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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압방정식에서 시변성이 고려된 파라미터에 의한 토크 리플 산정

The Estimation of Torque Ripple According to Parameters Considered Time-varying in 

Voltage Equation 

김 규 화* ․ 조 규 원** ․ 김 규 탁

(Gyu-Hwa Gim ․ Gyu-Won Cho ․ Gyu-Tak Kim)

Abstract - In this paper, the calculation torque using the d-q axis has advantage like faster execution time. However, the 

torque ripple can't be considered in the torque calculation using d-q axis equivalent circuit because the time-dependent 

component is removed. When d-q transformation was performed, it was founded that some parameters has some characteristics. 

These characteristics were considered for representing torque ripple. The calculation with d-q axis transformation and Finite 

Element Analysis(FEA) were performed, and the results were compared. As a result, it was validated that the calculated torque 

can be expressed with rip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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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영구자석 동기전동기(PMSM) 은 고출력, 고효율, 넓은 속도 범

위에서 제어가 용이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산업계의 각 

분야에서 시스템의 효율성 및 신뢰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기존 

시스템을 영구자석 전동기 시스템으로 대체 적용하기 위한 연구,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어왔다[1, 2].

연구에 적용된 외전형 전동기는 회전자의 위치상 내전형 전동

기에 비해 고속영역에서 취약한 점이 있지만, 자체의 관성이 크

고 힘의 작용점이 크기 때문에 정주행 특성이 양호하며 높은 토

크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3].

영구자석 동기전동기(PMSM)의 성능 특성을 계산하는 것은 매

우 중요하다.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유한요소 해석(FEA)이 있으며 

이를 통해 필수 파라미터들을 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인

덕턴스 값은 전류 및 토크 특성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므로 

정확한 측정 및 추정이 필요하다. d-q 축 등가회로를 이용한 특

성 계산은 보다 빠른 수행시간을 통해 효과적으로 성능 평가에 

적용할 수 있으며, 정밀 파라미터 산정을 위해 오차를 줄이기 위

한 여러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되어왔다[4, 5]. 

최근 고성능 전동기와 같이 효율 측면뿐만 아니라 사용자

(User)가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진동과 소음을 줄이기 위한 

연구 또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진동과 소음에 관한 연구는 

주요 원인인 기계적인 요소로 인한 한계가 있지만, 전자기적인 

요소에 대한 연구 또한 중요하다. 그 중 전자기적인 진동과 소음

에 다양한 원인 중 하나인 토크리플이 있다. 그러나 d-q 축 등

가회로를 이용한 토크 계산에서, 시간변화에 의한 성분이 제거되

므로 토크리플을 고려할 수 없다[6].

본 논문에서는 시간 의존성이 없는 전압방정식으로부터 토크리

플을 표현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d-q축 변환을 수행하였고, 인덕

턴스 및 쇄교자속의 거동을 고찰하였으며, 토크 수식을 이용한 결

과값과 유한요소해석(FEA)의 결과값과 비교 분석하여 나타내었다.

2. 해석 모델

본 논문에 적용된 모델은 그림 1과 같고, 제원은 표 1에 나타

내었다. 차량 내부 엔진의 cooling pan 용 outer rotor로 개발되

었으며, 단속 정격을 가진다.

표    1 해석 모델의 제원

Table 1 Specification of analyzed model

Items Value Condition

Pole/slot 20/24 -

Motor type Outer PM -

Rated torque [pu] 1.0 140[°C]

Rated speed [pu] 1.0 140[°C]

Core 50PN1300 -

Permanent magnet 44SH -

Winding type Delta -

Current density [A/mm2] 1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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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모델 형상 및 자속밀도 분포

(b) 회전자와 고정자의 결합체

그림 1 본 연구에 적용된 해석 모델

Fig. 1 The analyzed model in this study

실제 시험결과는 그림 2와 같다. 정격속도 1.0[pu]에서 토크는 

1.01[pu], 전류는 1.04[pu]임을 알 수 있었다.

