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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램-트레인 추진용 130kW급 IPMSM 설계 연구

A Study on the Design of a 130kW-class IPMSM for Propulsion of Tram-Tr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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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환경 문제와 더불어 도심 안에서의 교통수단뿐만 아니라, 도심과 도심을 연결하는 교통수단으로도 철도시스템이 주목받고 있

다. 특히 일반 도로에서 자동차와 함께 운행 가능하면서 건설비도 상대적으로 적은 트램 규모의 철도차량을 활용한 트램-트레

인 시스템은 향후 도심의 교통 문제를 해결해 줄 유력한 방안 중의 하나이다. 트램-트레인의 개념은 철도 차량이 두 가지 운행

모드 즉, 도심 센터를 운행하는 트램 기능과 기존의 도시 간 지역철도 네트워크를 서비스하는 통근열차로 동시에 운행하는 시

스템이다. 이러한 이중 운행방식 개념은 상당한 운영 탄력성과 철도인프라 시설과 연결지점의 효율적인 사용을 제공한다. Fig.

1은 세계의 대표적인 트램-트레인 차량을 보여준다. Fig. 1(a)는 영국의 셰필드-로더럼 구간을 2017년도부터 운행 예정인 트램-

트레인 차량으로써, Vossloh에서 제작하였으며, 최고 운영속도는 110km/h이다. Fig. 1(b)는 독일 Karlsruhe 시내와 교외 구간를

운영 중인 트램-트레인 차량으로써, 최고 운영속도는 100km/h이다. 트램-트레인은 도심 안에서뿐만 아니라 도시와 도시간의 연

결 교통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므로 차량의 경우 100km/h 이상의 주행이 가능한 준고속열차의 성능을 보유하여야 한다. 따라

서 도심 안에서의 저속운전 및 도시간 이동 시의 고속운전이 모두 가능한 추진시스템의 개발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기존 철도차량 견인용 전동기는 전력용 반도체 및 제어 기술의 발달에 따라 직류전동기에서 유도전동기로 획기적인 발전을

이루어 기술적 완성단계에 진입하였다. 그러나 최근 높은 에너지 밀도를 가지는 희토류계 영구자석이 개발되면서 기존의 유도

전동기보다 효율과 출력밀도가 향상된 매입형 영구자석 동기전동기(Interior Permanent Magnet Synchronous Motor, 이하

IPMSM)가 상당수 개발되었다. 이러한 IPMSM은 높은 효율과 약자속 제어를 통한 넓은 속도 가변 영역 특성을 갖는다. 이러한

Abstract This study considers the design of a 130kW-class IPMSM for propulsion of a Tram-Train. This Tram-Train

has a wide range of speed variation. For this reason, this study suggested IPMSM, which has wide speed variation as a

motor for propulsion of the Tram-Train, a basic model suitable for the required traction force was designed. IPMSM has

different electromagnetic and structural characteristics depending on the shapes of its rotor. Therefore, the suggested

model was additionally designed, and by dividing a permanent magnet was changed so as th have a shape with an added

bridge. Finally, by analyzing the load characteristics with finite element analysis of the basic and suggested models and

by comparing electromagnetic and structural characteristics, a model has been derived that satisfies IPMSM for the pro-

pulsion of the Tram-Train.

Keywords : Tram-Train, IPMSM, Permanent magnet, Synchronous Motor

초 록 본 논문은 트램-트레인 추진용 130kW급 IPMSM 설계에 관한 연구이다. 트램-트레인은 속도 가변 영역이 넓

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한 이유로 넓은 속도 가변 특성을 갖는 IPMSM으로 트램-트레인 추진용 전동기로 제안

하고, 요구 견인력에 적합한 기초 모델을 설계하였다. IPMSM은 회전자의 형상에 따라 전자기적 특성 및 구조 특성이

상이하게 된다. 따라서 추가적으로 영구자석을 분할하여 Bridge를 추가한 형상으로 변경한 제안 모델도 설계하였다.

기초 모델과 제안 모델을 유한요소해석을 통해 부하 특성 및 구조 특성을 분석하여 최종적으로 트램-트레인 추진용

IPMSM에 만족하는 모델을 도출하였다.

