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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논문은 영구자석 전동기의 권선과 영구자석의 온도를 추정하는 인
공 신경망 기반 모델을 제안한다. 영구자석 전동기의 온도 정보는 지나
치게 높은 온도에서의 구동을 방지하여 사고나 영구적인 성능 저하를 막
는데 필수적이다. 영구자석 전동기의 온도를 추정하는 기존 연구로 고정
자 저항이나 쇄교자속 등의 전기적 제정수들이 온도에 따라 그 크기가
변하는 특징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 그런데 이 방법으로는 권선이나
영구자석의 온도 분포 정보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전동기 내부의 최고
온도를 알기 어렵다. 이와 달리 영구자석 전동기의 구조와 손실을 열등
가회로로 표현하여 관심 부위들의 온도를 추정하는 기존 연구들이 있다.
하지만 이 방법에는 각 부위로 유입되는 각 종류의 손실 정보가 필요한
데 이를 운전 조건과 온도에 따라 조사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영구자석 전동기 관련 모델링 기법을 활
용하지 않고, 데이터 주도적인 접근을 취한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모
델은 운전 조건으로부터 바로 영구자석 전동기 내 관심 부위들의 온도를
추정하는 모델이다. 제안하는 온도 추정 모델은 온도와 운전 조건의 과
거 정보들로부터 다음 샘플링의 온도를 추정하는데, 입출력 사이의 비선
형 관계의 묘사를 위해 인공 신경망을 이용한다.
본 논문은 기본적인 구조인 FNN(피드포워드 신경망)과 시간에 따른
특징을 포착하는 데 강점을 갖는 CNN(컨볼루션 신경망), RNN(순환 신경
망)을 사용한 온도 추정 모델들을 구성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각 구조의
추정 성능을 표현 자유도에 따라 비교해 보인다. 본 논문은 인공 신경망
의 출력이 온도가 아니고 온도의 변화인 DFNN 구조를 제안하고, DFNN
이 FNN에 비해 학습 속도와 추정 성능에 있어 강점을 가짐을 설명한다.
i

그리고, 손실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생성된 비선형 변수들로 입력을
대체함으로써 인공 신경망의 복잡도나 추정 성능에 개선을 이룰 수 있는
지 확인한다. 또, 연속적인(폐루프) 온도 추정의 오차가 작은 모델을 얻
기 위해 인공 신경망이 가져야할 표현 자유도를 정하는 과정을 제안한다.
인공 신경망은 영구자석 전동기의 온도를 변화시키며 속도와 토크의
다양한 조합을 담고 있는 두 종류의 프로파일로 훈련되고 평가되었다.
전체 데이터셋에 대해 폐루프 추정 오차의 최대치가 가장 작은 DFNN
모델은 추정 중 3.5 ° C의 최대 오차를 보였고, 평균 절댓값 오차는 0.7
° C였다. (비교를 위해 제작된 비선형 설명 변수를 사용하는 회귀 모델은
최대 14.2 ° C의 오차를 보였다.) 폐루프 추정에서, 비선형 설명 변수를
활용하거나 CNN, RNN 구조를 사용하는 것에 비해 단순한 입력 변수를
갖는 DFNN이 안정적인 성능을 보였다.
본 논문은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식별된 비선형 온도 추정 모델의 점
근적 안정성을 조사하는 방법을 제안하고, 훈련된 모델의 안정성을 전체
운전 영역에 걸쳐 조사하는 과정을 함께 제안한다. 제안된 인공 신경망
의 구조 및 생성 과정의 유효성은 2개 실험과 1개 예시 비선형 시스템을
통해 검증되었다.
제안된 DFNN 기반 NARX 모델은 충분히 높은 샘플링 주파수가 사용
되었거나 샘플링 간 상태의 차분이 작게 측정된 데이터셋에 대해 높은
학습 및 추정 성능을 갖는다. 이에, 전동기의 온도 추정에 국한되지 않고,
제안된 모델은 임의의 비선형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묘사하는데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주요어 : 영구자석 전동기, 온도 추정, 비선형 시스템 식별, 인공 신경망
학 번 : 2015-20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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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1.1 연구 배경
영구자석 전동기는 높은 토크를 높은 효율로 출력할 수 있는 점에서
그 활용 범위가 넓어져 가고 있다. 영구자석 전동기는 직류 전동기의 브
러시와 같이 마모되는 특성을 갖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유지보수 측면에
서도 강점을 갖고 있다. 나아가 운전 기법, 고장 진단과 대응 등의 기법
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고 있어 영구자석 전동기는 지속적으로 발전하며
적용 어플리케이션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1]–[13]. 영구자석 전동기가
더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부피에 대한 출력 토크 및 전력 밀도를
높이려는 연구가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연구에는 크게 두 방
향이 있는데 한 가지는 영구자석이나 고정자 및 회전자의 구성 성분을
바꾸는 것이고 다른 방향은 기기의 물리적 변수들(자석의 두께, 배치 각
도 등)의 최적 값을 찾는 것이다 [14]–[19].
그런데 영구자석 전동기의 넓은 운전가능영역을 계속 활용하면 운전
중 발생하는 손실로 인해 전동기 내부의 온도가 높아져 물리적인 손상이
발생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온도에 따른 실질적인 운전가능영역은 변하
게 된다. 영구자석 전동기의 출력 밀도가 높아지는 가운데 열 또한 더
좁은 공간에서 더 많이 발생하게 되므로 온도 정보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고온에 의한 전동기의 고장 요인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권선을
감싸는 절연 물질의 변형 및 기화이다. 과도한 고온에 도달하거나 고온
에서 장시간 동작 함으로 인해 절연 물질에 변화가 생기면 권선에서 단
락(turn-to-turn, coil-to-coil, phase-to-phase, phase-to-ground)과 개방 고장이 발
생할 수 있다 [20]. 합성 에나멜로 덮인 권선을 사용하는 경우에 대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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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을 추정하는 기존 연구들이 있는데 다음 형태의 식을 기반으로 한다
[20]–[22].
(절연 물질 수명) = 7 ∗ 2(

(권선 온도))/

[years]

(1.1)

Montsinger[22]에 의해 제시된 형의 위 식은 전동기(권선)의 온도가 8 ° C
증가 할 때 마다 절연 물질 및 권선의 수명이 반으로 줄어드는 것을 의
미한다.
온도가 높을 때에 발생하는 다른 전동기의 문제로는 영구자석의 비가
역적 감자(減磁; demagnetization) 현상이 있다. 영구자석의 주변에 자석과
반대 방향으로 외부 자속이 강하게 형성되는 경우 영구자석은 자력을 잃
게 된다. 영구자석 전동기를 고속에서 운전하려면 역기전력의 크기를 제
한하기 위하여 고정자는 자석이 자화된 반대 방향으로 자속을 형성(약자
속 운전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매입형 영구자석 전동기를 높은 효율로
운전하기 위해 제어기는 입력 전류당 최대 토크를 출력하도록 동작하는
데(maximum torque per ampere(MTPA)), 이 때에도 릴럭턴스 토크의 활용을
위해 자석의 반대 방향으로 고정자 자속이 형성된다. 고온에서 감자 현
상이 주의 시 되는 이유는 영구자석의 온도가 높아질수록 비가역적 감자
현상을 일으키게 되는 외부 자속의 경계점이 낮아지기 때문이다 [23],
[24]. 다시 말하면, 영구자석 전동기의 실질적인 운전가능영역이 영구자
석의 온도가 상승함에 따라 점차 좁아지게 된다.
위의 이유로 영구자석 전동기를 높은 출력으로 장시간 이용하는 응용
분야에서는 권선과 영구자석의 온도를 모니터링하며 출력을 제한하는 알
고리즘이 함께 사용된다. 그런데 온도 센서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외함에
구멍을 뚫는 가공이 요구되며 센서들의 주변 회로는 전체 시스템의 비용
을 크게 상승시킨다. 특히 영구자석의 경우 회전자에 있기 때문에 접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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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1.1 전기적 제정수와 열등가회로 기반 온도 추정 방법 블록도
(a) 전기적 제정수 기반 방법 (b) 열등가회로 기반 방법

식 센서를 사용하여 온도를 측정하려면 자체 전원으로 온도 측정이 가능
하며 무선 통신으로 결과를 송신하는 부착형 보드가 필요하고, 경우에
따라 축을 가공하는 작업이 요구되기도 한다 [25], [26]. 이에 더해, 센서
를 사용한 온도 측정 방식은 전동기의 내부에 설치된다는 점에서 물리적
인 내구성(작동 온도 범위, 접착력, 원심력 등)을 잘 고려해야 하는 설계
상의 어려움을 갖고 있다.
때문에 센서를 사용하지 않고 영구자석 전동기의 온도를 추정하는 기
법들에 대한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들은 크게 전기적 제정
수 기반 온도 추정 기법[27]–[36]과 열등가회로(thermal equivalent circu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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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 기반 온도 추정 기법[37]–[44]으로 나뉜다. 전기적 제정수 기반 온
도 추정 기법은 온도에 따라 변하는 전기적 제정수를 사전에 다양한 운
전 조건에서 미리 조사해 두고, 운전 중 해당 제정수의 값을 추정하는
알고리즘을 구현한 뒤 온도를 테이블로부터 추정하는 기법이다. 열등가
회로 기반 온도 추정 기법은 열역학적으로 전동기의 구조를 해석하여 전
동기를 회로의 형태로 표현하고 각 부위(노드)에서 발생하는 열을 추정
함으로써 각 부분의 온도를 추정해 나간다. 그림 1.1은 두 방법을 블록도
로 표현하여 비교한다.
온도를 추정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기적 제정수는 추정하고자 하는
전동기의 부위와 운전 영역에 따라 다르게 선택된다. 고정자(권선)의 온
도를 추정하는 데에는 권선의 저항을 추정하는 기법이 사용된다 [27],
[29], [34]. 권선의 저항이 온도에 대해 단조증가한다는 성질을 사용하여
권선의 온도가 추정된다. 회전자(영구자석)의 온도를 추정하는 데에는 영
구자석의 쇄교자속(flux linkage)을 사용하거나 권선의 인덕턴스를 사용한
다 [32], [33], [36], [44], [45]. 온도가 높아짐에 따라 영구자석의 잔류자속은
단조감소하는 특성을 갖기 때문에 쇄교자속을 통해 영구자석의 온도가
추정될 수 있다. 혹은 영구자석의 잔류자속이 온도에 따라 변화함으로
인해 고정자 권선의 인덕턴스가 변화하는 성질을 미리 파악하여 영구자
석의 온도를 추정하는 방법도 있다.
전기적 제정수 기반 방법들은 모두 영구자석 전동기의 전압 방정식에
기반하는데, 전압 방정식 내에서 온도의 추정에 사용할 전기적 제정수가
포함된 항이 다른 항들에 비해 클 때에 온도를 정확히 추정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저속 영역의 경우 영구자석이 형성하는 기전력의 크기가 다른
항에 비해 작아지게 되고, 온도에 따른 기전력의 변화는 더욱 작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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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측이 어렵다. 따라서 저속 영역에서는 고주파 주입을 통한 권선의 인
덕턴스를 측정하는 것이 회전자의 온도를 추정하는 데에 유리할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영구자석 전동기의 온도를 넓은 영역에서 추정하려면 전
기적 제정수 기반 온도 추정 기법들을 동시에 구현하여 결합해 사용할
필요가 있다. 전기적 제정수 기반 온도 추정 기법들이 갖는 추가적인 단
점으로 온도의 분포에 대한 정보를 얻기 어렵다는 점이 있다. 가령 권선
의 저항값으로부터 온도를 추정한 경우 이는 권선 전체의 평균 값을 추
정하게 된 것인데 실제 전동기의 권선은 일반적으로 양 끝 부분이 중앙
에 비해 높은 온도를 갖는다 [46]. 이러한 온도 차이는 심할 경우 수십
° C가 될 수도 있는데, 절연 파괴는 권선의 한 부분에서만 발생하더라도
기기의 고장으로 이어지므로 온도의 분포를 아는 것은 전동기의 정상 구
동에 있어 중요하다.
전동기의 다른 온도 추정 기법인 열등가회로 기반 방법은 위의 단점을
근본적으로 해소한다. 영구자석 전동기 각 분위와 여러 종류의 손실, 그
리고 냉각 환경 사이의 관계를 고려하여 각 부위의 온도를 계속 추정하
는 기법이기 때문에 전동기 내의 최고 온도를 항상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기법은 열등가회로를 얻는 과정과 손실의 추정에 있어 어려움을 갖고
있다. 공간 상에 존재하는 전동기를 유한한 개수의 열저항들과 열캐패시
턴스들 사이의 연결로 변환하여 표현하는 것은 상당한 구조적 압축의 과
정이다. 영구자석 동기기에서 발생한 손실은 열등가회로의 노드들에 분
산하여 유입되는 것으로 표현되는데, 공간에 분포하여 발생하는 손실이
열등가회로의 각 노드에 유입될 크기를 알아내는 것은 쉽지 않다. 따라
서 열등가회로의 생성 이후에 각 노드에서 유입되는 손실을 실험적으로
식별(identification)하는 연구가 수행되어 왔다 [41], [47]–[49]. 하지만 이러

