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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논문은 전기기기의 최적설계를 위한 멀티모달 알고리즘을 제안하고 이

를 전기버스 구동용 인휠타입 영구자석 매입형 동기전동기에 적용하여 코깅

토크, 토크리플 그리고 평균토크 성능을 고려한 최적 설계안을 도출하였다.

전기 자동차 시장이 빠르게 성장함에 따라 전기 버스의 수요 또한 늘어나

고 있다. 전기 버스의 전동기는 차체 무게 절감과 공간활용의 이점을 위해

인휠타입의 전동기가 적용되고, 높은 효율과 출력밀도를 위해 영구자석 매입

형 동기전동기(Interior permanent magnet synchronous motor: IPMSM)가

사용된다. 하지만 IPMSM 특성상 큰 코깅토크와 토크맥동이 발생하는데, 인

휠 구조는 차체와 직접 연결되기 때문에 소음과 진동이 더욱 부각된다. 따라

서 본 논문은 인휠 타입 IPMSM의 진동성분 저감을 최적설계의 목표로 설

정하였다.

전기기기의 해석은 비선형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유한요소법(Fini

te element mehtod: FEM)을 사용하여 진행된다. 하지만 최적설계를 FEM에

적용하면 계산시간이 오래걸리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FEM

의 계산 횟수를 현저히 줄일 수 있는 최적화 알고리즘을 제안하고 이를 검

증하기 위해 기존의 최적화 알고리즘과 비교하였다. 그리고 제안한 두 최적

화 알고리즘 중 하나를 전기버스용 인휠 타입 IPMSM에 적용하여 뛰어난

성능을 가진 최적설계안을 도출하였다.

주요어 : 멀티모달 최적화(multi-modal optimization), 매입형 영구자석 동기전

동기(interior buried permanent magnet synchronous motor), 유한요소법(fini

te element method), 전기 버스(electric bus), 최적설계(optimal design)

학 번 : 20195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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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 및 약어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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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1.1 연구 배경 및 목적

세계적으로 환경 문제가 대두되며 자동차가 배출하는 온실가스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었다. 2020년을 기준으로, 질소 산화물의 배출 규제는 0.114g/km으로 2017년

에 비해 약 2.1배 증가했다 [1]. 이러한 환경규제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전기 자동차

가 촉망되었고, 각국정부는 전기자동차를 자동차 산업의 미래 성장 동력분야로 인

식하고 보조금 지급 및 세금 감면 정책으로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특히 국내

전기차 부문의 보조금은 2018년에 비해 1,710억원이 증가해 4,260억원으로 확대되었

다 [2]. 또한 국내에서는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및 자동차 부품산업의 활력 제고

를 위해 전기자동차의 보급량을 5.6만대(‘18년)에서 43만대(‘22년)로 투자 및 보급목

표를 상향하였다 [2]. 이에 따라 전기자동차는 높은 성장세를 보이며 발전했고, 자

동차 시장의 점유율을 빠르게 늘리고 있다.

전기 자동차의 발전과 함께 전기 버스 또한 비슷한 양상을 보이며 발전하였다.

최근 중국발 미세먼지로 인해 대기환경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었고 경유버스의 조기

대폐차, 전기버스 도입 확대가 제시되었다 [3]. 국내의 경우 2019년 환경부에서 201

8년의 두 배 수준인 300대 까지 지원금을 확대했고, 해외의 경우 유럽 환경 비정부

기구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유럽에서 주문된 전기버스는 1,031대로 2016년에

비해 2.5배 증가하였다. 2018년 중반 시점에서는 약 1,600대의 전기버스가 주행하였

으며 2019년 중반까지 1,600대의 추가 도입 및 버스 신규 등록 중 전기 버스가 9%

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었다. 이와 같은 전기버스 시장의 확장과 함께 전기버스용

전동기 연구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4-5].

영구자석 전동기(Permanent magnet synchronous motor)는 높은 출력 밀도와 효

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다. 특히 매입형 영구자

석 전동기(Interior permanent magnet synchronous motor: IPMSM)는 자석에 의한

자석토크(Magnet torque) 뿐만 아니라 돌극성에 의한 자기저항 토크(Reluctance tor

que)를 추가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표면 부착형 영구자석 전동기(Surface permane

nt magnet synchronous motor: SPMSM)에 비해 높은 토크를 발생시킬 수 있다 [6

-8]. 또한 IPMSM은 짧은 유효 공극으로 인해 전기자 반작용(Armature reaction)이

크기 때문에 넓은 출력영역에서 운전이 가능하다. 이러한 장점들로 인해 높은 출력

과 토크, 넓은 운전영역을 필요로 하는 전기버스에는 IPMSM이 주로 사용된다. 또

한 차량의 바퀴 안에 전동기가 탑재되는 인휠 타입의 전동기는 차체의 무게를 줄이

고 효율을 높일 수 있으며 공간 활용이 용이하기 때문에 전기 버스용 전동기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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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받는 구조이다[9-11].

과거의 전기 버스 구동용 전동기 관련 연구는 고토크화, 고효율화에 집중되었지

만 최근에는 탑승자의 편의를 위한 연구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IPMSM의 특성

상 큰 코깅토크와 토크리플이 발생하는데, 이는 전동기의 소음과 진동을 발생시킨

다 [12]. 특히 인휠 타입의 구조에서는 이러한 소음과 진동이 차체에 직접적으로 전

달되기 때문에 승차감과 소음 문제가 크게 발생한다 [13-14].

본 논문에서는 전기 버스에 적용되는 인휠 타입의 매입형 영구자석 전동기의 진

동 및 소음 저감을 목표로 설계를 진행한다. 전기기기는 복잡한 구조와 비선형 자

기포화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유한 요소 해석법(Finite element method: FEM)을

사용한다. FEM은 비교적 정확한 결과 값을 가지는 반면 해석 시간이 많이 소요된

다는 단점이 있다 [15]. 본 연구는 FEM 해석을 통해 토크, 토크맥동, 효율 등을 고

려한 초기 설계안을 도출하였다.

초기설계 이후 무부하, 부하 특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회전자 형상을 조정하는 최

적설계 단계를 진행한다. 멀티모달 (Multi modal)이란 문제영역 내에 존재하는 전역

최적해 뿐만 아니라 지역 최적해까지 찾아내는 알고리즘으로 수많은 요구조건을 만

족시켜야 하는 전기기기 설계 분야에 적용하기 적합한 방법이다. 본 논문에서 제안

하는 Autotuning elliptical niching genetic algorithm(AENGA)와 Sub-domain Algo

rithm with dynamic sampling(SADAS)는 기존의 멀티모달 알고리즘 대비 탐색능

력과 수렴 특성이 우수한 멀티모달 알고리즘이다. 제안한 알고리즘들의 성능은 시

험 함수를 통해 검증된다. 그 중 SADAS는 전기버스 구동용 IPMSM의 진동성분을

저감하는 최적설계에 적용되었고, 이를 통해 최종 설계안을 도출하였다.