그림 2 적용 모델의 시험 결과 

Fig. 2 The experiment results of applied model 

3. 해석 결과

3.1 d-q축 변환을 이용한 토크 계산

전자기해석을 통해 전기기기의 토크를 계산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존재한다[7]~[8]. 대표적으로 3상 모터의 경우, 시간에 

따른 3상 전압방정식을 유도하고 이를 시간에 대해 풀이하여 전

동기의 출력을 산정하는 방법이 널리 사용된다. 

단 계산의 편의를 위해 angular dependent를 제거하고 

voltage equation을 선형으로 변환하는 방법을 가장 널리 사용한

다[7].

본 연구에서는 시간에 대한 의존성이 없는 d-q 축 토크에서 

리플을 나타내기 위해 벡터도의 거동을 고찰하고 이를 유한요소

해석의 결과와 비교분석한다. 전류와 인덕턴스 그리고 쇄교자속

의 d-q 변환은 아래 수식 (1)~(5)와 같이 수행한다[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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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 는 d-q axis 전류,  ,  는 d-q axis 전압 , ,

 는 d-q axis 쇄교자속 그리고  ,  는 d-q axis 인덕턴스를 

나타내고, 각 물리량의 U, V, W 아랫첨자는 3상에 대응되는 물

리량을 각각 나타낸다. 또한 matrix 는 변환행렬을, 는 변

환행렬의 전치(transpose)행렬을 나타낸다. 

수식 (6)은 토크를 나타내며, 은 쌍극수(pole pair)를 는 

전기 각속도를 각각 나타낸다. 상기수식 (6)과 같이 계산된 토크

는 이론적으로 시간에 대한 변화가 없음으로 토크리플은 발생하

지 않는다. 이를 벡터도로 표시하면 그림 3과 같다. 벡터도에서 

는 전류위상각이다.

그러나 수식 (6)에서 쇄교자속이 변화하면 토크는 가변됨을 볼 

수 있다. 즉 d-q 축 쇄교자속이 변동한다면 토크는 리플을 발생

할 것이고, 쇄교자속은 자기 저항에 의존하는 값이므로 rotor의 

위치에 따라 변화될 것임을 쉽게 예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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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non-angular dependent 벡터도

Fig. 3 The vector diagram of non-angular dependent 

(original state)

이러한 양상을 그림 4에 나타내었다. 회전자의 시간 변화에 따

라 3상 인덕턴스(   )가 맥동하면서, 변환된 인덕턴스 

(  )의 맥동이 관측된다. 

그림 5는 d-q 축 인덕턴스의 궤적을 전류 위상각에 대해 나

타낸 것 이다. 전류위상각이 증가하면, 인덕턴스의 크기는 증가하

고, 궤적은 작아진다. 궤적이 작아지는 것은 전류 위상각이 증가

함에 따라 Ld, Lq의 변동의 크기는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회전자의 위치에 따라 인덕턴스는 특정한 궤적을 그리며 

거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인덕턴스가 변화함은 자기저항의 변화로 쇄교 자속이 변화

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를 고찰하면 그림 6과 같다.

그림 4 회전에 따른 인덕턴스 리플의 관측

Fig. 4 The observations of inductance ripple according to 

rotating

그림 5 전류위상각에 따른 인덕턴스의 자취

Fig. 5 The locus of inductance according to current phase 

angle

(a) 전류위상각에 따른 쇄교자속

(b) 전류위상각 10°일 때, 쇄교자속의 자취

그림 6 d-q축 쇄교 자속의 특성

Fig. 6 The characteristics of d-q axis linkage flu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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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전류위상각에 따른 전압

(b) 전류위상각 10°일 때, 전압의 자취

그림 7 d-q 축 전압의 특성 

Fig. 7 The characteristics of d-q axis voltage

그림 8 토크 계산 결과의 비교

Fig. 8 The comparison of torque calculation result

그림 6의 (a)는 전류위상각변화에 따른 쇄교자속의 거동을 나

타낸 것이다. 전류위상각이 증가함에 따라 d-q축 쇄교 자속은 감

소를 하고 있는 양상을 나타낸다. 쇄교자속의 상세한 궤적은 그

림 6의 (b)에 나타내었다. (b)와 같이 d-q axis 쇄교자속은 치

(teeth)와 슬롯(slot) 구조로 인해 회전자의 위치에 따라 변화한

다. 이는 철손이 수렴한 후, 일정한 궤적을 그린다. 또한 맥동하

는 쇄교 자속은 수식 (7)의 전압에도 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7에 전압의 거동을 나타내었다. (b)와 같이 회전자의 위

치에 따라 d-q axis 전압은 변화함을 관찰할 수 있다. 물론 해석

에서 전류는 맥동하지 않는 직류성분으로 고려하였으나, 실제 현

상에서는 전류 또한 리플을 가짐으로 실제 리플은 더욱 크게 발

생할 것으로 판단된다.

