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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본 논문에서는 동기전동기(PMSM: Permanent Magnet
Synchronous Motor)의 고정자 형상 변화를 통한 코깅토크(Cogging
Torque)와 토크리플(Torque Ripple)저감에 대해 다루고자 한다. 고정자
의 치의 두께와 길이에 변화를 주면서 FEM(Finite Elements
Method)기반의 성능분석을 실시하여 각 형태에 대한 평균토크,
토크리플, 코깅토크를 분석, 비교해보았다.

1. 서    론

스티어링 휠(Steering Wheel)은 자동차를 어떤 방향으로 진행할지 정
하는 부품이고, 운전자가 주행상태를 느낄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다. 고
전적인 조향시스템은 휠을 조작하면 기어가 돌아가면서 작동한다. 하지
만, 빠르게 움직이는 무거운 자동차를 사람의 손으로 조정하기엔 제한사
항이 많았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현대식 조향시스템이 개발되었고, 크
게 HPS(Hydraulic Power Steering)와 EPS(Electric Power Steering)로
나뉜다. HPS(Hydraulic Power Steering)는 유압식 조향장치이고, 조향
감이 우수하지만, 구조가 복잡하고 엔진동력손실로 인한 연비악화와 같
은 단점들이 있다. 이런 단점들을 극복하기 위해 전동기의 힘으로 조향
하는 EPS(Electric Power Steering)가 개발되었다.
EPS의 종류는 모터가 달린 위치에 따라 3가지(C, P, R Type)으로 나
뉜다. PEPS는 피니언 기어, REPS는 랙기어에 모터가 장착된 형태이다.
현재 양산에 대부분 적용되고 있는 것은 컬럼(Column) 부분에 부착되어
기어박스에 구동 토크를 전달하는 컬럼 타입이 대부분이다. 컬럼타입의
전동식 조향장치는 공간확보성이 높고 단가가 저렴해 성능개선만 이루
어진다면 더 안정적인 승차감을 줄 수 있다. 한편, EPS에는 DC모터가
주로 사용되었지만, 최근 전력전자 기술의 발달로 제어기술이 진보함에
따라 벡터제어에 의한 제어용 모터의 영역이 확대됨으로써 영구자석 동
기전동기를 이용한 소형 AC서보모터 등 정밀 제어용으로 영구자석 동
기전동기가 각광받고 있다. 또, 그 동안 고가이던 영구자석의 가격하락
에 힘입어 영구자석 동기전동기가 가격 경쟁력을 가지게 된 데에 기인
한다. 영구자석 전동기는 회전자에 영구자석을 사용함으로써 회전자의
손실이 없어져 효율까지 높다는 장점을 가진다.[1]
PMSM은 표면부착형 영구자석 동기전동기(SPMSM)과 내부 인입형
영구자석 동기 전동기(IPMSM)로 나뉜다. IPMSM의 경우 자석이 회전
자 내부에 인입되어 있어 구조적으로 안정하고 강인하다. 또, 고토크/고
속 주행이 가능하여 전기자동차에 적용된다. 하지만, 공극이 일정하지
못하여 토크리플이 크고 이로 인하여 제어와 설계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SPMSM은 회전자 표면에 자석이 부착되어 있어 고속주행 시 자
석이 떨어져 나갈 위험이 있지만, 공극이 일정하여 토크리플이 작고, 고
토크/저속주행으로서 정밀성을 요구하는 시스템에 적용이 가능하다. 하
지만, 동기전동기는 무부하시 회전자의 자석과 고정자 슬롯구조간의 자
기저항 차에 의해 전동기가 떨리게 하는 코깅토크를 가진다.[2] 코깅토
크는 EPS의 안정성과 운전자의 차량 주행감에 악영향을 미치므로 이를
저감시키는 설계가 필요하다.
코깅토크는 영구자석을 사용하는 모터에서 슬롯 등의 영향으로 공극
이 일정치 않을 경우 발생하고, 부하의 상태와는 관계없이 오직 공극의
형상과 영구자석이 관계되는 힘이다.[2]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SPMSM
의 코깅토크의 저감을 위해 고정자의 형상 변화에 초점을 두어 연구를
진행하였다. 치의 두께와 길이(opening)를 변화시키며, 그 결과를
FEM(Finite Elements Method)으로 해석하고 기존 모터와 성능을
비교하였다.