1.2 논문 구성

본 논문은 총 5장으로 구성되며, 각 장에 기술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 1장에서는 연구 배경과 논문 구성에 대해 요약하였다.

제 2장에서는 연구의 주제인 IPMSM의 구조 및 동작 원리와 좌표축 변환 그리고

전자기적 진동원에 대해 기술하였다.

제 3장에서는 최적화 알고리즘 중 멀티모달 알고리즘에 대해 요약하였고 기존 멀

티모달 알고리즘의 성능을 개선한 AENGA, SADAS를 제안한다. 두 알고리즘의 성

능은 수학적 함수에서 기존 알고리즘과의 비교를 통해 검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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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장에서는 전기버스용 인휠타입 IPMSM의 설계를 수행한다. 설계를 위한 요구

조건 및 제한조건을 정의하고 이에 따른 전동기 형상을 결정해 초기 설계안을 도출

한다. 그리고 SADAS를 적용하여 코깅토크, 토크맥동, 평균토크 성능을 고려하여

최종설계안을 선정하고 기구적 안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응력해석을 진행한다.

제 5장에서는 본 논문의 결과를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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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매입형 영구자석 전동기

2.1. IPMSM의 구조

그림 2.1. SPM과 IPM의구조

Fig. 2.1. Rotor topology of SPM and IPM

그림 2.1은 영구자석 동기전동기의 구조를 나타낸다. 자석의 위치에 따라 SPMSM

과 IPMSM으로 나뉜다. 자석을 회전자 코어의 바깥쪽에 붙이는 SPMSM의 경우 자

석의 투자율이 공기층과 비슷하기 때문에 d축과 q축의 자기저항이 동일하다. 따라

서 고조파와 토크맥동이 적게 나타난다. 하지만 유효공극이 크기 때문에 큰 토크를

필요로 하는 전기버스용 전동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또한 고속회전시 원심력으로

인해 자석이 비산될 우려가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자석을 감싸는 보호관이

추가로 들어가게 되는데 보호관의 와전류손과 고조파 손실로 인해 효율이 낮아지

고, 유효공극의 증가로 인해 자속이 감소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IPMSM은 자석이 회전자 내에 삽입되어 있기 때문에 자석 비산의 우려가 없어

보호관이 필요하지 않아 고속운전에 유리하다. 또한 d축과 q축의 자기저항차이로

인한 릴럭턴스 토크를 이용할 수 있어 출력밀도가 높게 나타난다. 하지만 높은 q축

인덕턴스로 인해 전기자 반작용이 크고, 자기포화의 영향을 받기 쉽기 때문에 코깅

토크와 토크맥동 등이 SPMSM보다 높다.

2.2. IPMSM 특성 방정식

2.2장에서는 전동기 제어의 편의성을 위한 d-q좌표축변환과 IPMSM의 특성방정

식에 대해 다룬다. 그림 2.2와 같이 교류전동기에 사용하는 각각 120°의 위상차를

갖는 a, b, c 상(phase) 변수들을 90도 위상차를 갖는 d, q, n축으로 이루어진 직교

좌표계(Orthogonal Axis)상의 변수로 변환하는 것을 좌표변환이라고 한다[16]. 직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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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표계로 3상 변수들을 표현하면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다. IPMSM의 특

성방정식은 인버터의 전압, 전류제한 조건으로 인해 적절한 위상각을 가지고 운전

되어야한다. d-q좌표변환으로 이러한 제한조건을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다.

2.1.1. d-q축 좌표 변환

3상 교류 전동기에서 두 권선 간의 상호 인덕턴스는 시변 함수의 형태로 미분함

수를 이용해 표현된다. 시변계수를 가지고 있는 미분함수의 경우 해석이 쉽지 않다.

이때 좌표변환을 통해 d, q, n축의 직교좌표계로 나타내면 시불변 함수의 형태로 상

호인덕턴스를 나타낼 수 있다.

d-q 직교좌표계의 d축은 direct axis로 전동기에서 자속을 발생하는 축을 의미하

고, q축은 quadrature axis로 d축과 전기각으로 90도를 이루는 축을 의미하고 벡터

제어시 토크가 발생되는 축이다. n축은 neutral axis이고 d축, q축과 동시에 직교하

는 축을 의미한다. abc상의 변수 fa, fb, fc를 d-q축으로 투영하여 그림 2.1에 나타내

었다. fd, fq는 d-q좌표계의 물리량, θ는 회전각을 의미한다. 여기서 θ를 각속도 ω

로 나타내면 식 (2.1)과 같고 abc좌표계의 변수의 d-q축 변환을 식 (2.2)에 나타내

었다.

θ=⌠⌡
ω( t)dt+θ(0) (2.1)

f dqn=T(θ)f abc (2.2)

여기서 T(θ)는 변환행렬로 다음과 같은 식으로 표현된다.

T(θ)= k













cosθ cos (θ-
2
3
π) cos (θ+

2
3
π)

- sinθ - sin (θ-
2
3
π) - sin (θ+

2
3
π)

2
-
1
2

2
-
1
2

2
-
1
2

(2.3)

여기서 k는 반환계수 2/3로 d-q축 전압과 전류의 크기를 a, b, c상 전압과 전류의

크기로 맞추기 위한 상수이다. d-q좌표계의 변수를 3상 변수로 변환하는 T(θ)의

역변환을 식 (2.4)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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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abc축과 dq축

Fig. 2.2. axises of abc and dq

T - 1(θ)= k













cosθ - sinθ 1/2

cos (θ-
2
3
π) - sin (θ-

2
3
π) 1/2

cos (θ+
2
3
π) - sin (θ+

2
3
π) 1/2

(2.4)

2.1.2. IPMSM 특성방정식

IPMSM의 고정자 회로 전압 방정식과 영구자석에 의한 쇄교 자속식은 다음과 같

다.

v abcs=R s i abcs+
dλ abcs
dt

(2.5)

λ
abcs=[L s L f][ ]

i abcs

i f

(2.6)

여기서, v abcs는 고정자의 3상 전압, R s
는 고정자의 권선저항, i abcs는 3상 전류,

λ
abcs
는 3상 권선에 유도되는 쇄교자속, Ls는 고정자의 인덕턴스, Lf와 If는 영구자석

쇄교자속으로 인한 인덕턴스와 전류를 등가화시킨 것이다. abc축 좌표계에서 표현

된 고정자 권선의 전압 방정식을 임의의 각속도 ω로 회전하는 d-q축 전압 방정식

으로 변환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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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abcs=R s i abcs+
dλ abcs
dt

→T(θ)v abcs=T(θ)R si abcs+T(θ)
dλ abcs
dt

→ v dqns=T(θ)R s(T(θ)
-1
i dqns)+T(θ)

d(T(θ)
-1λ

dqns)

dt

→v dqns=R s i dqns+T(θ)
d(T(θ) -1)

dt
λ
dqns+T(θ)T(θ)

-1 dλ dqns
dt

→ v dqns=R s i dqns+













0 -ω 0
ω 0 0
0 0 0

λ
dqns+

dλ dqns
dt

(2.7)

여기서 T(θ)R sT(θ)
-1=R s

, T(θ) d(T(
θ) -1)
dt

=ω












0 -1 0
1 0 0
0 0 0

으로 계산하였다. 식

2.7을 풀어서 다시 쓰면 다음과 같은 dqn축 전압방정식을 얻는다[17].

v ds=R s i ds+
dλ ds
dt
-ωλ qs

v qs=R s i qs+
dλ qs
dt
+ωλ ds

v ns=R s i ns+
dλ ns
dt

(2.8)

abc축 전압방정식과는 다르게 d-q축 전압식에는 축의 회전으로 인한 속도 전압 항

ωλ
qs
와 ωλ

ds
가 존재한다. 또한 속도 전압에서 다른 축의 쇄교자속에 영향을 받는

다.

