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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MSM 인덕턴스 돌극성에 의한 전류리플 저감을 위한 
PSO 알고리즘 기반의 ∞ 전류 제어기 설계

Design of the ∞ Current Controller Based on the PSO Algorithm

for Reducing the Current Ripple Caused by the Saliencies of SPMSM

이  형*․  찬 **․임 동 진†  

(Kwan-Hyung Lee․Jeon-Chan Young․Dong-Jin Lim)

Abstract – The useful method for determining parameters of weighting functions used to design the ∞  current 

controller for attenuating the current ripple due to saliencies which SPMSM(Surface Permanent Magnet Synchronous 

Motor) also incorporates is described. To analyze the effect, the current ripple due to the structural and the saturation 

saliencies, the SPMSM model with nonlinear inductance function depending on the two independent variables, rotor 

position and stator current is simulated. After analysis, parameters of the weighting functions for ∞  current controller 

is selected to satisfy the robust stability, robust performance and specific performance in time and frequency domain by 

using the PSO(Particle Swarm Optimization) algorithm in the linear SPMSM model. Especially, the robust performance is 

proved that the selected weighting functions play a role in reducing the current ripple caused by the saliencies of 

SPMSM at the desired frequency range by the simple experi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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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  론 

PMSM(Permanent Magnet Synchronous Motor)은 고효

율, 류 비 높은 토크, 낮은 노이즈 등 많은 장 을 가지

고 있다[1]. 최근에 친환경  에 지 약을 해서 다양한 

분야에서 심과 노력이 고조되고 있으며, 모터를 사용하는 

시스템의 경우 사이즈 축소  고효율을 해서 DC(Direct 

Current) 모터에서 PMSM(Permanent Magnet Synchronous 

Motor)으로 변하는 추세이다. 그러나 특정한 분야에서 사용

되는 PMSM은 고정 압과 사이즈의 제약에 의해서 빠른 

포화  큰 역기 력 THD(Total Harmonic Distortion) 특

성을 보인다[2]. 이와 같은 특성은 인덕턴스 돌극성에 의해

서 표 될 수 있으며 일반 으로 두 가지 형태로 구분된다. 

하나는 구조 돌극성이며 동기의 기구 인 구조에 의해서 

야기되고 고정자 류에 의해서 거의 향을 받지 않는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자기 포화 돌극성이며 주로 회 자의 

구자석 의해서 기인한다. 자기 포화 돌극성은 구조 돌극

성과 비교해서 상 으로 향은 작지만 고정자 류로부

터 발생한 자기장에 향을 받는다[3], [4]. 인덕턴스 돌극성

은 토크 리 을 야기하고 해당 토크 리 은 주기성을 갖는 

외란으로 간주된다[5].

SPMSM의 인버터는 압 소스(source) PWM(Pulse 

Width Modulation) 방식이 사용되었으며, 류 루 (loop)의 

역폭 내에서 류 소스 방식과 등가 으로 구동되고 정확

한 류 추종을 해서 류 제어기가 사용되었다[6]. 그리

고 토크는 류와 한 계를 갖으며, 자동차의 

EPS(Electric Power Steering) 같은 경우 수 % 미만의 토

크리  특성이 요구되기 때문에[2] 정확한 추종 성능을 갖는 

류 제어기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앞서 언 한 류 

제어기의 성능뿐만 아니라 SPMSM의 인덕턴스 돌극성에 

기인한 라미터 변동  류 리 에 해서, 시스템의 안

성을 보증하고 류 리  감을 해서 ∞  류 제어기

가 제안되었다.

∞  제어기 설계를 해서 가  함수 결정이 매우 요

하다. 그러나 가  함수의 구조를 선택하고 라미터를 결

정하기 해서 많은 경험  시간이 요구되는 문제 이 있다. 

