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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 모터의 토크리플을 최소화하는 상전류명령 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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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 모터의 토크리플을 최소화하는 상전류명령 결정 방법
( An Efficient Method to Determine the Phase Current Commands of
SR Motors for Minimum Torque Rippl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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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SR 모터의 발생토크는 비선형성이 심해서 토크리플을 최소화하는 기준전류명령을 결정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본 논문에서
는 반복학습제어 방법을 이용하여 계산적으로 효율적인 SR 모터의 토크리플을 최소화하는 기준전류명령을 구하는 방법을 제
안한다. 토크리플을 최소화하는 기준전류명령은 2차원 순람표(look-up table) 형태로 결정된다. 제안된 반복학습제어 방법은 토
크모델을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모델오차에 대한 영향이 없고 정밀도가 높으며 계산적으로도 간단한다.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제안된 방법이 효과적으로 동작됨을 입증한다.

Abstract
The generated torque of a switched reluctance(SR) motor is highly nonlinear, which makes it difficult to determine the
reference current commands for minimum torque ripples. In this paper, we present a computationally simple and efficient
method to minimize torque ripples of SR motors based on iterative learning control. The reference current command of
each phase minimizing torque ripples is identified in 2-dimensional look-up table form. Our learning control algorithm does
not require the torque model, so our method is not affected by model errors and hence is very accurate. In order to
justify our work, we present some computer simulation results.

Keywords : SR motor, reference current commands, minimizing torque ripples, iterative learning control,
2-dimensional look-up table.

Ⅰ. 서 론

SR 모터 제어에 있어 주된 이슈 중의 하나는 SR 모
터의 토크리플(torque ripple) 저감 문제이다. SR 모터

SR(Switched reluctance) 모터는 돌극(sailent pole)

의 동역학적 특성은 상당히 비선형적인데 특히 토크리

형태의 철심에 권선이 감겨진 고정자와 역시 돌극 형태

플은 기존의 다른 AC 모터들에 비해 상당히 큰 편이다.

의 철심인 회전자로 이루어진 AC 모터의 한 종류이다.

이러한 토크리플은 속도제어 성능의 저하뿐만 아니라

SR 모터는 영구자석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구조가 매

SR 모터와 직결된 기구부에 상당히 큰 진동 소음을 유

우 단순하여 제조단가가 저렴하며 신뢰성이 높아 최근

발한다. 토크리플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첫째, 토크리

그 적용 범위가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 차세대 모터 중

플을 최소화하는 각 상의 기준 전류명령을 구하는 문제

의 하나이다.

와 둘째, 고성능 전류제어기(current controller)를 설계
하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SR 모터의 전류제어기로
는 오래 전부터 사용되어온 고 이득 PI 제어기와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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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형 제어기법을 이용하여 비선형적인 역기전력과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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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턴스 성분을 보상하는 고성능 전류추적 제어기들이

은 기존의 토크모델에 기초한 방법들에 비해 훨씬 더

[1～3]

있다

79

. 이러한 전류제어기를 사용하면 주어진 기준

정확할 뿐만 아니라 구현도 용이하다.

전류명령에 대해 고정자 권선에 흐르는 실제 상 전류를

Ⅱ. 본 론

충분히 작은 오차 범위 이내로 제어할 수 있다.
한편, SR 모터의 토크리플 최소화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연구결과들이 발표되었다. 특히 피이드백 선

1. SR 모터의 동적 모델 및 문제 설정

형화기법, 단순화된 선형화기법 등과 같은 최신 비선형

일반적으로 3상 SR 모터로 구동되는 기계적인 시스

제어기법들을 적용한 연구 결과들과 뉴럴, 퍼지제어 등

템의 동역학 방정식은 다음 식으로 주어진다[9].

과 같은 지능제어 기법들을 적용한 연구 결과들도 발표

 

             


 


[4～7]

되고 있다

. 참고문헌 [4～5]에서 제안한 방법은 발



생토크의 모델에 기초하는 방법인데 만약 발생토크를



(1)

정확히 모델링할 수 있다면 이 토크모델을 이용하여 토

여기서    는 각 상의 고정자 권선에 흐르는 상

크리플을 최소화하는 기준 전류명령을 구할 수 있다.