다음으로 고정자 쇄교자속 식을 변환하는 과정을 식 2.9에 서술하였다.

λ
abcs=L s i abcs+L fI f

→T(θ)λ abcs=T(θ)L si abcs+T(θ)L fI f

→λ dqns=T(θ)L s(T(θ)
-1
i dqns)+T(θ)L fI f

(2.9)

위 식을 계산하고 정리하면 abc축 쇄교자속을 식 2.10과 같이 d-q축으로 나타낼 수

있다.

λ
dqns=













L ds 0 0
0 L qs 0
0 0 L ls













i ds
i qs
i ns

+













φ
f

0
0

(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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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구해진 전압 방정식과 쇄교자속 식으로 전동기의 기계적 출력을 구할 수 있

다. 먼저 d-q축 좌표계에서 IPMSM의 입력전력은 다음과 같다.

P ∈=
3
2
(v ds i ds+v qs i qs) (2.11)

식2.8과 2.9를 위 식에 대입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식을 얻을 수 있다.

P ∈=
3
2
( (R s i ds+

dλ ds
dt
-ω λ

qs)i ds+(R s i qs+
dλ qs
dt
+ω λ ds)i qs)

=
3
2
(R s (i

2 ds
+i

2 qs
)+i ds

dλ ds
dt
+ i qs

dλ qs
dt
+ω φ fi qs+ω (L ds-L qs)i dsi qs

(2.12)

여기서 R s( i
2 ds
+i

2 qs
)는 고정자 동손, i ds

dλ ds
dt
+ i qs

dλ qs
dt
는 자기 에너지 변동분,

ω (L ds-L qs)i dsi qs는 기계적 출력 Pout을 의미한다. 토크는 Pout을 전동기의 각속도

ω
m(=

2
P
ω )로 나눈 것으로 d-q축으로 표현된 토크 식은 2.13과 같다.

T e=
P
2
3
2
[φ fi qs+(L ds-L qs)i dsi qs] (2.13)

여기서 P는 극수, φ
f
는 영구자석의 자속을 의미한다. 이처럼 φ

f
와 i qs가 상호작용

하여 발생하는 자석 토크(Magnet torque)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인덕턴스 차이에

의해 발생하는 릴럭턴스 토크(Reluctance torque)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반면 SP

MSM의 경우 (L ds-L qs)이 0이기 때문에 자석 토크만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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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IPMSM 전자기적 진동원

가진력(Vibratory force, Excitation force)은 전동기의 소음 및 진동을 일으키는 힘

으로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되고 이를 표 2.1에 나타내었다.

표 2.1. IPMSM의 진동원인 분류 [18]

Table 2.1. Classification of vibration source in IPMSM

구분 원인

기계적 진동
베어링 및 샤프트 배열 문제에 따른 

축 정렬 불량, 불평형, 헐거워짐 등

공기역학적 진동 냉각팬 및 통풍 덕트 등

전자기적 진동 불평형 전자기력 및 전자기력 맥동

세 가지 진동원인 중 전자기적 진동은 전류 인가시 코일에서 발생하는 자기력과 영

구자석의 자속에 의해 발생한다. 전기 버스처럼 고출력을 필요로 하는 전동기에서

특히 크게 나타나며 사용자의 편안함을 위해 이를 저감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전자기적 진동원은 크게 방사계 가진력과 전달계 가진력으로 구분된다. 방사계

가진력이란 고정자에서 생기는 전자기력의 가진원을 의미한다. 전자기력을 Fast Fo

urier Transform(FFT)했을 때 고정자의 고유진동수와 유사한 영역에 고조파 차수

에 해당하는 진동원이 있을 경우 방사계가진력이 크게 발생한다. 전달계 가진력은

회전자가 회전하면서 발생하는 진동이 구동축을 통해 시스템에 전달되는 소음 및

진동이다. 전달계가진력은 주로 코깅토크, 탄젠셜 성분에 의한 부하 토크맥동, 릴럭

턴스 토크로 인한 부하 토크맥동이 원인이 된다. 본 논문에서는 전달계 가진력에

대해 기술하였다.

전달계 가진력 중 코깅토크는 무부하 운전 시 회전자가 자기저항이 최소인 방향으

로 정렬하려는 힘을 의미하고 회전자 영구자석과 고정자 슬롯 사이의 자기저항차이

에 의해 발생한다. 코깅토크는 일반적으로 식 2.14와 같이 나타낸다 [19].

T cogging=
π

4
DL stk∑

∞

n
nΛ nf nsin(nζ) [mN∙m] (2.14)

여기서, D는 회전자의 외경, Lstk는 적층길이, n=kS, k=1,2…이며 S는 슬롯 수와 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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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 최소 공배수, nΛ n
은 공극 퍼미언스의 n차 고조파, ζ는 회전자의 회전 각도를

의미한다. 또한 코깅토크는 기계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주기를 가진다.

P cogging=
360〫

LCM(Pole,Slot)
(2.15)

여기서 LCM은 Least Common Multiple로 최소공배수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8극

48슬롯의 구조를 가지는 전동기는 7.5°의 기계각 주기를 갖는다.

토크에서 발생하는 고조파 차수를 알아보기 위해 전압과 전류의 식 그리고 출력전

력과 토크를 고조파 성분으로 나타내면 식 2.16과 같다.

e a= e 1 sinθ+ e 3 sin3θ+ e 5 sin5θ+...

i a= i 1 sin(θ+α)+ i 3sin3(θ+α)+ i 5sin5(θ+α)+...

P out= e a i a+e b i b+e c i c

T e=
P out

ω
m
=
e ai a+e b i b+e c i c

ω
m

(2.16)

여기서, ea와 ia는 상전압과 상전류, α는 전류 위상각, Pout은 출력전력,Te는 토크를

의미한다. 토크를 FFT 후 식 2.17로 나타내었다.

T e=T 0+T 6 cos6θ+12T 12 cos12θ+... (2.17)

위 식에서 확인할 수 듯이 전기적 성분의 토크 맥동은 6의 배수의 고조파를 성분으

로 갖게 된다. 토크맥동 또한 코깅토크와 유사한 주기성을 가진다.

