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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자석 동기모터를 위한 CTRNN모델 기반 

적응형 PI 제어기 설계

Adaptive PI Controller Design Based on CTRNN for Permanent 

Magnet Synchronous Motors

김 일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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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In many industrial applications that use the electric motors robust controllers are needed. The method using a 

neural network in order to design a robust controller when a disturbance occurs is studied. Backpropagation algorithm, which 

is used in a conventional neural network controller is used in many areas, but when the number of neurons in the input 

layer, hidden layer and output layer of the neural network increases the processing speed of the learning process is slow. In 

this paper an adaptive PI(Proportional and Integral) controller based on CTRNN(Continuous Time Recurrent Neural Network) 

for permanent magnet synchronous motors is presented. By varying the load and the speed the validity of the proposed 

method is verified through simulation and experi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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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급격하게 변화하는 산업현장에서는 구조가 간단하고 특

성이 강인한 PI 제어기가 많이 이용되고 있다[1]. 하지만 시스템

이 점점 복잡해지고 정교해짐에 따라 에너지 변환장치로서 전동

기의 사용이 점점 증가함에 따라 전동기의 외란의 대한 강인함에 

대한 요구가 점점 커지고 있으며 생산 공정에서의 전동기의 외란

에 따른 오류가 생산성의 저하를 초래할 뿐 아니라 고장이 발생

한 시스템에서의 안정성이 위협받기에 강인한 제어기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2]. 

한편, 최근 인공 신경망 등에 의한 실시간 검출 진단 기법에 

대한 연구가 증가되고 있다. 신경망의 학습에 이용되고 있는 역

전파 알고리즘은 여러 분야에서 응용되고 있지만 신경망의 입력

층, 은닉층 그리고 출력층의 뉴런수가 증가하면 학습과정의 연산

속도가 늦어지고, 부분 최소점에 빠질 수 있고, 연결강도의 초기

치나 학습율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그리고 주어진 입력과 출력 데

이터를 기본으로 학습하기 때문에 새로운 입력 데이터에 대해서 

정밀성을 보장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다[2].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기존의 신경망에서의 문제점을 보완하

기 위해서 연속 시간 회귀 신경망 (Continuous Time Recurrent 

Neural Network) 모델을 이용하는 기존의 신경망 기법에 적용한 

신경망으로 설계하여 강인한 PI 제어기가 되도록 하였다. 이 제

어기를 Matlab Simulink을 통한 시뮬레이션과 실제 시스템에 적

용하여 그 타당성을 검증 하였다.

2. 시스템의 구성

2.1 PMSM (Permanent Magnet Synchronous Motor)

계자용 영구 자석이 고정자에, 전기자 권선이 회전자에 배치되

어 브러시와 정류자에 의한 기계적 정류작용으로 전기자가 회전

하는 직류 전동기와 달리 PMSM은 영구자석을 회전자에, 전기자 

권선을 고정자에 배치하여 기계적 정류 작용을 반도체의 스위칭 

작용으로 대신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3].

PMSM의 전압 방정식은 전동기가 정지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 시변 계수를 갖는 미분 방정식(time varying differential 

equation)으로 표현된다. 이러한 시변 계수를 갖는 미분 방정식

의 해석은 쉽지 않다.

전형적인 역기전력을 갖는 영구자석 동기전동기의 고정자 권

선은 동일한 권선수로 전기각 120°의 대칭구조를 갖고 있어 각 

상에서 발생하는 자속은 다른 상에 1/2씩 쇄교하게 된다. 각 고

정자 자기 인덕턴스는 누설 자속 쇄교 수들의 조합에 의존하고 

자속 쇄교 수들은 고정자 위상들을 동등하게 공유하게 되며, 상

호 인덕턴스는 회전자 위치와 독립된 변수로 취급할 수 있다. 고

정자 권선은    로 표시되어 있으며, 는 권선의 저항, 는 

권선의 누설 인덕턴스,  은 권선 사이의 상호 인덕턴스이다.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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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서 고정자 권선    에    의 전압이 인가될 때 

주어진 변수들로 전압방정식은 식 (1)과 같다[4].



























  


    




  






 



   


    






 



  




  


  




























(1)

여기서    는 회전자의 회전에 의한 역기전력이며 

    는 각 권선에 흐르는 상전류이다. 일반적으로 위의 전

압방정식은        이라는 조건을 이용하여 간단히 나

타낼 수 있으며, 이는 다음 식 (2)와 같이 간략히 표현된다.


