5

한 식별 과정에는 한계가 있는데, 사전에 제작된 열등가회로의 각 노드
에 대응되는 지점들로써 전동기의 특정 부위들에 온도 센서들을 부착하
는 방식으로 실험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또한 열등가회로를 사전에 정해
놓은 상태에서 실험 결과를 해석하는 경우 손실의 크기와 분포를 잘못
식별하게 된다.
이에 본 논문은 구조에 대한 사전 해석 결과를 사용하지 않고 실험 결
과에 기반하여 온도 추정 모델을 생성하는 방법에 대해 연구하고자 한다.
어떤 시스템으로부터 직접 취득한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해당 시스템의
현상을 설명하고 예측하는 연구 방식을 데이터-주도적 (data-driven) 연구
라 이른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상태(온도와 운전 조건)에 놓인 영구자
석 전동기의 온도 변화를 미리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온도를 추정하는
모델을 제안하고자 한다. 관련하여, 다양한 온도 변화 특성을 관찰하기
위한 운전 프로파일을 제안하고, 취득된 데이터셋을 추정 중 반영하기
위하여 인공 신경망을 이용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생성하고자 하는 온도 추정 모델은 과거의 운전 조건과 온도 정보를
활용하여 다음 순간(샘플링)에서의 온도를 추정하는 모델이다. 이러한 기
능을 하는 모델 중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선형 상태 방정식이다. 영구
자석 전동기 내부 관심 부위들의 온도를 상태로 하고 운전 조건들의 함
수로 표현되는 입력을 갖는 선형 상태 방정식을 구성하면 최소 제곱법
(least squares method)을 사용하여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시스템을 식별할
수 있다. 영구자석 전동기 내의 다양한 부위에 대한 열 흐름과 손실 유
입을 묘사하려면 상태와 입력의 과거 정보들을 함께 사용해야 하고 이러
한 형을 갖는 식은 Auto-Regressive with eXogenous input (ARX) 모델로 불
린다. 선형 상태 방정식 혹은 ARX 모델을 사용하여 시스템을 올바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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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별하고 좋은 추정 성능을 얻으려면 입력 벡터를 적절히 선정해야 한다.
입력 벡터는 운전 조건과 온도의 변화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는 역할을
하는데 입력 벡터 원소들의 선형 조합으로 다양한 손실이 표현될 수 있
어야만 온도의 변화가 잘 설명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접근을 통
한 온도 추정 모델의 생성에는 적절한 입력 벡터를 생성하는 기법이 함
께 사용되어야 한다.
그런데 ARX 모델은 영구자석 전동기의 온도 추정을 하는 데에 한계
를 갖는다. 영구자석 전동기 각 부위 사이의 열 전달 특성이나 발생하는
손실들이 온도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권선 저항의 크기는 앞
서 언급되었듯이 권선의 온도에 비례하여 변화하고, 권선에서 발생하는
동손(conduction loss)은 권선 저항의 크기에 비례한다. 즉, 영구자석 전동
기는 상태(온도)에 따라 시스템의 동작을 표현하는 식이 바뀌는 동역학
계(dynamic system)이고, 비선형 ARX (nonlinear ARX; NARX) 모델을 사용
할 때에 더 정확한 묘사가 가능하다. NARX 모델은 ARX 모델과 같이 과
거의 상태와 입력들을 사용하여 다음 상태를 표현하지만 식별의 목표가
다르다. ARX 모델은 각 지연 별 상태와 입력에 곱해지는 ‘일정한’ 모수
(parameter)를 찾는 것이 목표인 반면, NARX 모델은 각 지연 별 상태와
입력들을 입력으로 갖는 비선형 함수를 찾는 것이 목표이다.
NARX 모델의 비선형 함수를 표현하는 방법으로 크게 세 가지를 생각
할 수 있다. 첫째는 다양한 조건에 대해 모두 시험하여 테이블로 저장하
는 방법이다. 하지만 높은 차원의 테이블을 저장하는 것은 방대한 메모
리를 요구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구현에 있어 한계가 있다. 두 번째 방법
은 시스템에 대해 알려진 지식을 바탕으로 다양한 비선형 설명 변수들
(운전 조건과 온도의 곱의 조합)을 만들어 회귀 모델을 구성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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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1.2 비선형 회귀 모델과 인공 신경망 기반 온도 추정 방법 블록도
(a) 비선형 회귀 모델 기반 방법 (b) 인공 신경망 기반 방법

적절한 설명 변수를 알지 못할 경우 모든 경우의 설명 변수 후보를 생성
한 다음 단계적 회귀(stepwise regression)을 통해 종속 변수(온도)의 변화
를 가장 잘 설명하는 순으로 설명 변수의 집합을 구성할 수 있다. 마지
막 방법은 인공 신경망을 구성하고 비선형함수를 학습시키는 방법이다.
최근 연산 기술과 알고리즘의 발전으로 인공 신경망이 점차 넓은 영역
에서 사용되고 있다. 인공 신경망은 전동기 구동 분야에서도 응용되고
있으며 부스트 컨버터의 제어, 전동기의 센서리스 구동까지 그 적용 범
위가 넓어지고 있다 [50]–[53]. 인공 신경망은 사람의 이해로 표현하기
어려운 입력과 출력 사이의 관계를 묘사해 내는 강점을 인정받아왔다.
예를 들어, 이미지를 사람보다 더 정확하게 분류해내는 인공지능, 어떤
주어진 게임에 대해 인위적 지능보다 더 나은 점수를 얻는 경우 등이 있
다 [54], [55]. 본 논문에서는 영구자석 전동기의 운전 조건과 온도의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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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사이의 관계, 즉, NARX 모델의 비선형함수를 인공 신경망을 통해 묘
사할 것을 제안한다. 인공 신경망의 종류 별 구조와 연산에 대해 살펴보
고 이를 바탕으로 온도 추정 모델을 구성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본다. 단
계적 회귀 및 인공 신경망 기반 영구자석 전동기 온도 추정 모델을 그림
1.2에 도시하였다.

1.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영구자석 전동기의 온도 변화를 추정하는 모델을 데이터-주
도적 방법으로 생성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취득된 데이터를 온도 추정에
활용하기 위해 최소 제곱합 (least squareed sum of errors) 방법과 인공 신경
망을 이용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각 인공 신경망 구조의 연산 특징과 학
습 및 추정 성능을 비교한다. 제안하는 온도 추정 모델은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식별(훈련)되며, 관심 부위들의 온도 변화를 운전 조건을 사용
하여 묘사하게 함으로써 근본적으로 전동기의 온도 분포를 알 수 있도록
한다.
인공 신경망을 통해 시스템을 묘사하기 위해 사용될 학습 프로파일을
제시한다. 학습 프로파일은 NARX 모델의 비선형 함수를 각 입력의 변
화에 따라 관찰하기 위해 영구자석 전동기의 온도와 운전 조건을 골고루
조합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함께, 훈련된 온도 추정 모델을 검증하기 위
하여 다양한 운전 조건에서 영구자석 전동기를 구동하는 다른 형태의 프
로파일을 평가용으로 제안한다. 이 프로파일을 수행한 실험결과인 데이
터셋들은 모델의 형성 전에 실험하여 저장해두고 사용한다.
본 논문은 먼저 최소 제곱합 방법 기반 모델을 식별하고 이를 인공 신
경망 기반 온도 추정 모델의 추정 성능 비교 대상으로 한다. 영구자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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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기의 손실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비선형 설명 변수들을 생성하고
단계적 회귀 기법을 사용하여 이들 중 온도의 변동을 잘 설명하는 집합
을 얻는 과정을 보인다. 회귀 모델 생성 과정의 결과가 인공 신경망의
자유도(은닉층과 신경의 수)를 결정하는데 활용될 수 있을지 확인하고,
회귀 모델의 입력을 인공 신경망에 사용하는 경우 학습 속도 및 연산량
저감을 달성할 수 있는 지 확인한다.
다음으로 인공 신경망을 사용하여 영구자석 전동기의 온도를 추정하는
모델들을 구성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FNN(feedforward neural network, 피드
포워드 신경망), CNN(convolutional neural network, 컨볼루션 신경망), RNN
(recurrent neural network, 순환 신경망)의 연산 특성에 관해 살펴본 뒤 이
를 바탕으로 NARX 모델의 묘사에 적합한 인공 신경망의 구조를 제안한
다. FNN, CNN, RNN의 각 구조 별 추정 성능을 통계적으로 비교하고 추
정 성능의 분포로부터 인공 신경망의 적합한 크기를 결정하는 과정을 살
펴본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인공 신경망의 학습 속도와 묘사 성능의 개
선을 위해 인공 신경망의 입력과 출력에 적용할 수 있는 전처리에 대해
확인하고 이를 위한 구조와 과정을 제안한다.
본 논문은 제작된 NARX 온도 추정 모델들의 실질적 적용을 위한 검
토를 수행한다. 각 모델의 온도 추정에 필요한 메모리와 연산량을 비교
하고 인공 신경망 모델의 평형점 주변에서 안정성 해석을 수행하는 방법
을 설명한다.

1.3 논문의 구성
본 논문의 나머지 장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2장에서는 전동기에서 발생하는 각 손실에 대해 살펴본다. 운전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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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와 토크의 조합) 별로, 또 온도에 따라 각 손실이 어떻게 변화하는
지 분석한다. 기존에 제시된 전기적 제정수 기반 온도 추정 기법들과 열
등가회로 기반 온도 추정 기법들을 소개한다. 기적 제정수 기반 온도 추
정 기법을 대상 전동기에 적용하고, 사전 조사된 쇄교자속 테이블이 운
전 중 추정에서 큰 오차를 보일 수 있음을 확인하며 데이터-주도적 접근
의 필요성을 확인한다. 다음으로는 실험 결과로부터 NARX 모델을 구성
하고 식별하는 방법을 다룬다. 여기에는 단계적 회귀 (stepwise regression)
방법과 최소 제곱합 방법을 사용한다.
3장에서는 실험 및 데이터 취득 환경을 소개한다. 넓은 온도와 운전
영역을 다루는 훈련 및 평가 프로파일이 제안되고 실험 결과를 해석한다.
제안하는 모델의 실용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두 실험(다른 전동기 사용)
이 수행되었다.
4장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인공 신경망의 연산과 특성을 설명한다. 그
리고 이들을 활용하여 영구자석 전동기의 온도 추정 모델을 형성하는 방
법들을 제안한다. 구체적으로는 각 구조의 인공 신경망(FNN, CNN, RNN)
이 NARX 모델을 묘사하기 위해 가질 형태를 설명한다. 각 구조에서 은
닉층과 신경 수에 따른 추정 성능의 변화를 살펴보고 적합한 크기의 인
공 신경망을 선택하는 기준을 살펴본다. 또한, FNN에 비해 학습 속도 및
묘사 성능에서 강점을 갖는 구조로써, 상태의 변동(차분)을 추정하는
DFNN (difference-estimating FNN)을 제안한다. 인공 신경망 기반 모델의
온도 추정 성능은 단계적 회귀 기반 NARX 모델과 비교되었다. 나아가,
단계적 회귀의 결과로 얻어낸 비선형 설명 변수의 집합을 활용하는 경우
인공 신경망에서 이득을 기대할 수 있는 지 알아본다. 훈련된 온도 추정
모델이 계속적인 추정에 적용되기 적합한지 조사하는 방법으로 인공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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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망의 평형점 주변 안정석 해석 과정을 소개한다. 마지막으로, NARX
온도 추정 모델을 활용하는데 관한 추가 고려 사항(전동기 공차, 추정
모델이 필요로 하는 메모리와 연산량 등)을 다룬다.
5장에서는 본 연구의 결론 및 향후 연구에 관해 서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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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전동기의 손실과 기존 온도 추정 기법
2.1 열회로와 전동기의 손실
영구자석 전동기의 내부에서는 다양한 요인의 손실이 운전 중 발생한
다. 손실이 발생하면 전동기의 입력 전력 대비 기계적 출력이 줄어들게
되고 이는 곧 전동기의 효율이 작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전동기의 손실
은 진동과 소음의 에너지로 전환되기도 하지만 대부분이 열이 되어 온도
상승의 요인이 된다. 따라서 손실들의 크기와 발생 부위를 이해하는 것
은 열회로를 사용하여 전동기의 온도 추정을 하는데 필수적이다. 전동기
의 각 손실을 자세히 살펴보기에 앞서 열회로에 대해 소개한다.