PSO 알고리즘은 군집단 지능(swarm intelligence) 기술을 사

용한 알고리즘들 의 하나로써 1995년 Kennedy와 Eberhart

에 의해서 제안되었으며, 조류 무리와 같은 동물들의 사회  

행동에 한 연구를 통해서 개발되었다[7]. PSO 알고리즘은 

다른 확률론 인 알고리즘과 비교해서 짧은 계산 시간 내에 

질 높은 해를 생성하고 안정 인 수렴 특성을 보이며[8]-[10], 

비선형성(nonlinearity), 비차분성(nondifferentiability), 다  최

(multiple optima), 고차원(high dimensionality) 련 문제

를 푸는데 있어서 강건하다[11]-[13]. 이러한 장  때문에 

해당 알고리즘은 비선형 과학(nonlinear science),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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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돌극성을 갖는 인덕턴스 측정 실험

Fig. 1 Test Platform for measuring the inductance including 

saliencies

(economic dispatch), 산업 기기(industrial applications) 

련 문제들을 해결하기 해서 리 사용되었다[14]-[16]. 본 

논문에서는 앞서 언 한 문제 을 극복하고 ∞  제어기를 

탑재한 시스템의 공칭(nominal) 성능  오버슛(overshoot), 

역폭(bandwidth)과 같은 추가 인 성능을 만족하는 가  함

수의 라미터를 결정하기 해서 PSO 알고리즘(algorithm)

이 사용되었다.

제어기 설계를 해서 크게 세 가지 작업이 이루어졌다. 

첫째, [17]에서 참고한 실험을 통해서 인덕턴스 돌극성을 표

 할 수 있는 행렬이 정의되었고 비선형 인덕턴스 행렬을 

내재한 SPMSM 모델 시뮬 이션이 수행되었으며, 인덕턴스 

변동 범   돌극성에 의한 류 리 에 해서 분석이 이

루어졌다. 둘째, [18]에서 제시한 PSO 알고리즘을 수정  

보완하고 용함으로써 라미터 최  값이 결정되었다. 그

리고 최  라미터 값으로 이루어진 가  함수를 이용해서 

∞  류 제어기가 설계되었으며, 해당 제어기의 안정성  

성능이 분석 되었다. 셋째, ∞  류 제어기를 탑재한 

SPMSM에 해서 부하 인가 실험을 수행함으로써 제안된 

방법의 타당성 검증이 이루어졌다. 

2. 돌극성 인덕턴스를 갖는 비선형 SPMSM 모델

2.1 비선형 인덕턴스  SPMSM 모델

선형 SPMSM 모델의 경우 고정자 좌표계의 압 방정식

은 식(1)와 같이 표 될 수 있으며, IPMSM(Interior 

Permanent Magnet Synchronous Motor)의 식과 같기 때문

에 구조  돌극성은 반 되지만 자기 포화 돌극성은 반 되

지 않는다[17], [19]. 자기 포화 돌극성 인덕턴스를 갖는 비

선형 SPMSM 모델을 구성하기 해서 상 류와 기각의 

함수인 쇄교자속을 포함한 고정자 좌표계의 압 방정식으

로써 식(2)이 사용되었다.  ,  ,  ,  ,  ,  , 

 는 각 상의 압, 류, 항, 선형 인덕턴스, 쇄교자속, 

기각, 기각속도를 뜻하며,  와  는 역기 력

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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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의 차 다항식 함수로 표 될 수 있으며, 반 로 고정된 

상 류에 해서 식(5)와 같이 기각의 차 퓨리에(fourier) 

수 함수로 표 될 수 있다. 비선형 인덕턴스 
′ 는 식(4)

와 식(5)에 한 정보를 포함하기 해서 식(6)와 같이 표

될 수 있으며, 임의의 기각  상 류에 해서 행렬 


× 는 유일한 값을 갖는다[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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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행렬   결정

행렬  의 성분을 결정하기 해서 그림 1과 같이 실험 

환경이 구성되었다. 커패시터  은 력용 연산 증폭기에

서 발생할 수 있는 직류 성분을 제거하기 해서 사용되었

으며, 인덕터  는 력용 연산 증폭기와 직류 원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류 성분의 합성을 방지하기 해서 사용

되었다. 고정자가 최 로 포화되도록 하기 해서 오 셋 

류는 0 A부터 50A 까지 10 A 간격으로 인가되었으며, 

7.5 ° 간격의 고정된 기각에서 20 kHz, 100 mA의 교류 

류가 공 되었다. 그리고 력 분석기를 통해서 측정된 

압과 류는 인덕턴스를 계산하기 해서 사용되었다.

