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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asi-Newton법을 이용한 600W급 IPMSM의 효율 및 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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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paper, the goal of optimization design is efficiency increase and vibration optimization. For this purpose, shape 

optimization design was performed using Quasi-Newton method, which is one of optimization techniques, and it was verified 

through finite element analysis In addition, modal analysis of the stator was performed to estimate the natural frequency. 

through the vibration experiment, the vibration was verified for cogging torque and RMF analysis. Finally, optimal and basic 

models were compared and analyzed for efficeincy character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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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에너지 및 환경관련 규제와 유가의 급등으로 인하여 전

기자동차 관련 전동기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세계 곳곳에서 전기자동차용 전동기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연구

가 진행되고 왔고, 자동차용 전동기는 차량이라는 제한된 공간 

속에서 높은 출력을 내기 위하여는 고효율화가 필연적이다[1]. 

또한, 전자기 시스템은 고효율화, 고정밀화 되어감에 따라 설계과

정에서의 성능향상을 위한 최적화요구는 날로 커지고 있고, 최적

화를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강구되어지고 있다[2].

전동기의 진동 발생원으로는 크게 기계적인 원인과 전자기적

인 원인이 있다. 전자기적인 진동의 주요 원인으로는 코깅 토크

와 반경 방향의 힘인 가진력이 있다. 이 원인들은 외부 가진력이 

되어 전동기의 구조물을 진동시키게 된다. 특히 가진력 및 코깅 

토크의 주파수가 전동기의 고유 진동수와 비슷한 영역에 있으면 

공진하게 되어 부품의 마모와 전동기의 구동 성능의 저하뿐만 아

니라 다른 시스템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3-4].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전동기의 가진력을 줄이는 설계가 필연적이다. 그러나, 가

진력을 최소화 시키는 설계를 수행하게 되면 효율 측면에서의 손

실이 크게 발생하여 효율이 높지 않은 단점이 있다. 이러한 이유 

로 효율 상승과 진동의 크기의 최적점을 찾아서 전동기를 설계 

할 필요성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IPM type 전동기의 효율 상승 및 진동 최적화

를 위해 최적화 기법인 Quasi-Newton를 활용하여 가진력이 최

대 100[N]을 e과하지 않으면서 효율이 최대로 되는 최적화 설

계를 수행하였다. 시작기를 제작하여 효율 및 진동 실험을 통하

여 본 연구의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2. 최적화 기법

2.1 Newton법

Newton법은 Isaac Newton의 미분·적분법을 일컫는 말이다. 

Isaac Newton의 미분법에 의해 최적화를 할 수 있다. 그 방법은 

함수의 극값이 0으로 되는 곳을 고찰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수

식 (2.1)에 대한 방정식을 보면

          (2.1)

수식 (2.1)은 벡터의 다 변수 이차 함수이다. 극한값은 

의 도함수를 설정하여 찾을 수 있다. 즉, 에서 의 값이 

최대 또는 최소가 되는 값을 찾는 것이다.

′  ′′            (2.2)

수식 (2.2)는  수식 (2.1)의 도함수이며 이 수식으로부터 가 

0이 되는 값은 수식 (2.3)과 같다[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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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이차 함수가 아닌 경우, 극값을 찾는 것은 굉장히 어려

운 부분이다. 일반적으로, Closed form solution은 사용할 수 없

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Newton은 반복(iteration) 

해결책을 제시하였다.

그림 1 Newton의 반복(iteration) 해결책의 과정

Fig. 1 The process of Newton's iteration solution

그림 1은 Newton이 제시한 반복 해결책의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이를 Taylor 급수로 표현하면 수식 (2.4)로 나타낼 수 

있다.

  ′ 
 


″ 

   (2.4)

수식 (2.4)를 도함수로 나타내면 수식 (2.5)가 되고, 그에 대한 

극한값은 수식 (2.6)으로 나타낼 수 있다.