 


  


  

  

  


 

   

  
































(2)

각 상의 유기기전력    는 각 상 권선에 쇄교되는 자

속의 미분 항으로써   상 권선 쇄교 자속 수    의 

최대치를  라고 하면 각각의 표현은 식 (3)과 같다.

cos
 cos 




 cos 



(3)

여기서   는 a상 전기자 권선을 기준으로 반 시계 방향으로 

회전한 계자의 전기 각이며, 전기 각속도와  과 같은 

관계가 있다. 따라서     는 식 (4)와 같다.

  sin
  sin 




  sin 



(4)

따라서 d-q축 변환이라 하는 좌표 변환 기법을 적용하는데 

이는 abc 3상의 시변미분방정식인 PMSM 모델은 d-q축 좌표계

로 변환하여 해석한다. d-q축 변환을 통해 고정자에 정지되어 있

는 3상 변수들이 회전자와 동기속도로 회전하는 d-q축으로 이루

어진 직교 좌표계의 값으로 변환되는데 이에 의해 시변계수가 제

거되어 일정한 계수를 갖는 시 불변 미분 방정식으로 전환된다. 

d-q동기좌표계에서는 PMSM을 마치 직류 전동기와 같이 용이하

게 제어 할 수 있어 고성능의 빠른 응답 특성을 얻을 수 있다. 

따라서 좌표변환은 PMSM의 벡터제어에 필수적 사항이다[1].

(5)

고로, 영구자석 동기전동기의 d-q축 좌표계에서의 전압방정식

을 구하면 다음의 식 (6)과 같다.




 
















 

  

  

 




 








 





(6)

2.2 인지 제어 신경망 PI 제어기의 구현 

2.2.1 인공신경망 (Artificial Neural Network)

신경망 연구의 목적은 인간에 가까운 능력을 가진 정보처리 

시스템을 근접하게 실현하는 것이다. 신경망은 순차적인 컴퓨터

와 달리 인간의 뇌와 유사하게 지식 표현과 정보처리를 병렬식으

로 수행하는 병렬 연산 모델로서 그 활용 분야가 넓다. 현재 여

러 분야에서 신경망의 특성을 이용하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5].

신경망의 구조는 인간의 신경 조직과 비교해 볼 수 있다. 조직

은 뉴런이라는 수많은 신경세포들의 집합체인데, 이들 각각의 신

경세포들은 수상 돌기를 통해 외부에서 오는 여러 자극을 받아들

이고 이 자극을 적절히 처리한 신호를 축색돌기를 통해해 전달하

게 된다. 마지막으로 시냅스라는 것을 통해 다음 뉴런의 수상돌

기에 정보를 전달하게 된다[6].

마찬가지로 신경망에서는 인공 뉴런(artificial neuron, 마디)이

라고 불리는 기본 소자들이 신경 세포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되며 

이것들은 그물망처럼 서로 연결되어 신경망을 이루게 된다. 그림 

2는 마디의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외부로부터 값을 받으면 각각

의 값들은 연결된 가중치와 곱한 뒤 모두 합한다. 더해진 값은 

활성화함수(activation function)를 통해 변환된다.

다층 신경망은 입력 층과 출력 층 사이에 하나 이상의 중간층

이 존재하는데, 이때의 중간층을 은닉 층이라 부른다. 망은 입력 

층, 은닉 층, 출력 층으로 방향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각 층 내의 

연결과 출력 층에서 입력 층으로의 직접적인 연결은 존재하지 않

는 전 방향(feedforward)의 망이다.

다층 신경망은 단층 신경망과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은닉 층과 각 마디의 입출력 특성을 활성화 함수를 사용하여 비

선형으로 함으로써 신경망 능력을 향상시켜 단층 신경망의 여러 

가지 단점을 극복했다. 다층 신경망에서 주로 사용되는 활성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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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신경망 (Neuron)의 구조

Fig. 1 The structure of the neural network

그림 2 Sigmoid 함수와 Hyperbilic Tangent 함수

Fig. 2 Sigmoid function and Hyperbilic Tangent function

로는 Sigmoid 함수, hyperbolic tangent 함수 등의 비선형 함수

를 사용한다. 다층 신경망은 이론적으로 가장 단순한 신경망이며, 

일반화 성능이 뛰어나고 정확도나 수렴도 등에서 매우 안정적이

어서 그 사용 범위가 넓다[6].

