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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e conventional wheelsets has disadvantages of
potential oscillatory instability. In the paper, a design of the
permanent magnet synchronous machine of independent-wheel type
for near-surface is performed. Also, the lateral displacement control
algorithm is proposed. The subcale bogie can maintain the centering
by this algorithm. The design of the machine is verified by BEMF.
And the validity and usefulness of the lateral displacement control
algorithm is verified by experimental results.

1. 서    론

본 논문에서는 저심도 독립 차륜형 축소 대차의 전동기 해석을 통해
직선 주행 성능 및 곡선 주행 성능이 우수한 영구자석형 동기 전동기를
설계하며, 횡 변위 제어 알고리즘을 제안하여 독립 차륜형 축소 대차의
주행 성능을 향상시키는 연구를 수행한다. 저심도 독립 차륜형 축소 대
차의 부하 조건을 분석하여 주행 패턴에 적합한 전동기 타입을 선정하
며 상세 설계를 통해 목표 성능을 만족시켰다. 또한, 횡 변위 제어 알고
리즘을 통해 독립 차륜형 전동기로 구성된 대차가 플랜지 접촉 없이 센
터링을 유지 할 수 있는 기법을 제안하였다. 제작된 전동기는 역기전력
을 비교하여 성능을 검증하였고, 횡 변위 제어 알고리즘은 외란을 발생
하여 복원력을 테스트함으로써 유효성을 검증하였다.

2. 독립 차륜형 전동기 설계

  2.1 부하 조건에 따른 전동기 타입 선정
차량의 주행은 직선 주행과 곡선 주행으로 나뉜다. 직선 주행 시 다음
식(1)과 같이 회전 저항을 극복하는 출력, 공기 저항을 극복하는 출력,
경사면을 올라가거나 내려갈 때 필요로 하는출력, 차량의 가감속 때 요
구되는 출력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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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곡선 주행 시 양측의 속도 조건을 만족하기 위하여 각 차륜의 독립
제어를 수행한다. 4개의 전동기를 독립적으로 제어하기 위해서 순시 토
크 제어 성능이 가장 중요한 요구 조건이 된다. 영구 자석형 동기 전동
기는 릴럭턴스 토크와 마그네틱 토크를 모두 사용하는 IPMSM과 마그
네틱 토크만 이용하는 SPMSM이 널리 이용된다. 출력 밀도는 IPMSM
이 SPMSM에 비해 우수한 특성을 지니지만, 릴럭턴스 토크를 이용하기
때문에 제어성은 SPMSM이 더 우수하다. 따라서 우수한 곡선 주행 성
능을 얻기 위해 SPMSM을 선정하였다.

  2.2 SPMSM 설계
45kW 저심도 차량용 조향대차의 1/5 scale 축소 모델의 경우 각 변의
길이가 1/5씩 감소하기 때문에 전체 부피가 1/125로 감소한다. 따라서
축소 모델의 요구되는 출력은 360W가 된다. 본 논문에서는 출력 마진
을 고려하여 400W급 SPMSM을 설계하였다.
SPMSM의 경우 회전자 회전 시 영구자석 비산 방지를 위한 캡 구조
가 존재하며, 이로 인해 공극이 더 넓어지는 단점을 지닌다. 이러한 회
전자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그림 1>과 같은 형상을 선정하였다. 형
상은 IPMSM과 유사하나, 립과 브릿지 부분에 자속밀도가 집중되어 포
화되기 때문에 d축과 q축 인덕턴스 값이 동일하다. 따라서 마그네틱 토
크만 가지는 SPMSM과 동일한 특성을 지닌다.
<그림 2>는 설계된 독립 차륜형 전동기가 2400RPM으로 회전 시의 해
석 결과를 나타낸다. 역기전력 파형이 정현적으로 나오는 것을 확인 하

였고, 토크의 평균값이 2.26Nm로 요구 출력인 400W 이상을 만족하며
토크 리플은 6.18%이다.