P ripple=
360〫

2×νmberofphase
2
P

(2.18)

여기서 P는 극 수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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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멀티모달 최적화 알고리즘

전기기기의 해석은 복잡한 구조와 비선형적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FEM을

통해 진행된다. FEM 해석은 전동기를 아주 작은 요소로 분해하고 맥스웰 방정식으

로부터 계산되는 편미분 방정식을 통해 자속밀도, 역기전력, 토크 등과 같은 값을

구하는 과정이다. 반복해석을 통해 수치 해석적으로 근을 구하기 때문에 해석시간

이 다소 오래 걸린다. 특히 설계 변수의 변동에 따른 코깅토크나 고조파 등의 양상

은 쉽게 예측 할 수 없기 때문에 요구되는 값을 얻기 위해서는 많은 해석이 필요하

다. 따라서 최적화 알고리즘을 설계에 적용하여 설계에 필요한 FEM 해석횟수를 최

소화하고 소요되는 시간을 줄이고자 한다.

최적화 알고리즘은 대표적으로 결정론적 알고리즘(Deterministic algorithm)과 확

률론적 알고리즘(Probabilistic algorithm)이 있다. 결정론적 알고리즘은 함수 호출

횟수가 적어 수렴속도가 빠르지만 지역 최적해에 수렴할 확률이 크다. 반면에 확률

론적 알고리즘은 함수 호출 수가 많기 때문에 수렴속도는 비교적 느리지만 전역 최

적해를 찾아낼 수 있다. 함수 호출 횟수란 최적화 알고리즘이 설계에 적용 되었을

때 FEM 해석 횟수를 의미한다.

멀티모달 최적화 알고리즘은 문제영역에 있는 최적해를 모두 찾기 위한 방법으

로, 다양한 특성을 고려해야하는 전기기기 설계 요구조건을 만족시키기에 적합한

방법이다. 예를 들어 코깅토크 저감 최적설계 이후 전역 최적점의 부하특성이 지역

최적점의 부하특성보다 좋지 않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 때 다수의 지역 최적점들을

이용해 설계조건에 맞는 최적의 설계안을 도출할 수 있는 것이 멀티모달 알고리즘

의 장점이다.

최적화 알고리즘은 최적화 설계와 다음과 같은 상관관계를 갖는다. 설계변수 x,y

는 최적 설계에서 자석의 삽입각, 자석의 길이, 치 형상 등의 변수를 의미한다. 또

한 적합도를 나타내는 f(x,y)는 최적설계에서 FEM 해석 결과로 코깅토크, 평균토크

등 개선하고자 하는 성능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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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기존의 멀티모달 알고리즘: ANGA

3.1.1. 패턴서치

그림 3.1. 패턴서치 개념도

Fig. 3.1. Schematic of pattern search method

그림 3.2. 패턴서치 순서도

Fig. 3.2. Flow chart of pattern search method

패턴서치는 결정론적 알고리즘으로 이전 단계에서 이동했던 방향을 재활용하는 방

법이다 [20]. 패턴서치에는 탐험이동과 패턴이동 단계가 있다. 탐험이동은 샘플이

설계변수의 방향으로 탐색하며 더 높은 적합도를 가지는 방향으로 이동한다. 패턴

이동은 탐험이동에서 이동한 벡터방향을 이용해 이동하는 방법이다. 패턴 이동은

샘플이 이동하는 경향을 이용해 함수 호출의 수를 줄일 수 있다. 그림 3.1에 패턴서

치의 개념도를 나타내었다. 초기해 uo는 탐험이동을 통해 u1으로 이동하고 u1은 이

전단계의 진행방향과 같은 벡터로 이동하여 u2로 이동한다. 그림 3.2는 패턴서치의

순서도이다. Step 1에서는 초기 샘플, 초기 이동간격, 이동간격 감소인자 등을 결정

한다. 이동간격은 Step 4에서 결정되는데 주변의 적합도를 탐색하여 적합도가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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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지 않았다면 이동간격을 절반으로 줄인다. Step 5에서 패턴이동의 벡터방향을 결

정하기 위한 식은 다음과 같다.

u
k+1
p =u

k
+(u

k
-u

k-1
) (3.1)

여기서 up
k+1은 패턴서치 이후의 샘플, uk는 현재 샘플의 위치, (uk-uk-1)는 패턴 방

향을 의미한다. 패턴이동이 끝난 후 식 3.2를 만족하면 up
k+1은 시작점이 되고 그렇

지 않으면 uk가 시작점이 되어 탐험이동 단계로 되돌아간다.

f(u
k+ 1
p )> f(u

k
) (3.2)

f(up
k+1)는 up

k+1의 적합도, f(uk)는 uk의 적합도를 의미한다.

3.1.2. 니체 영역

그림 3.3. 니체영역의 생성과 갱신, 영역 내 샘플 제거 방법

Fig. 3.3. Creation and renewal of the niche region and removal of unnecessary s

ample in ANGA.

ANGA는 유전알고리즘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멀티모달 알고리즘이다 [21]. 유전알

고리즘은 전역최적점 하나를 찾기 위한 방법이지만 ANGA는 유전알고리즘에 패턴

서치와 니체 반경을 도입하여 문제영역 내의 모든 최적해를 찾아낸다. 니체반경이

란 생물학적으로 비슷한 개체군을 대표하는 영역을 의미한다. 즉, 같은 최적점 근처

에 존재하는 개체들을 하나의 군집으로 표현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 니체 반경을

적용한 예시를 그림 3.3에 도시하였다. 화살표는 패턴서치의 경로를 의미한다.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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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적해를 찾은 샘플들 중 가장 멀리서 찾아온 샘플과 최적해까지의 거리를 반지름

으로 하는 원을 생성하고 니체영역이라고 정의한다. 다음 반복회차에서 니체영역

안에 샘플이 생성되면 함수호출을 하지 않고 샘플을 삭제한다. 또한 니체영역 밖에

서 최적점에 수렴한다면 니체영역을 확장하여 더욱 정확한 영역을 만들 수 있다.

이를 통해 같은 니체영역 내의 경쟁을 제거해 문제영역 내의 모든 지역최적점을 찾

을 수 있게 된다.

3.1.3. ANGA의 문제점

ANGA는 문제영역에 최적점들이 고르게 분포했을 때 효율적인 알고리즘이다. 하

지만 최적점이 무질서하게 분포했을 때 ‘missed peak problem’이 발생한다. 이에 대

한 예시를 그림 3.4에 도시하였다. 패턴서치 과정에서 등고선에 계곡이 존재하면 1

번 점과 같이 매우 먼 곳에서 최적점을 찾아가는 샘플이 발생한다. 또한 2번 점처

럼 설계영역의 가장자리에서 패턴서치가 시작되면 경로가 길어진다. 따라서 니체반

경이 비정상적으로 커지고 보라색 최적점이 다른 최적점의 니체반경에 포함되는 ‘m

issed peak problem’이 발생한다. 보라색 최적점은 탐색과정에서 발견되기 어렵고

결과적으로 ANGA의 탐색성능이 악화된다.

