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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ynamic-Simulation을 통한 구자석형 횡자속 

회 기의 인덕턴스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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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uctance Estimation of Permanent Magnet Type Transverse Flux Rotating Motor 

Using Dynamic-Sim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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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is paper presents Dynamic-Simulation to estimate the inductance of a permanent magnet type transverse 

flux rotating motor by applying the real-time parameter estimation theory. As transverse flux rotating motor has the 

complex structure, it can be happen to some errors between real value and designed one with respect to the inductance. 

To reduce this kinds of errors, the real-time parameter estimation theory was applied to dynamic-simulation. And then, 

By comparing the estimated inductance and designed one, it is realized that the real-time parameter estimation theory 

can be applied in the permanent magnet type transverse flux rotating mo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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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구자석형 횡자속 동기는 일반 구자석 여자 동기 

동기에 비해 구자석에 의한 자기력뿐만 아니라 릴럭턴스

력을 크게 이용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 단  무게당 

추력이 높다. 이러한 높은 추력 도는 소형 경량화된 시스

템과 Direct Drive용에 합하기 때문에 속 고토크를 필

요로 하는 분야에서 심을 받고 있다[1],[2]. 구자석형 횡

자속 동기는 기존의 종자속 동기와 비교하여 이동자의 

이동 방향과 자속의 이동 방향이 다르다. 일반 인 동기

는 주 자속의 흐름이 이동자의 이동방향에 평행한 반면 횡

자속 동기는 주 자속의 흐름이 이동자의 이동방향에 해 

횡방향으로 되어있다. 이러한 구조는 기존 구자석 동기

에 비해 복잡한 구조를 가지게 되며, 이는 실제 동기 제작

에 어려움이 많다. 한 구자석으로 인해 이미 국부 으

로 자성재질이 포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권선 기자력이 인가

됨에 따라 더욱 심한 비선형 특성을 가지게 되므로 실제 

동기특성, 특히 실제 인덕턴스 값과 설계된 인덕턴스 값과는 

큰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큰 오차는 정확한 동

기 라메타가 필요한 센서리스 알고리즘 구  등에 많은 

문제 과 어려움을 가지게 된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실

시간 라메타 추정 알고리즘을 3D-FEM 해석결과를 이용

해 구 한 동특성 시뮬 이션에 용해 정확한 인덕턴스 추

정여부를 확인하 다. 동기 모델링을 실제 3D-FEM 해석

결과를 이용하 기 때문에 실시간 라메타 추정 알고리즘

에 의해 추정된 인덕턴스 값과 실제 설계된 인덕턴스 값과 

비교하여 인덕턴스 추정 알고리즘의 타당성  용가능성

을 확인할 수 있다.

2 . 본  론

2 .1 구자석형 횡자속 회 기 인덕턴스 산정방법

철심 코어를 사용하는 일반 동기에서 자성재질의 비선

형성으로 인해 일정한 값을 가지지 않는 인덕턴스를 고려하

기 해 표 1과 같이 인덕턴스를 분류할 수 있다[4],[5],[6]. 

표 1에서처럼 인덕턴스들은 류와 자속간의 계를 여러 

가지 기울기에 해서 정의할 수 있고, 그림 1과 같이 표  

할 수 있다. 구자석형 횡자속 회 기의 경우 인덕턴스를 

산정할 때 구자석을 사용하고 자성체가 심하게 포화되는 

자기회로  특징을 가지고 있어 주로 3D-정자계 해석결과 

의 자속데이터를 이용한  증분(incremental) 인덕턴스나 미

분(differential)인덕턴스로 구한다[3]. 

