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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류벡터제어시험법에 의한 IPMSM의 인덕턴스 산정

The Inductance Computation of IPMSM using Current Vector Control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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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In this paper, the , -axis inductance of IPMSM(Interior Permanent Magnet Synchronous Motor) was 

calculated by the FEA(Finite Element Analysis). And the CVCT(Current Vector Control Test) was performed, and 

compared with FEA. Therefore the inductance experiment according to the variation of the current phase angle was 

performed. However, the error was generated in the fundamental wave detection of the voltage and current waveform. 

So, error has largely effect on the result of computation, it has to note specially. In addition, by using the calculated 

inductance, the torque calculation was performed and this result was compared through the dynamometer experi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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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지 까지 자동차에 용되는 동기는 보조  편의 장치

에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 가격 경쟁력이 높은 직류 동기가 

부분 사용되었다. 그러나, 기자동차  하이 리드 자동

차와 같은 친 환경 자동차에 용되는 동기는 엔진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되므로 효율이 높고 신뢰성이 우수하며 토크가 

크고 제어가 정확한 동기가 요구되고 있다[1]. 매입형 구

자석 동기(Interior Permanent Magnet Synchronous Motor 

: IPMSM)는 상기 서술한 장 들을 포함하여 제어 성능이 

뛰어난 장 을 가짐으로 그 사용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실

정이다. 

IPMSM은 구조 으로 마그네틱 토크와 릴럭턴스 토크가 

합성된 토크를 발생하기 때문에 단  체  당 높은 토크를 

발생하며, 약계자 제어를 이용하여 고속 운 이 가능한 장

이 있다. 그러나 상 으로 작은 공극과  높은 자속 도

를 가지는 구자석을 사용하므로 코깅 토크가 크게 발생하

여 정  제어가 어렵다는 단 이 있다[2]. 

IPMSM의 구동특성은 , 축 인덕턴스에 의해 크게 좌우 

되므로 정 도 높은 , 축 인덕턴스의 산정이 매우 요하

다. 이는 , 축 인덕턴스  철손 항이 정 도 높게 산정

되면 , 축 등가회로를 이용하여 쉽게 동기의 특성을 계

산할 수 있는 장 이 있다.

인덕턴스 측정  산정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 할 

수 있다. 회 자를 회 시키면서 측정 가능한 라메터들로 

인덕턴스를 산정하는 운 상태 시험법과 회 자를 구속시켜 

압방정식의 역기 력 항을 무시하는 정지 상태 시험법으

로 나  수 있다[3]. 구속상태 시험법  표 인 직류감쇄

시험법은 류 상각이 0°, 90°에서만 측정 가능하므로 

류 상각 변화에 능동 으로 처할 수 없는 단 이 있다. 

그러나 그 정 도는 매우 높고 인덕턴스간 상호 간섭이 일

어나지 않는 장 이 있다. 한 , 축의 원하는 치에 회

자를 정렬 시킬 수 있는 고정 장치가 별도로 요구된다. 

운 상태 시험법  리 이용되고 있는 류벡터제어시험

법은 류 상각에 따른 인덕턴스 실험을 수행 할 수 있고 

별도의 실험 장비가 필요 없는 큰 장 이 있지만 압 방정

식으로 유도된 , 축 인덕턴스의 류 상각 0°  90° 부

근에서 각 축의 류가 0[A]가 되므로 큰 오차를 수반하게 

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유한요소해석을 이용해 , 축 

인덕턴스를 계산하고, 류벡터제어시험을 이용한 인덕턴스 

산정 결과와 비교한다. 

2. 해석 모델

2.1 연구에 용된 모델

본 연구에 사용된 동기의 코어 형상과 완성된 동기를 

그림 1에 나타내었다. 