다층 신경망의 학습 방법으로 주로 사용되는 역전 파 알고리

즘은 신경망의 지도학습 방법과 같이 출력 값과 목표 값을 비교

하여 차이를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연결강도를 조절하고, 상위 층

에서 역전파하여 하위 층에서는 이를 근거로 다시 하위 층의 연

결강도를 조정해 나간다. 역전 파 학습 알고리즘의 단점 중 하나

는 지역 최소 값에 빠질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있지만 아직 완벽한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학습이 완료되기까지 많은 회수의 반

복학습이 필요하며 학습파라미터(parameter)의 조절이 필요하다

는 단점이 있다. 또한 학습과정이 수렵하기까지 많은 양의 학습

데이터를 필요로 하고, 기억된 패턴의 수정, 추가학습 등이 불가

능하다.

신경망의 설계란 신경망의 구조를 결정하는 것으로 은닉층의 

마디의 수, 은닉층의 수, 활성함수, 초기 연결강도, 학습에러, 학

습상수, 모멘텀 등의 변수가 적용 가능하다. 다층 신경망의 학습 

능력은 은닉층에 의해 형성되므로 주어진 문제에 적절한 크기의 

신경망을 설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이에 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7].

그러나 신경망에 대한 현재까지의 많은 연구에도 불구하고 해

당 문제에 대한 적절한 은닉층이나 은닉마디의 수를 결정할 수 

있는 만족할 만한 결론적인 방법은 아직까지 존재하지 않으며, 

가장 확실한 방법은 은닉층과 은닉 마디의 수를 변화시켜 가면서 

많은 시행착오를 통해 직접 확인하는 방법이다. 활성화함수는 은

닉층과 출력층에 제시되는 값을 변형시켜 출력하는데 사용하는 

함수이다. 신경망에서 주로 사용되는 활성화 함수에는 각 변수들

을 [0, 1]의 범위로 변환하는 Sigmoid 함수, [-1, 1]로 변환하는 

Hyperbilic Tangent 함수 등 여러 가지가 있으나 다층 신경망에

서 활성 함수로서 Sigmoid 함수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인공신경망의 장점으로는 첫째, 계량적인 변수뿐만 아

니라 정성적인 변수도 동시에 고려할 수 있다. 둘째, 결점 허용

시스템(fault-tolerant system)에 의해 데이터의 잡음(noise)에 

대해 대처할 수 있는 기능적 특성이 있다. 셋째, 기존의 통계적 

방법과는 달리 여러 가지 통계적 가정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

에 자료의 특성을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다. 넷째, 신경망은 결

과 값을 직교 블록 범위 안에 제한시키지 않기 때문에, 비선형

(non-linear)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한편, 인공신경망 모델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목되는 것이 

바로 모델의 설명력(explanation)이다. 즉 모델이 어떻게 만들어

졌고 예측 변수들이 어떻게 예측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신경망 또한 다른 예측모델 구축기법들과 마

찬가지로 모델의 과적응(over-fitting)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보편적으로 신경망은 주어진 훈련 집합에 대하여 임의의 결과 값

에 수렴하고, 이 때 얻어진 결과 값이 최선의 자료 모형을 제시

한다는 보장이 없다.

2.2.2 연속 시간 회귀 신경망 PI 제어기의 구성

인간의 인지적 행동들은 계층적 제어시스템에 기반하고 있다

는 것은 잘 알려진 뇌 과학 분야의 연구 결과이다. 재사용이 가

능한 단위 행동들은 결합하여 복잡한 행동들을 구성하고 이러한 

단위 행동들의 재현과 단위행동들의 결합방식은 환경의 변화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수행된다[5].

이러한 특성은 돌발적인 환경의 변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

도록 하는 필수적 요소이다. 한편 뇌가 불확실성이 포함된 상황

에서 수행하는 인식과 행동의 패턴은 베이지안 이론에 가깝다는 

베이지안 브레인 이론이 있다, 결국 베이지안 브레인이란 뇌에 

의해서 예측한 센서 정보가 실제로 획득한 센서정보의 차이를 

최소화 하도록 뇌가 시냅스를 조정하여 내재적 표현(internal 

representation)을 수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8, 9].

