극, 회 자 외측, 구자석, 회 자 내측, 샤 트, 엔드



Trans. KIEE. Vol. 61, No. 10, OCT, 2012

류 벡터 제어 방식에 따른 IPMSM의 온도 특성 해석               1421

캡 내부 공기에 을 할당하 으며 각 을 심으로 

같은 재질을 가지는 부분을 제어 체 으로 설정하여 열해석

을 수행하 다. 과  사이에서 열 도  류가 발

생되는 지 에 열 항을 설정하 다. 그에 따른 열 등가회

로의 구성은 그림 2와 같다. 

그림 2 해석 모델의 열 등가회로

Fig. 2 Thermal equivalent circuit of analyzed model

2.3 열 등가회로 풀이

2.3.1 도 열 항 산정

두  사이에서 발생하는 열 도에 의한 열 항은 식 

(1)과 같이 표 할 수 있다.

 


                                 (1)

식 (1)에서 는 열 도 계수이고, 는 도에 의한 열 

달이 발생하는 면 , 은 도가 발생하는 두 간의 거리

이다. 재질의 열 도 계수는 도가 발생하는 지 의 재질

에 한 고유 물성치이므로 알려져 있는 재질의 열 도 계

수값을 사용하 다.

2.3.2 류 열 항 산정

류에 의한 열 항은 식 (2)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2)

 식에서 는 류열 달계수이고, 는 류가 발생하

는 면 이다. 따라서 류에 의한 열 항을 산정하기 해

서는 류열 달계수의 산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공극에서는 고정자와 회 자의 상 인 회  운동에 의

해 류 열 달이 발생한다. 공극에서의 류열 달계수는 

식 (3)과 같이 셀트 수(Nusselt number) 와 공극의 길

이  , 공기의 열 도도 로 표 된다[4].



∙
                               (3)

그리고 셀트 수는 이놀드 수(Reynolds number)와 

란틀 수(Prandtl number)에 의해 식 (4)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4].

 ≤
 Pr ≥                  (4)

이놀드 수와 란틀 수는 공극 길이, 회 자의 속도, 공

기의 동 성 계수, 비열 등으로 식 (5), (6)과 같이 표 된

다.

 


                                   (5)

Pr 


                                   (6)

동기의 고정자, 회 자  고정자 권선의 축 방향으로 

달되는 열과 엔드 권선의 열은 엔드캡 내기를 통해 하우

징으로 달된다. 따라서 엔드캡 기의 류열 달계수 

한 산정하여야 하는데, 이는 식 (7)으로 계산된다[6].

 ×                           (7)

식 (7)에서 는 팬의 속도이며, 본 논문에 사용된 동기

의 경우 팬이 사용되지 않았으므로   을 사용하 다.

2.3.3 열 등가회로 풀이를 한 열평형 방정식

각각의 에서의 온도 산정은 식 (8)과 같은 열평형 방

정식으로 풀이되어 진다[8].






                         (8)

식 (8)에서 는 각 에서의 열용량,  , 는 의 

온도, 는    사이의 열 항이며, 는  에서 발

생하는 열 발생량을 의미한다. 시간에 따른 온도 변화량을 

계산하기 하여 의 식은 식 (9)의 형태로 표 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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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각각의 에 하여 식 (9)의 열평형 방정식을 구하여 

시간에 따른 온도 변화를 계산하 다.

2.4 열원 계산

2.4.1 동손

3상일 경우 류 가 흐를 때, 고정자 권선에서 발생하는 

손실은 다음과 같다.

  
                                 (10)

식 (10)에서 은 권선의 상 항이며, 이는 온도에 따라 

선형 으로 상승하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기 하여 다음 수

식을 사용하 다.

                         (11)

식 (11)에서 는 항 온도 계수이며 이는 속의 재질에 

따라 다른 값을 가진다. 해석 동기에서 권선의 재질은 구

리를 사용하므로 본 논문에서는 구리의 항 온도 계수인 

0.004를 사용하 으며, 기 온도에서의 항인 는 25℃에

서의 측정값인 0.0208Ω을 사용하여 온도 상승에 따른 항 

변화를 고려하 다.