본 연구에서 용한 동기는 자동차 내부의 유압조 용

으로 사용되는 동기로서 배터리로부터 력을 공 받으므

로 압이 낮고 동일 용량의 다른 분야 동기에 비해 아주 

큰 류가 기자에 흐르게 되는 단 이 있다. 따라서 구

자석의 감자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며 큰 류 용량

의 드라이버가 필요하다. 한, 기자 권선의 손실  압

강하를 최소화시키기 해 연선  병렬결선이 필수 으로 

요구된다. 표 1에 연구에 용된 동기의 사양을 간략히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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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코어 형상            (b) 완성된 동기

그림 1 해석 모델 형상

Fig. 1 Shape of analysis model

표  1 해석 모델의 제원

Table 1 Specification of analysis model

Item Specification

Rated Speed [rpm] 3000

Rated Torque [Nm] 2.00

Pole/Slot 8/12

Air-gap Length [mm] 1

Winding Type Concentrated winding

Br [T] 1.3

Stack Length [mm] 45

Stator Diameter [mm] 83.6

Phase resistance[ohm]@75°C 0.0235

3. 유한요소해석을 이용한 인덕턴스 해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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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류 상각에 따른 쇄교자속

Fig. 2 Linkage flux according to the current phase angle

, 축 인덕턴스는 IPMSM의 등가회로와 벡터도를 통하

여 수식 으로 계산할 수 있다[4,5]. 이는 축 류  축 

류의 변화에 따른 쇄교자속 변화로 표 된다[6]. 즉, 류

상각의 변화에 따라 d, q축 류의 크기  역기 력과 

상차가 변화하게 되고 그에 따라 쇄교자속이 변화하여 발

생 토크가 가감하게 된다. 그림 2는 류 상각에 따른 쇄

교자속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류 상각이 증가함에 따

라 축 류는 증가하고 축 류가 감소하기 때문에 합성 

쇄교자속은 감소하고 상차는 어들게 된다. 그림 3은 유

한요소해석을 이용하여 계산한 , 축 인덕턴스이다. 축 인

덕턴스는 류 크기에 해 크게 변화하지 않으며 축 인덕

턴스는 류의 증가에 의해 다소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즉, 이는 포화에 의한 향이 미비함을 알 수 있다. 이는 

차량 내부 유압 조 용으로써 류 증가에 따라 선형 인 

토크 증가가 필요한 특성이 요구되어 포화의 향을 게 

받도록 설계하 기 때문이다.

(a) 축 인덕턴스          (b) 축 인덕턴스

그림 3 유한요소해석을 통한 인덕턴스 계산 결과

Fig. 3 The inductance computation by the FEA

4. 류벡터제어시험법

4.1 실험 방법  장치 구성

류벡터제어시험법은 회 자를 회 시켜 역기 력과 

류, 압을 측정하여 인덕턴스를 산정하므로 동기 구동에 

필요한 별도의 장비가 필요치 않은 장 이 있다. 한 류 

크기는 물론 류 상각에 따른 인덕턴스 실험이 가능하다. 

실험 시 구자석에서 발생하는 자속은 항상 일정하며 공극

자속 분포는 정 로 가정하 으며, 압, 류는 Fast 

Furier Transform(FFT)를 수행하여 기본 만 고려하 다

[3]. IPMSM의 압 방정식은 식 (1)과 같다. 모든 측정은 

일정 속도와 일정 류를 인가한 상태로 이루어지므로 시간

에 한 미분항은 0이 된다. 따라서 인덕턴스에 해 정리

하면 식 (2)와 같다. 식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 축 류

가 0[A]인 류 상각에서는 분모항이 0이 되어 산정 오차

가 크게 발생하므로 류 상각 0°  90°는 직류감쇄시험

법으로 산정하여 토크 계산에 반 하 다. 그림 4에 실험 

장치를 나타내었다. 실험 장치는 동기 구동을 한 제어

기, 부하 인가를 한 기동력계, 압, 류, 엔코더 신호 

측정을 한 계측기로 구성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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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는 , 축 압,  , 는 , 축 류, 는 