′   ′ ″        (2.5)

    ″ ′              (2.6)

위 수식은 2차 함수일 때는 극한값 을 구할 수 있으나, 그러

지 못할 때는  반복(iteration) 해결책을 하기 위해서 수식 (2.7)

과 같이 새로운 을 지정하여야 한다.

          (2.7)

여기서,

  ″ ′          (2.8)

수식 (2.8)에서의 은 방향과 구배(gradient)의 각도를    

결정하고 은 그 각도의 크기를 결정한다[6].

2.2 Quasi-Newton법

Newton의 방법은 빠르게 수렴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이차 도

함수의 계산은 불가능하거나 비경제적일지 모른다는 단점을 갖기 

때문에 소위 Quasi-Newton방법으로 불리는 반복적으로 근사된 

Hessian역행렬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발전했다. 이것은 이차 도함

수의 직접적인 계산을 피하여 계산상의 복잡성을 줄여 문제를 해

결하는데 제약이 없다는 장점을 가진다. Quasi-Newton 방법에서

는 보통 e기값으로    를 사용하는 Hessian 행렬 대신에 

업데이트된 Hessian 행렬을 사용한다. 이 행렬을 라 

할 때 식은  수식 (2.9)와 같다.

   (2.9)

수식 (2.9)를 이용하여 Hessian 행렬을 업데이트하여 최대 또

는 최소의 값을 찾는 방법을 통하여 최적화를 할 수 있다. 위의 

수식 (2.9)에서 접근 방법에 따라 DFS, BFGS기법으로 나뉘며 본 

논문에서는 BFGS기법을 활용하여 최적화를 하였다[7].

3. 형상 최적화

3.1 기본모델

본 논문에 적용된 기본 모델의 형상을 그림 2에 나타내었다. 

또한 기본 모델의 제원을 표 1에 요약하여 나타내었다. 기본모델

을 최적화 기법인 Quasi-Newton법을 이용하여 효율 상승 및 가

진력 제약을 가지는 형상 설계를 수행하였다.

그림 2 기본 모델의 형상

Fig. 2 The shape of the basic model

3.2 목적 함수 및 제약 조건

본 논문에서는 Quasi-Newton법을 이용하여 효율 상승 및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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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기본 모델의 제원

Table 1 The specification of the basic model

Item Specification

Rated speed [rpm] 3000

Rated torque [Nm] 1.91

Pole/Slot 8/12

Material(Rotor&Stator) 50PN1300(S60)

Material(Permanent magnet) NdFeB

Air-gap length [mm] 1

Winding type Concentrated winding

Br [T] 1.3

Stack length [mm] 45

Stator diameter [mm] 83.6

표    2 목적함수 및 제약 조건

Table 2 The objective function and constraints

목적함수 Ⅰ 효율 상승

제약조건

Ⅰ 가진력 100[N]미만

Ⅱ  점적률 45% 미만

Ⅲ 영구자석 함유량 유지

그림 3 설계 변수

Fig. 3 The design parameters

그림 4 목적함수의 최소점

Fig. 4 The minimum points of the objective function

표    3 e기 입력값 및 단계 별 step

Table 3 Initial input value and step by step

Variable e기값
Max 
step

Min 
step

제한 값

자속장벽 10.3 1.0 0.1 5~11

영구자석 두께 5.3 1.0 0.1 2.6~8

영구자석 폭 12.4 1.0 0.1 6~18

Teeth 폭 0.6 0.3 0.1 6~7.5

Yoke 폭 6.5 0.3 0.1 3~4.5

Shoe 두께 3.5 0.3 0.1 0.5~1.5

※ 단위는 [mm]적용

동의 원인인 가진력을 제한하여 진동의 크기를 제한하는 설계를 

하였다. 최적화 설계에 앞서 먼저 해야 할 것은 목적 함수와 제

약조건을 설정하는 것이다. 여기서, 목적 함수는 효율 상승에 대

하여 설정하였다. 가진력 제한에 대한 제약 조건을 둔 이유는 실

제 진동의 크기와 가진력의 크기가 밀접한 관련이 있고, 현재 모

델에 대한 가진력이 100[N]미만일 때 진동의 크기가 10[]

이 넘지 않기 때문이다[8]. 또 다른 제약 조건으로는 점적률 

45% 미만, 영구자석 함유량 유지를 기본 제한 조건으로 설정하

였다. 제약 조건을 설정하는 것은 실제 전동기 제작이 가능 하도

록 하기 위함이다. 표 2는 목적 함수 와 제한 조건에 관하여 정

리하였다.