2.1.1 열회로
전기회로가 전하의 흐름을 묘사하듯이, 열회로는 열의 흐름을 묘사하
기 위해 사용되는 표현 기법이다. 열회로의 성분에는 온도원(temperature
source), 열원(heat source), 열저항, 열캐패시턴스가 있다. 각각은 전기회로
에서 전압원, 전류원, 저항, 캐패시턴스와 대응되는 개념이다. 열회로의
각 노드는 하나의 온도를 가지며 이는 전기회로의 전압과 유사하다. 또,
열회로의 각 노드 사이에는 열이 흐르며 이는 전기회로의 전류에 대응된
다. 전기회로를 해석하는 방법을 열회로에 적용함으로써 각 노드의 온도
와 그 사이에 흐르는 열들을 알 수 있다.
열저항은 두 온도 사이에서 열흐름을 저지하는 크기로써, 전기회로에
서의 저항과 유사하게 동작한다. 두께가 𝑡이고 면적이 𝐴인 물체의 열전
도율이 𝑘일 때, 해당 물체의 열저항은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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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2.1 (a) 열저항, (b) 열캐패시턴스와 열흐름

𝑅=𝑘

𝐴
𝑡

(2.1)

만약 위 물체 양단의 온도가 𝑇 과 𝑇 일 때, 물체를 통과하여 지점 1에
서 지점 2로 흐르는 열은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𝑃

=

𝑇 −𝑇
𝑅

(2.2)

여기에서 𝑃는 열의 크기가 아니고, 단위 시간당 흐르는 열의 양을 의미
한다. 식 (2.2)를 표현하는 열회로가 그림 2.1에 도시되어 있다. 또, 어떤
물체의 열용량이 𝐶이고 유입되는 열이 𝑃일 때 해당 물체의 온도(𝑇 ) 변
화는 다음과 같이 표현되는데 이는 전기회로의 축전기에 전류가 유입될
때의 전압 변동 식과 동일한 형태를 갖는다.
𝐶

𝑑𝑇
=𝑃
𝑑𝑡

(2.2)

영구자석 전동기는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각 부위에 대응되는
열캐패시턴스, 그 사이를 연결하는 열저항, 각 부위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알 수 있다면, 하나의 열회로로 표현될 수 있다. 이렇게 어떤 물체를 표
현하는 열회로를 열등가회로라 부른다. 열등가회로를 이용하여 영구자석
전동기의 온도를 추정하는 기법은 각 부위의 온도를 나누어 추정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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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도의 분포를 항상 알 수 있다는 장점을 갖는다. 하지만 여러 종류의
손실이 각 부위에 어떻게 나뉘어 발생하는지 조사해야하는 어려움이 있
다. 자세한 기존 열등가회로 기반 추정 기법의 소개는 본 논문의 2.2.3절
에서 다룬다.

2.1.2 전동기의 손실
열의 발생과 흐름에 기반하는 온도 추정 모델을 사용하면 전동기의 온
도 분포를 자연히 알게 되고 내부의 최고 온도 지점에 대한 정보를 활용
하여 더 효과적인 보호를 수행할 수 있다. 열 기반 모델들을 사용하여
정확한 온도 추정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당연히도 발생하는 손실들에 대
한 이해가 뒷받침 되어야 한다. 영구자석 전동기에서 손실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는 동손(銅損, copper loss)과 철손(鐵損, iron loss)이
있다. 각 손실은 이름에 나타나듯이 구리와 철, 즉 권선과 고정자 및 회
전자에서 발생하는 손실로, 발생하는 물리적 원인을 반영하여 conduction
loss와 core loss로 부르기도 한다.
동손은 권선에 전류가 흐를 때에 권선의 저항에 의해 발생하는 손실이
다. 권선의 저항값이 𝑅이고 흐르는 전류가 𝐼일 때 권선에서 발생하는 동
손은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𝑃

(2.1)

= 𝑅𝐼

3상 전동기에서 발생하는 동손은 세 개의 상에서 발생하는 동손의 합이
되며 Park’s transformation[56]을 사용하는 경우 다음의 식을 통해 3상 권
선에서 발생하는 총 동손이 계산된다.
𝐼
𝐼

=

cos(𝜃) cos 𝜃 −

cos 𝜃 +

sin(𝜃)

sin 𝜃 +

sin 𝜃 −
15

𝐼
𝐼
𝐼

(2.2)

그림 2.2 3상 인버터와 영구자석 전동기의 연결, 상 저항 𝑅

그림 2.3 온도에 따른 구리의 비저항 변화

𝑃

,

= 3𝑅 (𝐼 + 𝐼 )

(2.3)

식 2.2에서 𝐼 , 𝐼 , 𝐼 는 세 개 상의 전류를 의미하고 𝜃 는 동기화하여
관측하려는 회전 좌표계와 고정 좌표계 사이의 각도이다. 식 2.3에서 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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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각 상 권선의 저항값으로 그림 2.2에서와 같이 인버터의 한 극과 전
동기의 중성단(neutral point) 사이의 값이 된다. 만약 권선의 저항을 정확
히 알고 있다면 전동기 내에서 발생할 동손의 크기는 제어중인 전류의
크기를 사용하여 쉽게 계산된다. 그런데 구리는 그림 2.3에 나타난 것 처
럼 온도에 의존하여 그 비저항이 변하는 특성이 있다 [57]. 그림 2.3에서
파란색 실선은 실제로 측정되는 구리의 값을 나타내고 주황색 선은 20
° C에서의 비저항을 기준으로 접선을 그어 선형 근사를 취한 값이다. 그
래프 상에서 구리가 매우 저온일 때 혹은 고온일 때에 선형 근사선이 실
제 값 곡선과 많이 벌어지기도 하지만 전동기가 운용되는 온도 범위에서
는 선형 추세가 훌륭한 근사가 된다. 선형 근사선을 식으로 표현하면 다
음과 같다.
𝜌=𝜌

1 + 0.00393(𝑇 − 293)

(2.3)

여기에서 𝑇 는 고정자 권선의 온도를 나타내며 위 식에는 K 단위로 기
입한다. 권선의 온도가 100 ° C 변한다면 구리의 저항은 약 39% 변하게
되고 이러한 변동은 발생하는 동손의 양에 큰 영향을 준다. 전기적 제정
수 추정 기법에서는 권선의 저항을 추정함으로써 권선 및 고정자의 온도
를 추정한다.
다음으로 살펴볼 전동기에서 발생하는 주요 손실은 철손이다. 철손은
다시 두 가지의 구성 요소로 나뉘는데 첫 번째는 자성체 내부의 원소들
이 주변에 형성된 외부 자기장에 따라 정렬된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을
갖는 데에서 발생하게 되는 히스테리시스 손실이다. 히스테리시스라는
이름은 자성체가 자신의 정렬을 유지하려 하여 주변 자기장의 변화에 지
연을 갖게 된다는 특성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된다. 그림 2.4는 자성체의
히스테리시스 곡선을 그린 것으로 가로 축은 외부에서 인가된 자계 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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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자성체의 히스테리시스 곡선(hysteresis loops)

를 나타내며, 세로 축은 자성체가 갖게 되는 자속밀도를 나타낸다. 히스
테리시스 곡선 내부의 면적은 자성체에서 단위부피당 발생하는 열과 비
례한다.
만약 자성체(전동기에서는 고정자, 회전자, 영구자석 등)에 인가되는
자기장이 크게 변화하면 그림 2.4의 가장 큰 경로처럼 히스테리시스 곡
선이 형성된다. 여기에서 외부 자기장의 크기가 줄어들면 중앙에 위치하
는 작은 면적을 갖는 경로를 갖게 된다. 영구자석과 같이 강하게 자화가
이루어진 후에 감자 현상이 없이 사용되는 자성체는 윗부분에 치우쳐져
그려진 주황색 경로와 같은 히스테리시스 곡선을 갖게 되고 이 경우 역
시 면적에 해당하는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철손은 발생하는 크기를 추정하기가 어려운데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 번째는 곡선의 형태가 자기장의 크기에 선형적으로 비례하지 않는다
는 것이다. 자성체의 구성 물질에 따라, 그리고 사용되는 자기장의 범위
18

그림 2.5 운전 주파수에 따른 히스테리시스 곡선의 변형

에 따라 곡선의 형태가 변하는 양상이 매우 다르다. 두 번째 이유는 자
기장의 변동 폭이 일정하더라도 주파수에 따라 곡선의 형태가 바뀐다는
것이다. 만약 주파수에 곡선의 형태가 의존하지 않았다면 철손은 단순하
게 주파수에 정비례하게 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자성체는 고주파의 주변
자속에 대해 더욱 지연되어 정렬되려는 성질이 있어서 그림 2.5와 같이
(같은 H 변동에 대해) 히스테리시스 곡선이 고주파일 때에 더 넓은 면적
을 갖게 된다. 단위 부피당 발생하는 철손을 추정하기 위해 널리 사용되
는 식은 Steinmetz 방정식으로 다음의 형태를 갖는다 [58], [59].
𝑝
위 식에서 𝑘

(Δ𝐵) 𝑓

=𝑘

(2.4)

, 𝛼 , 𝛽는 Steinmetz 상수들로 불리며 자성체마다 실험적으

로 피팅(fitting)되어 구해질 수 있다. 일반적으로 𝛼는 1.5에서 2.5 사이의
값을, 𝛽는 1에서 2 사이의 값을 가지며, 세 개의 상수 모두 온도에 의존
하여 변화하는 특성이 있다. 히스테리시스 손실은 권선에 흐르는 전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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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 발생할 수도 있고 영구자석이 회전함에 따라 발생할 수도 있다.
철손을 구성하는 다른 요소는 와류손(渦電流, eddy loss)으로 자성체를
통과하는 자기장의 변화로 유도된 전압이 자성체 자체에 전류를 일으켜
생기는 손실이다. 와류손의 경우 자기장 변화에 의해 유도되는 전압의
크기는 주파수에 비례하기 때문에 손실의 크기가 주파수의 제곱에 비례
하게 된다. 또한 전압이 자기장의 세기에 비례하여 유도가 될 것이므로
자기장 세기와도 제곱에 비례하는 관계를 갖는다. 따라서 와류손은 다음
과 같이 표현이 된다.
𝑝
𝑘

(Δ𝐵) 𝑓 𝑡

=𝑘

(2.5)

는 와류손 상수이며 𝑡는 자기장이 통과하는 자성체의 단면 중 얇은

방향의 두께이다. 위 식은 와류손의 크기가 자성체의 두께에 제곱으로
비례하게 됨도 나타내는데 이에 착안하여 고정자의 제작 시 박판을 축
방향으로 여러 겹 쌓는 lamination 기법이 응용되고 있다. 와류손 또한
고정자뿐만 아니라 회전자와 영구자석 그리고 권선에서도 발생한다. 그
리고 히스테리시스 손실과 마찬가지로 와류손 또한 고정자와 영구자석
모두에 의해 발생한다. 그런데 회전자계의 자기장 크기와 회전 속도의
곱은 고정자 권선에 유도되는 전압과 비례한다는 특징을 갖는다. 이로부
터 영구자석 전동기의 철손이 전류 제어기의 전압 출력과 구동 속도의
곱의 조합으로 표현될 수 있다.
영구자석 전동기 내에서 발생하는 추가적인 손실로는 베어링 혹은 공
기와의 마찰에 의한 손실 그리고 AC 전도 손실이 있다. 베어링에 의해
발생하는 손실은 [60], [61]에서 속도와 선형적인 관계를 갖는 것으로 해
석 되었다. 공기와의 마찰에 의한 손실에 대한 연구들도 있는데, [62]에서
는 속도의 제곱에 비례하는 항을 고려하였고, [61], [63], [64]에서는 속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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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실험에 사용된 영구자석 전동기의 제정수 (실험 A)
전동기 제정수

표시

값

정격 토크

𝜏

50 Nm

정격 속도

𝜔

8000 r/min

정격 전류

𝐼

,

172 Arms

d축 인덕턴스

𝐿

0.147 mH

q축 인덕턴스

𝐿

0.451 mH

영구자석 쇄교자속

27.1 mV/(rad/s)