기자 상 항,  , 는 , 축 인덕턴스, 는 무부하 회

 시 쇄교자속, 는 기 각속도, 는 압과 역기 력의 

상차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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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실험 장치

Fig. 4 Experimental equipment

4.2 인덕턴스 실험 차  계측 형

그림 5 엔코더 신호를 통한 역기 력 치 검출

Fig. 5 The EMF position detection by the encoder signal

무부하로 회 자를 회 시키면서 엔코더 신호와 역기 력

의 치를 조 할 수 있으므로 엔코더 신호를 기 으로 

류를 인가하여 역기 력과 류의 상차를 계산 할 수 있

다. 이를 통하여 류 상각을 계산할 수 있고 원하는 류

와 압을 인가하여 각 크기와 상을 측정한다. 그림 5에 

엔코더 신호를 기 으로 역기 력과 5°의 offset을  상태

의 실측 형을 나타내었다. 해당 동기의 제어기는 엔코더 

신호 보다 15° 앞서 류가 인가되게 설정을 해놓았으므로 

5° 만큼을 추가하면 류 상각 20°인 실험이 된다. 

그림 6 동기 구동 시 실측 형

Fig. 6 The measured waveform of motor

그림 6은 정격 시 실측된 압과 류를 나타낸 것이다. 

압이 PWM(Pulse Width Modulation) 형으로 인가 되므

로 Oscilloscope의 자체 내장된 low-pass 필터를 활용하여 

기본 를 검출하 으며 이를 그림 7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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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기본  검출

Fig. 7 The fundamental wave detection

측정 된 압  류 각각의 실효치와 압과 역기 력

의 상차를 구하여 수식에 입하 다. 이를 그림 8에 나

타내었다. 는 역기 력과 류의 상차이다.

그림 8 압  류 상차

Fig. 8 The voltage and current phase ang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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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류 크기별 류 상각에 따른 인덕턴스

Fig. 9 The inductance according to the current magnitude 

and current phase angle

그림 9에 류 상각과 류크기에 따른 인덕턴스 실험결

과를 나타내었다. 류 상각 0°와 90°에서는 축 인덕턴스

가 축 인덕턴스 보다 크게 산정되는 돌극비가 1이하인 구

간으로써, 이론치와 실험치의 오차가 크게 발생한다. 한 

실험 방법에서 유도된 인덕턴스 수식에서 , 축 실험 상호

간 분모의 류가 0[A]인 부분이므로 이 한 오차 원인으

로 작용하여 본 연구의 비교 결과에서는 제외하 다. 실험 

결과, , 축 인덕턴스 모두 이론치와 실험치의 오차는 다소 

존재하나 그 양상은 비교  잘 일치하는 것으로 단된다. 

축의 평균 오차는 2.95%, 축은 4.5% 로 발생하 으며, 

체 역에서 최  오차는 축은 15.8%, q축은 10.1% 발생하

다. 이러한 오차의 원인으로는 PWM의 기본  검출에서 

발생하는 오차, 엔코더의 치 정렬, 구자석의 온도 변화 

등으로 단된다. 오차의 원인  가장 큰 원인으로 사료되

는 기본  검출 오차를 그림 10에 나타내었다. 

그림 10 PWM의 기본  검출 에러

Fig. 10 The fundamental wave erroneous detection of PWM

그림 10과 같이 매 주기마다 압과 류의 크기가 다소 

차이가 나고 있으며 압과 류의 상차 한 매 주기마

다 조 씩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PWM 형을 

low-pass 필터를 이용해 기본 를 검출하는 과정에서 발생

하는 오차로써, 필터의 주 수 등을 가변하여 더욱 정 한 

기본  검출이 반드시 필요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본 연

구에서 인덕턴스는 류 상각 0°에서 90°까지 추세선을 이

용하여 평균치를 이용하여 토크 계산을 수행할 것이므로  

최 오차가 아닌 평균 오차가 등가회로에 큰 향을 미칠 

것으로 단된다.

