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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is about the development of 80[kW] IPMSM(Interior Permanent

Magnet Synchronous Motor) drive system for an electric vehicle. MTPA(Maximum

Torque per Ampere) operation and flux-weakening operation for the optimal torque

control of the IPMSM are presented. In this system, the torque control of the

IPMSM is achieved by using the look-up table, which gives d- and q-aixs current

references for the given torque command in the MTPA operation and

flux-weakening operation regions. This look-up table is made by current injection

tests, and from which the motor parameters are also estimated. The proposed

system is verified by the experiment on the electric vehicle drive system, which

consists of an 80[kW] IPMSM and an IGBT inverter.

키워드 : IPMSM, 약자속 제어, 전기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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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1)

최근 세계적으로 지구 온난화, 환경오염, 석유자

원의 고갈 등에 대처하기 위해 이산화탄소 배출량

저감 기술과 대체에너지 기술을 응용한 친환경 전

기자동차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1]. 이러한

전기자동차 구동 시스템에서 중요한 핵심 요소는

고신뢰성, 고출력밀도, 고효율 등의 특성이다. 이들

특성을 만족하기 위해 전기자동차의 구동 전동기로

서 매입형 영구자석 동기전동기(Interior Permanent

Magnet Synchronous Motor, IPMSM)가 널리 사

용되고 있다[2].

전기자동차 구동시스템은 빠른 응답특성과 넓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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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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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속도 범위를 요구하기 때문에 IPMSM의 순

시 토크제어와 더불어 전운전영역에서 최대토크를

얻을 수 있는 제어 방법의 구현이 요구된다.

IPMSM의 순시 토크제어를 위해서는 통상 벡터

제어 기법을 사용하며 최대 토크 운전을 하기 위

해 정격속도이하의 범위에서는 MTPA(Maximum

Torque per Ampere) 운전을 한다. 고속 영역에서

최대토크를 얻기 위해서는 약자속(Flux-

weakening) 제어가 필요한데 이를 위한 방법으로

는 전향 보상 방법, 전압 궤환 방법, Look-up

table을 이용한 방법 등이 있다[3]～[5]. 전향 보상

방법은 전동기의 제정수를 바탕으로 최적의 전류

지령을 도출하므로 정수들의 변동에 매우 민감하

다. 고정자 저항과 영구자석의 자속은 운전 상황,

특히 기기의 온도에 민감하게 변동하므로 이러한

전향 보상 방식의 약자속 제어로는 정확한 고속

운전을 기대하기 힘들다. 전압 궤환 방법은 전동기

의 지령 전압의 크기가 전압 제한이하로 유지되도



산업기술연구(강원대학교 산업기술연구소 논문집), 제33권 A호, 2013.

김 상 훈, 박 내 춘

- 62 -

록 제어한다. 이 방법은 전동기의 제정수를 사용하

지 않기 때문에 전동기 제정수 변동에 의한 오차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전압 오차를 제어하는

제어기의 이득을 결정하기가 쉽지 않고 전류 제어

기와의 간섭 때문에 전압 제어기의 대역폭을 넓게

할 수 없어 응답성이 느리다는 단점이 있다.

Look-up table 방법은 전동기에 따라 참조표를 다

시 만들어야 하는 단점이 있으나 제정수의 변동에

둔감하고 빠른 동특성을 얻을 수 있어 전기자동차

구동시스템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전기자동차 구동용 IPMSM의

MTPA 운전과 더불어 고속 영역 운전을 위한 약

자속 제어 기법을 제안하였다. 전류 인가 실험을

통하여 전동기의 제정수를 추출하고, 측정한 데이

터를 이용하여 자속데이터를 추출하고 이 자속데

이터를 기반으로 MTPA 및 약자속 운전에 필요한

d-q축 전류맵을 작성한다. 제안된 방법을 실제 전

기자동차용 80[kW] IPMSM에 적용하여 그 타당성

을 검증하였다.

2. IPMSM 약자속 운전[6]

2.1 IPMSM 모델링

IPMSM의 동기좌표계 전압 방정식은 식 (1),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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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역기전력이 큰 고속영역에서 고정자 저항의 전

압 강하 성분은 무시할 만큼 작다고 하면 정상상

태에서 전압 방정식은 식 (3),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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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전압제한과 전류제한

전동기의 속도가 증가하여 약자속 운전영역에

들어 갈 경우 전동기의 운전영역은 식 (5)의 전압

제한과 식 (6)의 전류 제한 조건에 의해 결정된다.


 


 

≦
 (5)


 


 

≦
 (6)

전압 제한 영역은 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점점

작아지게 되고 이에 따라 최대 토크를 얻기 위한

최적의 운전점은 그림 1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전

압과 전류 제한의 교점을 따라 운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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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전압과 전류 제한

3. 전류인가 시험

최대 토크 제어를 위한 전류 지령 테이블 작성

과 전동기 제정수를 추정하기 위하여 매입형 영구

자석 동기전동기에 전류 인가 시험을 하였다. 시험

조건은 다이나모 회전 속도 2750[rpm], 직류 전압

280[V]이다. 측정 변수는 토크값, d축 전압, q축 전

압이다. 전류 인가 시험은 그림 2와 같이 전류 평

면의 2사분면에서 전류크기는 11단계, 위상은 5°

단위 19단계로 총 209회에 걸쳐 시험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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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전류 인가 시험 영역

그림 3은 전류 인가 실험을 통해 측정한 각에

따른 토크를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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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발생토크

그림 4는 측정된 d-q축 전압을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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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q축 전압

그림 4. 측정된 d-q축 전압

전압 방정식으로부터 d-q축 쇄교자속량은 전류

인가 실험을 통해 측정한 데이터 이용하여 식 (7),

(8)과 같이 구할 수 있다. 계산된 d-q축 쇄교자속

량은 그림 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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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d축 쇄교 자속량

(b) q축 쇄교 자속량

그림 5. d-q축 쇄교 자속량

3.1 전동기 제정수 추정

전류 인가 시험을 통해 추출한 전압과 쇄교 자

속 데이터를 이용하여 전동기의 제정수를 추정한

다. 정상상태에서 d와 q축 고정자 전압 방정식은

식 (9), (10)과 같다.