그림 3.4. ANGA의 missed peak problem

Fig. 3.4. Missed peak problem of the AN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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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Autotuning Elliptical Niching Genetic Algorithm

그림 3.5. AENGA의 개념도

Fig. 3.5. A concept of AENGA

3.2.1. 타원형 니체영역

본 논문에서는 ANGA의 문제점을 타원형 니체영역의 도입으로 해결하였다. 그림

3.5에 도시된 것처럼 AENGA는 패턴서치의 경로만을 니체영역으로 만든다. 따라서

그림 3.4에 누락되었던 보라색 최적점들이 AENGA에서는 발견될 수 있다. 이를 통

해 ‘missed peak problem’을 해결하고 탐색성능을 크게 개선하였다.

3.2.2. 직접수렴법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AENGA는 기존의 ANGA보다 작은 니체영역을 생성하기

때문에 함수호출 면에서 비효율적인 방법이라 생각될 수 있다. 하지만 AENGA는

패턴서치 과정에서 함수호출 수를 최소화하여 기존 방법보다 우수한 성능을 보인

다. 기존 ANGA는 같은 니체 영역 내에 복수의 최적점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패턴서치 과정에서 샘플이 니체영역 안에 들어가더라도 탐색을 계속한다. 반면에 A

ENGA는 한 니체영역 내에 복수의 최적점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패턴서치 과정

에서 니체영역 안에 샘플이 들어오면 해당 최적점에 즉시 수렴시켜 함수호출을 최

소화한다. 따라서 기존의 방법보다 더 작은 니체영역을 생성함에도 불구하고 해석

시간을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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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Latin hypercube sampling (LHS)

그림 3.6. 기존 샘플링과 라틴하이퍼큐브 샘플링

Fig. 3.6. General sampling and the latin hypercube sampling

문제영역의 어느 곳에 최적점이 존재하는 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초기 샘플을 고르

게 분포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일반적인 무작위 샘플링 방법은 어떤 영역에 샘플이

치중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AENGA에서 LHS을 도입하였다. LHS란

그림 3.6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샘플사이의 거리를 고려하여 문제영역에 넓게 분산시

키기 위한 방법이다. 이를 통해 치중된 탐색에 의한 최적점 누락을 방지할 수 있다.

3.2.4. Advanced mutation method

최적화 알고리즘이 진행되면서 유전 알고리즘에 기반을 둔 AENGA의 샘플은 전

역 최적점 근처에 치중된다. 유전알고리즘에서 변이란 문제영역에 샘플을 무작위로

생성시켜 고른 탐색이 가능하도록 고안된 방법이다. 하지만 이미 탐색된 영역에 샘

플이 생성된다면 함수호출을 낭비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본 논

문에서는 개선된 변이 생성 방법을 도입하였다 [22]. 개선된 변이는 그림 3.7과 같

이 샘플들의 집단과 먼 곳에 생성된다. 그리고 샘플 집단과의 거리를 판단하기 위

한 수식을 식 3.3에 나타내었다.

D k=
∑
N P

i=1
d k, i

N P

(3.3)

여기서 Dk는 k번째 변이와 샘플 사이의 평균 유클리드 거리, Np는 샘플의 개수 그

리고 dk,i는 k번째 변이와 i번째 샘플의 유클리드 거리를 의미한다. Dk가 높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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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번째 변이가 샘플집단과 먼 곳에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Dk가 높은 영역에 변

이를 생성함으로써 중복탐색을 피하고 탐색 성공률을 개선할 수 있다.

그림 3.7. 개선된 변이 생성 방법

Fig. 3.7. Advanced mutation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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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 AENGA 순서도

그림 3.8. AENGA의 순서도

Fig. 3.8. Flow chart of AENGA

Step 1. LHS 샘플생성

LHS 샘플링 방법을 이용해 전 문제영역에 샘플을 골고루 분산시킨다.

Step 2. 패턴서치

Step 1에서 생성된 샘플들에 각각 패턴서치를 적용하여 최적점 탐색을 진행한다.

Step 3. Elite set 생성

엘리트 셋이란 높은 적합도를 가진 개체의 집합을 의미한다. 패턴서치 과정에서

발견된 최적점들을 엘리트 셋으로 지정한다.

Step 4. 타원형 니체영역 생성

패턴서치의 초기해와 elite set 사이의 경로를 니체영역으로 지정하기 위하여 식 3.

4를 이용해 타원 니체영역을 생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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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liteset i=∈dividuals i,k|
b=a/3

(3.4)

여기서 a는 타원의 장축, b는 타원의 단축, elilteseti는 엘리트셋의 k번째 요소, indi

viduali,k는 eliteseti를 찾아간 k번째 패턴서치 초기해를 의미한다.

Step 5. 부모해 선정

부모해 선정 단계는 다음 세대의 자식해를 생성하기 위해 현재 세대의 샘플을 선

발하는 과정이다. Roulette wheel method를 이용하여 적합도 기반 확률적인 선별을

진행한다.

Step 6. 자식해 선정

자식해란 부모해로 부터 얻어진 다음 세대의 샘플이다. 식 3.5을 이용해 자식해를

생성한다.

P χld=(P parent1+P parent2)/2 (3.5)

여기서 Pchild는 자식해, Pparent1과 Pparent2는 부모해 쌍을 의미한다.

Step 7. 개선된 변이 생성

3.2.4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유클리드 거리를 이용해 샘플집단과 먼 거리에 변이를

생성한다.

Step 8. 다음 세대 생성

생성된 자식해나 변이가 니체영역 안에 포함된다면 해당 샘플을 제거하고 제거된

수만큼 새로운 샘플을 생성한다.

Step 9. 수렴 확인

네 번의 반복횟수 동안 발견한 최적점의 수가 변하지 않으면 모든 최적점을 찾았

다고 판단하여 알고리즘을 종료한다. 그렇지 않으면 Step 2로 되돌아가 탐색을 재

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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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 시험함수를 이용한 AENGA 성능검증

제안한 AENGA의 성능을 검증하기 위하여 AENGA와 기존의 ANGA를 두 개의

시험함수에 적용하여 성능을 비교하였다. 식 3.6의 함수가 사용되었고 그림 3.9에

식 3.6을 도식화하였다.

f(x,y)= ∑
N P

k=1

b k

1+
(x-x pk)

2+(y-y pk)
2

a k

(3.6)

여기서 Np는 최적점의 수, ak는 k번째 피크의 폭, xpk와 ypk는 k번째 피크의 위치를

의미한다. AENGA를 시험함수에 적용한 결과를 표 3.1에 나타내었다. 시험함수(a)

에서 함수호출 횟수는 ANGA가 1641번, AENGA가 1618번이고 탐색 성공률은 각

각 84.5%, 97.5%이다. 시험함수 (b)의 경우, ANGA는 3480번의 함수호출 횟수, 92.4

%의 탐색성공률을 가지고 AENGA의 경우 각각 3414번, 96.4%의 값을 가진다. 함

수호출 횟수가 기존의 알고리즘에 비해 감소하였고 특히 탐색성공률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같은 함수호출 횟수만으로 더 많은 최적점

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과적으로 전동기 최적설계에서 다양한 설계안

을 고려할 수 있다는 의의를 가진다.