전류,  는 회전자 위치(전기각),  는 회전자 각속도

그러나 토크 모델에 오차가 있으면 이 모델오차가 바로

(전기 각속도)이며 회전자 위치와    의 관계가

토크리플로 나타나게 된다. SR 모터의 발생토크를 모델

있다. 그리고  는 회전자와 부하의 총 관성모멘트, 

링하는 방법에는 쇄교자속 측정한 후 이것을 이용하여

는 점성 마찰계수,  은 외부 부하토크,  은 회전자

모델링하는 방법과 토크측정기를 모터 축에 직접 연결

극 수(또는 돌극의 개수)를 나타낸다. 그리고 총 발생토

하여 발생토크를 직접 측정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두

크   는 각 상에서 발생되는 토크들의 총 합

방법들 중에 어떠한 방법을 사용하더라도 모델링 과정

을 나타내며 다음 식으로 정의된다[9].

이 상당히 번거로우며 모델오차를 피할 수 없다. 따라






 




                 

서 이 방법들을 실제로 적용할 경우 모델오차에 따른
토크리플의 발생은 피할 수 없다. 한편 참고문헌 [6～7]





    

에서는 뉴럴, 퍼지제어 기법을 적용하여 발생토크의 모
델을 이용하지 않는 토크리플 최소화 알고리즘을 제안

    




(2)

하였다. 그러나 이 알고리즘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토크
센서를 사용하여 모터가 실제로 발생하는 토크를 직접

여기서   는 1 상 권선에서 발생되는 쇄교자속(flux

측정해야 하는 단점이 있다.

linkage)를 나타내며 기호  는 함수  의  번째 성분에
learning

대한 편미분을 나타낸다. 함수   는 1 상에서 발생하

기법을 적용하여 발생토크에 대한 모델을 전

는 토크를 나타내는 상 토크함수이다. 일반적으로 SR 모

혀 이용하지 않는 새로운 토크리플 최소화 알고리즘을

터의 경우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쇄교자속의 포화 영

제안한다. 제안하는 반복학습제어 방법은 토크리플에

역에서도 동작되는데 이로 인해 쇄교자속  는 상 전

의한 영향이 정상상태에서 속도의 주기적인 맥동으로

류  와 회전자 위치 의 비선형 함수로 나타나게 된다. 따

나타난다는 점에 착안하여 속도의 주기적인 맥동을 보

라서 상 토크함수   는 일반적으로 상 전류  와 회전

상하는 방향으로 기준 전류명령을 반복적으로 갱신해줌

자 위치  의 비선형 함수로 표시된다. 또한 쇄교자속

으로써 토크리플을 최소화하는 기준 전류명령을 구하는

 는 회전자 위치  에 대한 2π 주기 함수이므로 상

방법이다. 제안된 방법은 계산 양이 매우 적으며 간단

토크함수  역시  에 대한  주기 함수이다. 즉

본

논문에서는
[8]

control)

반복학습제어(iterative

하다. 또한 모터의 속도/위치 정보만을 이용하며 발생

         

토크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따라

∀∈ 

(3)

서 제안된 방법을 구현하는데 토크센서는 필요 없으며

그림 1(a)는 각 상에 일정한 상 전류 흐를 때 발생되는

모터 속도제어 시 흔히 사용되는 엔코더(encoder)와 같

SR 모터의 전형적인 토크 형상을 나타내는 그림이다.
상전류제어기로는 오래 전부터 뱅뱅(bang-bang) 제

은 위치/속도 센서만을 필요로 한다. 또한 제안된 방법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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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 또는 고이득 PI 제어기가 사용되어 왔고 최근에는

선택해야 한다. 전류논리란 주어진 기준 토크명령 에

SR 모터의 비선형적인 특성들인 역기전력과 인덕턴스

대해  와 완전히 동일한 토크를 발생하지는 못한다 하더

를 보상한 고성능 전류제어기들이 제안되고 있다[1～3].

라도 적어도  와 같은 방향의 토크는 발생하도록 각 상

이러한 전류제어기들을 사용하면 역기전력이나 인덕턴

의 기준 전류명령을 선택해야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스가 크지 않은 저속 영역에서는 실제 상 전류  가 각

SR 모터가 정상적으로 정, 역회전을 하기 위한 최소한의

상의 기준 전류명령



를 정확하게 추적할 수 있다. 즉

조건이다. 또한 발생토크가 회전자 위치  에 대해  주

전류제어가 용이한 저속 영역에서는 다음과 같이 전류

기함수이므로   를  에 대해  주기함수, 즉

제어가 완벽하다고 가정할 수 있다.