표   1 인덕턴스 분류

Table 1 Classification of inductance

인덕턴스 종류 수학  정의

유효(effective) 인덕턴스 
×

겉보기(apparent) 인덕턴스 



증분(incremental) 인덕턴스 ∆
∆

미분(differential) 인덕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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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인덕턴스 정의

Fig. 1 Definition of inductance

2 .2  제안된 실시간 라메터 추정 알고리즘

  제안된 방법은 횡자속형 동기의 수학 인 모델링과 동

특성 시뮬 이션 결과인 압  류로부터  인덕턴스를 

추정하는 알고리즘이다[7],[8],[9]. 횡자속형 동기는 설계

에서 구자석형 동기 동기의 한 종류이기에 동일한 

구자석형 동기 동기의 수학  모델을 사용하 다. 식(1)은 

구자석형 동기 동기의 동기좌표계에서의 수학  모델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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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1)을 그림 2와 같이 추정 좌표계 γ-δ로 변환 후 샘

링 타임  에 해 이산수식으로 나타내면 식(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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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추정된 벡터도

Fig. 2  Estimated vector diagram 

여기서 식 (2)를 순환최고자승법(Recursive Least Square 

Method)으로 사용하기 해 다음과 같이 식(3)으로 변환한

다.

∙                   (3)

여기서,

                        


                 


               



 
 

 
 










식(3)에서 행렬θ는 동기 라메터를 포함하는 임의의 

행렬이며, 이를 추정하기 해 추정좌표계의 압  류로

부터 순환최고자승법을 사용한다.

이 방법은 기본 으로 식(4)와 같이 추정에러의 제곱이 

최소가 되게 하기 한 행렬 θ를 찾는 것이다.

  
∙                 (4)

여기서 실시간으로 행렬θ를 추정하기 해 순환최고자승

법이 식(5), (6)과 같이 사용되었다. 

 ∙∙ ∙         (5)

  

∙ 

(6)

식(5)의  ∙행렬은 기본 으로 측정된 값과 측

된 값과의 차이에 비례하며, 그 행렬의 원소는 이 의 추정

된 값이 어떻게 결합되어야 하는지에 한 Weighting 

Factor이다. 한 식(6)의 계수 λ는 Forgetting Factor로써 

불필요한 이  입력값( 압, 류)를 삭제하는 역할을 하며 

주로 λ의 범 는 0에서 1사이에 있다[7]. 이러한 순환최고자

승법을 이용하여 임의의 행렬θ를 얻을 수 있다. 하지만 행

렬 θ로부터 동기 라메터를 얻기는 매우 복잡한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행렬θ의 요소로부터 일정한 규칙

으로 식(7)을 이용하 다[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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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7)을 이용하여 동기 라메터인  를 식(8)과 

같이 추정할 수 있다[9].







               (8)

다음 표 2는 시뮬 이션에 용한 게인값이다.

표   2  시뮬 이션 게인 상수

Table 2  Simulation Gain value

기호 설명 상수

λ Forgetting factor 0.89

 Initial matrix of P(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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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  동특성 시뮬 이 션  구성

2 .3 .1 동기 사양

동특성 시뮬 이션 구성에 사용된 동기 사양은 표 3과 

같으며, 동기의 3D-정자계 해석 결과는 그림 3, 그림 4과 

같다. 

표   3  동기 사양

Table 3  Specification of motor

설명 상수 단

Rated power

Phase Number

Rated torque

Rated speed

Number of poles

Rated current

Phase Resistance

Phase Inductance

Inertia of motor

1.3

2

52

250

60

6

0.56

16~18

0.075

kW

-

N·m

rpm

-

Arms

Ohm

mH

∙

2 .3 .2  동기 모델링 

구자석형 횡자속 회 기는 각각의 상들이 기, 자기

으로뿐만 아니라 기계 으로 완 히 서로 독립되어 있으므

로 상호 인덕턴스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모델링을 구

성할 때 한 상을 구성한 후 다른 상은 상만 달리해 주면

된다. 를 들어, 본 논문에 사용된 동기는 2상이므로 90

도 상차를 주어 모델링을 할 수 있다[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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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한 상의 토크  

Fig. 3  Torque per one ph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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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권선 기자력에 따른 자속 변화

Fig. 4  Flux linkage according to MMF var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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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11)

   


                  (12)

식(9)는 일반 인 동기의 압방정식으로 식(9)를 이용

하여 그림 5와 같이 압방정식 모델을 구성하 다. 여기서 

자속항은 그림 4의 3D-FEM 자속테이터를 이용하 으며 이

게 하여 얻은 압방정식으로부터 정확한 식(10)의 상 인

덕턴스  식(11)의 역기 력을 얻을 수 있다.

