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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주, 양병렬, 황규윤, 권병일

한양대학교

Optimal Design of an In-Wheel Permanent Magnet Synchronous Motor for mobile robot

Dong-joo Shin, Byoung-yull Yang, Kyu-yun Hwang, Byung-il Kwon

Hanyang University

Abstract - This paper presents a multi-objective optimal 
design process for an in-wheel permanent magnet 
synchronous motor (PMSM) for high performance. In order to 
improve the characteristics of the PMSM such as the cogging 
torque, torque ripple and the back-EMF, the modified Taguchi 
method and the response surface method (RSM) are utilized. 
In addition, results of the proposed model are compared with 
the initial design and it is verified by 2D FEM.

1. 서    론

  구자석 동기 동기(PMSM)는 고효율 모터로써, 콤 셔, 스핀들, 
기자동차, 로  등의 구동용  제어용의 핵심 부품으로서 그 응용범
를 넓 가고 있다. 특히 In-wheel PMSM을 이동용 로  는 운송 
수단에 사용할 경우, 클러치나 기어 같은 별도의 동력 달 기기를 사용
하지 않아도 된다. 따라서 동력 달 손실은 최소화되고 운  효율은 향
상된다[1].
  하지만, PMSM은 회 자의 구자석과 고정자의 치 사이에서 발생되
는 자기력 분포에 의해 발생되는 코깅 토크를 가지며, 이는 포지셔닝 에
러, 소음  진동의 원인이 된다. 이러한 소음  진동의 원인이 되는 
코깅 토크를 감하기 하여 실험계획법의 하나인 다구 법과 반응표
면법이 근래에 동기 최 설계분야에 용되고 있다[2]. 다구 법은 고
도의 통계지식이 없이도 동기 최 설계에 쉽게 용이 가능하며, 요인
배치 설계의 스크리닝(screening)방법[4]으로 주 효과를 분석하고 최
화모델을 설계할수 있는 장 이 있다. 하지만 설계변수에 한 선택  
최 화라는 단 이 있다. 한 단일목 함수를 고려한 최 화설계를 실
시할 경우, 한쪽으로 편향된 결과를 얻을 수 있으므로, 다목  함수들을 
고려하면서 최 화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반응표면법은 지역  최 화
에 주로 사용되며, 설계변수의 범 가 범이 하거나, 반응값이 복잡할 
경우 많은 에러를 포함하는 단 이 있다[4].
  본 논문은 기본설계된 In wheel 동기의 세부최 설계를 해 다구
법과 반응표면법을 순차 으로 용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이 과정에

서 다구 법과 스크리닝방법을 이용하여 설계변수의 범 를 좁힌 후, 반
응표면법을 용하 다. 다구 법에서는 다목 함수를 고려가 가능하도
록 Modified Taguchi법을 이용하 고, 반응표면법에서는 제약최 화를 
진행하여 최 값이 한쪽으로 편향되는 을 고려하 다.

2. In-wheel PMSM의 영구자석 형상 최적설계

  2.1 해석  모델
  본 논문에서 해석에 사용한 모델은 1.5kW  In-wheel PMSM으로써 
2상 20극 24슬롯을 가지며, 구자석은 NdFeB 마그네트를 사용하 다. 
해석 모델의 1/2 단면도를 그림 1에 나타내었다. 설계한 In-wheel 
PMSM의 효과 인 구자석 최 설계를 해 modified 다구 법을 이
용하여, 역범 에서의 최 해를 구하고, 스크리닝방법을 이용하여, 설
계변수의 범 를 좁힌 후, 순차 으로 반응표면법을 이용하여, 최 의 
해를 구하 다.

<그림 1> 해석 모델

2.2 Modified 다구찌법과 반응표면법
  Step Ⅰ: modified 다구 법을 이용하고, 순서는 다음과 같다.
1) 변수의 개수에 맞는 실험 횟수와 각 실험에서의 변수값을 정한다.
2) 각 실험을 통해 얻어진 특성치의 실험값들(코깅토크, 역기 력, 토크
리 , 평균토크)의 각각의 S/N비를 구한다. S/N비는 품질 특성치를 분
석할 경우, 평균과 변동을 하나로 묶는 성능척도 정보로 사용된다. 

  ⅰ) 품질 특성치가 작으면 작을수록 좋은 망소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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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ⅱ) 품질 특성치가 크면 클수록 좋은 망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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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해야할 특성치 ( 로 코깅토크, 역기 력, 토크리 )가 p개 종류로 
 ⋯ 가 있다면, 여기서 y는 실험의 결과 값들이다. 특성치에 

응하는 p개 종류의 S/N비  ⋯ 를 계산할 수 있다. 실

험 개수를 n이라 할 때, 총 계산된 S/N비는 ×개가 존재 한다.
3) 실험을 통하여 계산한 평균값과 표 편차를 가지고 각각의 SN비를 
식 (3)과 같이 z-표 화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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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번째 특성의 n개의 실험을 통하여 계산한 평균값,

   : p번째 특성의 n개의 실험을 통하여 계산한 표 편차

4) 각각의 표 화된 
의 값에 가 치를 부과하여 TS(total S/N비) 

성능 척도를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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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는 각 특성의 가 치로 
 



    이다.