𝜆

극수

8

𝑝

세제곱에 비례하는 항을 두어 해석하였다. 두 가지 마찰손은 실험 환경
과 전동기의 형태 및 구동 범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기 쉽고 서로 구분
하기 어려운 면이 있기 때문에 손실을 측정할 때에는 두 손실의 합이 측
정된다.
AC 전도 손실은 고주파 전류에 의해 권선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표
피 효과(skin effect)와 근접 효과(proximity effect)가 있다. 표피 효과는 권
선 내에서 교류가 흐를 때에 권선의 표면에 해당하는 부분을 통해서만
전류가 흐르려고 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이는 권선 내에서 교류 자기장
에 의해 자체적으로 발생하는 와전류에 의해 나타나는 현상이다. 표피
효과는 주파수가 높아질수록 그 영향이 커지는데 이 때 전류가 흐르는
유효 단면적은 점차 감소하게 된다. 침투 깊이 (skin depth)는 전류가 원활
하게 흐를 수 있는 표면으로부터의 깊이를 나타내며, 𝑓

/

에 비례하는

것으로 표현된다. 즉, 주파수가 증가함에 따라 표피 효과로 인한 AC 전
도 손실은 증가한다. 근접 효과는 평행하게 흐르는 두 도선 사이에서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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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실험에 사용된 전동기의 운전 조건(속도, 토크) 별
손실과 효율 비교

생하는 효과로 앞과 같은 원리로써 자기장의 변화가 전류가 밀집되어 흐
르게 하는 현상(current crowding)이다. 근접 효과로 인한 손실 역시 주파
수가 증가함에 따라 커진다.
앞서 나열된 손실들 중 추정 식의 지수가 변화하는 손실들은 실험 결
과가 있더라도 분리하기 어렵다. 각 손실이 주파수, 전류, 각속도, 그리고
온도에 복잡한 관계로 엮여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실험적으로 특정 운
전 조건에 대해 발생할 총 손실을 미리 조사해 둘 수는 있지만 그 값이
전동기 내에서 어떤 분포로 발생하였을 지는 알기 어렵다.
표 2.1은 본 논문의 실험에 사용된 전동기의 제정수와 정격을 나타낸
다. 표시된 전동기의 제정수는 100 ° C에서 전류가 흐르지 않고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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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실험에 사용된 전동기의 유한요소법을 통한 온도 분포 확인

의 값이다. 해당 전동기에 대해 StarCCM+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유한요
소법(finite element method, FEM)으로 취득한 동손과 철손을 실험으로 얻은
기계손과 다섯 지점에서 비교하여 나타내면 그림 2.6과 같다. 해석 중 전
류는 각 운전 조건에서 최고 효율을 나타내는 것으로 찾아진 해로 제어
되었고 기계 전체가 100 ° C에 있을 때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이다. 그
림을 살펴보면 속도가 낮은 영역에서는 동손이 다른 손실에 비해 차지하
는 비율이 매우 크게 나타났다. 고속 영역에서도 여전히 동손이 가장 큰
손실이긴 하지만 철손과 기계손이 속도에 대해 빠르게 증가한 것이 보인
다.
그림 2.7은 유한요소법을 사용하여 75 ° C의 냉각수를 사용하며 8000
r/min, 20 Nm (1 𝜔

, 0.4 𝜏

) 로 운전될 때에 정상상태에 도달한 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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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의 온도 분포를 보여준다. 유한요소법(StarCCM+)을 사용한 온도 시뮬
레이션 결과에서 전동기 내부에서 정상상태일 때 온도가 가장 높은 곳은
권선의 양 끝 부분으로 나타났다. 이 때 권선의 끝 부분과 중앙 부분 사
이의 온도 차이는 약 20 ° C이다. 반대로, 영구자석은 끝 부분보다 중앙
에서 더 높은 온도를 갖는 결과가 얻어졌다.

2.2 기존 영구자석 전동기 온도 추정 기법
영구자석 전동기의 온도에 대한 특성은 시불변일 것이다. 즉, 전동기가
운전되는 상태(온도와 운전 조건) 별로 나타나는 특징을 미리 조사하여
온도를 추정하는 데에 활용할 수 있다. 기존의 영구자석 전동기 온도 추
정 기법들은 전동기의 모델을 바탕으로 한다. 전동기의 특성을 실험을
통해 확인한 뒤 전동기 모델에 그 결과를 반영함으로써 온도 추정 모델
이 식별된다. 모델에 기반하는 기존 온도 추정 기법은 두 종류로 나누어
질 수 있는데, 전기적 모델 기반 기법과 열 모델 기반 기법이다. 2.2.1절
에서는 전동기의 전압 방정식과 온도에 따라 그 값이 바뀌는 전기적 제
정수를 활용하는 기존 온도 추정 기법을 소개하고, 2.2.2절에서는 본 연구
의 (실험 A) 대상 전동기에 전기적 제정수 기반 기법을 적용한 결과를
보인다. 2.2.3절에서는 기존 열등가회로 기반 기법을 설명하고 예시 회로
를 통해 그 한계를 보인다.
기존 전동기 온도 추정 기법들은 전기적 혹은 열 모델을 미리 구성한
뒤 조사된 온도 변화 특성을 그 모델에 반영하는 접근을 취하였다. 만약
모델이 충분한 묘사 능력을 갖지 못하거나 잘못된 구조를 갖고 있다면
이를 바탕으로 하는 온도 추정 기법은 그 추정 성능에 한계가 생기게 된
다. 이와 달리 실험을 통해 얻은 데이터를 그대로 활용하고자 하는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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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생각해볼 수 있다. 2.3절에서는 이와 같은 데이터-주도적 (data-driven)
접근을 하기 위한 NARX 온도 추정 모델을 소개한다. NARX 모델의 입
력 변수 후보를 생성하고 그 가운데 유의미한 변수를 정하는 단계적 회
귀 과정을 다룬다. NARX 모델의 인공 신경망을 이용한 구현은 4장에서
인공 신경망의 각 구조 별로 다룬다.

2.2.1 전기적 제정수 기반 온도 추정 기법
영구자석 전동기는 그 동작 원리나 상태를 쉽게 이해하도록 돕는 동기
좌표계에서의 모델링 방법이 세워져 있다. 특히, 동기 좌표계의 등가 모
델에서 전동기의 전기적 제정수들은 (고정된 운전 조건에서) 비교적 일
정한 값들을 갖게 되기 때문에 넓은 대역폭을 갖는 제어기의 적용도 용
이해진다. 그러나 전기적 제정수들은 전류 그리고 온도에 따라 그 값이
크게 바뀌기 때문에 전동기의 구동 전에 전기적 제정수들을 다양한 운전
조건에서 사전에 측정하는 경우가 많다. 여기에서 전기적 제정수의 온도
에 대한 의존성을 두 가지로 활용할 수 있다. 첫째는 온도를 센싱하여
각 제정수를 정확히 알아냄으로써 최적의 제어 성능을 확보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토크 정밀도를 넓은 온도 범위에서 확보하는 것 등에 사용할
수 있다. 둘째는 비용 저감에 집중하여 전기적 제정수 테이블을 온도 추
정에 사용함으로써 온도 센서를 시스템에서 줄이거나 없애는 것이다. 기
존 전기적 제정수 기반 온도 추정 기법은 후자에 관련된 연구들이다.
고정자의 저항은 권선의 온도와 (2.3)의 관계를 갖고 있어 운전 중 고
정자 저항의 값이 추정된다면 이를 통해 권선의 온도를 추정할 수 있다.
고정자 저항의 값을 추정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첫째는 다
른 제정수에 대한 정보를 사용하여 전압 방정식으로부터 알아내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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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둘째는 DC 전류를 주입하여 전류 제어에 필요한 전압의 크기 변화
를 관찰하는 것이다.
첫째 방법의 경우 다음의 전압 방정식으로부터 저항의 크기가 추정된
다.
𝑉
𝑖
=
𝑅
𝑖
𝑉

+

−𝜆
𝜆

𝜔

(2.6)

위 식에서 전압(𝑉 )과 전류(𝑖 ), 쇄교자속(𝜆 )은 모두 회전자 동기 좌표계에
서의 값들이고, 𝜔 은 전기 각속도로써 기계 각속도에 극쌍(pole pair) 수
를 곱한 것이다. 밑첨자 d와 q는 영구자석을 회전자에 동기화된 좌표계
에서 제어할 때, 자석의 자화 방향과 평행한 방향과 수직한 방향을 의미
하며, 각각 direct와 quadrature의 첫 글자를 딴 것이다. 이와 같이 dq0 변
환을 사용하여 전동기의 식을 표현하는 이유는, 동기 좌표계에서 전동기
의 모델이 고정되어 표현되고 그에 따라 제어가 용이해지기 때문이다.
식 (2.6)에서 저항을 추정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는 𝜆 와 𝜆 인 다. 그런데
쇄교자속은 전류(포화 정도)에 따라 비선형적으로 변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때문에 𝜆 와 𝜆 가 𝑖 와 𝑖 의 조합에 대한 2차원 테이블로 알려져
있어야 (2.6)을 사용하여 고정자 저항의 추정 가능하다. 하지만 이 방법
에는 네 가지 문제가 남아있는데, 첫째는 인버터의 비선형성으로 인해
전압이 왜곡되어 출력되는 현상이 고정자 저항의 추정 값에 반영될 것이
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인버터의 비선형성 또한 사전에 다양한 운전 조
건(전류와 속도) 별로 조사를 해두어 보상하는 기법들도 사용되고 있다.
둘째 문제는 영구자석의 세기가 온도에 따라 바뀌므로 𝜆 와 𝜆 가 회전
자의 온도에도 의존한다는 것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쇄교자속의
테이블을 [𝑖 , 𝑖 , 𝑇

]에 대한 3차원 정보로 갖고 있어야 한다. 게다가

회전자의 온도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 적외선 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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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나 무선 통신 시스템을 구현하는 것은 고정자에 온도 센서를 부착하는
것보다 오히려 큰 비용을 초래하게 된다. 셋째 문제는 기본적인 동손을
제외한 전기적 손실(철손, AC 전도 손실 등)의 영향인데, 이 손실들 또한
d축과 q축에서 저항(𝑅 , 𝑅 )처럼 나타나게 되므로 추정되는 저항의 크기
를 늘려 권선의 온도가 잘못 추정되게 한다. 이 손실들은 전동기의 포화
정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데, 이는 손실에 대한 등가 저항 𝑅 , 𝑅 가
전류와 회전자의 온도에 의존함을 의미한다. 마지막 문제점은 운전 조건
에 따른 민감도에 관한 것으로, 고속 영역에서 작은 전류를 사용하는 운
전 조건인 경우 고정자 저항에 인가되는 전압 크기가 역기전력의 크기에
비해 매우 작아지게 되어, 자속 값이 조금만 틀리게 알려져도 저항 추정
결과에 큰 오차가 생기는 문제가 있다. 운전 조건과 회전자 온도 변화에
따른 다른 제정수 변화를 고려하지 않고 고정자 저항을 추정한 기존 연
구[27]의 경우, 권선의 온도가 약 14 ° C 변하는 실험에 대한 최대 추정
오차가 약 4 °C로 나타났다.
위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피하기 위해 권선에 DC 전류를 주입하는 방
법을 사용한 기존 연구들이 있다 [28], [29], [34]. 이 방법은 전압 혹은 전
류의 가용 여부에 따라 d축과 q축에 전류를 주입하고 이를 위해 사용된
전압의 크기를 관찰함으로써 저항의 크기를 추정하는 방식이다. 하나의
축을 따라 전류를 주입할 경우 (2.6)에 따르면 해당 축에는 저항에 의한
전압 변동만 생기고, 다른 축에는 자속 변화에 의한 전압 변동만 생기게
된다. 그러나 이 방식은 전류 주입 중 출력 토크에 변화가 생기게 된다
는 큰 한계를 가지고 있다. 여기에서 온도에 따른 저항 크기의 ‘변화’를
감지해야 하므로 주입되는 전류의 크기를 작게 사용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본 논문의 실험에 사용된 전동기를 살펴보면 저항의 크기가 0 °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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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21.4 mΩ 인데 10 ° C의 온도 변화에 따른 저항 변화는 0.83 mΩ 이
된다.) 또, 이 방법은 한 축으로의 전류 주입은 다른 축의 쇄교자속에 영
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가정을 하였는데, 실제 전동기의 경우 d축과 q
축 사이에도 인덕턴스가 존재한다. 기존 연구 중 정격 전류의 1/8 크기
의 전류를 1분마다 8초간 주입하여 고정자 저항을 추정한 연구[29]는 (회
전자의 온도에 대한 제정수 변화에 대한 고려 없이,) 권선의 온도가 약
33-72 °C 사이에서 변할 때, 3 °C 이내의 오차로 추정하였다.
위와 같이 전동기의 고정자 저항 및 권선의 온도를 추정하는 것이 (큰
크기의 전류 주입 없이 수행되기) 어렵기에, 전기적 제정수를 사용하여
전동기의 온도를 추정하는 기존 연구들 중에는 권선의 온도를 센서로 직
접 측정한 뒤 이 정보를 바탕으로 영구자석의 온도를 더 정확하게 추정
하는 데 집중한 연구들도 있다.
다음으로는 영구자석의 온도를 전기적 제정수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추정한 기존 연구에 대해 살펴본다. 영구자석의 쇄교자속 𝜆