그림 5  압방정식 블록도

Fig. 5  Block diagram of voltage eq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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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식(12)의 토크방정식을 이용하여 그림 6과 같이 

기계방정식 모델을 구성하 다. 여기서 자기  토크  
[Electromagnetic-Torque]는 그림 3의 3D-FEM 토크 데이

터를 이용하 다[10].

그림 6 토크방정식 블록도

Fig. 6 Block diagram of torque equation 

2 .3 .3  라메터 추정 모델링

다음은 실시간 라메터 추정을 한 모델링이다. 그림 7

과 같이 입력과 출력단에 각각 처리 필터와 후처리 필터

를 연결하여 노이즈 성분의 신호를 제거하 으며, 라메터 

추정 블록은 2.2 의 수식을 S-function으로 구 하 다.  

그림 7  Parameter estimation 블록도

Fig. 7  Block diagram of parameter estimation

2 .3 .4  체  동특성 시뮬 이 션  모델 구성

구자석형 횡자속 회 기는 각상이 서로 독립 인 구조

로 되어 있어 있으며, 90도의 상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음 그림 9와 같이 체 동특성 시뮬 이션 모델를 구성할 

수 있다. 우선 기본 으로 정지좌표계인   임을 각

각 B상, A상으로 정할 수 있으며 이러한 상태를 벡터도로 

표 해 보면 그림 8과 같다. 따라서 일반 인 3상 시스템을 

생각하면, 이미 정지 좌표계로의 변환은 이루어져 있으므로 

d-q회  좌표계로의 변환인 Park's transform만을 수행하게 

되면, 일반 3상 동기 제어와 유사하게 벡터제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2 .3 .5  동특성 시뮬 이 션  결과

실시간 라메터 추정 알고리즘을 용하여 추정된 인덕

턴스는 각각 d-축 인덕턴스, q-축 인덕턴스이다. 이 게 추

정된 인덕턴스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해 그림 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동특성 시뮬 이션으로부터 얻은 상미분(differ 

ential) 인덕턴스와 비교분석하 다. 보통 상 미분(differe 

ntial)인덕턴스의 0[radian]에서의 값은 d-축 인덕턴스이고,  



[radian]에서의 값은 q-축 인덕턴스이다. 상 미분(diffe 

rential)인덕턴스로부터 얻은 실제 동기의 d-축 인덕턴스

는 16[mH]이고, q-축 인덕턴스는 18[mH]이다. 이러한 값들

은 그림 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제 추정된 d-축 인덕턴스

 q-축 인덕턴스와 같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8 횡자속 동기 벡터도

Fig. 8 Vector digram of Transverse Flux Machine

그림 9  체 동특성 시뮬 이션 블록도

Fig. 9  Total Block digram of dynamic simulation

그림 10  동기 인덕턴스

Fig. 10  Motor induc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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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실시간 라메터 추정 알고리즘을 용하

여 구자석형 횡자속 회 기의 인덕턴스를 실시간으로 추

정하기 한 알고리즘을 제안했다. 이 알고리즘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해 실제 동기의 3D-FEM 데이터를 Look-up 

테이블 형태로 만든 동특성 시뮬 이션 모델을 구성하 다. 

동특성 시뮬 이션 결과 추정된 d-축 인덕턴스와 q-축 인덕

턴스는 설계된 동기의 미분(differential)인덕턴스와 동일함

을 검증하 다. 이러한 사실로부터 실시간 라메터 추정 

알고리즘을 실제 구자석형 횡자속 회 기 제어기에 용

할 경우 그동안 문제 으로 지 되었던 인덕턴스의 오차를 

확인할 수 있을뿐더러 정확한 값을 실시간으로 추정할 수 

있는 가능성을 얻었다. 이는 실제 제작된 구자석형 횡자

속 회 기의 인덕턴스 값을 정확히 추정함으로써 센서리스

제어  단 류 당 최 토크제어(MTPA)등과 같이 정확

한 동기 라메터값이 필요한 제어 알고리즘에 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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