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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단순한 형상의 스 치드 릴럭턴스 동기(Switched 

Reluctance Motor, 이하 SRM)는 상호 토크를 이용하는 

동기와 달리 자기회로에서의 릴럭턴스를 이용하여 토크를 

발생시키는 러쉬리스 형태의 동기구이다.

SRM은 토크의 발생을 증가시키기 해 회 자와 고정자

가 돌극을 가지는 이  돌극형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로 

인해 회 자 치에 따라 인덕턴스가 변화하며, 인덕턴스 변

화량과 류의 제곱에 비례하는 릴럭턴스 토크가 발생된다. 

따라서 철심 층으로 구성이 가능하여 제작이 매우 용이하

다. 한 고정자의 각 극에 집 권으로 권선이 삽입되기 때

문에 제작의 용이성은 더욱 높아지게 된다. 따라서 동기 

제작을 한 재료비  제작비가 타 동기에 비해 렴하

며 기계 인 강인성이 매우 높고, 회 자 역기 력이 다른 

구조의 동기에 비해 매우 낮으므로 고속구동이 유리하다. 

그러나 가진력에 의한 진동  소음이 다른 동기에 비해 

크고 스 칭에 의한 여자로 인해 발생하는 토크 맥동으로 

인해 일정한 토크를 발생시키기 어렵다는 단 을 가진다.[1] 

이  토크맥동은 가 기기  산업기기  제어성을 요구

하는 분야에 한 SRM의 용을 어렵게 하고 있다. 특히 

상 환 구간에서 토크 맥동이 가장 크게 발생하게 되는데, 

이 구간에서는 설 자속  자속의 포화로 인해 회 자의 

비정렬 구간과 정렬구간에서 비선형 인 인덕턴스가 발생되

므로 토크맥동의 제어가 더욱 어렵다. 최근 이러한 문제

을 해결하기 하여 단순한 제어기법을 이용하여 토크의 맥

동을 감시키기 한 토크 분배 함수(Torque Sharing 

Function, 이하 TSF)를 이용한 제어기법들이 제안되고 있다

[2][3][4].

본 논문에서는 상 환구간에서 발생하는 토크의 맥동을 

이기 한 TSF 기법의 특성을 비교하고, 장단 을 비교

하 다. 한 문제 을 보완하여 개선된 비선형 논리  토

크 분배 기법을 제안하 다.

제안된 기법의 검증을 해 유한요소해석과 실측을 바탕

으로 한 수치해석 모델을 작성하 으며 시뮬 이션을 통하

여 가능성을 확인하 고, 실험을 통해 효용성을 검증 하

다. 

2. 일반 인 상 환 구간에서의 토크리  감기법

2.1. SRM 토크 발생원리  토크제어의 문제

SRM에서 발생되는 토크는 식(1)과 같이 각 상의 토크의 

합으로 표 되며, 각 상에서 발생되는 토크는 유입된 류의 

제곱과 인덕턴스의 기울기의 곱에 비례하여 발생된다.

       





 
 





  
 





 
   (1)

여기서 rmθ 는 회 자의 치, rmω 는 회 자 속도,  La와 

Lb, Lc는 회 자 치에 따른 각 상의 인덕턴스를 나타내고 

있다. 

SRM에서 토크가 발생하게 되는 인덕턴스 변화 역은 

회 자와 고정자의 극호에 의해 결정된다. 일반 으로 SRM

의 인덕턴스는 연산의 편의성을 해 이상 으로 극호의 크

기에 의해 그림 2의 선과 같이 선형 으로 고려된다. 그

러나 실제 인덕턴스는 자속의 설과 철심의 포화에 의해 

실선과 같이 회 자의 치와 류에 따라 비선형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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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러한 비선형성은 인덕턴스의 변화가 시작되는 시

과 인덕턴스의 크기가 최 인 시 에서 심화되며, SRM의 

상 환 구간은 이 구간 내에서 존재하게 된다. 따라서 이 

구간에 발생되는 각 상의 토크도 비선형 이며 제어가 어려

워 체 구간  토크 맥동이 가장 크게 발생된다. 그러므

로 이 구간의 토크 맥동을 감소시키는 것은 체 토크 맥동

의 감소에 매우 요하다.