고정된 기각에서, 오 셋(offset) 류에 따른 인덕턴스

를 반 하기 해서 일반 으로 5차 는 7차의 다항식이 

사용될 수 있다. 충분히 곡선을 추정하기 해서 7차 다항식

이 사용되었으며, 식(4)와 식(6)의 m은 6으로 설정되었다. 그

리고 고정된 오 셋 류에서 기각 변화에 따른 인덕턴스

는 주기성을 갖으며, FFT(Fast Fourier Transform)를 통해

서 고조 를 분석함으로써 퓨리에 수 함수의 차수가 정해

졌다. 정확한 곡선 추정을 해서 8차 퓨리에 수 함수가 

사용되었으며, 식(5)와 식(6)의 n은 7로 설정되었다[17], [21].

실험을 통해서 측정된 인덕턴스 값들은 결정된 차수의 퓨

리에 수와 다항식 함수의 곡선을 추정하기 해서 사용되

었다. 곡선을 추정하기 해서, MathWorks사의 MATLAB

에서 제공하는 Curve Fitting Toolbox가 사용되었다. 추정

된 곡선 방정식으로부터 얻어진 인덕턴스 값들은 식(6)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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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해석치와 실험치 류  ,   리  비교

Fig. 4 Comparison simulated and measured current,   and 

통해서 행렬  를 결정하기 해서 사용되었다. 그림 2는 

실험을 통해서 측정된 인덕턴스  와 행렬  로부터 계

산된 인덕턴스  를 비교한 그래 이며, 인덕턴스  의 

돌극성이 행렬  에 반 되었다. 동일한 방법으로부터 나

머지 8개의 행렬  들이 계산되었으며, 행렬  ,  로부

터 계산된 인덕턴스  와  의 그래 가 그림 3에 표시

되었다. 행렬  는 시뮬 이션을 한 비선형 SPMSM 모

델을 구성하기 해서 사용되었다.

그림 2 측정된 인덕턴스  와   행렬로부터 계산

       인덕턴스  의 비교

Fig. 2 Comparison of the measured inductance,   and 

inductance,   calculated from matrix, 

그림 3 와   행렬로부터 계산된 인덕턴스 와 

Fig. 3 Inductance,   and   calculated from matrix,   

and 

그림 4는 정격 부하를 인가한 경우  류 와 에 해

서 시뮬 이션  실험 데이터를 비교한 그래 이이며, 류

의 크기와 오 셋에서 차이가 있다. 그러나 구동주 수의 6

배 리 이 나타나고 있는 을 통해서 비선형 SPMSM 모

델에 인덕턴스의 구조 돌극성이 반 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5는 비선형 SPMSM 모델에서 무부하부터 정격 부하

까지 0.5 Nm 간격으로 해석치 류 와 의 6차 고조  

크기를 표시한 그래 이다. 부하가 증가함에 따라서 와 

의 6차 고조  크기가 커짐을 알 수 있으며, 자기 포화 돌극

성이 반 되었다[2].

그림 5 부하에 따른 해석치 류  , 의 6차 고조  크기

Fig. 5 6th harmonic magnitude of simulated current,   and 

  according to load

3. Particle Swarm Optimization(PSO)

PSO 알고리즘은 군집생활을 하는 동물들이 일반 으로 

두 가지 정보를 이용해서 먹이를 찾아 이동하는 사회  행

동 특성을 기반으로 개발되었다. 첫째는 이  세 부터 

로 내려오는 경험에 의한 정보이고 둘째는 군집(swarm) 

구성원(particle)들이 이동  발견한 새로운 정보이다. 두 

정보는 군집생활을 하는 동물들이 특정한 조건을 만족하면

서 먹이를 찾아가는 이동과 련된 최 화 문제의 역 최

값(global best value)  지역 최 값(local best value)으

로 간주될 수 있으며, PSO는 두 개의 최 값을 이용해서 

군집 내 구성원들을 이동시킴으로써 체 세 의 역 최

값을 찾는 알고리즘이다.[7].