     , ∀∈ 를 만족하도록 선택해야

    

  

한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이러한 기본적인 전류논리

(4)

를 만족하는 기준 전류명령은 쉽게 선택할 수 있는데 구
체적인 예를 하나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따라서 식(1)의 기계적 동역학 방정식은 다음과 같이 된
다.

             

 

             

 






(5)

(7a)

여기서  ⋅ 는 부호를 나타내는 함수이고 함수   
는

SR 모터의 경우 각 상의 기준 전류명령

   

         

은 다음과 같이 기준 토크명령  와 회전자 위치 의
비선형 함수 형태로 결정된다.











           


  






    


  
  


(6)

여기서 비선형 함수   (이제부터 전류명령 함수라
부른다.)는 어떤 고정된 하나의 형태만을 갖는 것은 아니

여기서

(7b)

  ≤ 
     ≦ 
     ≦ 

(7c)

    ≦  ≦ 
  는

  ∈   

고 무수히 많다. 그러나 SR 모터를 구동하기 위한 최소

로

한의 조건인 전류논리(commutation logic)는 만족하도록

  ∈   범위의 상수이다. 식 (7)은 SR 모터 제어

그림 1.
Fig. 1.

정의된다.

∀∈ 

SR 모터의 (a) 전형적인 각상의 발생토크 형상 (b) 식(7)의 기준전류명령
Shape of (a) typical torque curves and (b) the reference current commands in (7).

(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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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흔히 사용하는 단순한 형태의 기준 전류명령중의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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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며 그림 1(b)는 식 (7)로 주어지는 기준 전류명령의

(11)

형상을 나타내는 그림이다. 전류명령을 식(6)과 같이 선

SR 모터의 경우 발생토크(식 (2))가 상당히 비선형적

택하면 SR 모터에 의해 구동되는 기계적 동역학 방정식

이기 때문에 식 (11)을 만족하는 즉, 토크리플을 최소화

은 다음과 같이 표시된다.

하는 기준 전류명령을 구하는 것은 다른 AC 모터들에
비해 상당히 어려운 편이다. 본 논문에서는 반복학습제

 

        

 



(8)

어기법을 적용하여 발생토크에 대한 모델을 전혀 이용
하지 않고서 SR 모터의 토크리플을 최소화하는 각 상

여기서

기준전류명령을 구하는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2. 토크리플을 최소화하는 상전류명령 결정 방법
먼저

          
     












(9)

SR

모터가

충분히

저속에서

(예를들면

   ) 속도제어 된다고 가정해 보자. 토크제어

가 가능한 AC서보모터(또는 DC모터)가 SR 모터 축에
직결되어 SR 모터에 일정한 부하토크  을 인가하고

식 (9)로부터 알 수 있듯이 SR 모터가 발생하는 총

있으며 또한 저속에서 동작되므로 점성 마찰력은 부하

토크   는 일반적으로 기준토크명령  뿐만 아니

토크  에 비해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작다고

라 회전자 위치  에 대해서도 관계된다. 이것은 회전자

가정할 수 있다. 또한 저속에서 동작되므로 상 전류도

위치  에 따라 맥동하는 토크리플(torque ripple) 성분

완벽하게 제어된다고 가정할 수 있다. 그리고 총 발생

이 존재함을 의미하며 이 토크리플 성분이 함수

토크 의 모델을 모르는 상태에서 기준 전류명령

   에 포함되어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또한 식 (2),

    는 식 (7)과 같이 SR 모터를 구동하기 위한

(9)와 함수 ,   가 회전자 위치 에 대한 

최소한의 조건인 전류논리만을 만족하도록 임의로 선택

주기함수라는 사실로부터 함수    가 회전자 위치

되었다고 하자. 따라서 총 발생토크는 회전자 위치에

에 대한  주기함수(엄밀하게는  주기함수)임을

대해 주기적인 토크리플 성분을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

쉽게 알 수 있다. 즉

할 수 있다. 그러면 식 (8)로부터 SR 모터에 의해 구동

        

∀∈ 

(10)

되는 기계적인 시스템의 동역학 방정식은 다음과 같이
된다.