그림 3.9. 시험함수: (a)8개의 최적점, (b)36개의 최적점

표 3.1. ANGA와 AENGA 성능 비교

Table 3.1. Performance comparison of ANGA and AENGA

Test Function (a) Number of Function calls Success rate [%]

ANGA 1641 84.5

AENGA 1618 97.5

Test Function (b) Number of Function calls Success rate [%]

ANGA 3480 92.4

AENGA 3414 96.4



- 21 -

3.3.Sub-domain Algorithm with Dynamic Area Sampling

3.3.1. Kriging 대리모델

크리깅 대리모델(Kriging surrogate model)은 문제영역에 존재하는 샘플들의 정보

에 의하여 전역모델과 국부편차의 합으로 구성되는 보간함수로, 비선형성이 강한

모델에서 강점을 보인다. 이를 최적화 기법에 적용하면 함수호출 횟수를 현저하게

줄일 수 있어 멀티모달 알고리즘에 주로 적용된다 [23].

3.3.2 SADAS 알고리즘 구현순서

그림 3.10. SADAS 순서도

Fig. 3.10. Flow chart of the SADAS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SADAS는 크리깅 대리모델을 이용해 다중 최적해를 찾아나

가는 방법이다. 제안한 Dynamic sampling method(DAS)를 이용하여 피크가 있을

확률이 높은 영역(Potential area)에 샘플을 많이 할당하여 불필요한 영역의 함수호

출 낭비를 막을 수 있다. 또한 Sub-domain을 도입하여 최적해의 정확도를 높이고

계산부하를 줄였다. 그림 3.9에 SADAS의 순서도를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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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1. 초기 상수 결정 및 초기해 생성

Gmain : main domain의 격자 간격

Gsub : sub domain의 격자 간격

Nd : 나눠진 영역의 개수

Nsamp : 영역 당 샘플의 개수

NDAS : 영역 당 DAS로 생성할 샘플 개수

NSFM : Space filling method로 생성할 샘플 개수

이 단계에서는 SADAS 진행에 필요한 상수 값을 결정하고 문제영역에 초기 샘플

을 생성한다. 크리깅 대리모델을 생성할 때 실제 함수와 비슷한 형상을 갖기 위해

서 초기 샘플을 고르게 생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Latin hypercube m

ethod를 사용하여 전 영역 분포가 고른 초기 샘플을 생성하였다.

Step 2. Kriging 대리모델 생성

생성된 샘플들을 이용해 Gmain의 격자간격으로 Kriging 대리모델을 생성한다.

Step 3. Dynamic Area Sampling method

(a)

(b)

그림 3.11. DAS 개념도 (a) 분할 영역 (b) 크리깅 대리모델의 변화율

Fig. 3.11. Schematic of the DAS (a) divided area (b) the variation of krig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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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간함수를 통해 최적해를 찾는 방법은 추정 값을 사용하기 때문에 실제 값과의

오차가 발생한다. 이러한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많은 샘플을 생성해야 하는데, F

EM 해석시간의 부담이 크다. 따라서 최적점 근처에만 범위를 한정해 샘플 수를 늘

리는 것이 효과적이다. 샘플 수가 적은 초기 단계에서는 최적점의 실제위치와 추정

위치 오차가 크기 때문에 최적점 근처에 샘플을 생성하기 어렵다. 본 논문에서 이

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DAS를 고안하였다. 그림 3.11에 DAS의 개념도를 나

타내었다. 3.11.(a)에서 문제영역을 Nd =6 개로 분할하고, 3.11.(b)에서 도시된 것처럼

현재 단계의 대리모델과 이전 단계의 대리모델을 비교한 다음 함수 값의 변동이 크

게 나타나는 영역들을 최적해를 포함하고 있을 확률이 높은 dynamic area로 정의

한다. Dynamic area는 Nsamp + NDAS 개의 많은 샘플을 할당받아 그 영역 보간함수

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다.

Step 4. Space filling method.

그림 3.12. Space filling method 개념도

Fig. 3.12. Schematic of the space filling method

알고리즘의 진행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샘플이 없는 영역이 발생한다. 고른 탐색

을 위하여 이러한 영역에 샘플이 생성될 필요가 있다 [24]. 기존의 ‘변이’는 미탐색

영역을 탐색하는 방법으로 문제영역에 샘플을 무작위로 생성하여 기존 샘플들이 생

성되는 경향과 독립되는 탐색을 할 수 있다 [25]. 하지만 무작위로 생성되는 샘플은

이미 탐색된 영역을 중복탐색할 가능성이 있고 함수 호출 수가 낭비된다. 본 논문

에서는 Space filling method(SFM) 을 도입하여 이 문제를 해결한다. 그림 3.12에

SFM의 개념도를 나타내었다. 미탐색영역을 찾기 위해 기존샘플들을 포함하지 않는

가장 큰 원을 그린다. 그리고 그 원의 중앙에 샘플을 생성한다. 따라서 SFM을 통

해 가장 적절한 위치에 필요한 샘플을 생성할 수 있다. 이렇게 생성된 SFM 샘플

근처에 발견되지 않았던 최적점이 존재한다면 높은 적합도 변화량으로 인해 Dy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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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 area로 정의되고 더 많은 샘플을 부여받아 최적해 근처에 정확한 보간함수를

만들 수 있다. DAS와 SFM은 이러한 선순환 구조를 이룬다.

Step 5. 1차 수렴 확인

문제 영역 내에 존재하는 모든 최적점의 탐색여부를 확인하는 단계이다. 세 번의

반복횟수 동안 최적점의 수가 변하지 않는다면 Step 6으로 넘어가고 그렇지 않으면

Step 2로 되돌아간다.

Step 6. Sub-domain

그림 3.13. Sub-domain 개념도

Fig. 3.13. Schematic of a sub-doamin

크리깅 대리모델은 비교적 정확한 보간함수 방법이지만 실제 함수가 아니기 때문

에 실제 최적점과 오차가 존재한다. 보간함수의 격자가 클 수록 이러한 오차가 커

지는데, 이 간격을 조밀하게 할 수록 오차를 줄일 수 있다. 하지만 전 문제영역의

격자간격을 조밀하게 할 때 메모리에 과부하가 생기고 설계변수가 많아질수록 더욱

심해진다 [26].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sub-domain이 제안되었다. sub-domain은

이전 단계에서 발견된 최적해 주변의 격자만을 조밀하게 하여 메모리 부하 문제를

해결하고 추가적인 FEM 해석 없이 최적점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다. Main domain

의 실제 최적점과의 오차가 sub-domain에서 감소한다는 것을 그림 3.13을 통해 확

인할 수 있다. 문제영역의 적합도가 설계변수에 민감할 수 록 즉, 가파른 등고선을

가질 수록 sub-domain의 효과는 증가된다.