PSO 알고리즘의 체 인 차는 그림 6의 순서도와 같

고 군집 내 구성원들은 차원으로 구성된 탐색 공간에서 

임의의 치(position)에 있으며, 최 화 합도 함수

(optimization fitness function)에 의한 평가  지역 최 값

을 갱신하면서 임의의 속도(velocity)로 이동한다. 개별 구성

원들은 각 세  동안 탐색 공간에서 최고의 최 값에 응

하는 치를 기억하며, 이를 ‘pbest(Particle best)’라고 부르

고 각 세 의 pbest들  최고의 최 값에 해당하는 치를 

기억하며, 이를 ‘gbest(Generation best)’라고 부른다. pbest

와 gbest 값을 통해서 각 구성원들의 새로운 속도가 계산되

고 갱신된 속도는 각 구성원들의 치에 더해진다.

구성원의 치   속도 는 식(7)에 의해서 갱신된다. 

는 군집의 번째 구성원을 뜻하고 는 구성원의 차원 요소

를 의미하며, 는 번째 세 를 표 한다[22]. 차원을 갖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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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PSO 알고리즘 순서도

Fig. 6 Flowchart for PSO algorithm

구성원의 치   속도 의 번째 요소는 탐색 공간의 지

역 탐색과 역 탐색의 균형을 유지하기 해서 식(8)같이 

제한된다[11]. 학습 인자(learning factor) 과 는 pbest와 

gbest의 확률 인 가속 가 치로써, 구성원들이 약 반의 

시간으로 목표에 도달시키기 해서 2로 설정되었으며[7], 

는 0에서 1까지 균등 분포된 임의의 값이다. 성 가

치(inertia weight)는 기 세 에서는 역 탐색을 강화하고 

후기 세 에서는 지역 탐색 능력을 향상시키기 해서 식(9)

와 같이 세 마다 선형 으로 감소한 값이 사용되었다[11].


  ∙

  ∙∙
 

 

 ∙∙
 

 


   

 
 

     (7)

min ≤
 ≤max

min ≤
 ≤max

               (8)

 max 
max min

∙             (9)

4. 라미터 불확실성  류 리 을 고려한 ∞  

류 제어기 설계

4.1 선형 SPMSM 모델의 라미터 불확실성

d-q 회 좌표계에서 선형 SPMSM의 압 방정식은 식

(10)과 같이 표 될 수 있으며[23], 류 제어기는 식(10)에

서 역기 력  상호간섭 성분이 향 보상된 식(11)을 기

반으로 설계되었다. 는 d축  q축을 의미한다. 그리고 식

(11)의 실제 인덕턴스 역수  와 항  는 식(12)처럼 

각각의 공칭 값 ,    상  섭동(relative perturbation) 

 ,  ,  ,  (≤  ≤  )으로 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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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라미터 불확실성을 포함한 SPMSM의 블록선도는 그림 

7과 같이 표 되며,  ,     ,  은 각 각 불확실성 블

록의 입력과 출력으로써 사용된다. 그리고  와  는 식

(13)으로 표 되며, 그림 4의 블록선도에 한 방정식은 식

(14)  식(15)와 같다. 그리고 사용된 SPMSM의 라미터 

사양은 표 1과 같다.

그림 7 라미터 불확실성을 포함한 SPMSM 블록선도

Fig. 7 Block diagram  of the SPMSM with parametric 

      uncertai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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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라미터 불확실성을 포함한 SPMSM 사양

Table 1 Specification of SPMSM with parametric perturbation

라미터 값

 11.6 [Ω]
 36.745[H]

 0.055

 0.1835

극수(pole) / 슬롯수(slots) 6 / 9

정격 류(rated current) 50 [A]

정격 토크(rated torque) 2 [Nm]

기본 속도(base speed) 1000 [RPM]

최  속도(maximum speed) 2000 [RPM]

 은 불확실성을 포함하지 않으며, 오로지 
, ,  , 

 에 의존하는 시스템이다.  와 구조화 불확실성

(structured uncertainty)을 연  짓기 해서 식(16)과 같이 

쪽 선형 분수 변환(upper linear fractional transformation) 

이 사용되며, 그림 8의 블록선도로 표 된다[24].