은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는 특성을 갖는다. 식 (2.6)의 자속은 d축과 q축 사
이의 인덕턴스를 무시하면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𝜆
𝜆

𝐿
= 0

0
𝐿

𝑖
𝑖

+

𝜆
0

(2.7)

만약 고정자 권선의 저항을 직접 온도를 측정하여 알고있다면 𝜆 와 𝜆
는 다음의 식으로 얻어진다.
𝜆 = (𝑉 − 𝑅 𝑖 )/𝜔
𝜆 = (−𝑉 + 𝑅 𝑖 )/𝜔

(2.8)

보통 (2.8)에는 과도상태에 대한 영향을 무시하기 위해 저역 통과 필터
(low pass filter, LPF)를 적용하여 사용한다. 𝜆 를 (2.8)로부터 알게 되면 𝑖
를 대입함으로써 영구자석의 쇄교자속을 알게 되고, 이로부터 영구자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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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실험에 사용된 전동기의 토크에 따른 인덕턴스 변화
(100 °C에서 최대 효율 운전 시)

의 온도를 추정할 수 있게 된다. 그런데, 𝐿 와 𝐿 는 전동기의 포화(𝑖 , 𝑖 )
에 크게 영향을 받아 바뀌기 때문에 사전 조사가 요구된다. 그림 2.8은
본 논문의 실험에 사용된 전동기의 정격속도에서 최고 효율을 보이는 조
건으로 운전할 때 토크에 대한 인덕턴스 변화를 FEA로 조사한 것을 보
여주고, 운전 조건에 따라 인덕턴스가 2배 이상 변하는 것을 보인다. 또
한 𝐿 와 𝐿 는 영구자석의 온도에도 영향을 받아 값이 바뀌므로 더욱 주
의가 필요하다.
인덕턴스의 테이블 대신, 𝜆 를 [𝑖 , 𝑖 , 𝑇

]에 대한 3차원 테이블로 미

리 조사하는 방법도 있다. 이를 사용하면 (고정자 저항을 알고 있을 때)
(2.8)로부터 직접적으로 온도를 바로 알 수 있어 온도 추정이 간단해진다.
이 때, 𝜆

뿐만이 아니라 𝜆 도 함께 조사해 두면 둘을 사용하여 더 정확

한 영구자석 온도를 추정할 수 있다. 쇄교자속의 테이블을 정확하게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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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는 데에는 AC 저항이나 인버터 비선형 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를 반영하지 않고 (2.8)을 계산하여 왜곡된 테이블을 얻어 사용하더라
도, 같은 식을 계속 사용한다면 자속과 온도를 추정하는 것은 가능하다.
논문 [44]에서는 운전 중 q축의 전류 지령만 잠시 0으로 전환하여 제어
하였을 때 d축 전압을 [𝑖 , 𝜔 ]에 대한 테이블로 작성하는 방법을 제시하
였는데, 이 방법은 영구자석의 온도 변화에 대한 전압의 민감도를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 방법을 적용하였을 때, 영구자석의 온도가 약
4-80 ° C 사이에서 변화할 때 2 ° C 이내의 오차로 영구자석의 온도 추정
이 가능하였다. 그러나 이 방법은 q축 전류의 급격한 변동으로 인해 출
력 토크가 크게 흔들리는 단점이 있어 적용 어플리케이션에 제한이 있다.
고정자의 저항 크기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영구자석의 온도를 추정
할 수 있도록 하는 기존 연구도 있다. 이 방법은 d축과 q축 전압 방정식
에 𝑖 와 𝑖 를 각각 곱하고 서로 차이를 구함으로 고정자 저항이 포함된
항을 없애고, 무효 에너지 (reactive energy) 𝑀을 영구자석의 온도 𝑇

에

따라 미리 조사하는 방법으로 다음 식을 사용한다 [30].
𝑀(𝑇 ) = 𝑉 (𝑇 )𝑖 − 𝑉 (𝑇 )𝑖
𝑀(𝑇 ) + 𝜂
= 𝐿 𝑖 + 𝐿 𝑖 + 𝑖 𝜆 (𝑇
𝜔

)

(2.9)

식 (2.9)에 전류 제어를 수행하는 중 𝑀을 계산하고 (미리 조사된) 인버터
비선형성 𝜂

를 대입하면 영구자석의 쇄교자속을 바로 얻는다. 하지만

이 방법은 고정자의 인덕턴스 𝐿 와 𝐿 가 전류와 𝑇

에 상관 없이 일정

하다는 조건이 요구된다. 인덕턴스의 전류에 따른 변화는 𝑀 과 함께 사
전에 조사하여 테이블로 보유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 위 연구에서 영
구자석의 온도가 약 25-60 ° C 사이에서 변할 때, 3 ° C 이내의 오차로 추
정이 이루어졌다. (순시적으로는 5 ° C 이상의 추정 오차도 발생하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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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대역폭을 갖는 필터가 적용되었다.) 그런데, 논문 [31]은 인덕턴스가
자석의 온도 10 °C 변화당 약 1 %까지 변화함을 보였다. 이 크기는 온도
에 따른 영구자석 쇄교자속의 변화율과 비슷한 수준이므로 (2.9)를 활용
한 영구자석의 온도 추정은 큰 오차를 가져올 수도 있다.
위에서 소개된 전기적 제정수 기반 영구자석 온도 추정 기법들은 모두
같은 한계점을 갖고 있는데 바로 전류 제어기의 출력 전압을 사용한다는
것이다. 전류 제어기의 출력 전압에 인버터의 비선형성이 포함되어 있는
점도 문제가 되긴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저속 영역에서 전동기의 역기전
력 크기가 작아진다는 점이다. 속도와 전압의 크기가 함께 작아질 때
(2.8)을 통해 계산되는 자속은 점차 인버터 비선형성과 노이즈 등의 영향
을 많이 받게 되고, 앞서 제시된 방법들을 사용한 온도의 추정은 불안해
지게 된다. 때문에 저속 영역에서의 영구자석 온도 추정에는 신호주입법
이 사용된다.
신호주입법은 권선에 전압을 주입하고 전류의 변화를 관찰함으로써 인
덕턱스를 알아내는 방법으로, 영구자석의 온도 변화에 따른 전동기의 포
화 정도 변화에 기반한 온도 추정 방법이다. 이 때 낮은 주파수의 전압
을 인가하면 전류가 크게 흔들리게 되고 출력 토크에 영향을 주게 되기
때문에 구동용 전동기에서는 고주파의 전압(혹은 전류)를 주입하는 방법
이 선택된다 [34]–[36]. 주입된 주파수의 전압과 전류만을 사용하여 전압
방정식을 새로 쓰면 다음과 같다.
𝑉
𝑉

𝑅
= 𝜔 𝐿

−𝜔 𝐿
𝑅

𝑖
𝑖

(2.10)

여기에서 고주파 등가 직렬 저항 𝑅 와 𝑅 는 주입된 전압에 의해 발생
하는 철손, AC 전도 손실 등을 모두 포함하는 저항이다. 식 (2.10)을 통해
계산되는 고주파 인덕턴스 𝐿

혹은 𝐿 를 운전 조건(𝑖 , 𝑖 )과 영구자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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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온도에 따라 미리 조사해 두면, 운전 중 추정된 인덕턴스로 영구자석
의 온도를 알아낼 수 있다. 그러나 𝑅 와 𝑅 가 나타내는 손실들은 운전
점에 따라 그 크기가 많이 바뀌는 값들이고 (주파수의 1.5~2.5승에 비례)
고주파 리액턴스와 비교하여 무시할 수 없는 크기를 갖는다. 따라서 같
은 주파수의 신호를 주입하더라도 구동에 쓰이는 전류에 따라 추정되는
고주파 인덕턴스가 다르게 되고, 이는 영구자석의 온도 추정을 어렵게
한다. 이러한 현상을 피하고자 논문 [36]은 주입한 전압에 90° 지연된 성
분의 전류만을 감지하는 방법을 제시하였고, 전동기가 정상상태에 도달
한 조건 하에서, 약 25-65 ° C 사이의 영구자석 온도를 2.5 ° C 이하의 오
차로 추정하였다.
신호주입법을 사용하는 온도 추정 기법은 고주파 신호를 사용하기 때
문에 임피던스가 커져, 전류를 감지하기 위해 큰 전압을 인가할 필요가
있다. 때문에 신호주입법은 역기전력이 작은 저속 영역에서만 적용 가능
하다. 따라서 영구자석의 온도를 전 운전영역에서 연속적으로 추정하기
위해 앞서 소개된 전압 방정식으로부터 자속을 추정하는 방법과 신호주
입법은 적절히 결합하여 사용된다.
그러나 전기적 제정수 기반 온도 추정 기법들은 영구자석 전동기 내부
의 온도 분포에 대한 정보를 주지 못하기 때문에 전동기 내부의 최고 온
도를 추정할 수 없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역기전력에서 관측되는 고
주파 성분을 사용하여 영구자석의 온도 분포를 추정하는 연구[65]도 제
시되었으나 영전류인 상태에서의 역기전력을 관찰하는 한계를 가졌고,
운전 주파수의 11 고조파와 13 고조파 성분을 추출해야하기 때문에 고속
영역에서 적용되기 어려운 면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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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전기적 제정수 기반 온도 추정 기법의 적용
본 절에서는 전기적 제정수의 온도에 따른 변화를 활용하는 온도 추정
기법을 연구 대상 전동기에 적용하는 결과를 보인다. 앞서서는 여러 기
법이 소개되었는데, 여기에서는 (2.7), (2.8)과 자속의 테이블을 사용하여
영구자석의 온도를 추정한다. 영구자석의 온도에 따라 d축 쇄교자속이
변화하는 특징을 사용하였던 기존 기법([44])을 발전시켜, 본 연구에서는
운전 조건에 따른 d축과 q축 쇄교자속과 영구자석의 온도에 따른 쇄교자
속 변화량을 사용하여 추정에 활용하였다. 온도 자속의 값을 계산할 때
에는 고정자 권선 저항의 값을 알아야 하는데, 고정자 권선의 온도를 측
정하여 (2.3)으로 권선 저항의 크기를 계산하여 사용하였다. (실험을 통해
피팅된 권선 저항은 𝑅 = 𝑅

, °

(1 + 0.0039𝑇 ) , 𝑅

, °𝐂

= 21.08 mΩ 이다.)

본 절에서는 영구자석의 온도만 추정하였고, 추정 시에도 권선 저항의
값은 권선 온도의 측정 결과(평균)로 계산하여 사용하였다. 구현된 전기
적 제정수 기반 기법을 위한 전압 방정식을 다시 쓰면 다음과 같다.
𝑉 = 𝑅 (𝑇 )𝑖 − 𝜆 (𝑇

, 𝜏 , 𝜔 )𝜔

(2.11)

𝑉 = 𝑅 (𝑇 )𝑖 + 𝜆 (𝑇

, 𝜏 , 𝜔 )𝜔

(2.12)

전압 방정식에서 저항(𝑅 )은 권선의 온도(𝑇 )에만 선형적으로 의존하는
값이고, d축과 q축 쇄교자속(𝜆 , 𝜆 )은 영구자석의 온도(𝑇

), 출력 토크

(𝜏 ), 전동기의 속도(𝜔 )에 의존하는 값으로 고려한다.
𝜆 와 𝜆 의 3차원 테이블이 실험을 통해 조사되었다. 대상 전동기의 고
정자 권선 온도와 회정자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환경이 구성되었다. (본
논문은 2개의 서로 다른 전동기에 대해 실험을 수행하였는데 여기에서
는 그 중 첫번째 실험(A)에 쓰인 영구자석 전동기에 대해 다룬다.) 실험
중 전동기는 물로 냉각이 되었다. 더 구체적인 실험의 환경은 3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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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2.9 온도와 운전조건에 따른 대상 전동기(A)의 쇄교자속
(a) d축 쇄교자속 (b) q축 쇄교자속