3.3 설계 변수

본 논문에서는 기본모델에서 설계변수를 z 6개를 사용하여 

Quasi-Newton법을 이용한 최적화 설계를 수행하였다. 설계변수

로는 영구자석의 폭과 두께, 자속장벽(Barrier), 고정자의 Teeth 

폭, Yoke 폭, Shoe의 두께를 설계 변수로 지정하였다. 이때, 영

구자석의 폭이 바뀌면 영구자석 함유량을 유지하여야 하기 때문

에 영구자석의 두께는 종속적으로 바뀌는 종속변수가 된다. 또한, 

점적률 유지를 위하여 Teeth 폭이 바뀔 때 Yoke의 두께도  바

뀌어야 함으로 종속변수가 된다. 그림 3은 각 설계변수를 나타낸 

것이다. 

3.3.1 설계 변수에 따른 최적화기법 적용

그림 4는 지역 최소점과 전역적 최소점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나타내었다. Quasi-Newton법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e기 설

계의 값을 어떻게 지정하느냐가 중요하다. 그 이유로는, 어떠한 

목적함수가 주어질 때, 처음 지정을 해주는 e기 입력값이 지역 

최소점 근처에 존재하게 된다면 그 값은 지역 최소점에서 수렴하

여 전역적 최소점을 구할 수 없기 때문이다.  

표 3은 각 설계 변수의 e기 입력값을 나타내었고 설계변수들

의 변화 단계를 나타내었다. 변화 단계는 max step과 min st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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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목적함수의 최소점

Fig. 5 The minimum points of the objective function

표    4 기본모델과 최적 모델 치수 비교

Table 4 Mesurement comparison between basic model and 

optimal model

Variable 기본모델 최적모델

자속장벽 10.5[mm] 8.5[mm]

영구자석 두께 5.3[mm] 5.3[mm]

영구자석 폭 6.2[mm] 6.2[mm]

Teeth 폭 6.5[mm] 6.8[mm]

Yoke 폭 3.5[mm] 3.9[mm]

Shoe 두께 1.0[mm] 0.5[mm]

      (a) 기본모델             (b) 최적모델

그림 6 목적함수의 최소점

Fig. 6 The minimum points of the objective function

           (a) 코깅토크                (b) 역기전력

(c) 토크

그림 7 전동기 제반 특성 비교

Fig. 7 Comparison of the motor characteristic

표    5 효율 및 제반특성 비교

Table 5 Comparison of the efficiency and characteristics

기본 모델 최적 모델 

권선저항 [ohm] 0.0322

역기전력 [V] 11.36 11.98

코깅토크[mNm] 59 132

전진각[deg]

인가전류[A] 17.7 17

구동토크[Nm] 1.91

토크리플[%] 7.3 8.7

동손[W] 30.27 27.91

철손[W] 28.49 23.63

기계손[W] 17.15

z 손실 [W] 75.91 68.69

출력 [W] 600

효율 [%] 88.7 89.7

으로 나뉜다. max step은 e기 변화를 크게 두어 목적함수에 영

향이 미치는 것인지를 파악하는 단계이다. 이 max 단계에서 목

적함수에 대한 영향력이 존재하면 그 설계변수에 대해서 min 

step을 적용하게 된다. 이는 영향력이 존재하는 설계 변수에 대

해 좀 더 세밀한 최적화를 하기 위한 작업이다. 제한 값은  설계 

시 실제 전동기 제작이 가능한 곳 까지 최적화를 적용하여야 하

기에 설정 해준 값이다. 수렴의 오차는 0.01까지 설정하였다. 오

차의 수렴값을 0.01로 설정한 이유는 실제 설계 시 0.1[mm]단위

까지 가능하기에 너무 낮은 오차 범위를 가지게 되면 0.1[mm]이

하의 단위로 나타나서이다.