주요어 : 트램-트레인, 매입형 영구자석 동기전동기, 영구자석, 동기전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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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로 최근 IPMSM은 자동차용 견인전동기에서 철도차량용 견인전동기로 그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1].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속도 가변 영역이 넓기 때문에 저속에서 고속운전영역까지 성능이 우수한 IPMSM을 트램-트레인용 견인전동기로 제안하기 위

하여, 트램-트레인의 트램 구간과 트레인 구간에서의 요구견인력 특성을 도출하고, 도출된 견인전동기의 요구견인력 특성에 근

거하여 IPMSM 기초 모델을 설계하였다. 또한, IPMSM은 회전자의 형상에 따라 전자기적 특성 및 구조 특성이 상이하게 된다.

따라서, 추가적으로 영구자석을 분할하여 Bridge를 추가한 형상으로 변경한 제안 모델도 설계하였다. 유한요소해석을 통해 기

초 모델과 제안 모델의 부하 특성을 분석하고, 전자기적 특성과 구조 특성을 비교 분석하여 최종적으로 트램-트레인 추진용

IPMSM에 만족하는 모델을 도출하는 목표로 설정하였다.

2. 트램-트레인 추진용 130kW급 IPMSM 설계

2.1 130kW급 IPMSM 설계 사양 도출

한국에서 연구 중인 트램-트레인의 경우, 도심지(트램) 구간에서는 정격속도 40km/h에 최고속도 70km/h이며, 도시와 도시를

연결하는(트레인) 구간에서는 정격속도 65km/h에 최고속도 165km/h로 주행하도록 개념을 잡고 있다[2]. Table 1은 본 연구에

적용한 트램-트레인 차량의 사양을 보여준다. 차량의 총 중량은 104.5ton이며, 차량의 가속도는 트램 구간 3.924km/h/s이며, 트

레인 구간에서 2.5km/h/s이다. 차량에 견인전동기가 총 12EA 요구된다. 하나의 견인전동기로 저속과 고속의 넓은 영역에서의

Fig. 1. Tram-train vehicles in the world.

Table 1. Vehicle specifications of tram-train.

Contents Specification Unit

Design max speed 165 km/h

Rated speed(acceleration section) Tram section 40/train section 65 km/h

Gross vehicle weight(full) 104.5 ton

Acceleration Tram section 3.924/train section 2.5 Km/h/s

Number of traction motor 12 EA

Train starting resistance 4 kgf/ton

Coefficient of inertia 1.06

Fig. 2. Required traction force curve of IPMSM for tram-train tr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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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효율 운전이 요구되기 때문에 이에 적합한 견인전동기 설계가 필요하다. Fig. 2은 본 연구에서 요구하는 견인전동기 1대 기

준으로 트램 구간과 트레인 구간에서의 요구 견인력 특성을 보여준다. Fig. 2(a)에서 보는 바와 같이, 트램 구간에서는 40km/h

속도 도달 시까지 높은 토크를 요구하며, 트레인 구간에서는 150km/h에 도달 시까지 넓은 속도 제어 범위를 요구한다. 따라서

이 두 조건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견인력 특성을 Fig. 2(b)에 나타내었으며, 이 특성이 본 연구에서 설계될 IPMSM의 요구

토크 특성이 된다. Table 2는 트램-트레인 견인용 IPMSM의 설계 요구 사양을 보여준다[3].

2.2 IPMSM 기초 설계 및 부하 특성 분석

본 논문에서는 트램-트레인 추진용 130kW급 IPMSM을 기초 설계를 수행하였다. Fig. 3은 본 논문에서 적용된 IPMSM 설계

프로세스를 보여준다[3,4]. Fig.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IPMSM의 초기 설계 시 장하분배를 활용하여 전기장하와 자기장하를 분

리하여 계산하며, 초기 사이즈, 권선 레이아웃, 턴수 등을 결정하게 하고, 회전자와 고정자 형상 설계 후, 목적함수를 위한 사이

즈 최소화 설계로 마무리 된다. Table 3는 트램-트레인 추진용 IPMSM의 기초 설계 모델 주요사양을 보여준다. Fig. 4는 상기

의 설계 프로세스에 의해 도출된 130kW급 IPMSM 모델의 단면도를 보여준다. Fig.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설계된 IPMSM의

고정자는 분포권에 36슬롯을 가지며, 회전자의 영구자석은 Bar_Type으로 6극 구조이다.