이것은 토크리플 성분이 회전자 위치  에 대한  주기
적으로 나타남을 의미한다. 이러한 회전자 위치에 대해

 
     

 


주기적인 토크리플은 여러 가지 문제를 유발한다. 우선

(12)



속도제어 성능의 저하를 들 수 있다. 토크리플로 인해 속

그리고 속도제어기는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도제어루프에서 발생된 기준토크명령을 정확히 발생할

PI 제어기를 사용한다고 하자.

수 없게 되고 결국 이것은 속도제어 정밀도의 저하로 직



결된다. 이러한 문제는 특히 저속제어 시 두드러지게 나

           

타난다. 또 다른 문제는 SR 모터가 어떤 다른 기구부에






  



(13)

직결되어 동작될 경우 이러한 주기적인 토크리플은 기구

여기서   는 각각 P 제어기와 I 제어기의 이득이다.

부에 상당히 큰 진동 소음을 유발하게 된다는 점이다. 이

이제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반복학습 제어를[8] 이용

러한 문제점들로 인해 토크리플은 가능한 최소화하는 것

한 토크리플 최소화 알고리즘의 핵심 아이디어에 대해

이 바람직하다. 토크리플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기준

살펴본다. 먼저 회전자 속도  와 PI 제어기 출력  의

전류명령 함수  가 앞서 설명한 기본적인 전류논리

주기성에 대해 설명한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제어

외에 다음의 조건을 추가로 만족해야 함을 알 수 있다.

기 이득   를 적절히 선택하면 식 (12), (13)으로 주

(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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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지는 폐루프시스템이 안정하게 동작하며 또한 충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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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나타나게 된다.

시간이 경과하여 폐루프시스템이 정상상태에 도달하면

PI 제어기 출력  가  주기함수라는 점과 더불어

회전자 속도  와 PI 제어기  는 회전자 위치  에 대해

주목해야할 또 다른 점은 PI 제어기의 출력이 유한한

 주기함수로 나타난다. 식 (12), (13)으로 주어지는

제어 이득으로 인해 토크리플 성분을 완벽하게 보상하



폐루프시스템은 비선형 함수     로 인해 비선형 시

지는 못하지만 토크리플의 일부를 보상하는 효과가 있

스템이 된다. 그런데 이러한 비선형시스템의 안정도와

다는 것이다. 이 점에 착안하여 만약 전체 폐루프 시스

주기성에 대한 수학적인 분석은 일반적으로 매우 복잡

템이 정상상태에 도달한 시점에서 한 주기(  ) 동안의

하고 어렵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수학적인 증명대신

PI 제어기의 출력을 샘플링하여 적당한 이득을 곱한

간단한 설명으로 대신하고자 한다.

후 메모리에 저장해두었다가 다음 제어루프가 실행될

PI 제어기의 이득   를 적절히 선택하여 속도제

때 PI 제어기 출력에 이것을 피드포워드(feed-forward)

어 루프가 안정하게 동작된다고 가정하자. 모터의 총

형태로 더해주면 토크리플 성분의 일부가 피드포워드

발생토크    가 회전자 위치에 대해 맥동하므로 이

항에 의해 미리 보상되는 효과가 있으므로 PI 제어기

러한 토크의 주기적인 맥동에 따라 회전자 속도  가

만을 사용한 경우에 비해 보다 좋은 토크리플 보상 효

맥동하게 될 것이다. 한편 PI 제어기는 속도오차를 줄

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토크리플 성

이는 방향으로 동작하기 때문에 토크리플에 의해 발생

분은 남아 있을 것이므로 폐루프 시스템이 정상상태에

되는 속도의 맥동을 가능한 억제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도달한 시점에서 또다시 한 주기 동안의 PI 제어기의

것이다. 따라서 PI 제어기의 출력  는 일정한 크기의

출력을 샘플링하여 적당한 이득을 곱한 후 메모리에

부하토크  과     에 포함된 회전자위치  에 대

저장해두었다가 다음 제어루프가 실행될 때 피드포워

해 주기적인 토크리플 성분을 보상하도록 발생하게 되

드 항에 누적하여 더해주면 이전보다 조금 더 개선된

어 결국 PI 제어기의 출력  는 부하토크  과 회전자

토크리플 보상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과

위치  의 함수 형태로 나타나며 또한  에 대해 주기적

정을 계속 반복해 주면 과정이 반복됨에 따라 토크리

이 될 것임을 알 수 있다. 만약 제어기 이득을 충분히

플 성분에 대한 보상이 점점 더 개선될 것이며 결국

크게 할 수 있다면 부하토크  과    에 포함된 주

이러한 과정이 충분히 반복되면 토크리플이 거의 대부
분 보상되어 없어질 것이고 결국 속도응답도 리플 없

기적인 토크리플 성분을 거의 대부분 보상할 수 있을

이 일정해질 것이다.