설명하도록 한다. 자속의 온도에 따른 변화를 관찰하기 위하여 영구자석
의 온도를 특정 값으로 설정할 방법이 필요하였다. 이를 위해 전동기를
단열재로 감싼 뒤 냉각수의 온도를 고정시킨 채 오랜 시간 흘려 전동기
전체의 온도를 균일하게 만들었다. 이후, 속도와 토크를 조합하여 바꾸어
가면서 각 지령을 수행하기 위해 전류 제어기가 출력한 전압을 기록하였
다. 냉각수의 온도를 20, 40, 60, 80 °C로 고정하며 실험이 반복되었다. 각
지령의 수행에 의해 전동기의 온도 및 온도 분포가 영향을 받을 수 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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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2.10 온도와 운전조건에 따른 대상 전동기(A)의 쇄교자속 변화량
(a) d축 쇄교자속 변화량 𝛥𝜆 = 𝜆 − 𝜆 (20°C)
(b) q축 쇄교자속 변화량 𝛥𝜆 = 𝜆 − 𝜆 (20°C)

때문에 각 지령은 1초씩 수행되었으며 이후 5분간 전동기는 다시 영토
크, 영속 조건에 놓였다. 식 (2.11)과 (2.12)로 계산된 쇄교자속은 그림
2.9와 같다. 계산 중 전압의 값은 전류 제어기의 출력으로 하였다. 각 온
도에서의 쇄교자속에서 영구자석의 온도가 20 ° C일 때의 쇄교자속을 뺀
결과, 즉, 온도에 따른 쇄교자속 변동은 그림 2.10에 나타냈다. d축의 자
속 변화가 q축에 비해 약 10배 크게 나타나고 전체 운전 영역에서 고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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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1 온도와 운전조건에 따른 대상 전동기(A)의
쇄교자속 변화량 벡터

게 나타난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영구자석의 자화 세기가 온도에 따라
약해지는 특성과 함께, d축이 영구자석에 평행한 축으로 정의가 되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영구자석의 온도가 변하면 d축과 q축의 쇄교자속은 함께 그림 2.9에
따라 변하므로, 쇄교자속의 변화 방향 벡터를 운전 조건 별로 조사하여
그것을 온도 추정에 활용하였다. 각 운전 조건에서의 쇄교자속 변화 벡
터는 다음의 식을 통해 구해지고, 그림 2.11은 계산된 벡터들을 보인다.
(변화량 계산에는 20 °C와 80 °C에서의 쇄교자속이 사용되었다.)
𝑢(𝜔 , 𝜏 ) = 𝑢 , 𝑢

𝛥𝜆

𝛥𝜆𝑞

= 𝛥𝑇 𝑑 , 𝛥𝑇
𝑃𝑀
𝑃𝑀

(2.13)

이제 (2.11), (2.12)의 전압 방정식과 그림 2.9의 쇄교자속 테이블, 그리
고 (2.13)의 쇄교자속 변화 벡터를 활용하여 온도를 추정하는 방법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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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2.12 동기 좌표계에 나타낸 전류, 전압, 쇄교자속 벡터의 관계와
추정 기법
(a) 이상적인 벡터 관계
(b) 전압 오차가 있는 경우의 온도 추정

해 설명한다. 어떤 운전 조건의 정상상태에서, 동기 좌표계에 나타낸 전
류와 전압, 그리고 자속 벡터들 사이의 이상적인 관계는 그림 2.12(a)와
같다. 그림에서 전류와 전압 벡터는 각각 빨간색과 초록색으로 표현되었
다. 전압에 의한 전압 강하를 나타내는 주황색 벡터는 전류 벡터에 저항
37

의 크기를 곱한 것으로 전류 벡터와 평행하게 그려진다. 전압 벡터에서
저항의 전압 강하 벡터를 뺀 하늘색 벡터가 기전력 벡터를 나타내며 그
림에는 하늘색으로 표현되었다. 이 벡터와 수직하게 그려진 보라색 벡터
가 해당 운전 조건에서의 쇄교자속이다. 회색 점선은 해당 운전 조건에
서의 온도에 따른 쇄교자속의 변화 방향을 나타낸다. 노란색 점선은 영
구자석의 온도가 20 ° C일 때의 해당 운전 조건에서의 쇄교자속을 나타
낸다. 즉, 그림 2.12(a)의 벡터 관계도를 그렸을 때, 회색 점선의 길이가
영구자석의 ( 20 ° C로부터의) 온도 변화와 비례하게 그려진다. 이 때 온
도변화와 회색 점선의 길이의 비율은 그림 2.11의 벡터의 길이가 되며,
따라서, 각 운전 조건에 따라 달라진다. 그림 2.12(b)는 온도 추정 시의
벡터 관계도를 보인다. 실험을 수행할 경우 여러 센서들의 오차나 환경
의 변동으로 인하여 측정된 전압과 전류, 그리고 권선의 온도를 사용하
여 (2.11), (2.12)를 통해 얻어진 쇄교자속(𝜆

, 보라색 선의 끝)이 회색

,

점선 상에 있지 않게 될 수 있다. 여기에서 온도 추정 기법이 수행하는
것은 테이블에 저장된 쇄교자속(회색 점선) 가운데 계산된 쇄교자속(보라
색 선의 끝)과 가장 가까운 지점(그림의 빨간색 점)을 찾는 것이다. 이를
수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𝑇

,

=𝑇

𝑠. 𝑡. minimize

𝜆
𝜆

− (𝜆
− (𝜆

,
,

,

°

,

°

+ 𝑢 (𝜔 , 𝜏 )𝑇
+ 𝑢 (𝜔 , 𝜏 )𝑇

)
)

(2.14)

결과적으로, 영구자석의 온도는 다음의 식을 통해 추정된다.
𝑇

,

=

𝑢 (𝜔 , 𝜏 )
𝑢 (𝜔 , 𝜏 )

𝜆
𝜆

,
,

−𝜆
−𝜆

,

°

,

°

(2.15)

여기에서 +기호는 행렬의 의사 역행렬(pseudo inverse)을 구하는 연산으로
(2.14)의 해를 구하는 역할을 하고, 행 수가 열 수보다 큰 행렬에 대해
𝐀 = 𝐀 𝐀

𝐀 로 계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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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3 쇄교자속 테이블을 사용한 영구자석 온도 추정 결과

그림 2.13은 위에서 설명된 방법을 사용하여 운전 중 영구자석 온도를
추정한 결과이다. 운전은 5000 r/min으로 고정된 속도에서 토크를 0, 10,
16,6, 33,3 Nm로 바꾸어 가며 수행되었다. 𝑇
영구자석 측면의 온도이고, 𝑇

,

,

(파란색 선)는 측정된

(주황색 선)는 쇄교자속을 통해 추정된

영구자석 온도인데, 운전 중 최대 약 30 ° C의 추정 오차가 발생하였다.
추정 결과가 보이는 특징은 2가지 였다. 첫째는 운전 조건이 바뀔 때에
계단형(step)으로 추정 값이 바뀌는 것이고, 둘째는 실제 측정 온도에 비
해 온도가 느리게 변하는 것처럼 추정이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위와 같이 큰 오차가 발생하거나 추정 결과가 느리게 변하는 현상에
대해 이해하기 위하여 다른 프로파일로 전동기를 구동하며 영구자석의
온도를 추정해 보았다. 새로운 실험은 영속, 영토크인 상태에서 전동기를
오래 놔두어 전동기가 냉각수의 온도(20 °C)에 도달하게 한 뒤, 5000 r/min,
10Nm로 전환하여 계속 운전하는 것으로 수행되었다. 그림 2.14는 이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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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4 쇄교자속 테이블의 값들과 추정 중 계산된 쇄교자속

험에 대해 시간에 따라 계산된 쇄교자속을 하늘색 점들로 보인다. 함께
그려진 빨간색, 연두색, 파란색, 검은색 점들은 영구자석 온도에 따라 같
은 운전 조건에서 계산되어 저장된 쇄교자속 테이블의 값이다. 그림 2.12
에서와 같이 온도에 따른 쇄교자속 테이블의 변화가 회색 점선으로 표시
되었다. 흥미롭게도 운전 시간을 짧게 하며 제작된 쇄교자속 테이블의
값과 운전을 연속적으로 하면서 계산된 쇄교자속의 변화 방향이 다르게
나타났다. (노란색 화살표와 회색 화살표의 기울기가 다르다.) 운전을 시
작할 당시의 쇄교자속은 20 ° C에서 얻어진 쇄교자속 테이블과 같은 지
점에 있지만 운전을 함에 따라 쇄교자속이 조사된 것과 멀어진 것을 볼
수 있다. 이렇게 회색 점선에서 벗어난 쇄교자속이 계산되는 것은 (2.11)
과 (2.12)보다 더 복잡한 전동기의 전압 방정식이 세워져야 했음을 의미
한다. 결과적으로, 전동기 전체의 온도가 같은 상태에서 얻어진 쇄교자속
테이블이 연속하여 운전하는 경우에 적용되기 어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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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의 마지막 순간, (2.15)를 통해 계산된 영구자석의 온도는 56.6 ° C
였다. (이 연산은 그림 2.14에서 회색 점선에 수선을 내려 주황색 점을
찾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마지막 순간 적외선 센서를 통
해 측정된 영구자석 측면의 온도는 50.8 ° C였다. 이는 영구자석에 온도
의 분포가 생겼음을 의미한다. 측정된 측면의 온도가 추정된 온도에 비
해 낮으므로 중앙부의 온도가 더 높았을 것이라 예상된다.
그림 2.13의 실험에서는 추정된 온도에 비해 측정된 온도가 빠르게 변
화하였는데, 이는 영구자석의 중앙부의 온도와 측면의 온도가 변화하는
속도가 달라 나타난 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쇄교자속 테이블로 추정
된 영구자석의 온도는 영구자석 전체의 영향을 반영하는 것에 비해, 측
정된 온도는 영구자석 측면의 온도이기 때문이다.
요약하자면, 기전력을 활용하여 영구자석의 온도를 추정하는 데에 전
동기의 온도 분포의 영향이 고려되어야만 좋은 추정 성능이 얻어질 것으
로 보인다. 하지만 영구자석의 온도 분포와 운전 조건에 따른 기전력을
실험을 통해 조사해 두는 것은 매우 어렵다. 전동기의 온도 변화 특성을
이해하기에 앞서서 영구자석의 온도 분포를 자유롭게 바꾸면서 테이블을
제작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는 영구자석 전동기의 온
도 변화를 묘사하는 데에 데이터-주도적인 접근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실질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수준에서 전동기의 온도와 운전 조건을 다양
하게 조합하여 실험을 수행하고, 그 결과들을 고루 반영할 수 있는 온도
추정 모델을 사용할 것을 제안한다. 2.3절에서는 NARX 모델과 단계적
회귀 과정을 소개하고, 4장에서는 NARX 모델의 구현으로 인공 신경망을
이용하는 것에 대해 다룬다. 그에 앞서, 기존 열등가회로 기반 온도 추정
기법과 그 한계에 대해 다음 절에서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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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열등가회로 기반 온도 추정 기법
영구자석 전동기의 온도가 오르거나 내리는 것은 내부에서 손실이 발
생하거나 그 열이 주변 환경으로 빠져 나가기 때문이다. 열등가회로 기
반 온도 추정 기법은 이러한 열의 흐름을 바탕으로 전동기의 온도를 추
정하는 방법이다. 기존 열등가회로 기반 온도 추정 기법들은 영구자석
전동기의 각 부위들을 작은 단위로 나누어 위의 열저항과 열캐패시턴스
에 대한 식들을 적용하는 유한요소법을 사용함으로써 영구자석 전동기의
열등가회로를 구성한다. 그리고 각 부위(열캐패시턴스 혹은 노드)에서 발
생할 손실을 추정하고 주변 환경을 모델링함으로써 열등가회로를 완성한
다 [37]–[43]. 이 방법을 사용할 경우 추정 부위를 잘게 나눌수록 전동기
의 온도 분포를 자세히 알게 되기 때문에 구동 중 전동기 내부에서 가장
온도가 높아지는 부분이 어디인지 알고 고온으로 인한 사고를 더 용이하
게 대비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방법의 구현 중 어려운 점은 손실의 ‘분
포’를 조사해야한다는 것이다. 앞서 소개된 손실에 관련된 각 식들은 전
동기 전체에서 발생하는 값을 표현한 것인데 이것이 중앙 부에서 많이
발생했는 지 혹은 끝 부분에 몰려 발생했는 지에 따라 열의 흐름 및 온
도 분포는 많이 바뀌고, 이 분포는 운전 조건(전류, 속도, 온도)에 따라
바뀔 수도 있다. 예를 들어, 고주파로 전동기가 구동되는 경우 근접 효과
(proximity effect)의 영향이 커지게 되어 권선 중 축에 가까운 부위와 축
에서 먼 부위의 전류 밀도에 차이가 유발된다.
위의 이유로 몇 기존 연구들은 열등가회로의 열저항과 열캐패시턴스까
지만 사전의 해석을 통해 구성한 뒤 각 노드에 유입되는 손실은 실험을
통해 피팅(fitting)하였다 [41], [66]. 논문 [41]은 열등가회로를 생성한 뒤
실험적으로 식별한 손실들을 사용하여 권선의 온도와 영구자석의 온도를