 ∆                (16)

그림 8 와 ∆의 쪽 선형 분수 변환
Fig. 8 Upper linear fractional transformation of   and ∆

4.2 가  함수의 구조 선정

제어기 는 그림 9의 폐루 (closed loop) 시스템을 내부

으로 안정시켜야만 하며, 공칭 랜트(plant)  이 

충분한 폐루  성능을 보이도록 해야 한다. 외란의 효과로

써 인덕턴스 돌극성에 의한 류 리 을 정 수 까지 감

소시키고 제어 에 지를 낮추기 해서 폐루  시스템의 

성능 사양은 식(17)와 같은   설계가 사용되었다[25], 

[26].  은 외란 에 한 출력 의 함수로써 

   
  이고 ,     


이다.

∥∥∞ ∥ 


 

  ∥∞           (17)

그림 9 S-KS 설계를 한 폐루  시스템

Fig. 9 Closed loop system for S-KS design

외란 에 의한 출력 측 향  제어 에 지 를 감소

시키기 해서 가  함수  와  는 식(18)과 같은 구조

로 선정되었다.  의 는 직류 이득으로써 외란의 향을 

제어하기 한 목 으로 사용되며, 는 고주  이득으로써 

오버슛을 조정하기 해서 설정된다. 한,     와 

는 각 각 크로스오버 주 수(cross-over frequency)와  

주 수(corner frequency)들의 감쇠비(damping ratio)를 의

미한다[27]. 가  함수  는 제어기의 설계  차수를 간략

화하기 해서 상수  로 선정되었다. 

  
 

 

 


 

 

          (18)

4.3 PSO 알고리즘을 이용한 가  함수의 라미터 결정

∞  제어기 설계는 가  함수에 의존 이며, 루  형성

(loop shaping) 방법  가  함수의 구조와 라미터에 의

해서 그 특성이 다양하게 결정된다. 루  형성 방법  가

 함수의 구조는 기존에 리 사용된 식(17)  (18)이 선

정되었다. 그러나 식(17)을 만족하는 가  함수의 라미터

를 결정하기 해서 많은 경험  시간이 요구되며 오버슛, 

역폭과 같은 추가 성능을 복합 으로 만족시키기 해서

는 더 많은 리소스(resource)가 필요하다. 이와 같은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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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해결하고 다양한 사양을 만족하는 최 의 라미터 값을 

찾기 해서 PSO 알고리즘이 사용되었다. PSO 알고리즘은 

비선형성, 비차분성, 다  최 , 고차원 련 문제를 해결하

는데 있어서 구 이 간단하고 쉬울 뿐만 아니라 안정 으로 

수렴하는 해를 구해 다.[8]-[13], [18]. 이와 같은 장 을 사

용하기 해서 3 에서 설명한 PSO 알고리즘의 기본 개념

에 한 식(18)의 해석  정의가 필요하다. 그리고 자세한 

설명  차는 다음과 같으며 그림 6의 순서도  식(7), 

(8), (9)의 표기법을 따르고 있다.

가) 기화: 군집을 이루는  개의 구성원들은  =6 차원

의 탐색 공간에서 임의의 치에 있으며 탐색 공간의 각 차

원은 식(18)에서 가  함수의 라미터  ,  ,  ,  ,  , 

 를 의미한다. 구성원의 치    속도 는 식(19)와 같

이 표 될 수 있다. 구성원의 치 는 표 2에 기재된 범  

내에서 균등하게 무작 로 기화가 이루어진다.  , 

 , 속도 의 기화는 치 를 이용해서 각 변수 갱신 

단계의 방법과 동일하게 이루어진다. 가  함수의 라미터 

범   구성원 수  와 최  세 수  는  의 수렴

성, 알고리즘 수행 시간, 최 화 합도 함수 결과값 등을 

고려한 시행착오(trial and error) 방식으로 결정되었다.