것이다. 그러나 실제 구현 시에는 제어기 이득을 지나

이상에서 설명한 아이디어를 구현하기 위해 본 논문

치게 크게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제어기 이득을 지나치

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존의 PI 제어기와 피드포워드

게 크게 하면 실제 구현 시 전체 제어시스템의 시간지

(feed-forward) 제어기가 결합된 형태의 제어기를 제안

연 등으로 인해 폐루프 시스템이 불안정해지기 쉽기 때

한다.

문이다. 따라서 제어시스템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PI 제어기 이득은 어떤 유한한 값 이하로



           

제한되는데 이 때문에 PI 제어기만으로는 토크리플 성








     

분을 완벽하게 보상하지는 못한다. 따라서 PI 제어기에

(14)

의해 일부 보상되고 남은 나머지 토크리플 성분이 속도

이 식에서 보듯이 제안된 제어기는 PI 제어기와 회전자

응답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결국 속도  는 회전자 위

위치  에 대한 함수 형태로 주어지는 피드포워드

치에 대한 주기적인 리플을 가진 형태로 나타나게 된

(feed-forward) 제어기   가 서로 더해진 형태를



다. 또한 토크리플 성분을 포함하는 함수    가 회

갖는데 피드포워드 제어기  는 회전자 위치  에

전자 위치  에 대한  주기함수인 점에 주목하면 충

대해  주기함수 형태로 선택하며 고정된 것이 아니

분한 시간이 경과한 정상상태에서 회전자 속도  는 기

고 어떤 규칙에 의해 매번 갱신된다. 피드포워드 항

준속도명령   를 중심으로  에 대한  주기적으로 맥

 를 회전자 위치  에 대해  주기적으로 선택



동할 것이며 PI 제어기 출력  역시  주기함수 형태

하기 때문에 식 (12)와 (14)로 구성되는 폐루프 시스템

(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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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서도 앞서 언급한 회전자 속도  와 제어기  의

            
   

 에 대한  주기성은 여전히 성립할 것이다.

∀∈  

이제  를 갱신하는 규칙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

(15)

명하고자 한다. 아래의 갱신규칙에서 아래첨자  는 반
복 횟수(갱신 횟수)를 나타낸다. 즉    는  번째

여기서  은 상수로서 충분히 작게 선택한다.

갱신된 함수   를 나타낸다. 그리고   는 회

(Step 4)      ∀∈  로 둔다.

전자 위치  에 대해  주기함수로 선택하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를 1 증가시키고 (Step 2)로 점프한다.

한 주기   동안만 정의하면 된다. 갱신과정은 다

이상에서 설명한 반복학습 제어시스템의 기능적 블

음과 같다.

록선도는 그림 2와 같다. 제안된 반복학습 제어기가 잘
동작됨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갱신규칙의 수렴성에 대한

(Step1)    으로 둔다.

엄밀한 증명이 필요하다. 즉 갱신 회수  가 증가함에

       ∀∈  으로 둔다.

따라 모터의 속도와 위치가 기준명령 값에 수렴하는지
여부와 총 발생토크가 인가된 부하토크  에 수렴하는

(Step 2) 식 (12)와 (14)로 주어진 폐루프 시스템이 정

지 여부에 대해 증명해야 한다. 수렴성에 대한 증명은

상상태에 도달할 때까지 기다린다. 정상상태에 도달했

수학적으로 상당히 복잡하고 어렵다. 따라서 본 논문에

을 때 PI 제어기의 출력을 회전자 위치  에 대해 한 주

서는 수학적인 증명 대신 다음 장에서 컴퓨터 시뮬레이

기(  ) 동안 샘플링하여 메모리에 저장한다. 이것을

션을 통해 제안된 반복학습 알고리즘의 수렴성에 대해


 

확인해 본다.

∀∈  로 표시하자.

식 (15)의 갱신규칙에서 상수  은 반복학습의 수렴
(Step 3)     를 다음 식에 의해 갱신한다.