Table 2. Design required specifications of IPMSM for traction tram-train.

Contents Design specification Unit

Rated speed torque 813 Nm

Max speed torque 207 Nm

Continuous rated power 130 KW

Stator diameter 380 less mm

DC link voltage 750 Vdc

Cooling system Air cooling (totally-enclosed) -

Fig. 3. Design process of 130kW-class IPMSM. Fig. 4. Sectional view of designed 130kW-class IPMSM model.

Table 3. Main specifications of basic design model of IPMSM for propulsion of tram-train.

Contents Value Contents Value

Stator size Dia. 355mm Power 130kW

Rotor size Dia. 185mm Rated speed 1527rpm

Stack 330mm Max speed 6000rpm

Airgap 1mm Rated current 236.9Arms

Pole/Slots 6/36 Current density 4Arms/mm2

Core material 35PN230 Voltage limited 433Vdc

Magnet material N38UH Cooling system Air coo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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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된 IPMSM 모델을 상용 FEM Tool을 활용하여 특성 분석을 수행하였다. Fig. 5는 130kW급 IPMSM의 부하 특성 분석

결과를 보여준다. Fig. 5(a)는 IPMSM 3상의 무부하 역기전력 특성을 보여주며, Fig. 5(b)는 무부하 역기전력 파형의 고조파 분

석 결과를 보여준다. Fig. 5(b)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역기전력 파형의 1차 고조파는 기본파로서 전동기 설계의 중요한 인자이며,

본 논문에서 설계한 130kW급 IPMSM의 경우, 기본파 값은 239.1V로 433Vpeak의 전압 제한치를 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만일 무부하 역기전력의 기본파 성분이 전압 제한치를 넘게 되면 IPMSM 구동용 인버터의 제어 불응 및 스위칭 소자의 절연

파괴 문제가 발생되게 된다. Fig. 5(c)는 IPMSM의 정격속도 1527rpm과 최고속도 6000rpm에서의 토크 특성을 보여주며, 정격

속도 토크는 818.8Nm, 최고속도 토크는 210.2Nm으로 Fig. 2의 설계 요구 견인력을 만족함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기초 설계

모델이 큰 토크리플이 발생하기 때문에 향우 토크리플 저감을 위한 상세 설계가 요구된다. Fig. 5(d)는 IPMSM의 정격운전 시

의 자속밀도 분포도를 보여주며 IPMSM의 정격운전 시 립에서는 2T 이상으로 자속이 포화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치와 요

크에서는 약 1.8T 정도의 자속밀도를 보여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Table 4에 트램-트레인 추진용 130kW급 IPMSM의 부하 특성

분석 결과를 정리하였다.

Fig. 5. Electromagnetic characteristics of 130kW-class IPMSM.

Table 4. Characteristics analysis result of 130kW-class IPMSM for propulsion of tram-train.

Rated speed 1527rpm Max speed 6000rpm

Torque 818.8 [Nm] 210.2 [Nm]

Torque ripple 217.0 [Nm] 222.7 [Nm]

Core loss 1110.9 [W] 5628.7 [W]

P. M. Eddy current loss 16.8 [W] 91.2 [W]

Copper loss 1743.4 [W]

Efficiency 97.9 [%] 9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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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IPMSM 제안 모델 설계 및 부하 특성 분석

Fig. 6은 130kW급 IPMSM의 제안 모델과 부하 특성 분석 결과를 보여준다. Fig. 6(a)는 영구자석을 분할하여 Bridge를 적용

한 제안 모델을 보여주고 있으며, Bridge 모델을 적용함으로서 응력이 분산되어 구조적 강도가 높아지고, 영구자석이 V자 형상

을 이루게 되며, 기초 모델과 달리 자속 집중형이기 때문에 전동기 출력이 향상되는 효과가 있다. 또한, 영구자석을 분할하였기

때문에 제작성도 개선된다. 기초 모델과 같은 조건으로 상용 FEM Tool을 활용하여 특성 분석을 수행하였다. Fig. 6(b)는

IPMSM 3상의 무부하 역기전력 특성을 보여주며, Fig. 6(c)는 무부하 역기전력 파형의 고조파 분석 결과를 보여준다. Fig. 6(c)