Step 7. 2차 수렴확인

이전 반복회차와 비교하여 발견한 최적점의 위치가 1% 미만으로 바뀐다면 실제 최

적점과 충분히 가까워졌다 판단하여 알고리즘을 종료한다. 그렇지 않다면 Step 6으

로 되돌아가 격자간격을 조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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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시험함수를 이용한 SADAS 성능 검증

SADAS 검증을 위해 식 3.4의 시험함수를 사용하였다. 기존의 ANGA 와 비교하

여 SADAS의 우수성을 입증하였고 결과를 표 3.2에 나타내었다.

표 3.2. ANGA와 SADAS 성능 비교

Table 3.2. Performance comparison of ANGA and SADAS

시험함수 1 [8 Peaks] 함수 호출 횟수 Success rate [%]

ANGA 2175 91.5

SADAS 282 99.2

시험함수 2 [36 Peaks] 함수 호출 횟수 Success rate [%]

ANGA 4410 96.7

SADAS 494 97.8

시험함수 1에서 ANGA는 2175의 함수호출 수, 91.5%의 성공률을 보이고 SADAS

는 282의 함수호출 수, 99.2%의 성공률을 가진다. 시험함수 2에서 ANGA의 함수

호출 수는 4410번, 성공률은 96.7%이고, SADAS는 494의 함수 호출 수, 97.8%의

성공률을 보인다. ANGA와 비교하여 평균 88%의 계산횟수가 줄었고 성공률 또한

3% 가량 개선되었다. 이는 제안한 알고리즘이 더 적은 FEM 계산횟수 만으로 문제

영역 내의 더 많은 최적점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3.14에 SADAS의

진행과정을 나타내었다. 세대가 지날수록 최적점 근처의 보간함수가 명확해지는 것

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14. 시험함수 2에서의 SADAS ρ번째 진행과정: (a)ρ=1, (b)ρ=6, (c)ρ=10, (d)ρ

=15.

Fig. 3.14. The process of SADAS in test function 2 at iteration: (a)ρ=1, (b)ρ=6,

(c)ρ=10, (d)ρ=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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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SADAS를 이용한 IPMSM 최적설계

4.1. 전기버스용 IPMSM 목표 사양 및 설계 제원

IPMSM은 높은 전력밀도와 고효율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기 버스용으로

적합한 전동기이다 [27]. 또한 전기버스에는 인휠타입의 전동기가 주로 사용되는데,

차체에 직결되어있기 때문에 전동기에서 발생하는 진동과 소음이 내부에 그대로 전

달된다. 이러한 진동성분을 저감하기 위하여 인휠 타입의 IPMSM을 최적설계 적용

모델로 선정하였고 목표사양과 설계 제원을 표 4.1에 나타내었다.

표 4.1. 목표사양 및 설계 제원

Table 4.1. Specifications and requirements of an application model

구분 Value

극수/슬롯수/상수 8/48/3

고정자 내경/외경 108/160 [mm]

로터 내경/외경 25/107 [mm]

축방향 길이 120 [mm]

영구자석 NEOMAX-48

정격 토크 150 [Nm]

배터리 전압 550-828 [Vdc]

정격 속도 4,000 [r/m]

정격 전력 60 [kW]

목표 코깅 토크 2 [Nm]

목표 토크 리플 5 [%]

전기자동차의 고속운전에서의 성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최대속도에서의 주파수와

인버터의 제한 주파수를 고려하여 극수를 선정한다 [28].

rpm max

60
×
P
2
<
f switch
10

(4.1)

여기서 rpmmax는 전동기의 최대속도이고 P는 회전자의 극수, fswitch는 인버터의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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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칭 주파수이다. 제어적인 관점에서 인버터의 스위칭 주파수가 전동기 구동 주파

수의 10배 이상 커야 안정적인 운전이 가능하다. 해당 전기버스용 전동기의 최고속

도는 11,000rpm이고 인버터는 8,000Hz의 스위칭 주파수를 갖는다. 따라서 8극 이하

의 모델을 사용해야하고 본 논문에선 회전자의 극수를 8극으로 선정하였다.

고정자를 선정할 때에는 매극매상당슬롯수가 정수인 경우와 분수인 경우를 고려한

다. 매극매상당슬롯수가 분수인 경우, 비대칭성으로 인해 역기전력 THD, 코깅토크

등의 저감에는 좋지만 고조파 차수 측면에서는 불리하다. 본 논문은 [29] 논문을 참

고하여 매극매상당슬롯수가 정수가 되는 슬롯을 선택하고 인버터 입력전류 제한,

철손, 응력을 고려한 48슬롯을 채택하여 최적설계에 적용할 전기버스용 IPMSM은

8극 48슬롯의 구조를 가진다.

적용 모델은 정격속도 4,000 rpm 에서 150 Nm의 정격토크를 가지고 코깅토크와

토크 리플을 각각 2 Nm, 5 % 이하로 저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사용된 영구자석

은 Neomax 48으로 고온 120°환경에서 1.24T의 자속밀도를 가진다. 전동기의 전압

제한과 전류제한은 DC 배터리로 인해 정해진다. 550~828 Vdc의 범위를 가지는 배터

리를 사용하고 SVPWM을 사용한다고 할 때 제한조건은 다음 식과 같다 [28],[30].

V max=
V dc

3
×0.9 (4.2)

I max=
2
3

P ∈

V max cosφ
(4.3)

여기서 Vmax는 상전압제한, Vdc는 DC 배터리의 최소 전압, Imax는 상전류 제한, Pin

은 입력전류 그리고 cosɸ는 역률을 의미한다. 0.9의 여유를 두었을 때 상전압은 286

V로 제한되고, 입력전력을 65kW라 하고 역률을 0.9라 했을 때 상전류는 168A로

제한된다. 본 논문의 최적설계는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며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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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목적함수 및 설계변수 설정

그림 4.1. 전동기 형상 및 설계변수

Fig. 4.1. Motor shape and design parameters

그림 4.1 은 SADAS를 적용하기 위한 초기 IPMSM 모델의 형상과 설계변수를 보

여준다. IPMSM에서 크게 발생하는 코깅토크를 저감하는 것을 목적함수로 선정하

였고 멀티모달의 특성을 이용해 코깅토크 특성이 우수한 설계 변수 조합 중에서 토

크리플과 평균토크를 고려하여 최종 설계안을 도출한다. 코깅토크는 자석의 삽입각

에 따라 비선형적으로 크게 변화하기 때문에 1층 자석과 2층 자석의 삽입각을 설계

변수로 지정하고 각각의 범위를 식 4.4에 나타내었다.