성에 관계되는데  은 1 보다 작은 범위에서 선택해

Iterative Learning Controller


         
 

 







Memory
Reference Current Commands









   





   








         








Meachanical System Driven by a SRM
 
    

 





그림 2.
Fig. 2.








제안된 토크리플 최소화를 위한 SR 모터 반복학습제어시스템의 블록선도
Functional block diagram of the proposed iterative learning control system for torque ripple minimization of
SR Motors.

(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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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하는데 1 보다 크게 선택하면 수렴성이 보장되지 않

자위치  에 대한 2차원 순람표(look-up table)형태로 구

는다. 그렇다고  을 너무 작게 선택하면 수렴속도가

할 수 있다.

느려지게 된다. 따라서  ≤  ≤  정도의 범위 내

   
        ⋯    ⋯ (19)

에서  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구한 2 차원 순람표를 메모리(rom)에 저장해

제안된 반복학습 제어기가 위에서 설명한 수렴성이
보장되도록 잘 동작된다면 반복학습 횟수  가 충분히

두고 회전자위치와 기준토크명령이 주어지면 이 값들에

크면 SR 모터가 발생하는 총 토크는 외부로부터 인가

해당되는 순람표 값을 읽어 토크리플을 최소화하는 각

된 일정한 부하토크  과 근사적으로 같아지게 됨을

상의 기준전류명령을 발생할 수 있게 된다.

알 수 있다. 즉 SR 모터가 토크리플 없이 토크  을

SR 모터에 부하토크를    로 일정하게 인가하는

발생하게 된다. 이것은 반복학습이 충분히 진행된 시점

방법은 토크제어가 가능한 상용 AC 서보모터를 축과

즉 반복 횟수  가 충분히 큰 시점에서의 기준 전류명

커플링을 사용하여 SR 모터와 직결한 후 AC 서보모터

 

   가 바로 토크리플을 최소화하는 전류명

를 토크제어 하여 원하는 일정한 크기의 토크  를 발

령이 됨을 의미한다. 따라서 주어진 일정한 부하토크 

생하도록 하면 이 토크가 SR 모터에 부하토크   

에 대해 토크리플을 최소화하는 기준 전류명령은 다음

로 인가된다.

령

과 같이 선택하면 된다.

식 (19)의 2차원 순람표를 구함에 있어 토크명령의






   
        


간격을 지나치게 작게 하는 것은 필요한 메모리의 용량

  

(16a)

이 너무 커지기도 하고 순람표를 구하는데 걸리는 시간
이 너무 많이 소요되는 번거로운 작업이 될 것이기 때



           

문에 적당한 토크 간격으로(예를 들면 최대 발생토크의

(16b)


 
           

5% 에서 10% 정도의 간격) 순람표를 구한 다음 이를
실제 SR 모터 제어에 사용할 때는 선형보간(linear

여기서 
 는  번째 반복 시의 제어기

interpolation) 기법 등과 같은 내삽법을 사용하여 토크
명령에 대한 분해능을 높이도록 해야 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토크리플을 최소화하는 기준 전류
명령은 유일하지 않고 무수히 많이 존재한다. 본 논문

(17)

에서 제안된 반복학습 제어방법을 통해 얻어지는 토크

가 인가되어 폐루프 시스템(식 (12), (17))이 정상상태에

리플을 최소화하는 기준 전류명령도 무수히 많이 존재



도달했을 때의 제어기 출력  를 의미하고 반복학습 횟

하는 전류명령들 중의 하나에 해당된다. 식 (16)으로부

수  는 충분히 크다고 가정한다. 따라서 외부에서 인

터 알 수 있듯이 토크리플을 최소화하는 기준 전류명령

가하는 부하토크  의 크기를 허용 가능한 모터의 토크

은 초기에 임의로 선택한 전류명령 함수  에 의

범위  내에서

존한다. 이것은 토크리플을 최소화하는 기준전류명령의

  

  ⋯ ,

형상이 반복학습 시작 전에 선택한 기준 전류명령의 형

(18a)

     ⋯  ≤ 

상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 장의 시뮬
레이션 결과에서 초기의 전류명령 함수   의 선

(18b)

택에 따라 구해지는 토크리플 최소화 기준 전류명령의
와 같이 설정한 후 각각의 부하토크      ⋯

변화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본다.