5) TS성능척도가 가장 크게 나타난 인자들의 수 이 최 값이다.

Step Ⅱ: 반응표면법을 이용한다.
6) 스크리닝방법을 이용한 설계변수범 를 재설정한다.
7) 실험방법은 심합성계획법을 이용하며, 용변수의 개수에 맞는 실
험 횟수를 정한다.
8) 최소자승법을 이용한 2차 회귀방정식의 계수을 구한다[4].
9) 오차분석  FEM해석을 통한 검증

2.3 설계인자와 수준
  다구 법과 반응표면법을 순차 으로 용하 으며, 표 2와 3은 
modified 다구 법과 반응표면법 각각의 설계 인자와 그 수 을 보여
다. 그림 3은 코깅 토크 감을 한 3개의 설계 인자를 나타내고 있다.

<표 2> Modified 다구찌법의 설계 인자와 수준

제어 인자 level 1 level 2 level 3 내용

θ[degree] 10 12 14 자극의 각도

T[mm] 1.2 1.0 0.8 자석 끝부분의 두께

R[mm] 250 200 150 자석 안쪽 호의 반지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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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반응표면법의 설계 인자와 수준

제어 인자 level 1 level 2 level 3 내용

θ[degree] 12 13 14 자극의 각도

T[mm] 1.2 1.1 1.0 자석 끝부분의 두께

R[mm] 250 225 200 자석 안쪽 호의 반지름

<그림 3> 설계 인자

의 순서 로 modified 다구 법[3]을 이용해서 선정한 변수들이 코깅 
토크, 역기 력, 토크 리 , 평균 토크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고, S/N비
를 구한 결과 값에서 각각 가 치를 0.25, 0.25, 0.35, 0.15 으로 부여함으
로써 얻은 total S/N 비의 값은 그림 4와 같다.

 

<그림 4> Total S/N 비
 
  Modified 다구찌법으로 디자인된 값 (θ3, T2, R1) =(14 ,〫 1.0㎜, 250㎜)  
을 구하 다. Modified 다구 법의 결과를 바탕으로 두 번째 단계인 반
응표면법을 이용하여 최 의 값을 구한다. 최소자승법으로 회귀계수들을 
얻었으며, 목 함수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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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x1 , x2, x3는 각각 θ, T, R 이며, f(x), g(x), h(x)는 설계변수에 
한 코깅 토크값, 역기 력 값과 토크리 값을 각각 근사화시킨 함수이

다. Step I에서 얻은 결과를 심으로 심합성계획법을 실행하 으며, 
역기 력의 평균치를 Step I에서 얻은 6.58[V]값을 만족하면서 보다 최
소의 코깅 토크와 토크리 을 갖는 최  값을 구하 다. 제약최 설계를 
진행하기 해 목 함수와 제약함수를 구성하 으며, 이는 아래와 같다.

Object function f(x1, x2, x3) : 코깅토크
Constraint function g(x1, x2, x3): 역기 력  > 6.58 [V]
                      h(x1, x2, x3): 토크리  ＜  2  [Nm]

  반응표면법을 이용하여 얻은 설계변수 θ, T, R 의 최 값은 각각 
(0.028, 1.233, -0.089) (13.02[°], 1.03[mm], 226.32[mm]) 이다. 기 모델
과 최  모델의 형상은 그림 5와 같다.

(a) 초기 모델 (b) 최적 모델
<그림 5> 초기 모델과 최적 모델의 자석 형상

2.4 해석 결과
  그림 6은 기모델와 Step I, Step II 에서 구한 최 모델들이 갖는 코
깅 토크, 역기 력, 토크 리 의 형들을 보여 다. 최 화가 진행될 수
록 동기의 코깅토크  토크리 은 효과 으로 감되었다. 

(a) 코깅 토크 파형

(b) 역기전력 파형

(c) 토크 리플 파형

<그림 6> 초기 모델과 최적 모델의 특성 파형

<표 4> 해석 결과 값

코깅 토크
[Nm](p-p)

역기 력(avg)
토크 리
[Nm](p-p)

기 모델 0.95626 6.5733 2.6766

Step I. modified 다구 0.15723 6.9321 1.3086

Step II.     RSM 0.07086 6.5811 1.2435

  

  표 4는 최 화 과정에서 얻은 결과값들을 수치 으로 보여 다. 기
모델과 Step Ⅱ 에서 얻어진 최 값을 비교해 보았을 때 평균 토크 값
이 약 0.53% 감소되지만, 제약조건인 역기 력과 토크리 의 값을 만족
하 고, 기모델에 비해 코깅토크와 토크리 이 각각  92.59%, 53.54% 
감되었다.

3. 결    론

    본 논문에서는 In wheel 동기의 구자석을 이용한 다목  최
설계를 해 다구 법과 반응표면법을 2단계로 분류하여 순차 으로 
용하 다. 최 값이 한쪽으로 편향되는 을 고려하기 해, 첫번째 단
계에서는 다목  최 화가 가능한 Modified 다구 법으로 이용하 으며, 
두 번째 단계에서는 제약함수를 고려한 반응표면법을 실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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