한 류 상각 0°, 90° 의 인덕턴스는 선행 연구에서 수

행한 직류감쇄시험법을 이용하여 등가회로에 용하 다[9]. 

철손과 직류감쇄시험을 통한 인덕턴스 결과를 그림 11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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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철손  직류감쇄시험결과

Fig. 11 The iron loss and direct-current attenuation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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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인덕턴스 평균치 계산

Fig. 12 The average value calculation of inductance 

그림 12에 12[A]의 인덕턴스 평균치를 나타내었다. 류

크기에 따른 인덕턴스의 평균치를 각각 계산하여 체 인덕

턴스를 나타내면 그림 13과 같다. 계산된 인덕턴스를 등가

회로에 입하여 토크 계산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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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류 크기에 따른 인덕턴스 평균치

Fig. 13 The average value of inductance according to  

current phase angle

5. 토크 계산  실험 결과 비교

인덕턴스 계산 결과를 이용하여 IPMSM의 토크계산을 수

행하 으며, 이를 기동력계를 이용한 토크 실험 결과와 비

교하여 인덕턴스 계산  실험의 타당성을 검증한다. 

IPMSM의 출력 특성 비교를 해 그림 14와 같이 등가회

로를 구성하 다[5]. 정격 속도, 정격 류  류 상각 

10°에서의 결과를 표 으로 나타내었다. 

(a) 축 등가회로

(b) 축 등가회로

그림 14 IPMSM의 류 상각에 따른 , 축 라메터

Fig. 14 The , -axis parameters of IPMSM according to 

the current phase angle

등가 철손 항 계산을 한 철손은 철심제작사가 제공한 

주 수, 자속 도에 한 철손 실험 결과를 CFM(Curve 

Fitting Method)을 이용하여 해석에 필요한 역까지 확

하여 철손 수식의 계수를 찾고, 유한요소해석을 이용한 자속

도 검출을 통해 수행하 다[7][8]. 철손 실험은 구자석이 

착자되지 않은 미착자 모델을 별도로 제작하여 구동용 동

기로 입·출력을 측정하여 기계손을 산정하 고, 착자를 수행

한 모델을 동일한 방법으로 실험하여 철손을 산출하 다

[10]. 선행 연구에서 수행된 결과를 그림 15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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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철손 계산  실험 결과

Fig. 15 The calculation and result of iron loss 

  

0 10 20 30 40 50 60 70 80

0.2

0.4

0.6

0.8

1.0

1.2

1.4

1.6

1.8

2.0

To
rq

ue
[N

m
]

Current phase angle[deg]

 Calculated value(Equivalent circuit)
 Experimental value

그림 16 토크 계산  실험 결과

Fig. 16 The results of torque calculation and experiment

그림 16에 이론치와 실험치의 비교 결과를 나태내었다. 

실험결과에서 최  토크가 발생하는 류 상각 10°에서 

1% 미만의 오차가 발생하 다. 이는 인덕턴스의 평균치  

철손 항의 산정이 정 하게 수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비선형 특성을 가지는 인덕턴스를 유한요

소해석을 통해 계산하고 류벡터제어시험을 이용하여 비교 

분석하 다. 류벡터제어시험은 동기 구동을 한 제어

기 외의 별도의 실험 장치가 필요하지 않는 장 이 있으나 

기본  검출에서 발생하는 오차가 결과에 큰 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에 주의하여야 한다. 인덕턴스는 평균치를 

사용하여 등가회로에 용하 으며 이를 이용해 발생 토크

를 계산하고 기동력계를 이용해 실험한 결과 이론치와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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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치가 잘 일치하는 양호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향후 류벡터제어시험의 오차를 감소하기 한 필터 설

계와 IPMSM의 약계자 구동 특성을 등가회로에 추가하여 

실험을 통해 검증할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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