2.4.2 철손

철손은 재질 자체의 자기이력 특성으로 인한 히스테리시

스 손실분과 유도 류에 의한 와 류 손실분으로 분류되고, 

그 외에 이상 와 류 손실이 발생하게 되며 이는 주 수와 

자속 도의 함수로 식 (12)와 같이 정의된다.

    
 


 


  (12)

식 (12)에서 는 히스테리시스 손실 계수, 는 와 류 

손실계수, 는 이상와 류 손실 계수, 은 steinmetz 상수

이다[5].

철손의 계산을 하여 한 개의 고정자 철심을 그림 3과 

같이 55개의 역으로 분할하여 유한요소법을 통해 자속 

도를 계산하 다.

본 논문에서 사용된 모델의 운  주 수는 200Hz이며, 각

각의 계수는 철심 재질인 50PN1300의 단  철손 정보와 

Curve Fitting Method(CFM)을 사용하여 구하 다. 고정자 치

와 요크에서의 철손을 산정한 후 이를 열원으로 입력하 다.

Item Value [W]

Stator yoke 10.8623

Stator teeth 18.7673

Total 29.6295

표   2  해석 모델의 철손 계산치

Table 2 Calculated iron loss of analyzed model

그림 3 55개의 역으로 분할된 고정자 형상

Fig. 3 Devided stator core shape

2.4 실험  계산 결과 비교

2.4.1 실험 장치

650W  매입형 구자석 동기의 온도 분포를 확인하기 

해 실험을 수행하 다. Id=0 제어, 단  류 당 최  토

크 제어(Maximum torque per ampere, MTPA), 역률 1 제

어, 최  효율 제어 방식의 진각을 등가회로 계산을 통해 

구하 고, 각각의 진각에 따른 실험을 진행하여 계산 결과

와 비교하 다.

실험 장치는 그림 4와 같으며, 해석 모델의 동기의 

류 벡터 제어법에 따른 진각을 제어하기 한 제어기, 부

하 인가를 한 다이나모메터, 류  온도 측정을 한 계

측기 등으로 구성하 다. 온도 측정을 하여 K타입의 열

를 사용하 으며, 열 는 그림 5와 같이 엔드 권선 부분

과 고정자 치 부분에 설치하여 계산 결과와 비교하 다. 실

험에 사용된 열   온도 계측기의 오차는 ±2.5%이다.

해석 모델은 B종의 연 등 을 사용하므로 최  허용 

온도는 130℃이나, 동기 수명과 계측기의 오차 범 를 고

려하여 115℃까지 온도를 측정하 다. 

그림 4 온도 측정 실험 장치

Fig. 4 Experiment set for temperature measur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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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엔드 권선 부분        (b) 고정자 치 부분

그림 5 열  부착 치

Fig. 5 attachment position of thermocouple

2.4.2 실험  해석 결과 비교

Id=0 제어, 최  효율 제어, 단  류 당 최  토크 제

어, 역률 1 제어 시 각각의 진각은 등가 회로를 통해 0°, 

10°, 15°, 20°로 계산 되었다. 실험은 Id=0 제어 시 정격 

류인 24A를 인가하여 시간에 따른 온도를 측정하 으며, 동

일한 류에서 Id=0 보다 높은 토크의 부하가 걸리는 역률1 

제어, 단  류 당 최  토크 제어  최  효율 제어 방식

에 따른 실험은 Id=0 제어 실험에서 측정된 정격 토크를 부

하로 걸어주어 그에 따른 온도 변화를 측정하 다. 제어 방

식에 따른 온도 측정은 같은 조건 하에서 진행하 으며, 측

정된 류를 열 등가회로 계산 시 열원으로 입력하 다. 

그림 6 Id=0 실험 시 압, 류  인코더 형

Fig. 6 Signal wavefom of Id=0 control experi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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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Id=0 제어 시 계산  실험 결과 비교

Fig. 7  Results comparison of simulation and experiment 

(Id=0)

그림 6은 Id=0 제어 실험 시 측정된 압, 류, 인코더 

형을 나타내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실험  계산 결과 

비교는 그림 7과 같다. Id=0 제어 실험  계산 결과 권선부

에서는 1℃, 고정자 치 부분에서는 3℃의 오차가 발생하

다. 이는 측정기의 오차 범  내이며, 반 으로 그 추이가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림 8 최  효율 제어 실험 시 압, 류  인코더 형

Fig. 8 Signal wavefom of maximum efficiency control 

experi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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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최  효율 제어 시 계산  실험 결과 비교

Fig. 9 Results comparison of simulation and experiment 

(Max. eff.)