에 대해 앞서 언급한 반복학습제어 방법을 반복해서 적

이 시점에서 두 가지 의문점이 생길 것이다. 첫째는

용하여 토크리플을 최소화하는 1상 기준전류명령(식

매번 반복 시마다 폐루프 시스템의 정상상태 응답을 메

(16b))을 회전자위치 1주기(  ) 동안    ⋯

모리에 저장해야 하는데 그러면 어느 정도의 시간이 경



과해야 폐루프 시스템이 정상상태에 도달하는가에 대한

에서 샘플링하면 다음과 같이 기준토크명령  와 회전

(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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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이 생길 것이다. 이것은 PI 제어기의 이득의 크기

여기서 계수  는 계수 값이다. 상전류   

에 관계되는 문제이기는 하지만 보통 회전자 위치  에

각각에 대해 상 토크함수    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대해 3 - 4 주기만 경과해도 정상상태에 도달하게 된

그림 3(a)와 같다. 그리고 SR 모터의 나머지 계수들은

다. 둘째, 어느 정도의 반복 학습을 해야 만족할 만한

          

수렴성이 보장되는가에 대한 의문이 생길 것이다. 다음

로 설정하였다.

장의 시뮬레이션 결과에서도 언급하겠지만 어느 정도의

이제 구체적인 시뮬레이션 방법에 대해서 설명한다.

반복 학습이 적당한 지에 대해서는 이득  의 크기와

먼저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은 C-언어를 사용하여 작성

모터의 사양에 따라 다소의 차이는 있지만 본 논문에서

되었으며

시뮬레이션한 모터 사양에 대해서는 10 번 이상 반복학

  로 하였다. 그리고 제어기를 DSP 등과 같은

습하면 즉 반복횟수  ≥  이면 충분히 수렴함을 알

마이크로프로세로 실제로 구현하여 실험하는 경우와 유

수 있었다.

사한 조건에서 시뮬레이션하기 위해 전류제어부와 모터

시뮬레이션

간격은

  ,

제어주기는

제어기 구현 시 사용되는 부가적인 H/W 장치들을 고

Ⅲ. 시뮬레이션 결과

려하였다. 전류제어기는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고이
득 PI 제어기를 사용하였다. 그리고 PWM 인버터의 캐
리어(carrier) 주파수는     , DC 링크 전압은

이 장에서는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본 논문에서 제안
한 토크리플 최소화 알고리즘의 성능을 확인해 본다.

  
  로 설정하였다.

시뮬레이션에 사용된 SR 모터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우선 실제 SR 모터에 보다 가까운 특성을 반영하도록

상 전류는 5[ kHz] 의 차단주파수를 갖는 디지털 저
역통과 필터를 통과시켜 검출하였으며 전류검출센서의

하기 위해 상 토크함수   는 다음 식과 같이 자기

시간지연은 없다고 가정하였다. PWM 인버터, 위치센

포화와 고조파(harmonics) 성분을 충분히 고려한 형태

서(인코더) 및 속도 검출, 그리고 상 전류 검출 부분을

로 설정하였다.

고려하였다. PWM 인버터의 캐리어(carrier) 주파수는



  





    

그림 3.
Fig.

3.


  


      
  
 


  로 설정
    , DC 링크 전압은   



 

(20)

하였다. 또한 위치센서인 인코더의 분해능은  



로 설정하였고 저속에서 동작되므로 회전자 속도는 인

(a) 시뮬레이션에 사용된 SR 모터의 1상 발생토크          의 파형 (b) 식 (8)의 초
기 기준전류명령 의 파형
(a) Graphic plot of    of the SR motor used in simulation at        and (b) the
shape of initial reference current command  in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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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Fig. 4.

1상 기준전류명령과 총 발생토크의 그래프 [(a) 반복학습 전 (b) 15 번째 반복학습 후]
Graphic plot of the generated total torque and the reference current command of phase 1 for the two
cases.[(a) before iteration. (b) after 15 th iteration.]

그림 5.
Fig. 5.

 번째 반복학습 시의 회전자 각속도  의 그래프 [(a)    (b)    (c)    (d)    ]
Graphic plot of angular velocity  at each  th iteration [(a)    (b)    (c)    (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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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Fig. 6.

그림 7.
Fig.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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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째 반복학습 시의 총 발생토크    의 그래프 [(a)    (b)    (c)    (d)    ]
Graphic plot of generated total torque    at each  th iteration. [(a)    (b)    (c)    (d)    ].