 

그림 2 실제와 이상 인 인덕턴스 로 일

Fig. 2 Ideal and inductance profile

이러한 상 환 구간에서 토크의 맥동을 감소시키기 해

서는 각 상에서 발생되는 비선형 인 토크를 개별 으로 제

어하고, 최 한 제어에 필요한 연산을 단순화하는 것이 필요

하다. 이와 동시에 재상과 다음상의 환시 각 상에서 발

생하는 비선형으로 발생하는 각 상의 토크에 해 제어량을 

분배하는 제어기법이 요구된다.

 

2.2. 일반 인 토크분배기법

그림 3은 일반 으로 토크분배함수를 용한 경우의 제어

블록을 나타내고 있으며, 그림 4는 일반 인 상 환 구간에

서의 토크분배기법인 선형 토크분배함수와 Cosine 토크분배

함수를 나타내고 있다. 일반 으로 3상으로 구성된 SRM의 

경우 각 상의 인덕턴스의 최소・최  구간에 따라 그림 

4(a)와 같이 역을 각 구간을 나  수 있고 만일 재 B상

의 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면 다음 여자 상은 C상이 된다. 

이때 C상의 경우 류를 확립하기 해서는 인덕턴스가 증

가하는 θ2이 에 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와 함께 B상의 

경우 부토크를 최소화하기 해서는 회 자가 고정자가 일

치하는 시 인 θ3이 에 B상의 류가 0이 되어야 한다. 따

라서 실제 상 환을 한 첩동작을 수행하게 되는 구간

이 θ1~θ3 내에 치하는 것이 일반 이다.

그림 4의 (b)와 (c)는 상기의 첩 구간에서 각 상에 

한 지령토크의 발생을 한 분배함수의 곡선을 나타내고 있

다. 그림 4의 (b)에 나타난 Linear TSF의 경우 식(3)~(5)를 

통해 첩구간에서 각 상의 지령토크를 선형 으로 생성한

다. 이 기법은 연산이 매우 간단하여 일반 으로 사용되는 

기법으로 용은 매우 용이하나, 비선형구간에서 오차가 크

게 발생하는 단 이 있다.

그림 4의 (c)와 같은 Cosine TSF의 경우 Linear TSF에 

비해 오차는 으나, 연산이 상 으로 복잡하다. 그리고 

회 자 치에 따라 생성된 단일 곡선에 의해 토크 분배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확한 분배가 이루어지지 않아, 토크 맥

동이 발생한다.

상기 Linear TSF  Cosine TSF 이외 토크분배함수로는 

논리  비선형 토크 분배함수가 있다. 이 함수는 기존의 

TSF와 같이 고정된 수치를 가지는 분배곡선을 이용하지 않

고, 체 토크지령에 따른 각 상의 류상태를 고려하여 가

+

+

+

-

-

-

Current 
Reference 
Generator

*
mT

*
( )m AT

*
( )m BT
*
( )m CT

*
( )m BI

*
( )m AI

*
( )m CI

asi

rmθ

( )m AS

( )m CS

( )m BS

Torque-to-Current

Vdc

bsi

csi Encoder

Switching
Rule

TSF

rmθ

( )m kI∆

( )m kS
1

0

-1

rmθ

그림 3 토크분배함수를 용한 SRM의 제어블럭

Fig. 3 Block diagram of SRM with TSF

변 으로 각 상의 지령토크를 분배한다. 이 과정에서 효율 

 응답성을 개선하기 하여 여자되는 상과 소호되는 상의 

동작을 고려하여 지령토크를 분배한다. 따라서 토크에러의 

크기에 따라 각각 다른 타원곡선 궤 상의 지령을 발생시키

므로 비선형 인 SRM의 토크맥동 감이 타 기법에 비해 

우수하며, 용 한 간단하고 효율 인 측면에서도 개선이 

가능하다.