그림 10 단  류 당 최  토크 제어 실험 시 압, 류 

 인코더 형

Fig. 10 Signal wavefom of MTPA control experi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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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단  류 당 최  토크 제어 시 계산  실험 결

과 비교

Fig. 11 Results comparison of simulation and experiment 

(MTPA)

그림 12 역률 1 제어 실험 시 압, 류  인코더 형

Fig. 12 Signal wavefom of cos1 control experi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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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역률 1 제어 시 계산  실험 결과 비교

Fig. 13 Results comparison of simulation and experiment 

(cos 1)

그림 8, 10, 12는 각각 최  효율 제어, 단  류 당 최

 토크 제어, 역률 1 제어 실험 시 측정된 압, 류  

인코더 신호 형을 나타낸다. 그리고 그림 9, 11, 13은 최  

효율 제어, 단  류 당 최  토크 제어, 역률 1 방식에 따

른 실험  계산 결과이며, 최  오차는 4℃ 미만으로 발생

하 다. 고정자 치 부분의 등가 회로 계산 시에는 체의 

평균 온도를 계산하는데 비해, 온도 측정 실험 시에는 고정

자 치에서 가장 높은 온도 상승이 생기는 공극과 맞닿는 부

분의 온도를 측정하 기 때문에 약간의 오차가 발생하 다. 

2.4.3 각 제어 방식에 따른 온도 상승 비교

0 10 20 30 40 50
0

20

40

60

80

100

120

Te
m

pe
ra

tu
re

 [c
el

]

Time [min]

 Id=0, End wi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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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x. eff., End wi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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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TPA, End winding
 MTPA, Stator teeth
 Cos1, End Winding
 Cos1, Stator teeth

그림 14 제어 방식에 따른 온도 상승 비교

Fig. 14 Temperature comparison according to control method

실험 결과 계산 결과

권선 치 권선 치

Id=0 115 97 114.5 93.8

최  효율 109 94 108.3 89.5

MTPA 108 93 108.8 89.9

역률 1 110 94 109.8 90.6

표   3  제어 방식에 따른 온도 비교

Table 3 Temperature comparison according to control 

method

그림 14는 각 제어 방식에 따른 온도 상승 실험 결과를 

비교 한 것이며, 실험  계산 결과를 표 3에서 나타내었다. 

실험 결과 Id=0 제어의 경우 엔드 권선 부분의 온도가 타 

제어 방법과 비교 시 최  7℃만큼의 더 상승하 다. 이는 

같은 토크가 발생할 경우 다른 제어 방식에 비하여 Id=0 제

어의 경우 더 큰 류가 인가되었기 때문이다. 즉, 같은 양

의 류가 인가될 경우 최  효율 제어, 단  류 당 최  

토크 제어  역률 1 제어 방법을 사용할 경우 더 높은 토

크를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며, 이는 Id=0 제어 시 릴럭턴스 

토크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3.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매입형 구자석 동기 동기에 하여 열 

등가회로를 작성하여 열 해석을 수행하 으며, 류 벡터 제

어 방식에 따라 열 해석  온도 실험을 수행하여 그 결과

를 비교, 분석하 다.

열 등가회로에 따른 열 해석은 3차원 열 해석 결과와 비

교하여 볼 때, 해석 시간이 짧고 다양한 해석 조건에 해 

용할 수 있다는 장 이 있다. 본 논문에서의 열 등가회로 

계산은 실험 치와 측정 오차 범  내의 결과를 나타내어  

매우 양호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Id=0 제어, 최  효율 제어, 단  류 당 최  토크 제

어, 역률 1 제어 시 진각에 따른 손실의 변화가 생김을 실

험을 통하여 검증할 수 있었으며, 운  특성에 따라 알맞은 

제어 방식을 선정하는 것이 동기의 온도 상승  효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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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미칠 것으로 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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