3.2 FEM을 이용한 토크 계산

상용 software의 유한요소해석을 통해 계산된 토크는 수식 (8)

과 같다. 흔히 virtual work method로 불리며, 회전자 위치 변화

에 대해 필드에 저장된 에너지 변동량을 힘으로 계산한다. 이를 

쇄교자속과 전류로 풀어내면, 수식 (9)로 정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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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은 각각 stator와 rotor 셀프 인덕턴스 및 

상호 인덕턴스를 각각 나타내고,  은 고정자, 회전자 전류를 

각각 나타낸다.

3.3 토크 리플의 비교

그림 8은 토크 계산 결과를 나타낸다. FEM과 등가회로에 의

한 토크의 평균치는 거의 같다. 그러나 토크리플은 크게 차이가 

나고 있다. 토크리플이 큰 편차를 지니는 이유는 FEM과 수식 모

두 토크가 인덕턴스에 의존하지만, 인덕턴스 변환과정에서 그 크

기가 변화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즉, 수식으로 계산된 토크리

플에 3상 인덕턴스에서 발생한 리플을 보정하면, 두 값은 근사해

질 것이다. 

그림 9는 최종적으로 시간 의존성이 제거된 d-q 축 변환에서 

맥동하는 성분들을 고려한 벡터도를 나타낸다.

3.4 리플의 보정

보정 방법은 그림 10을 통해 설명한다. 3상 인덕턴스를 d-q 

변환을 하게 되면, 리플은 1.00[pu]에서 0.31[pu]로 줄어 든 것

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변동비로 나타낸다면, 3상 인덕턴스 리

플/d-q 축 인덕턴스 리플로 표현할 수 있다. 이 변동비를 d-q 

축 방정식으로부터 나온 토크리플 0.4[pu]에 곱하고, 변환 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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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맥동 성분을 고려한 벡터도

Fig. 9 The vector diagram with oscillation components

그림 10 FEM과 d-q 방정식 리플 비교 및 보정

Fig. 10 The comparison of the ripple and compensation

표    2 토크, 토크리플의 비교

Table 2 Comparison of torque and torque ripple

Items
Torque 

[pu]

Torque ripple 

[pu]

Experimental result 1.01 -

FEM 1.00 1.00

d-q axis equation 1.00 0.40

Compensation 

equation
1.00 1.05

을 곱한다. 따라서 보정된 토크리플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러한 보정을 통해, 토크 리플은 보다 유의미한 값을 가진다. 

이를 정리하여 나타내면 표 2와 같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인덕턴스와 쇄교 자속이 맥동하고 있음을 관측

을 하였고, 이로 인해, 전압 또한 가변화되고 있을 것으로 예측하

고 이를 관찰 하였다. 이를 통해 시간 의존성이 제거된 d-q 축 

방정식에서 쇄교 자속이 맥동하고 있음에 따라 토크는 리플을 발

생시킬 것이라 예측을 하였다. 이를 계산으로부터 확인하였고, 이

를 유한요소해석의 결과와 비교 분석하였다. 계산된 토크의 평균

값은 거의 같았지만, 토크의 리플은 크게 차이가 났다. 이는 3상 

인덕턴스를 d-q 축 변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사료되어 

진다. 해석에서 전류는 맥동하지 않는 직류성분으로 고려하였으

나, 실제 현상에서는 전류 또한 리플을 가짐으로 실제 리플은 더

욱 크게 발생할 것으로 판단된다. 변환 과정의 차이를 계산된 토

크 리플에 보정을 수행하였고, 이 값은 적절한 값을 가짐을 알 

수 있었다. 보정 방법을 다른 모델에 적용하여 비교 분석한다면 

이 방법은 타당성을 가지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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