48〫≤x 1≤58〫
65〫≤x 2≤78〫

(4.4)

x1은 1층 자석의 삽입각, x2는 2층 자석의 삽입각을 의미한다. 삽입각이 변할 때 기

구적인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브릿지와 센터포스트를 각각 2.5mm, 2.0mm로 고

정한 상태에서 최적설계를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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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SADAS 최적설계 결과

4.3.1. 모델별 운전특성 및 최종 모델 선정

IPMSM 초기 모델은 4,000rpm에서 147 Nm의 평균토크 4.205 Nm 코깅토크 그리

고 8.97%의 토크리플을 가진다. 코깅토크 저감 최적설계를 위해 SADAS를 적용하

였고 이에 대한 크리깅 보간함수 파형을 그림 4.2에 나타내었다. 또한 코깅토크 파

형에서 발견한 최적점 중 우수한 성능을 보이는 세 가지 모델을 선정했다. 그림 4.3

와 같이 단위 전류당 최대 토크를 가지도록 각 모델의 전류 위상각을 조절하였고

이에 대한 결과를 그림 4.4와 표 4.2에 나타내었다.

그림 4.2. 설계변수에 따른 코깅토크 파형

Fig. 4.2. Cogging torque waveform by design variable

그림 4.3. 각 모델의 단위 전류당 최대 토크

Fig. 4.3. Maximum torque per ampere of each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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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각 모델별 성능 비교

Table 4.2. Performance comparison of each case

Initial model Case 1 Case 2 Case 3 Unit

x1 49.4 51.9 53.5 52.3 deg

x2 65.8 69.2 74.5 67.4 deg

Cogging torque 4.205 0.625 1.914 0.74 Nm

Torque ripple 8.97 6.55 2.75 7.50 %

Average torque 147.3 150.70 154.73 149.18 Nm

그림 4.4. 각 모델별 특성비교: (a) 코깅토크, (b) 토크

Fig. 4.4. performance comparison of each case: (a) cogging torque, (b) torque

Case 1은 전역 최적점으로 0.625 Nm의 코깅토크를 가지고 평균토크와 토크리플은

각각 150.70 Nm, 6.55 %이다. Case 2의 코깅토크, 평균토크, 토크리플은 각각 1.914

Nm, 154.73 Nm, 2.75 %이다. 마지막으로 case 3은 0.74 Nm의 코깅토크, 149.18 N

m의 평균토크, 그리고 7.50 %의 토크리플을 가진다. Case 1과 case 3의 경우, 코깅

토크 특성이 현저히 감소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두 모델은 표 2의 설계목

표를 만족시키지 못한다. 반면 case 2는 case 1, case 3보다 코깅토크는 다소 높지

만 평균 토크와 토크리플에서 우수한 성능을 보인다. 그러므로 전체적인 전동기의

성능을 고려하여 case 2를 SADAS를 이용한 코깅토크 저감 최적설계의 최종 설계

안으로 선정하였다. 최종설계안의 형상과 자속밀도분포는 그림 4.5, 4.6와 같다. 초

기모델과 비교하여 1층 자석의 각도가 소폭 증가하였고 2층 자석은 약 10°증가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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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4.5. 회전자 형상비교: (a)초기 모델, (b)최종 모델

Fig. 4.5. Topology comparison: (a)initial model, (b)final model

그림 4.6. 최종설계안 정격 부하시 자속밀도 분포

Fig. 4.6. Magnetic flux density distribution of final design at rated load conditio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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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 응력해석

그림 4.7. 최종설계안의 Von misses 응력 분포

Fig. 4.7. Von misses stress distribution of the final design

표 4.3. 응력해석을 위한 파라미터

Table 4.3. Parameters for stress analysis

구분 값
Young’s modulus (Core / PM) [GPA] 200 / 120

Poisson’s ratio (Core / PM) 0.3 / 0.3
Density (Core / PM) 7850 / 8400

Yield point of core [MPa] 250
Speed [RPM] 12,000

전기버스구동용 전동기의 경우 기계적인 안정성을 위하여 응력을 고려해야한다.

따라서 전기 버스의 고속 운전영역인 11,000 rpm에서 표 4.3의 조건으로 최종설계

안의 응력을 검토하였다. 이에 대한 결과는 그림 4.7와 같다. 에어홀 부근이 최대

부하점으로 178 MPa의 값을 가진다. 이는 항복점 250 Mpa를 초과하지 않으므로

기구적인 안정성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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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장 결론

본 논문에서는 전기버스용 인휠타입 영구자석 매입형 동기전동기의 최적설계를 수

행하였다. 먼저 고효율, 고출력 요구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 출력밀도와 효율이 높

은 IPMSM을 전동기의 타입으로 선택하였고 다층 매입형 회전자 형상을 선택해 고

토크를 낼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스위칭 주파수와 고조파를 고려하여 극수와

슬롯수를 결정하였고, DC배터리와 제어방법에 따른 제한조건을 설정하였다.

비선형성이 크게 나타나는 전동기 해석 특성상 해석시간이 오래걸리는 FEM을 사

용해야한다. 이러한 설계시간을 줄이기 위하여 최적화 알고리즘의 종류인 멀티모달

을 적용하였다. 기존의 ANGA의 missed peak problem을 해결하기 위하여 AENGA

와 보간함수 변동에 따른 샘플링 방법과 Sub-domain을 적용한 SADAS를 제안하

고 그 중 SADAS를 전기버스용 전동기에 적용하여 코깅토크와 토크맥동을 줄이고

토크 크기는 증가시키는 최적설계를 수행하였다. 그 결과 최종 설계안의 코깅토크

는 초기 설계안 대비 54.5%, 토크맥동은 70% 감소하였고 평균토크는 5% 가량 증

가하여 성공적인 최적설계안을 도출하였다. 복수의 요구조건을 동시에 고려할 수

있는 멀티모달의 특성과 우수한 탐색성능을 가진 AENGA와 SADAS는 다양한 전

기기기의 최적 설계 및 해석에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향후 연구계획은

도출된 최적설계안으로 전동기를 제작하여, 제작된 모터의 실제 실험값과 해석값을

비교하여 SADAS의 유효성을 입증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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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ptimal Design of In-wheel type Interi

or Permanent Magnet Synchronous Mo

tor for Electric Bus

Young-Rok Kang

School of Electrical and Computer Engineering

The Graduate School

University of Ulsan

In this paper, multi-modal algorithm for optimal design was proposed. the novel

multi-modal algorithm is applied to in wheel type interior permanent magnet sy

nchronous motor(IPMSM) for electric bus. Considering cogging torque, toruqe ri

pple and average torque, final design was suggested.

As electric car market grows rapidly, the demand for electric buses is also incr

easing. In motor for an electric bus, in-wheel type is used for weight reductio

n and space utilization and IPMSM is used for high efficiency and power d

ensity. However, IPMSM has large cogging torque and torque ripple by rel

uctance torque. additionally, the vibration produced by the motor is directly 

transmitted to the wheels and the frame of the vehicle. In this paper, there

fore, the vibration reduction of in-wheel type IPMSM is set to the goal of 

optimal design. 

Finite element method (FEM) is employed for the analysis of an IPMSM, 

which has a complex structure and nonlinear characteristics. However, the 

FEM requires significant computational cost especially in multi-modal probl

ems. To reduce the computational cost, optimization algorithms is introduce

d .One of them is applied to the In-wheel type IPMSM to derive an final d

esign with outstanding performance. 

keywords : electric bus, finite element method, interior permanent magnet synchr

onous motor, multi-modal optimization, optimal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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