   

  
  

  
  

  
 

    
  

  
  

 ∈


   

  
  

  
  

  
 

    
  

  
  

 ∈

(19)

나) 최 화 합도 함수 계산: 식(17)뿐만 아니라 폐루  

시스템(기  입력  부터 출력 까지의 달 함수)의 오버

슛  역폭과 같은 복합 인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와 

 의 라미터를 결정하기 해서 최 화 합도 함수 

는 식(20)과 같이 사용되었다.  ∥∥∞ 이며  는 
폐루  시스템의 오버슛을 의미하고  는  (원하

는 폐루  시스템의 역폭)에 한  (실제 설계된 폐

루  시스템의 역폭)의 상 오차이다.  ,  ,  는 

요구사항들의 가 치로써 시행착오 방식을 통해서 설정되었

다. 폐루  시스템의 역폭은 스 칭 한주기 동안 데이터 

샘 링(sampling) 횟수에 의해서 선정될 수 있고 스 칭 한

주기에 한 번씩 샘 링을 할 경우 안정성을 해서 1/20 정

도까지 설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스 칭 한주기에 

두 번씩 샘 링을 할 경우 시스템의 역폭은 1/10 정도까

지 설계될 수 있다[19]. 사용된 스 칭 주 수는 125663.7 

rad/sec(20 kHz)이고 데이터 샘 링은 스 칭 한 주기에 한 

번씩 이루어졌기 때문에  는 스 칭 주 수의 1/20

인 6283.2 rad/sec(1 kHz)로 설계되었다. 그리고 감도

(sensitivity) 함수의 역폭  은 식(20)에 의해서 상보 

감도(complementary sensitivity) 함수의 역폭  보다 

더 큰 값을 갖기 때문에   설정에 의해서 간 인 

제어가 가능해진다. 
 에 응하는 가  함수  와 

는 그림 9와 같은 폐루  시스템을 구성하기 해서 사용되

며 MathWorks사의 MATLAB에서 제공하는 Robust 

Control Toolbox의   함수를 이용함으로써    제

어기 를 구할 수 있다. 그리고 제어기 를 포함한 공칭 

폐루  시스템을 구성하고 오버슛  역폭을 계산함으로

써    를 얻을 수 있다.  의 결과값과 최 화 합

도는 역수 계를 가지도록 알고리즘이 구성되었으며  의 

결과값이 작을수록 합도는 높아진다.

  

 

 

           (20)

   

  



           (21)

다)  ,   갱신: 세 의 구성원 치 와 이

 세 의 구성원 치 에 해서 최 화 합도는 

비교되어지며 더 높은 최 화 합도를 가지는 세 의 구성

원 치는  로 설정된다.  개의   가장 높은 최

화 합도를 가지는 구성원 치는  가 된다.

라) 속도  치 갱신: 식 (7)의 속도 련 식  세

의 구성원 치 를 이용해서 세 의 구성원 속도가 

계산된다. 그리고 세 의 구성원 치 와 속도   

 식 (7)의 치 련 식을 사용함으로써 다음 세 의 

치 가 갱신된다. 속도  치는 식 (8)에 의해서 제

한된다.

마) 최  세 수  최 화 합도 검사: 세  가 최

 세 수  보다 크거나 최 화 합도가 만족된다면 

PSO 알고리즘은 단된다. 그러나 그 지 않을 경우 PSO 

알고리즘은 반복 수행된다.

그림 10은 다양한 최 화 합도 함수  를 갖는 PSO 알

고리즘에 해서 총 10번 실행한 후, 폐루  시스템의 ∞ , 

오버슛, 역폭 상  오차 값을 표 한 그래 이다. ∞ , 오

버슛, 역폭 모두를 고려한 최 화 합도 함수  는 기타 

최 화 합도 함수  와 비교해서, ∞  값의 변동이 존재

하지만 오버슛과 역폭 비 그 폭이 매우 작다. 결국 다

양하고 뛰어난 조건을 만족하는 제어기를 찾기 해서는 다

양한 요소를 고려한 합도 함수  를 구성하는 것이 효율

이고 필수 임을 알 수 있다.