42

그림 2.15 열원, 열저항, 열캐패시턴스를 갖는 열회로

그림 2.16 사전 정보에 의존하여 손실을 틀리게 식별한 열회로

동시에 추정하였고, 권선과 영구자석의 온도가 각각 50 °C와 30 °C 변할
때, 5 ° C와 4 ° C의 오차로 추정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식별(identification)
과정은 영구자석 전동기 각 부위의 실제 열용량 값이나, 각 부위에서 발
생하는 열의 크기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불필요하다. 오히려 위
과정은 미리 고정되어 있는 열저항과 열캐패시턴스에 의해 각 노드에 유
입되는 손실이 왜곡되어 식별되게 한다. 다르게 말하자면, 어떤 시스템의
온도 분포를 실험을 통해 표현하고자 할 때, 실험으로 식별하는 목표는
“열원(손실)의 크기와 열캐패시턴스의 값이 서로 어떤 크기로 비례하는
가”이다. 이에 대하여 그림 2.15와 다음 예시를 통해 더 생각해본다.
그림 2.15의 예시는 𝑃 = 2𝑖 인 손실이 유입되고 있는 간단한 열회로다.
(설명의 편의를 위해 각 변수의 단위와 비율은 고려하지 않는다.) 이제
열등가회로 제작 과정에서 손실이 전류에 어떤 비율로 비례하는 지를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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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7 잘못된 열등가회로를 사용한 온도 추정 결과

르고 있어 실험 결과를 통해 알아내야 하는 상황을 생각하자. 𝑇 = 0 인
정상상태에서 크기가 2인 계단형(step) 전류(𝑖 )를 5초간 흘리는 실험이 수
행되었다면 그 사이에 관찰된 온도는 𝑇(𝑡) = 2(1 − 𝑒

/

)가 된다. 이 때,

실제 시스템은 그림 2.15과 같이 𝐶 = 2 , 𝑅 = 1 이지만 만약 유한요소법
등의 사전 조사 기법을 통해 𝐶 = 1 , 𝑅 = 1로 잘못된 회로를 얻었다면 추
정 온도의 오차 제곱합이 최소가 되게 하는 해로써 손실을 𝑃 = 1.62𝑖 로
식별하고 그림 2.16의 등가회로를 얻게 될 것이다. 그림 2.17은 이렇게
식별된 시스템의 온도 추정 결과를 보여준다. 사전에 조사된 열저항과
열캐패시턴스의 값이 잘못됨으로 인해 시정수(time constant)가 잘못 얻어
지고, 추정 결과에서는 온도의 변화 속도 및 수렴점이 틀리게 나타났다.
이에 본 논문은 데이터-주도적 (Data-drvien) 접근을 통해 영구자석 전
동기 온도 추정 모델을 생성한다. 실험 결과로부터 시스템의 열 전달 특
성과 손실의 발생 및 분포를 동시에 묘사하는 모델을 구성하고 식별하는
방법을 연구한다. 다시 말하면 실험을 통해 측정된 온도의 변화와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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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는 데에 적합한 모델들의 생성하고 그 추정
성능을 비교하고자 한다. 운전 조건으로부터 온도의 변화를 직접 설명하
는 모델을 생성하는 경우 손실의 절대적인 크기는 직접적으로 식별되지
않으며, 관심 부위들의 열용량을 알아내는 과정도 포함되지 않는다. 이러
한 모델을 사용하는 경우 시스템에 대해 알 수 있는 총 정보는 감소하지
만, 관심을 두는 변수들 사이의 관계에 집중하여 모델이 생성되며 그 형
태와 연산이 비교적 단순해지고 식별 과정 또한 단축된다는 장점이 있다.
다음 절에서는 실험 결과에 기반하여 상태(온도)와 입력(운전 조건) 사이
의 관계를 설명하는 모델의 형태들에 대해 살펴본다.

2.3 NARX 모델과 단계적 회귀
영구자석 전동기의 온도를 추정하는 것은 영구자석 전동기 내부에서
발생하는 열의 양과 분포 그리고 흐름에 대해서 묘사하는 과정이다. 따
라서 온도 추정 모델은 온도의 변화와 운전 조건 사이의 비선형적 관계
를 묘사할 수 있고 시간에 따른 영향도 반영할 수 있는 형태를 가져야
한다. 상태와 입력의 지연된 값들을 사용하여 다음 상태의 값을 표현하
는 NARX (Nonlinear Auto-Regressive with eXogenous input) 모델은 위 조건을
만족하는 모델이다. 본 논문의 목적은 NARX 모델의 구조를 바탕으로
인공 신경망을 이용한 온도 추정 모델을 형성하는 것이다. 인공 신경망
에 관련된 연구 내용은 본 논문의 4장에서 다루도록 하며, 본 절에서는
선형 회귀 기법을 사용하여 NARX 모델을 구성하고 식별하는 방법을 소
개한다. 본 절의 방법을 바탕으로 얻은 단계적 회귀 모델은 본 연구에서
두 용도로 사용한다. 첫째로 인공 신경망 기반 모델의 추정 성능 비교
대상으로 사용한다. 둘째로 모델의 회귀 결과를 인공 신경망의 입력층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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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2.18 예시 열회로

(a) 한 개씩의 열캐패시턴스와 열저항을 갖는 열회로
(b) 냉각 시스템을 반영한 변형

적용할 때, 학습 속도 및 연산량에서 이득을 볼 수 있는지 검토한다.
선형 상태 방정식은 입력에 따른 상태의 변화를 표현하는 가장 기본이
되는 도구로써 다양한 물리적 현상의 묘사에 사용이 되고 있다. 식 (2.16)
은 가장 간단한 이산(discrete) 1차 선형 시스템의 상태 방정식으로 𝑖 번째
추정 시점에, 하나의 입력(𝑢 )으로부터 한 노드의 온도(𝑇 ) 변화를 표현한
다.
𝑇[𝑖] = 𝑎𝑇[𝑖 − 1] + 𝑏𝑢[𝑖 − 1]

(2.16)

여기에서 계수 𝑎 , 𝑏 는 모두 스칼라이다. 온도 변화를 표현하는 선형 모
델은 시스템의 열등가회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림 2.18(a)는 위 식
에 대응되는 열회로를 보여준다. 그림에서 𝑅 , 𝐶 , 𝑃는 각각 열저항, 열캐
패시턴스 그리고 노드에 유입되는 열(손실)을 의미한다. 이산 선형 모델
을 사용한 온도 추정 주기를 𝑡

라고 할 때에 그림 2.12(a)와 (2.16) 사이

에는 다음의 관계가 성립한다.
𝑢=𝑃
𝑎 = 1 − 𝑡 /𝑅𝐶
𝑏 = 𝑡 /𝐶

(2.17)

그런데 (2.16)을 사용하여 표현된 시스템은 입력이 없을 경우 온도가
ground(예시 FNN 인공 신경망의 역삼각형)가 의미하는 주변 온도로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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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된다. 시스템에 냉각수가 사용되어 입력이 없을 때 𝑇 가 냉각수의
온도로 수렴하는 열회로는 그림 2.18(b)처럼 그릴 수 있다. 이에 대응되
는 선형 모델은 하나의 추가 입력을 갖도록 변형된다.
𝑇[𝑖] = 𝑎𝑇[𝑖 − 1] + [𝑏

𝑏 ]

𝑇

𝑃[𝑖 − 1]
[𝑖 − 1]

(2.18)

식 (2.18)이 그림 2.18(b)에 대응되도록 하는 관계는 다음과 같다.
𝑎 = 1 − 𝑡 /𝑅𝐶
𝑏 = 𝑡 /𝐶
𝑏 = 𝑡 /𝑅𝐶

(2.19)

식을 살펴보면 시스템을 나타내는 모든 계수(𝑎 , 𝑏 )가 입력(𝑃 , 𝑇

)과

상태(𝑇 )에 무관하게 표현되었다. 즉, 어떤 시스템의 열전달특성은 물리적
인 구조에 의해 결정되며 입력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에 착안하여 전
동기의 온도를 추정하는 모델이 앞서 언급된 열등가회로 기반 방법이다.
이제 여러 부위의 온도와 여러 종류의 손실이 존재하는 경우에 대해
생각해보자. 식 (2.18)의 𝑇와 𝑃를 벡터로 바꾸면 다음과 같이 쓰인다.
𝑇[𝑖] = 𝐀𝑇[𝑖 − 1] + 𝐁𝐩

𝑃[𝑖 − 1]
[𝑖 − 1]
𝑇

(2.20)

여기에서 상태 행렬 𝐀는 각 노드 사이의 열 교환을 묘사하는 행렬이다.
입력 행렬 𝐁𝐩 는 손실들이 각 노드에 유입되어 온도 변화를 일으키는 비
율을 의미한다. (단, 𝐁𝐩 안에서 𝑇

와 곱해지는 열(column)은 냉각수와

각 노드 사이의 열흐름을 묘사한다.) 선형 모델의 제작은 𝐀와 𝐁𝐩 의 식별
이 목표가 되고, (2.20)에 추정 순간의 손실과 냉각수의 온도를 대입함으
로써 각 노드의 온도 변화가 추정된다.
하지만 (2.20)을 그대로 사용하여 𝐀와 𝐁𝐩 를 실험 결과로부터 식별하는
것은 손실 𝑃를 모르므로 사실 불가능하다. 이 때, 운전 조건들을 사용하
여 구성한 적절한 입력 벡터(𝑈 )가 있어 모든 손실들을 선형 조합으로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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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할 수 있다고 하자. 즉, 다음을 만족하는 𝚿가 존재한다고 하자.
(2.21)

𝑃 = 𝚿𝑈

식 (2.21)을 (2.20)에 대입한 뒤 정리하면 새로운 온도 추정 선형 상태 방
정식을 얻는다.
𝑇[𝑖] = 𝐀𝑇[𝑖 − 1] + 𝐁

𝑇

𝑈[𝑖 − 1]
[𝑖 − 1]

(2.22)

식 (2.22)는 (2.20)과 같은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중요한 차이점은 상태
벡터와 입력 벡터의 값들이 모두 추정된 것이 아니라 알려진(측정된) 값
이라는 것이다. 정리하여 말하자면, 운전 조건들의 함수로 표현되는 적절
한 입력 벡터를 찾는다면 각 손실에 대한 표현 및 추정이 불필요해진다.
식 (2.22)를 사용한 시스템의 묘사 성능은 당연히도 입력 벡터(𝑈)에 상
당히 의존한다. 이 때, 측정 가능한 시스템의 입력이 상태의 변화와 선형
적인 관계를 갖고 있지 않다면 (2.22)을 세우기 어려워진다. 다시 말하면
운전 조건들의 함수들로 구성되는 입력 벡터를 찾는 과정이 선형 모델
식별 중 중요한 단계가 된다.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어느정도 있는 경우
입력 벡터의 구성은 비교적 수월해진다. 본 논문의 2.1.2절에서는 영구자
석 전동기의 손실들과 운전 조건의 관계들을 살펴보았는데, 이를 바탕으
로 입력 벡터를 구성하는 시도를 할 수 있다. 혹은, 전동기 내에서 발생
하는 열이 인버터가 출력하는 전력의 양과 관련이 클 것이라 기대하여,
전력을 입력 원소로 사용할 수도 있다. 표 2.2는 선형 모델을 사용하여
영구자석 전동기의 온도 변화를 묘사할 때, 각 손실과 전력을 표현하기
위해 운전 조건들로 구성한 입력 벡터 원소의 예들을 보여준다. 표 2.2에
서 |𝐼|, |𝑉|, |𝜔|는 각각 인버터 출력 전류의 크기, 인버터 출력 전압의 크
기, 영구자석 전동기의 회전 속도의 크기이다. 2.1.2절에서 설명되었 듯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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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각 손실에 따른 온도 추정 모델의 입력 원소 예
손실

관련 입력 원소 예

동손 (copper loss)

‖𝐼‖

철손 (eddy loss)