인공신경망 모델에 기반 한 여러 인지 제어 연구 중에서 위에

서 언급한 바와 같은 뇌과학 연구에 동기부여 됐을 뿐만 아니라 

기존의 유사한 연구들과는 다른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기존의 

유사 연구들이 설계에 의한 명시적 계층구조를 사용하거나 단위

행동을 결합하기 위한 인공신경망 이외의 추가적인 모듈을 사용

하는 것과는 달리 하나의 인공신경망이 자기조직화를 통해서 계

층을 생성하고 환경변화에 대해서 적적한 인지 제어를 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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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인공신경망 제어기와 CTRNN 적응 제어기 시뮬레이션 

결과 (1200RPM)

Fig. 6 Simulation results of Artificial NN and CTRNN 

controllers (1200RPM)

는 모델을 제안하였다[10].

제안된 모델은 CTRNN에 기반하고 있다. CTRNN은 미분방

정식으로 표현되는데 각 뉴런의 발화는 현재 시간의 입력 값

과 이전 시간에서의 뉴런들의 상태에 의해서 결정된다. 따라서 

CTRNN은 RNN과 함께 주로 시간적으로 연속된 정보를 모델링

하기 위해 사용된다.

앞에서 논의한 인공신경망에서의 단점을 개선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연속 시간 재발 성 신경 네트워크 (CTRNN)을 제시

한다.

CTRNN은 신경 세포의 동적 시스템 모델이다. CTRNN는 착

신의 신경 세포에 대한 효과를 모델링 상미 분 방정식들의 시스

템을 사용하며 세밀한 수준에서 신경 활성화를 모델링하지 않는 

한 직접 네트워크에 있는 관련 신경망 시뮬레이션 보다 효율적이

다[3]. 이 CTRNN의 방정식은 식 (7)과 같다. 




 

 



   (7)

sigmoid 함수의 수식은 식 (8)과 같이 표현 된다.




 (8)

이 CTRNN의 수식을 구성도로 변환 시키면 그림 3과 같

다. CTRNN을 적용한 PI제어기 구성도는 그림 4와 같다.

그림 3 CTRNN 신경망 구성도

Fig. 3 CTRNN Neural Network Diagram

그림 4 CTRNN PI 제어기의 구성도

Fig. 4 CTRNN PI controller diagram

3. 시뮬레이션

Matlab/simulink 상에서 CTRNN PI 제어기와 이를 시뮬레이

션하기 위해 PMSM의 수학적 모델인 식 (6)을 사용하였다. 또한 

외부에서의 외란은 Gaussian Noise Generator로 발생시켰으며 

그림 5는 simulation 모델이다.

그림 5 CTRNN PI 제어기의 시뮬레이션 모델

Fig. 5 CTRNN PI controller simulation model

그림 6은 1200RPM을 입력 시 기존의 인공신경망 제어기와 

CTRNN을 적용한 제어기의 속도와 토크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

여주고 있는데 제안한 제어기의 결과가 기존의 제어기보다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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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인공신경망 제어기와 CTRNN 적응 제어기의 시뮬레이션 

결과 (2400RPM)

Fig. 9 Simulation results of Artificial NN and CTRNN 

controllers (2400RPM)

적응력을 가지고 강인한 제어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상기 그림에서 편차의 평균값은 인공신경망 PI 제어기는 

4.2176, CTRNN 적응 PI 제어기는 3.5876으로 편차치 또한 성능

대비 우수성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7과 8은 그림 6의 P gain 값 및 I gain 값의 변화이다.

그림 7 CTRNN 적응 PI제어기의 P gain 값 (1200rpm)

Fig. 7 P gains of CTRNN PI controller 

그림 8 CTRNN 적응 PI제어기 I gain 값 (1200rpm)

Fig. 8 I gains of CTRNN PI controller 

그림 9는 2400RPM을 입력 시 기존의 인공신경망 제어기와 

CTRNN을 적용한 제어기의 속도 및 토크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제안한 제어기의 결과가 기존의 제어기보다 높

은 적응력을 가지고 강인한 제어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편차

의 평균값은 인공신경망 PI 제어기는 12.4451, CTRNN 적응 PI 

제어기는 11.1788으로 속도가 2배인 경우에도 편차치 또한 성능

대비 우수성을 확인할 수 있다.

4. 실  험

4.1 실험 시스템 구성

그림 10 실험 시스템 구성도

Fig. 10 Experimental System 

본 논문에서 제안한 CTRNN모델 기반 PI 적응제어기의 성능 

개선 여부의 확인을 위해 구성된 실험 시스템의 구성도는 그림 

10과 같다.