그림 11에서는 각 세 의 최 화 합도 함수  의 결과

값이 그래 로 표 되었다. 그리고 세 가 지날수록 합도 

함수  의 결과값이 작아짐으로써 최 화 합도가 높아지

는 PSO 알고리즘의 바람직한 성능이 나타났다.  와 

의 라미터를 결정하기 해서 사용된 PSO 알고리즘의 

라미터 값들과 마지막 세 에서 결정된  의 요소 값들 

 최 화 합도 함수  의 결과값은 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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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연속 제어기 와 불연속 제어기 의 비교

Table 3 Comparison of the continuous-time controller,   

and the discrete-time controller, 

특성  

오버슛 0 [%] 0 [%]

상승 시간 0.9785 [sec] 0.9785 [sec]

정착 시간 1.7389 [sec] 1.7424 [sec]

이득 여유 ∞ ∞

상 여유 105 [] 105 []

크로스오버 
주 수

68.9 [rad/sec] 69 [rad/sec]

그림 10 다양한 최 화 합도 함수 를 갖는 PSO 알고리

즘의 10회 반복 수행에 한 폐루  시스템의 ∞ , 

오버슛, 역폭 상  오차

Fig. 10 ∞ , overshoot and relative error of bandwidth of 

closed loop system about PSO algorithm that 

includes various optimization fitness function,   and 

is repeated 10 times

그림 11 각 세 별 gbest에 한 최 화 합도 함수  의 

결과값

Fig. 11 Results of optimization fitness function,   corres- 

ponding to each generation

표   2  가  함수의 PSO 알고리즘 용을 한 라미터 

 결과값

Table 2 Parameters and results of PSO algorithm for 

determining weighting functions

라미터 최소값 최 값 결정값

 - - 100

 - - 10

 - - 1

 - - 2.5

 - - 1

 - - 0.19285

 - - 0.1926

 - - 0

 - - 0.000239

 - - 6283.2
[rad/sec]

 100 1000 498.2795

 0.1 1 0.192

 1000 5000 1000

 0.1 10 1.5954

 0.1 10 10

 0.0001 0.01 0.0059

4.4 ∞  제어기 설계

결정된 가  함수  ,  와 함께 식(17)을 만족하는 

∞  제어기 는 MathWorks사의 MATLAB에서 제공하

는 Robust Control Toolbox를 이용해서 설계되었다. 그리고 

음향 소음(acoustic noise)을 완화시키기 해서 인버터의 

스 칭(switching) 시간은 50 us로 설정되었으며[28], 디지털 

제어기 는 스 칭 시간과 동일한 샘 링(sampling) 시

간  터스틴(tustin) 수치근사방법 이용해서 설계되었다. 제

어기 와 의 달 함수와 특성은 식(20)  표 3과 

같으며 와   특성 차이가 매우 작기 때문에 

는 의 디지털 제어기로써 근사화가 하게 되었다.

 
 ×  × ×
×  × ×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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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의 공칭 폐루  시스템에서   는 입력 

 부터 출력     

까지의 달 함수이며, 주 수

에 한   의 특이값(singular value)은 그림 13과 같

다. 특이값의 최 값인 ∞  노옴(norm)은 0.1926이며, 식(17)

을 만족하기 때문에 공칭 폐루  시스템의 성능이 보장된다. 

그리고 안정도-강인성  성능-강인성 분석을 한 구조 특

이값(structured singular value)의 상계와 하계는 그림 12에 

표시되었다. 각 분석에 한 구조 특이값의 상계 최 값은 

0.18546, 0.30662이고 1보다 작기 때문에, 라미터 변동에 

해서 공칭 폐루  시스템의 안정성  성능이 보장된다.

  

그림 12 입력 부터 출력 까지에 한 공칭 폐루  시스

템

Fig. 12 Nominal closed loop system from input,   to 

output, 

그림 13 공칭 폐루  시스템의 특이값과 안정도  성능 –

강인성 해석을 한 구조 특이값

Fig. 13 Singular value of nominal closed loop system and 

structured singular value for robust stability and 

performance analysis

가  함수  의 역수와 감도 함수의 주 수에 한 크

기를 비교한 그림은 그림 14와 같으며, 감도 함수의 정상 상

태에서 외란이 출력에 미치는 향과 고주  역의 이득은 

감소하 다. 그리고 PSO 알고리즘의 최 화 평가 함수 식

(20)에 폐루  시스템(기  입력  부터 출력 까지의 달 

함수)의 원하는 역폭  를 반 함으로써 폐루  시

스템은 약 0.02 % 더 큰 역폭  으로 설계되었다. 