 (a) inductance 

(b) Linear TSF

(c) Cosine TSF

그림 4 일반 인 선형 토크 분배 함수와 코사인 토크 분배 

함수 곡선

Fig. 4 Conventional cosine TSF and linear TSF curves

 

상기와 같은 분배함수에서 분배된 토크를 직  순시 토크

제어기법의 경우 출력신호의 주기가 일정하지 못하고, 토크 

제어 성능이 제어기의 샘 링 주기에 의존하게 된다. 따라

서 체 인 토크 제어성능의 향상을 해서는 샘 링 주기

를 짧게 설정하여야 하나, 이로 인해 스 칭 주 수가 증가

하게 되고 인버터의 손실이 상승하게 된다. 한 샘 링 주

기에서 스 칭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림 5에서와 같이 토크

의 오차가 발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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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스 칭 패턴생성 과정과 토크오차

Fig. 5 Switching pattern generating and torque error

2.3. 제안된 제어기법

본 논문에서는 상 환 구간에서 토크의 맥동을 감하기 

해 개선된 비선형 논리  토크 분배함수를 제안하고자 한

다. 제안된 제어기법은 기존의 논리  비선형 토크 분배함

수의 기본 인 구동방법을 용하여 그림 6과 같이 구성하

다. 그러나 비선형 토크 분배함수에서 발생하는 샘 링 

주기에 의한 오차를 개선하기 해 그림 7과 같이 단순한 

연산을 통해 상 압의 폭을 결정하는 PWM기법을 용하

다.

표 1은 논리  상태에 따라 토크의 분배를 결정하는 방법

을 나타내고 있다. 토크 분배를 한 1차  조건은 실제 토

크 Tm과 지령토크 Tm*의 크기 비교하는 것으로 2가지 경

우로 구분된다.

첫 번째 경우는 실제토크 Tm이 지령토크 Tm*보다 작을 

경우로 토크를 더 발생시켜야 한다. 상 환 구간에서 토크

를 발생시키는 경우 해당되는 각 상의 상태를 고려하여야 

한다. 상 환 구간에서 재 상의 토크를 크게 발생시킬 경

우 상 류의 소호가 늦어지게 되어 부토크를 가져오게 되고 

효율과 토크에서 좋지 않은 향을 끼치게 된다. 그러므로 

가능한 범 에서 재 상의 토크로 지령토크를 생성시키고, 

부족 부분이 발생할 경우에는 재 상의 여자를 수행함으로

써 효율  토크를 증가 시킬 수 있다. 따라서 재 상의 

스 칭은 수행하지 않고 다음상의 제어부터 수행한다. 이때

의 조건은 다음상의 상 류가 최 류보다 작을 경우로 제

한된다. 만일 다음상의 스 칭을 수행하 으나 실제토크 

Tm이 지령토크 Tm*보다 여 히 작다면 재 상에서 발생

시켜야 하는 지령토크를 생성한다. 

두 번째 경우는 실제토크 Tm이 지령토크 Tm*보다 클 

경우로 재상과 다음 상에서 발생되는 토크를 여야 한

다. 이 경우에는 재상의 토크를 먼  감소시켜, 지령토크

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한다. 재상의 토크를 감소시킨 경

우에도 여 히 실제토크 Tm이 지령토크 Tm*보다 클 경우 

다음 상의 토크를 감소하여 지령토크를 만족시키기 한 토

크 지령을 생성한다.

생성된 각 상의 류지령은 그림 7의 토크에러와 허용 오

차의 비에 의해 계산되어 Dt=Abs(Terr)/∆TH의 값을 가지

며 비 칭 컨버터의 아랫상 는 윗상의 스 치를 On-Off

하게 된다.

그림 6 제안된 토크분배 함수에 의한 제어블록

Fig. 6 Torque control block diagram with modified 

non-linear logical TSF

표 1 비선형 논리  TSF의 토크분배 규칙

Table 1 Torque sharing rule of non-linear logical torque 

sharing function

Condition Step Torque sharing value

  


First
  

   
  

  

  
   

  

Second 
  

  


  


First
  

   
  

  

  
   

  

Second
  

   
  

  
   

  
  

Ts Ts

Tref
TBW

-TBW

Tm

(1-Dt)ㆍTs

On

Off

On

Off

SL(k)

SH(k)