2. 본    론

  2.1 SPMSM의 특성방정식
영구자석 전동기는 고정자에 정현적으로 분포된 3상권선과 회전자에
영구자석을 가지며, 동기속도로 회전하는 회전자를 기준으로 표현한

d-q축 전압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1)

   


 (2)

여기서 ,  , 는 각각 d, q축의 전류와 단자전압을 뜻한다. 또,

은 기계각 속도, 는 고정자 상저항, 와 는 d, q축 고정자 쇄

교자속을 나타낸다. 이때, 고정자 상저항에 의한 전압강하가 크지 않고,
전류급변 시에 생성되는 유도전압 성분을 무시한다고 가정하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3)

       (4)

여기서 와 는 각각 d, q축 인덕턴스이며 은 영구자석에 의한

쇄교자속이다.
한편, SPMSM의 경우 회전자에 돌극성이 없기에   이므로

전자기 토크(Alignment Torque)만이 존재하고, 자기저항토크(Reluctance
Torque)는 사라지므로 아래와 같이 표현된다.[1]

  





  (5)

  2.2 Cogging Torque 해석
에너지법에 의하면 코깅토크는 모터회전에 따른 정자기 에너지의 변
화이다. 코깅토크 는 다음의 식과 같이 공극에서의 에너지 변화
(∆ )와 영구자석에서의 에너지변화(∆ )로써 표현이 가능하

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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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과적으로 극의 천이가 고정자 슬롯 사이의 공기 영역을 지나갈 때
발생하는 에너지 변화를 줄이는 설계를 한다면 코깅토크를 줄일 수 있
다.[5]
또한, 코깅토크는 영구자석이 안정 위치에서 벗어남으로서 복귀하려는
힘으로 접근 가능하다. 치에 작용하는 자속이 균형을 이룰 경우 코깅토
크는 발생하지 않으나 불균형이 발생하면 코깅토크는 증가하게 된다. 치
에 작용하는 토크는 응력에 의해서 설명 가능하며 응력에 의한 코깅토
크를 간단한 식으로 정의하면 다음과 같다.[2]

 응력분포  


  

 

(7)

    (8)

        (8)

여기서 는 자속, 는 공기투자율, 은 치 길이, 는 치 면적, r은 자

속의 반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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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자동차 EPS용 SPMSM 설계

  2.3.1 해석모델

<그림 1> SPMSM 해석 모델

본 논문의 코깅토크 저감 대상은 자동차용 EPS구동 SPMSM(6극 9슬
롯)이며, 코깅토크와 토크리플에 영향을 살펴보고자 치의 두께와 길이를
변수로 지정하였다.

  <표 1> 설계 목표값

모터형상

분류 SPMSM 용량 400W

극수 6극 슬롯수 9슬롯

외경 85mm 내경 15mm

공극 1mm 적층 28mm

재질 Core 35H230 Magnet N39UH

목표사항
정격토크 2.95Nm 정격속도 1300rpm

토크리플 2% 코깅토크 0.03Nm

표1에서처럼 코깅토크가 0.03Nm이하이고 토크리플이 2%미만인 전동
기를 구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이다. 이를 위해서 FEM(Finite
Elements Method)기반의 성능분석을 실시하였다.

  2.3.2 SPMSM 설계
식(8)에서 치 양쪽의 슬롯에서 발생하는 토크차이로 코깅토크
가 발생하였다. 이때 토크 차이를 일으키는 요인은 치의 길이와
치의 면적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치의 일부분에 노치를 파서
보조슬롯을 생성하는 방법이 있다.[2] 또, 치의 길이를 조정하여
슬롯의 면적에 변화를 줄 수 있다. 즉, 슬롯의 면적의 변화가 토
크변화를 일으키고 코깅토크를 저감시킨다.
위의 조건들 중에서 치의 두께와 길이를 각각 3가지씩 변화해
가며 코깅토크와 토크리플을 분석하였다.

 <표 2> 치의 두께와 길이(홈)에 따른 코깅토크과 토크리플 변화

　
치 두께
(mm)

치 길이
(mm)

평균토크
(Nm)

토크리플
(%)

코깅토크
(mNm)

1 0.22 2.5 2.96 1.12 26

2 0.22 3.0 2.96 1.10 28

3 0.22 3.5 2.96 1.22 31

4 0.59 2.5 3.02 1.36 41

5 0.59 3.0 3.02 1.44 43

6 0.59 3.5 3.02 1.58 46

7 0.72 2.5 3.06 1.75 62

8 0.72 3.0 3.07 1.97 64

9 0.72 3.5 3.07 2.21 68

표2는 치 두께와 opening의 크기에 대해서 코깅토크와 토크리플의 변
화를 나타낸다. 9가지 경우 중 가장 코깅토크가 0.03Nm이하이고 토크리
플이 2%미만인 경우는 1번과 2번이다. 이 중 코깅토크가 가장 작은 1번
의 경우를 EPS시스템에 최적화된 모터로 선정할 수 있다.

(a) 코깅토크(0.026, peak to peak)

(b) 무부하시 역기전력(4.26, rms)

(c) 평균 토크(2.96)

<그림 2> 1번 조건을 만족하는 SPMSM 특성

3.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자동차용 EPS구동용 SPMSM의 코깅토크 및 토크리
플 저감을 고려한 설계를 시행하였다. SPMSM의 경우 슬롯의 크기가
코깅토크에 영향을 미치기에 치의 두께와 길이를 변수로 지정하였다. 각
각 3가지 경우에 대해서 FEM을 이용하여 코깅토크와 토크리플을 분석
하였고, 이 때 주어진 9가지 경우 중에 2가지가 설계조건을 만족하였으
며, 가장 효율적인 값을 도출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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