한 설계된 감도 함수는 식(17)과 식(20)을 만족하기 때문에 

감도 함수 크기는 가  함수  의 역수 크기보다 작고 감

도 함수의 역폭  은  보다 더 큰 값을 가지게 

된다. 실제로 설계된  은  보다 약 3.61 % 더 

크게 설계되었다.

그림 14 가  함수 의 역수와 감도 함수

Fig. 14 Inverse of weighting function,   and sensitivity 

function

4.5 실험 결과

그림 15는 설계된 ∞  류 제어기의 성능을 검증하기 

해서 구성된 부하 실험 환경을 나타내고 있다. 제어기는 

TI사의 TMS320C28346 DSP가 사용되었으며, 인버터의 

MOSFET과 류센서는 각 각 Infineon사의 IPB160N04S3와 

Allegro사의 ACS758KCB-150B가 사용되었다. 그림 16은 

200 RPM의 속도와 2 Nm의 정격 부하의 조건에서 개루  

시스템과 ∞  류 제어기를 탑재한 폐루  시스템의 류 

Id와 Iq를 비교한 그래 이다. 그리고 그림 17은 동일한 속

도와 0.5 Nm 간격의 다양한 부하 조건에서 ∞  류 제어

기를 탑재한 폐루  시스템의 류 Id와 Iq를 나타낸 그래

이다. 류 Id와 Iq의 최  오차는 각 각 ±0.41 A와 ±

0.29 A이며 Iq의 경우 기  류 비 상  오차는 0.65 % 

미만이다. 각 부하 조건에서 류 추종이 제 로 이루어지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5 실험을 한 시스템 구성

Fig. 15 Experimental system configu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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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개루  시스템과 폐루  시스템의 측정 류 Id  

Iq 비교

Fig. 16 Comparison of current Id and Iq measured from 

open and closed loop system

그림 17 다양한 부하에서, 폐루  시스템의 측정 류 Id  

Iq

Fig. 17 Current, Id and Iq measured from closed loop 

system at various load conditions

5. 결  론

SPMSM은 일반 으로 인덕턴스 돌극성을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된다. 그러나 실제 SPMSM에서는 구조  자기 

포화 돌극성이 내재되어 있으며, 이에 따른 류 리 이 발

생된다. 돌극성에 의한 류 리  특성을 분석하기 해서 

기각  오 셋 류에 따른 비선형 인덕턴스 모델이 설

계되었다. 그리고 이를 탑재한 SPMSM 모델을 통해서 돌극

성에 의한 류 리 에 6차 고조  성분이 다량 포함되어 

있으며, 부하가 커질수록 리 이 커짐을 알 수 있었다. 한 

실제 SPMSM의 측정 류와 비교함으로써 해당 모델의 유

효함이 확인되었다.

인덕턴스 돌극성에 기인한 류 리   라미터 불확실

성에 해서 SPMSM 류 폐루  시스템의 안정성  성

능을 보장하기 해서 ∞  제어기가 제안되었다. 결정된 가

함수를 통해서 설계된 SPMSM 류 폐루  시스템의 안

정도-강인성  성능-강인성이 보장되었으며, 다양한 성능 

역시 충족되었다. 그리고 정격 부하 실험에서 류 오차는 

1 % 미만이었으며, 다양한 부하 조건에서 추종 성능 한 

만족되었다. 이와 같은 실험 결과로부터 PSO 알고리즘 기

반의 ∞  류 제어기에 의해서 SPMSM의 인덕턴스 돌극

성에 의한 류 리 이 히 감되었음이 검증되었다. 

특히 PSO 알고리즘은 구 이 간단하고 다양한 조건을 결합

시키는 것이 용이하기 때문에 ∞  제어기를 한 다양한 

형태  더 많은 가  함수의 라미터 결정에 용할 경우 

그 실용성이 높다고 단된다.

향후 연구 과제로써 인덕턴스 돌극성에 기반한 센서리스

(sensorless) 제어 시 각도 정보의 불확실성에 의해서 ∞  

류  속도 제어기 설계가 더욱 복잡해지고 난해해진다. 

이를 해결하기 해서 한 가  함수 구조  PSO 알고

리즘의 최 화 합도 함수 선정과 련된 연구가 진행되어

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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