1상 기준전류명령과 총 발생토크의 그래프 [(a) 반복학습 전 (b) 15 번째 학습 후]
Graphic plot of the generated total torque and the reference current command of phase 1 for the two
cases.[(a) before iteration. (b) after 15 th it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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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더 펄스의 한 주기를 측정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추정

향을 주는지 관찰하기 위해 식 (7c)에서   

하였다.

    로 설정한 후 반복학습 제어기를 실행시켰다.

 

   , 외부 부하토크는

결과는 그림 7에 나타나 있다. 그림 7(a)에는 반복학습

    로 설정하였다. 속도제어기는 본 논문에서

을 하기 전인 초기의 기준 전류명령과 이때의 총 발생

제안한 반복학습 제어기 식 (14)를 사용하였고 피드포

토크 그리고 그림 7(b)에는 반복학습을 통해 구한 토크

워드 항   는 갱신규칙 식 (15)에 의해 반복적으로

리플을 최소화하는 기준 전류명령과 이때의 총 발생토

갱신하였다. 또한 시뮬레이션 해 본 결과 갱신된 제어

크가 나타나 있다. 토크리플을 최소화하는 기준 전류명

기가 인가된 후 4 주기(  ) 정도만 경과해도 폐루프 시

령의 형상(그림 7(b))이    ,    일 때의

스템이 충분히 정상상태에 도달하므로 4 주기 경과 후

토크리플을 최소화하는 기준 전류명령의 형상(그림

PI 제어기 출력을 샘플링하여  를 갱신하였다. PI

4(b))과 상당히 다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초기에 설정

제어기 이득      는 각각     ,

하는 기준 전류명령   의 선택에 따라 토크리플을

기준 속도명령은

최소화하는 기준 전류명령이 형상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 그리고 학습 이득은    으로

알 수 있다.

설정했다. 초기 기준 전류명령 함수   는 식 (7)과
같이 가장 단순하게 선택했다. 여기서 상수   는 각

Ⅳ. 결 론

각         로 설정했다. 그림 3(b)는
전류명령 함수   의 형상을 회전자 위치에 대해

본 논문에서는 반복학습제어를 이용하여 SR 모터의

나타낸 그림이다. 이러한 전류명령을 사용했을 때 모터

토크리플을 최소화하는 기준 전류명령을 구하는 방법을

가 발생하는 총토크는 즉   (식 (9) )를 회전자 위

제안하였다. 제안된 방법은 발생토크에 대한 정보를 전

치에 대해 그려보면 그림 4(a)와 같다. 상당히 큰 토크

혀 사용하지 않고 단지 속도와 위치 정보만을 필요로

리플이 발생함을 알 수 있다.

하므로 실제로 구현하기가 매우 용이하며 또한 알고리

이제 시뮬레이션 결과에 대해 살펴본다. 그림 4(b)는

즘 자체가 매우 간단하기 때문에 계산에 대한 부담도

반복학습을 15회 한 후 즉,    일 때의 총 발생토크

거의 없다. 또한 발생토크 모델을 사용하지 않으므로

의 형상과 식 (16)으로부터 얻어진 토크리플을 최소화

모델링 오차에 의한 토크리플도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

하는 기준 전류명령의 형상을 나타낸다. 초기의 토크리

시뮬레이션 결과에서 언급했듯이 토크리플을 최소화

플(그림 4(a))와 비교해 볼 때 토크리플이 현격히 감소

하는 기준 전류명령은 초기에 기준 전류명령 함수를 어

되어 거의 없어졌음을 볼 수 있다. 또한 구해진 토크리

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앞으로 토크리플

플을 최소화하는 기준 전류명령의 형상(그림 4(b))은 초

최소화와 어떤 다른 제어목적을 동시에 달성하도록 초

기에 우리가 선택한 기준 전류명령의 형상(그림 4(a))과

기 전류명령 함수를 최적으로 선택하는 방법에 대한 연

비교해 볼 때 상당한 차이가 남을 알 수 있다. 그림 5,

구가 더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전류제어오차가

6은 제안된 반복학습제어기의 수렴성을 보여주는 시뮬

크게 발생하는 고속영역에서 토크리플을 줄이는 문제에

레이션 결과이다. 그림 5는 반복학습이 진행됨에 따라

대한 연구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변화하는 속도 응답을 나타내는 그림이다. 주기적인 속
도의 맥동 성분이 반복학습이 진행됨에 따라 점차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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