실험시스템은 Ti사(Texas instrument)의 TMS320F28335를 

사용하여 구현하였으며 실험에 사용된 전동기는 26W급 8pole 

PMSM이며 상세 사양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실험에 사용된 PMSM의 사양

Table 1 The specification of PMSM 

4.2 실험 결과 

4.2.1 저속 영역

그림 11에 본 논문에서 구성한 실험 시스템에서 일반적인 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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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CTRNN 적응 제어기 PI gain 값 (1200RPM)

Fig. 13 PI gains of CTRNN controller (1200RPM)

제어기의 무부하시와 부하시의 엔코더를 통해 얻은 전동기의 속

도를 나타낸다. 

그림 11 일반적인 PI 제어기의 무부하 및 부하 실험 결과

(1200RPM)

Fig. 11 Experimental results of a normal PI controller with 

no load and load (1200RPM) 

그림 12 인공신경망 제어기 및 CTRNN 적응 제어기의 실험 결

과 (1200RPM)

Fig. 12 Experimental results of Artificial NN and CTRNN 

controllers (1200RPM)

그림 12에 부하시의 기존의 인공신경망 제어기와 CTRNN 적

응 제어기를 적용시켜 엔코더를 통해 얻은 전동기의 속도를 측정

한 결과를 나타낸다.

그림 11에서 일반적인 제어기의 속도출력은 부하시의 적응하

지 못하고 변화하는 것을 알 수가 있으나, 그림 14에서 인공신경

망 제어기와 CTRNN 적응 제어기의 속도는 부하에 적응하여 PI 

gain값이 변화하여 강인하게 대응하는 것이 확인 가능하다. 하지

만 인공신경망 PI제어기에서는 적응하는 모습을 보이나 빠르게 

대처하는 모습을 보이지는 않으나, 본 논문에서 제시한 CTRNN 

제어기에서는 일반적인 PI 제어기의 출력보다 빠르고 정확한 출

력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5에 CTRNN 적응 제어기의 PI 값의 

변화를 나타낸다.

4.2.2 고속 영역

그림 14에 지령 속도가 2400 RPM일 떄의 일반적인 PI 제

어기의 무부하시와 부하시의 엔코더를 통해 얻은 전동기의 속

도를 나타낸다. 그림 15는 부하시의 기존의 인공신경망 제어기

와 본 논문에서 제시한 CTRNN 제어기의 실험결과를 나타낸다. 

2400RPM에서도 일반적인 PI 제어기와 인공신경망 제어기 보다 

본 논문에서 제시한 CTRNN 적응 제어기의 출력이 우수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6에 CTRNN 제어기의 PI gain 값의 변화

를 나타낸다.

그림 14 일반적인 PI 제어기의 무부하 및 부하 실험 결과

(2400RPM)

Fig. 14 Experimental results of a normal PI controller with 

no load and load (2400RPM) 

그림 15 인공신경망 제어기 및 CTRNN 적응 제어기의 실험 결

과 (2400RPM)

Fig. 15 Experimental results of Artificial NN and CTRNN 

controllers (2400R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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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CTRNN 적응 제어기 PI gain 값 (2400RPM)

Fig. 16 PI gains of CTRNN controller (2400RPM)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전동기 구동 중 발생하는 외부 외란에 대해 대

처하기 위해 구성된 기존의 인공신경망에서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연속 시간 회귀 신경망(Continuous Time Recurrent Neural 

Network) 모델을 적용한 강인한 PI 제어기를 제시하였다.

먼저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외란에 의해 변화하는 속도 영역에 

대응하기 위한 기존의 인공신경망 PI 제어기와 CTRNN 적응 PI 

제어기를 구성하였으며 이를 가우시안 백색잡음을 통한 불규칙

한 외란을 줌으로써 강인한 제어기를 설계하였고 실험을 통하여 

실제 제어기가 외란에 대응하는 모습을 비교하면서 기존의 PI 

제어기 및 인공신경망 PI 제어기 보다 진보된 적응 제어기임을 

보였다.

또한 CTRNN 적응 PI 제어기는 기존의 PI제어기보다 속도 추

종의 최적화를 위하여 복잡한 PI 제어기의 gain 값을 구하지 않

고 자동적으로 gain 값의 최적화 과정을 거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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