그림 7 제안된 기법의 스 칭 패턴

Fig. 7 Switching pattern of proposed method

3. 시뮬 이션  실험결과

각 토크분배 함수를 이용한 제어기법의 특징을 살펴보고, 

본 논문에서 제안한 PWM기법이 용된 비선형 논리  토

크분배기법의 효용성을 검증하기 하여 시뮬 이션과 실험

을 수행하 다. 표 2는 시뮬 이션과 실험에 사용된 SRM의 

제원을 나타내고 있으며, 그림 8은 동기의 실측된 인덕턴

스 로 일과 토크 로 일을 나타내고 있다. 인덕턴스 

로 일과 토크 로 일은 회 자의 치각에 따른 류

를 변화하여 측정하 다. 시뮬 이션은 상기 인덕턴스 로

일과 토크 로 일을 기반으로 모델을 작성하고 Simulink

를 이용하여 수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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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상 동기의 제원

Table 2 Specification of target motor

Stator pole number 12
Rotor pole number 8

Rotor slot bottom radius 30[mm]
Rotor surface radius 36.75[mm]

Stator slot bottom radius 56.5[mm]
Stator outer radius 132[mm]
Number of phase 3

Stack-length 28.7[mm]
Air-gap length 0.5[mm]
Stator pole arc 14.5[deg]
Rotor pole arc 18[deg]

Winding resistance per phase 120[ohm]
Number of turn per pole 747

(a) Inductance Profile 

(b) Torque Profile

그림 8 상 동기의 인덕턴스  토크특성

Fig. 8 Inductance and torque characteristic of target motor 

 

(a) Direct torque control 

(b) Direct torque control with PWM

그림 9 직 순시제어와 PWM을 용한 직 순시 제어의 특성

Fig. 9 Characteristic of direct torque control and direct 

torque control with PWM

(a) Linear TSF

(b) Non-linear logical TSF

(c) Proposed non-linear logical TSF with PWM

그림 10 토크분배함수에 따른 시뮬 이션 결과

Fig. 10 Simulation results according to TSF

그림 9는 히스테리시스를 기반으로 한 직 토크제어와 본 

논문에서 제안한 PWM 연산기법을 통한 직 토크제어의 정

상상태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에서와 같이 일반 인 

히스테리시스 기반의 제어를 수행할 경우 매 샘 링시간에 

따라 오차가 오차범 를 과하여 발생하고 있으나, 제안된 

기법의 경우 오차 범  내에서 제어가 이루어짐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0은 각 토크분배함수를 이용한 시뮬 이션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시뮬 이션 결과에서 정상상태  상 환 

구간에서 제안된 제어기법이 낮은 토크리 을 가지며 제어

가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시뮬 이션 결과를 바탕으로 각 토크제어기법에 한 실

험을 수행하 으며, 결과는 그림 11과 같다. 실험결과에서도 

제안된 제어기법이 시뮬 이션의 결과와 동일하게 제안된 

제어기법에서 정상상태  상 환 구간에서 낮은 토크 리

을 발생시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상 환구간에서 발생하는 토크의 맥동을 

이기 하여 Linear TSF, Cosine TSF, Non-linear 

logical TSF 기법의 특성을 비교하고, 장단 을 비교하 다. 

한 샘 링시간에 의해 발생하는 문제 을 보완하기 해 

간단한 PWM연산을 통하여 스 칭 패턴을 개선한 비선형 

논리  토크 분배 기법을 제안하 다.

제안된 기법의 검증을 해 유한요소해석과 실측을 바탕

으로 한 수치해석 모델을 작성하 고 시뮬 이션을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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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을 확인하 다. 시뮬 이션 결과 다른 토크 분배함수

를 이용한 제어기법에 비해 토크맥동이 낮게 나타났으며 실

험을 통해 이를 검증하 다.

*mTmT

bsi asi

(a) Linear TSF

*mT mT

bsiasi

(b) Non-linear logical TSF

ias

0.0
1.0[A]

0.0

1.0[Nm]Tm* Tm

0.0 10.0 20.0[ms]

(c) Proposed non-linear logical TSF with PWM

그림 11 토크분배함수에 따른 실험결과

Fig. 11 Experimental results according to TS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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