의 기본파 값은 234.9V로 433Vpeak의 전압 제한치를 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Fig. 6(d)는 IPMSM의 정격속도 1527rpm

과 최고속도 6000rpm에서의 토크 특성을 보여주며, 정격속도 토크는 820.8Nm, 최고속도 토크는 218.4Nm으로 Fig. 2의 설계

요구 견인력을 만족함을 확인할 수 있다. Fig. 6(e)는 IPMSM의 정격운전 시의 자속밀도 분포도를 보여주며 IPMSM의 정격운

Fig. 6. Electromagnetic characteristics of 130kW-class IPM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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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시 립에서는 2T 이상으로 자속이 포화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치와 요크에서는 약1.8T 정도의 자속밀도를 보여준다. 마

지막으로 Table 5에 제안 모델의 특성 분석 결과를 정리하였다. 

3. 기초 모델과 제안 모델의 비교 분석

3.1 전자기적 특성 비교

Fig. 7은 마그네틱 토크와 릴럭턴스 토크 특성을 IPMSM의 토크 식인 식 (1)를 통해 분석한 결과이다. 

(1)

여기서 Tm은 마그네틱 토크, Tl은 릴럭턴스 토크, Pn은 극쌍수, Ψa는 영구자석에 의한 전기자 쇄교자속, Ia는 입력전류, β는

전류 위상각, Ld는 d축 인덕턴스, Lq는 q축 인덕턴스이다.

Fig. 7(a)는 기초 모델의 전류 위상각별 토크 특성을 보여준다. Fig. 7(b)는 Fig. 7(a)와 같이 제안 모델의 전류 위상각별 토크

특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릴럭턴스 토크의 최대값 지점이 x축 +방향으로 이동되었고 크기 또한 증가하였다. 따라서 합성 토크

도 최대값 지점이 x축 +방향으로 이동되어 고속 운전 시 전류 베타각을 조금 더 여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고속에서 더 큰

토크를 발생시킬 수 있다.

Fig. 8에서는 각 모델에 대한 저속 및 고속에서의 토크 특성을 분석하였다. Fig. 8(a)는 전류 위상각 별 각 모델의 토크 파형

을 보여준다. 기초 모델의 최대 토크를 발생시키는 전류 위상각은 30도 이며, 제안 모델은 35도 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 Fig.

8(b)는 각 모델의 속도-토크 곡선을 보여주며, 기초 모델보다 제안 모델이 저속 영역뿐만 아니라 고속 영역에서 약 4% 이상의

큰 토크를 발생시키는 것이 확인 되었다. 결론적으로 속도 가변 영역이 넓어야 되는 트램-트레인 추진용 IPMSM에는 기초 모

델보다 저속 및 고속에서 큰 토크를 발생시킬 수 있는 제안 모델이 적합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

T Tm Tl+ PnΨaIacosβ
Pn

2
------ Lq Ld–( )Ia

2
sin2β+= =

Table 5. Characteristics analysis results of proposal model.

Rated speed 1527rpm Max speed 6000rpm

Torque 820.8 [Nm] 218.4 [Nm]

Torque ripple 235.9 [Nm] 205.0 [Nm]

Core loss 1175.5 [W] 5968.9 [W]

P. M. Eddy current loss 9.1 [W] 41.3 [W]

Copper loss 1743.4 [W]

Efficiency 97.8 [%] 94.7 [%]

Fig. 7. Torque wave of each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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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구조 특성 비교

IPMSM은 회전자 내부에 매입되어 있는 영구자석이 고속으로 회전하면서 강한 원심력이 작용하게 되고, 이 경우 Rib이나

Bridge 부분의 강도가 확보되지 않으면 결국 회전자가 파손된다. 특히 철도차량용 견인전동기는 고 신뢰성을 크게 요구하기 때

문에 회전자 기계적 강도의 안전성이 필수적으로 고려된다[5]. 해석 시 회전자만 고려하였으며 회전속도는 전동기의 최대속도,

구조적 안전 기준은 식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인장강도를 최대응력으로 나눈 값(안전계수)이 1.5이상으로 요구된다[6]. 본 논