그림 5는 표 2의 설정값을 Quasi-Newton법으로 적용하였을 

때 해석된 모델의 수렴도를 나타낸 것이다. z 136개의 모델을 

해석하였다. 이 값은 위에서 지정해준 오차에 대한 수렴값이기 

때문에 최소점에 도달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다.

표 4는 기본 모델과 최적 모델의 설계 파라미터를 나타내었다. 

기본모델의 설계 파라미터와 비교하면 자속장벽(Barrier)이 좀더 

생성되고 영구자석의 두께와 폭은 유지되었다. 또한, Teeth 폭과 

Yoke 폭은 상승하였고 Shoe 두께는 줄어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4 특성 분석

그림 6은 기본모델과 최적모델의 형상을 나타내었다. 또한, 그

림 7은 전동기 제반 특성인 코깅토크, 역기전력, 토크에 대하여 

기본모델과 최적 모델에 대해 비교하였다. 코깅토크를 분석해보

면, 기본모델의 코깅토크는 59.14[mNm]이고 최적모델의 코깅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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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진동 실험 결과

Fig. 9 The result of vibration experiment

그림 10 진동 분석

Fig. 10 The analysis of vibration experiment

크는 131.14[mNm]이다. 이는 기본모델보다 최적모델이 코깅토

크가 62[mNm] 상승하였다. 허나 설계 e기 제약 조건에서 코깅

토크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유효하다가 사료된다. 

역기전력에서는 기본모델이 11.36[Vrms]이고 최적모델이 11.86 

[Vrms]로 0.5[Vrms]가 상승한 것을 알 수 있다. 역기전력의 상

승으로 인하여 같은 출력에서 계산하였을 때 입력전류가 낮아져 

동손이 감소할 것으로 사료된다. 토크리플은 기본모델이 7.3[%]

이고 최적모델이 8.7[%]로 1.4[%] 상승하였다. 표 5는 기본 모

델과 최적모델에 대한 제반특성 및 효율에 대한 FEM 계산 값을 

나타낸 것이다.

4. 진동 분석

4.1 치에 작용하는 가진력

그림 8은 각 모델별 시간에 따라 한 치에 작용하는 가진력을 

나타내었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가진력의 최대값을 비교할 

경우 기본모델은 69.18[N], 최적 모델은 70.6[N]이다. 최적 모델

은 기본 모델에 비해 1.42[N] 증가되었다. 가진력의 주파수는 2n

고조파이기 때문에 기본파인 200[Hz]의 두 배인 400[Hz]가 된

다. 그림 8은 시간에 따라 한 치에 작용하는 가진력에 대한 FFT 

결과이다. FFT결과에서 보이듯이, 400[Hz]인 가진력 주파수가 

상승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전반적인 고조파 성분이 상

승하였다. 

 

(a) 치에 작용하는 가진력    (b) 치에 작용하는 가진력 FFT

그림 8 시간에 따라 치 하나에 작용하는 가진력 및 FFT

Fig. 8 Comparison of RMF acting on the teeth

4.2 진동 실험

그림 10은 진동 분석을 위하여 그림 9의 그림을 3000[Hz]까

지만 확대하여 나타낸 것이다. 전자기적으로 보았을 때, 진동이 

상승하는 원인은 가진력과 코깅토크에 의해서이다. 기본모델과 

최적모델의 가진력과 코깅토크를 비교해보면 기본모델 69.18 최

적모델 70.6로 가진력의 크기는 1.42[N] 증가하였고, 기본모델 

59[mNm]이고 최적모델 131[mNm]로 코깅토크는 62[mNm] 증

가하였다. 가진력의 경우, FFT분석을 보게 되면 기본모델의 1고

조파의 크기는 0.38[N]이고 최적모델은 0.395[N]이다. 이는 진동

실험에서도 나타나듯이 1고조파의 진동이 0.78[] 상승하였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2고조파 성분은 두 모델의 값이 동