  

    
 (9)


   

   
    (10)

d-q축 전류가 0[A]인 경우 정상상태 전압방정

식은 식 (11), (12)와 같이 d축 전압은 0[V]가 되

고, q축 전압은 전동기의 역기전력의 크기와 동일

하게 된다.


   (11)


    (12)

그러므로 식 (13)과 같이 d-q축 전류를 0[A]로

제어한 경우 q축 전압 데이터를 이용하여 역기전

력 상수를 추정할 수 있다. 전류 인가 시험을 통해

측정한 데이터로부터 추정된 역기전력 상수는

0.083[Wb]이다.

 







  (13)

정상상태 전압방정식에서 d축 전류와 q축 전류

를 각각 0[A]로 제어하는 경우 전압방정식은 식

(14), (15)와 같이 상호간섭성분만이 남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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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식에서 
  

 이고, 
  

  이

므로 d와 q축 인덕턴스는 식 (16), (17)과 같이 구

할 수 있다.

 
 


 

(16)

 
 




(17)

식 (16), (17)에 각 90°도와 180°에서의 자속데

이터와 전류를 대입하여 d-q축 인덕턴스를 추정한

다. 추정한 인덕턴스는 그림 6과 같다.

(a) d축 인덕턴스

(b) q축 인덕턴스

그림 6. 추정된 d-q축 인덕턴스

3.2 전류 지령 테이블 생성

측정한 d-q축 쇄교자속, 토크 데이터를 이용하

여 전류 지령 테이블을 작성하였다. 고속 영역에서

운전점은 토크곡선과 전압 제한 타원의 교점이 됨

으로, 토크 지령과 전압타원의 반지름인 자속값을

기준으로 전류지령을 구하게 된다.

그림 7은 생성된 d-q축 전류 지령 테이블을 나

타내고 있다. 테이블의 x축은 속도이며, y축은 전

동기의 토크이다.

그림 7. 전류 지령 테이블

기저 속도 미만에서 280[Nm] 입력을 인가하면

d축 전류 -436[A], q축 전류 366[A]를 출력하고,

최대 속도인 10000[rpm]에서는 d축 전류 -494[A],

q축 전류 59[A]를 출력한다.

4. 실험

4.1 실험 조건

제안한 기법을 검증하기 위하여 실험을 수행하

였다. 실험에 사용된 전동기의 사양은 표 1과 같다.

표 1. 전동기 사양

정격 Power[kW] 80

정격 전류[ ] 380

정격 토크[Nm] 280

극 수 8

직류 전압 [V] 280

 [Ω] 0.0098

 [mH] 0.1456

 [mH] 0.2651

 [wb] 0.0857

제어기는 TI(Texas Instruments)사의 32bit급

DSC(Digital Signal Controller)인 TMS320F28335

를 사용하였고, 인버터의 스위칭 주파수는 8[kHz]

이다. 그림 8은 실험 장치의 구성을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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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전체 실험 장비 구성

(b)구동 및 부하 전동기 (c) 제어기 및 인버터

그림 8. 실험 장비 구성

4.2 실험 결과

그림 9는 0[rpm]에서 7500[rpm]으로 가속 시 속

도와 d-q축 전류를 나타내고 있다. 기저 속도 이

상의 속도에서 d축 전류는 자속을 줄이기 위해 감

소하게 되고, 실제 전류는 지령 전류를 잘 추정한

다. 전동기는 약자속 운전 영역인 7500[rpm]까지

원활하게 운전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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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속도 및 d-q축 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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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d-q축 전류 지령과 실제 전류

그림 9. 가속 실험 결과

그림 10은 2000[rpm]으로 정속 운전 중 전부하

(280[Nm])를 인가한 경우 d-q축 전류 응답을 나타

내고 있다. 실제 전류는 전류 지령을 잘 추종하는

것을 알 수 있다.

t[sec] 1000

0

-600

[A]
600

r
qsi

r
dsi

그림 10. 전부하 인가 실험

그림 11은 2000[rpm]에서 전부하(280[Nm]) 지령

인가 시 전동기의 상전류 파형을 나타내고 있다.

0

[A]
800

-800
10[msec/div]

Ia Ib Ic

그림 11. 전부하시 상전류

5. 결론

본 논문에서는 전기자동차 구동을 위한 IPMSM

의 구동시스템의 설계에 대해 설명하였다. 전류 인

가시험을 통하여 MTPA 운전영역과 약자속 운전

영역에서의 최대토크 발생을 위한 전류 지령 테이

블을 생성하였고, IPMSM의 제정수들도 추정하였

다. 얻어진 전류 지령 테이블을 80[kW] IPMSM

구동시스템에 적용하여 주어진 토크 지령에 대해

올바른 토크가 출력됨을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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