<그림 1> 독립 차륜형 전동기 해석 모델

           (a) 역기전력                       (b) 토크
<그림 2> 독립 차륜형 전동기 해석 결과

3. 독립 차륜형 대차의 횡 변위 복원 제어

독립 차륜형 전동기의 토크 제어 시스템에 횡 변위 복원 제어 기술
을 추가하면 <그림 3>과 같은 제어 블록이 된다. 축소형 대차의 동력을
얻기 위해 4대의 SPMSM에 동일한 토크 지령 Tc가 들어간다. 여기에
횡 변위 복원을 위한 토크 Tl, T2, T3, T4가 전동기 4대에 각각 인가된
다. 따라서, 전동기가 발생시켜야 하는 토크 지령은 동력 토크와 횡력
토크를 합한 Td1, Td2, Td3, Td4가 발생한다. 토크 지령은 토크 상수에 의
해 d축과 q축 전류 지령으로 변환되며, PI 전류 제어기를 거쳐 전압 지
령을 형성한다. 형성된 전압 지령을 d-q 역변환을 통해 3상 인버터의
스위칭 상태를 결정하게 되고, 이로 인해 SPMSM에 전압이 인가되어
전동기가 원하는 토크를 발생하게 된다. 전동기 4대에 각각 토크가 발생
하여 대차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이에 따라 횡 변위도 발생하게 된다.
발생 된 횡 변위를 레이저 센서로 인식하여 초기 상태와 비교하여 횡력
토크를 각각 생성한다.

<그림 3> 횡변위 복원 알고리즘을 적용한 SPMSM 제어 블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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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회전자                       (b) 고정자

<그림 4> 독립 차륜형 전동기 제작

<그림 5> 독립 차륜형 전동기의 역기전력 파형

4. 시험 결과

  4.1 전동기 제작 및 시험
<그림 4>는 해석 된 모델을 바탕으로 제작된 독립 차륜형 전동기의
회전자 및 고정자를 나타낸다. 회잔자 코어의 공극에 볼트를 삽입하여
회전자를 조립하였으며, 고정자 외곽에 홈을 두어 적층을 고정하였다.
<그림 5>는 제작된 독립 차륜형 전동기의 역기전력 파형을 나타낸다.
해석 된 결과인 <그림 2>와 최대값 및 실효값을 비교하면 <표 1>과
같다. 해석 값과 실험 값의 역기전력 오차가 5% 이내인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표 1> 독립 차륜형 전동기의 해석 및 실험 역기전력 비교

Max Rms

Simulation 18.45 13.45

Experiment 19.41 14.15

  4.2 횡 변위 복원 시험
제작된 독립 차륜형 전동기 4대를 이용해서 독립 차륜형 대차를 구성
하면 <그림 6(a)>와 같다. 전동기 1대가 각각 대차의 바퀴 하나씩을 할
당하고 있으며, 감속기를 통해 접속되어 있다. 전동기의 회전자 위치를
측정하기 위해 엔코더를 이용하였다. 레이저 센서 4개를 대차 바퀴의 중
앙 부분에 고정시켜서 대차의 횡 변위를 인식 할 수 있게 구성하였다.
<그림 6(b)>는 독립 차륜형 전동기를 이용한 횡 변위 복원 시험용 인
버터 및 제어기를 나타낸다. 1C1M 시스템이기 때문에 인버터는 총 4대
가 요구되고, 제어기 하나 당 인버터 2대를 담당 할 수 있게 시스템을
구성하였기 때문에 DSP 2대를 이용하였다.

     (a) 독립 차륜형 대차           (b) 인버터 및 제어기

<그림 6> 횡 변위 복원 시험을 위한 세트

<그림 7> 레이저 센서를 통한 횡 변위 측정

<그림 7>은 횡 변위 복원 시험을 통한 결과를 나타낸다. 레이저 센서
를 이용하여 좌, 우 횡변위 데이터를 얻고, 이를 횡변위 복원 알고리즘
을 통해 센터링이 유지 될 수 있게 제어하였다. <그림 7>을 보면 외란
이 발생하더라도 센터링이 잘 유지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5. 결    론

본 논문은 독립 차륜형 전동기 설계를 통해 축소형 독립 차륜 대차의
횡 변위 제어 여부를 확인 하였다. 순시 토크 제어의 용이성을 위해
SPMSM 모델을 선정하였으며, 비산 방지 및 유효 공극을 증가 시키기
위해 IPMSM 형상으로 설계 하였다. 곡선 주행 성능을 확인하기 위해
레이저 센서를 통해 횡 변위 복원 알고리즘을 구성하였고, 외란이 발생
할 때도 센터링을 유지 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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