일한 0.03[N]이다.  이로 인하여, 진동실험 결과, 진동의 Peak값

이 동일한 것을 알 수 있다. 코깅토크의 경우 기본모델의 경우 

59.14[mNm]이고 최적모델은 121.14[mNm]이다. 이는 최적모델

이 기본모델보다 2배 상승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로 인하

여 진동실험 결과 코깅토크의 기본파인 1200[Hz]에서 진동이 1

[] 상승하였고, 2고조파인 2400[Hz]에서 0.8[] 상승

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위 글에서 알 수 있듯이, 가진력의 

크기는 2% 증가하였고 코깅토크의 크기는 200% 증가하였다. 이

를 보았을 때, 가진력이 더욱 확연한 진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

과를 도출할 수 있다.

진동 실험은 최대 효율 지점에 대해서 실험을 수행하였다. 기

본 모델의 경우 전진각을 14[deg]에서 수행하였으며, 최적 모델

의 경우 전진각 18[deg]에서 수행하였다. 그림 9의 진동 실험 

결과, 최적 모델의 진동 값이 e기 주파수인, 기계적 진동에 의한 

진동크기를 제외한 전자기적 진동이 일어나는 구동 주파수 

200[Hz]부터 진동의 크기가 10[]이하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3. 결  론

본 논문에서는 IPMSM의 효율 상승 및 진동 최적화를 위하여 



Trans. KIEE. Vol. 66, No. 5, MAY, 2017

Quasi-Newton법을 이용한 600W급 IPMSM의 효율 및 진동 최적화 설계             777

Quasi-Newton법을 활용하여 최적화 설계를 수행하였다. 목적함

수로는 효율 상승을 설정하였다. 설계제약으로는 점적률, 영구자

석 함유량 유지,가진력에 대해 각 설계 변수들이 실제 전동기 제

작 시 제작이 가능하도록 설계 제한을 했다. 설계 변수로는 z 6

가지를 사용하였으며, 그 종류로는 영구자석의 폭과 두께, 자속장

벽(Barrier), 고정자의 Teeth 폭, Yoke 폭, Shoe 두께가 있다. 이 

때, 영구자석 함유량 유지를 위해, 영구자석의 두께는 종속적으로 

바뀌는 종속 변수가 되었다. 또한, 점적률 유지를 위하여 Teeth 

폭이 바뀔 때 Yoke 폭도 바뀌어야 하는 종속 변수가 된다. 이러

한 설계 변수를 활용하여 Quasi-Newton법을 시행하여 최적 모

델을 도출 해내었다. 진동의 전자기적 주 원인이며 다른 목적함

수인 가진력에 대한 값은 기본모델의 69.18[N]에서 70.6[N]으로 

1.42[N] 증가하였다. 허나, 이에 대한 값은 처음 목적함수에서 

가진력 제한에 대한 값에 충족시키는 결과이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진동 실험을 하였고, 실제 진동 실험을 수행한 결과, 진동이 

기본모델에 비해 가진력 주파수인 400[Hz]와 코깅토크 주파수인 

1200[Hz]부분에서 진동이 상승하는 것을 알 수 있었지만 제약조

건이였던 진동의 크기가 10[]에 미치지 않아야 한다는 목

표를 이루었다. 효율 측면에서는, FEM 해석과 손실분리법을 통

한 계산 값으로는 최적 모델의 손실이 기본모델에 비해 동손 

2.36[W] 철손 4.86[W] 저감되면서 기본모델의 효율 88.7[%]에

서 최적 모델의 효율은 89.7[%]로 1[%]의 효율 향상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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