문에서는 회전자가 회전 시 원심력에 의해 영구자석이 밖으로 튀어나가려고 하는 힘을 인장력, 영구자석의 비산을 버티는 힘을

응력으로 규정하고, 본 논문에서의 회전자 코어 재질은 35PN230(S08)이며, 구조해석에 필요한 각 재질의 물성치는 Table 6에

정리하였다. 구조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기계적 강도해석은 상용 Tool를 활용한 유한요소법을 수행하였다[7]. 응력을 가장 많

이 받는 Rib과 Bridge이며, 각 모델에 대한 Rib의 두께는 1.2mm로 동일하게 설계하였다. Fig. 9는 각 모델에 대한 구조 해석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Fig. 9(a)는 기초 모델의 해석 결과이며, 최대 응력은 610.03MPa로 영구자석 끝의 Rib 부분에서 발생한

다. 이 해석 결과를 식 (2)에 적용하게 되면 안전율이 약 0.72로 기준치 1.5에 미치지 못하며, Table 7에서 보여준다. 따라서 기

Fig. 8. High speed characteristics analysis of each model.

Table 6. Material properties for structural analysis.

35PN230 N38UH

Density [g/cm3] 7.6 7.5

Young's modulus [MPa] 1.624 1.4

Poisson’s ratio 0.33 0.24

Tensile yield strength [MPa] 440 100

Tensile ultimate strength [MPa] 550 120

Fig. 9. Structural analysis res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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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모델의 회전자 형상은 영구자석 비산으로 인한 전동기 파손의 위험이 매우 크다. Fig. 9(b)는 제안 모델의 구조 해석 결과를

보여준다. Bridge는 1mm의 두께로 설계하였고, Rib 부분의 응력이 Bridge에 분산되어 최대응력이 Bridge 부분에서 242.15MPa

이 발생하고, 결과 1.82로 기준치 1.5이상을 만족하였다. 따라서 구조적 특성 비교 결과 제안 모델이 기계적 강도가 안전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또한, 제작 시 영구자석을 분할하여 조립할 경우 분할하지 않은 자석에 비해 제작성이 더 유리해지며, 안전성

또한 장점을 가진다. 결론적으로 구조적으로 보아도 제안 모델이 기초 모델에 비해 유리한 점을 가지므로 트램-트레인 추진용

견인전동기에 적합하다.

(2)

4. 결 론

트램-트레인은 철도 차량이 두 가지 운행 모드 즉, 도심 센터를 운행하는 트램 기능과 기존의 도시간 지역철도 네트워크를 서

비스하는 통근열차로 동시에 운행하는 시스템이다. 따라서 트램-트레인의 경우, 도심 안에서의 저속운전 및 도시간 이동 시의

고속운전이 모두 가능한 추진시스템의 개발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본 논문에서는 속도 가변 영역이 넓기 때문에 저속에서 고

속 운전영역까지 성능이 우수한 IPMSM을 트램-트레인 추진용 견인전동기로 제안하였으며, 트램-트레인의 트램 구간과 트레인

구간에서의 요구견인력 특성을 도출하였다. 또한 도출된 견인전동기의 요구견인력 특성에 근거하여 IPMSM 기초 모델을 도출

하고, FEM Tool을 활용하여 특성 분석을 수행하였다. 특성 분석 결과 주어진 속도에 따른 요구 견인력 및 전압 제한치 특성을

만족시킬 수 있었다. 또한, IPMSM은 회전자의 형상에 따라 전자기적 특성 및 구조 특성이 상이하게 된다. 따라서 추가적으로

영구자석을 분할하여 Bridge를 추가한 형상으로 변경한 제안 모델도 설계하였다. 기초 모델과 제안 모델을 유한요소해석을 통

해 부하 특성을 분석하고, 전자기적 특성과 구조 특성을 비교 분석하여 최종적으로 트램-트레인 추진용 IPMSM에 만족하는 모

델을 도출하였다. 향후 상세 설계 및 최적화 설계를 통해 토크리플과 손실을 줄이고, 효율을 높이는 설계를 진행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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