‖𝑉‖, ‖𝑉‖ , ‖𝑉‖

마찰손 (mechanical loss)

|𝜔|, |𝜔| , |𝜔|

AC 전도 손실

(‖𝐼‖ ,) ‖𝐼‖ |𝜔|

전력

|𝑃|, |𝑄|

히스테리시스손은 자속 변화의 약 1.5승부터 2.5승까지 의존할 수 있으므
로, 전압의 1, 2, 3승을 설명 변수로써 고려하였다. 입력 원소의 스케일이
바뀌어도 입력 행렬이 그 반대 비율로 식별될 것이기 때문에 ‖𝐼‖와 ‖𝑉‖
는 peak 값과 rms 값 중 어느 것을 사용해도 차이가 없으며, |𝜔| 역시
기계적 각속도나 전기적 각속도를 사용하는 것에 따라 선형 모델 추정
결과 차이가 생기지 않는다. 유효 전력과 무효 전력을 의미하는 𝑃 와 𝑄
는 다음의 식을 통해 계산되었다.
𝑃 =𝑉 𝑖 +𝑉𝑖

(2.23)

𝑄 =𝑉𝑖 −𝑉 𝑖

(2.24)

𝑃는 기계적 출력과 모든 손실(인버터의 손실 포함)의 합이 되며, 𝑄는 자
계를 형성하기 위해 권선에 저장되는 에너지의 크기로 생각할 수 있다.
입력 원소를 운전 조건의 곱의 조합으로 표현할 때 꼭 표 2.2에 제시된
것처럼 지수부가 정수일 필요는 없다. 그러나 여러 원소들의 실수(real)
지수들을 동시에 결정하는 것은 높은 차원의 최적화 기법을 수반하게 될
것이다.
입력 벡터를 결정하고 나면 상태 행렬 𝐀와 입력 행렬 𝐁는 최소 제곱
법(least squares method)을 통해 실험 결과로부터 식별할 수 있다. 식별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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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설명에 있어 편의를 위해 냉각수의 온도를 합친 입력을 열 벡터 𝑈로
표기하면, 다음을 얻는다.
(2.25)

𝑇[𝑖] = 𝐀𝑇[𝑖 − 1] + 𝐁𝑈[𝑖 − 1]
그 다음, 우변의 두 항을 하나의 항이 되도록 쌓는다.
𝑇[𝑖] = [𝐀 𝐁]

𝑇[𝑖 − 1]
𝑈[𝑖 − 1]

(2.26)
(2.27)

𝑇[𝑖] = 𝛉𝜙[𝑖 − 1]

식 (2.25)은 𝑖 번째 추정 주기에서만의 추정 식을 나타내는데, 실험 결과
내 모든 샘플링 순간의 온도 측정 결과를 모아 (2.27)를 가로 방향으로
쌓으면 (2.28)를 얻는다.
]] = 𝛉[𝜙 [1] ⋯

𝐓𝐦𝐞𝐚𝐬 = [𝑇[2] ⋯ 𝑇[𝑖

𝜙[𝑖

− 1]] = 𝛉𝚽 (2.28)

찾고자 하는 계수보다 방정식의 수가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위 방정식
을 완벽하게 만족시키는 𝛉는 사실 존재할 수 없다. 대신 다음을 통해 얻
어지는 𝛉가 식별의 결과가 된다.
𝚽 = 𝚽𝐓 𝚽𝚽 𝐓

𝟏

(2.29)
(2.30)

𝛉 = 𝛕𝐦𝐞𝐚𝐬 𝚽

여기에서 𝚽 는 𝚽 의 의사역행렬(pseudoinverse, Moore-Penrose inverse)로,
(2.32)로 표현되는 추정 오차 제곱합을 최소화하는 𝛉가 찾아진다 [67]. (이
에, 본 과정은 최소 제곱합 방법(method of least squared sum)으로 불린다.
(2.31)

𝐓𝐞𝐬𝐭 = 𝛉𝚽

𝑇
위 식에서 𝑇

=

‖𝑇[𝑖] − 𝑇

[𝑖]‖

(2.32)

[𝑖]는 𝐓𝐞𝐬𝐭 행렬에 있는 열벡터이며, 𝑖 번째 샘플링 순간의

온도를 𝑖 − 1번째 측정 온도와 입력들로부터 추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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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영구자석 전동기 내 다양한 부위에서의 열 교환과 손실 유입을
묘사하고자 한다면 다음과 같이 상태와 입력의 지연된 값들을 사용하여
차수를 증가시킨 모델을 생각할 수 있다.
𝑇[𝑖] = 𝐀𝟏 𝑇[𝑖 − 1] + ⋯ + 𝐀 𝐧 𝑇[𝑖 − 𝑛] + 𝐁𝟏 𝑈[𝑖 − 1] + ⋯ + 𝐁𝐧 𝑈[𝑖 − 𝑛] (2.33)
이러한 표현식은 ARX(Auto-Regressive with eXogenous input) 모델로 불린
다. 그런데 선형 모델 및 ARX 모델은 영구자석 전동기의 온도 변화를
표현하는 데에 부족함을 갖는다. 영구자석 전동기의 열 전달 특성과 손
실이 온도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동손은 (2.3)에 따라 영구자
석 전동기의 사용 온도 범위에서 (같은 전류에 대해) 그 크기가 수십 %
변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관심 부위의 온도들( 𝑇 = [𝑇

⋯ 𝑇 ] )과

운전 조건들의 과거 값들을 사용하는 NARX(Nonlinear ARX) 모델이 영구
자석 전동기의 온도 추정에 적합하다.
𝑇[𝑖] = 𝑓(𝑇 [𝑖 − 1], … , 𝑇 [𝑖 − 𝑛],
…,
𝑇 [𝑖 − 1], … , 𝑇 [𝑖 − 𝑛],
‖𝐼‖[𝑖 − 1], … , ‖𝐼‖[𝑖 − 𝑛],
‖𝑉‖[𝑖 − 1], … , ‖𝑉‖[𝑖 − 𝑛],
|𝜔|[𝑖 − 1], … , |𝜔|[𝑖 − 𝑛],
𝑃[𝑖 − 1], … , 𝑃[𝑖 − 𝑛],
𝑄[𝑖 − 1], … , 𝑄[𝑖 − 𝑛],
𝑇
)

(2.34)

만약 냉각수의 온도가 빠르게 변한다면 (2.34)의 𝑇

를 지연을 고려하

여 𝑇

[𝑖 − 1], … , 𝑇

[𝑖 − 𝑛]로 대체하여 표현할 수 있다.

NARX 모델을 사용한 시스템 식별의 목표는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
목표는 시스템의 최대 지연( 𝑛) 을 알아내는 것이고 둘째 목표는 비선형
함수 𝑓를 알아내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두 목표는 여러 모델의 식별 및
비교를 통해 동시에 달성된다. 최대 지연의 크기를 바꾸어가면서 동일한
기법을 사용하여 비선형 함수를 식별한 뒤 각 모델이 보이는 오차를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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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하여 최고 성능 모델을 선정한다. 물론 지연의 크기가 클수록 시스템
의 자유도가 많아져 오차의 크기는 작아지게 된다. 따라서 최고 성능 모
델을 선정을 하는 기준은 모델이 사용하는 모수의 개수와 오차의 크기를
동시에 고려한다. 이러한 기준으로 사용되는 대표적인 지표로는 Akaike
Information Criterion (AIC), Bayesian Information Criterion (BIC) 등이 있다. 이
러한 지표들은 응용 분야와 데이터의 크기에 따라 변형되어 활용되는데,
공통적으로 추구되는 목표는 추정 오차를 효과적으로 감소시키는 한에서
모델의 자유도를 늘리는 것이다.
본 절의 남은 부분에서는 (2.34)의 𝑓를 (비선형) 설명 변수들을 활용한
회귀 모델로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본다. 회귀는 크게 두 단계로 나
누어 수행되는데, 첫 단계는 ‘설명 변수 후보’들을 생성하는 것이고, 둘
째 단계는 그 중 가장 종속변수의 변동을 잘 설명하는 변수들을 골라
‘설명 변수 집합’을 생성하는 것이다.
설명 변수 후보를 생성할 때, 앞서 언급되었듯이, 지수 값이 실수인 경
우를 생각하게 되면 회귀 과정이 지나치게 복잡해지므로 본 논문에서는
지수가 정수인 경우에 대해서만 다루도록 한다. 최대 지연이 𝑛이고 추정
하려는 온도가 𝑚 개인 경우에 대해 쓰인 (2.34)는 총 𝑛(𝑚 + 4) 개의 선
형 설명 변수 후보를 가지고 있다. 비선형 설명 변수 후보는 이 선형 설
명 변수 후보들의 곱의 조합을 통해 만들 수 있다. 만약 모든 곱의 조합
을 허용한다면 지수의 합이 𝑘 이하인 설명 변수 후보의 개수는 총
𝑁

=

(

)

C

개가 된다. (지수가 0인 상수항 포함.) 이는 최대

지연이 커질 때 매우 빠르게 증가하는데 예를 들어 계산하면, 𝑛 = 5 ,
𝑚 = 5 , 𝑘 = 5 인 경우, 𝑁

= 1,906,884 이다. 자유로운 곱의 조합

을 고려하는 것이 지나치게 많은 비선형 설명 변수 후보를 만들어 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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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NARX 모델의 회귀를 위한 비선형 설명 변수 후보
설명 변수 후보 (지연 생략)

집합 유형
온도

𝑇 ,…,𝑇

손실, 전력

‖𝐼‖ , ‖𝑉‖, ‖𝑉‖ , ‖𝑉‖ ,
|𝜔|, |𝜔| , |𝜔| , ‖𝐼‖ |𝜔|,
|𝑃|, |𝑄|

권선 온도 의존성

𝑇 ‖𝐼‖ , 𝑇 ‖𝑉‖, 𝑇 ‖𝑉‖ , 𝑇 ‖𝑉‖ ,
𝑇 |𝜔|, 𝑇 |𝜔| , 𝑇 |𝜔| , 𝑇 ‖𝐼‖ |𝜔|,
𝑇 |𝑃|, 𝑇 |𝑄|

영구자석 온도 의존성

𝑇 ‖𝐼‖ , 𝑇 ‖𝑉‖, 𝑇 ‖𝑉‖ , 𝑇 ‖𝑉‖ ,
𝑇 |𝜔|, 𝑇 |𝜔| , 𝑇 |𝜔| , 𝑇 ‖𝐼‖ |𝜔|,
𝑇 |𝑃|, 𝑇 |𝑄|

냉각

𝑇

, 1(주변 온도 반영)

을 볼 수 있다. 게다가 각 변수가 모델에 포함된 경우와 포함되지 않은
경우를 고려할 때 생성될 수 있는 총 회귀 모델의 개수는 2

개

가 되므로 실질적으로 모델의 생성과 비교가 불가능해진다. 따라서 설명
변수 후보에 제한 조건을 둘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영구자석 전동기 온도 추정 NARX 모델의 설명 변
수 후보와 설명 변수 집합을 생성할 때 제한 조건을 두어 그 표현 자유
도를 어느 정도 제한할 것을 제안한다. 먼저, 설명 변수 후보는 같은 지
연을 갖는 온도와 운전 조건들만 서로 곱하여 생성하도록 한다. 즉,
𝑇 [𝑖 − 4] × |𝐼|[𝑖 − 5] 와 같은 설명 변수는 사용하지 않고, 𝑇 [𝑖 − 5] ×
|𝐼|[𝑖 − 5]와 같은 설명 변수만을 고려한다. 또, 어떤 후보를 설명 변수 집
합에 포함시킬 때에는 해당 변수의 모든 지연 차수 항을 동시에 집합에
포함시키도록 한다. 예를 들어 |𝐼|

항을 설명 변수 집합에 추가할 때,

|𝐼| [𝑖 − 1]부터 |I| [𝑖 − 𝑛]까지 모두 추가하도록 하는 것이다.
표 2.3은 본 논문이 NARX 모델의 회귀에 사용한 설명 변수 후보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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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보인다. 설명 변수 후보 집합은 다음의 5개 집합의 합집합이 되도
록 생성한다. 첫째 집합은 관심 부위의 온도 집합( {T , … 𝑇 } )이다. 둘째
집합은 손실에 연관된 운전 조건의 곱의 조합으로 표 2.2에서 예로 들었
던 10개 원소를 갖는다. 셋째와 넷째 집합은 각각 둘째 집합에 권선 (평
균) 온도와 자석 (평균) 온도를 곱하여 생성한다. 마지막 집합은 냉각수
의 온도와 상수항으로 구성된다. 최대 지연이 𝑛인 NARX 모델을 회귀할
때는 표 2.3의 설명 변수 후보의 1-지연부터 𝑛 -지연된 변수들이 모두 고
려된다. (냉각수의 온도가 천천히 변한다면 𝑇

의 지연 변수들은 고려

할 필요가 없으며,) 추정 부위가 𝑚개 이고, 최대 지연이 𝑛인 NARX 모
델의 설명 변수 후보는 총 (10 × 3 + 𝑚)𝑛 + 2개가 된다.
설명 변수 집합을 형성하는 데에는 단계적 회귀 기법을 사용한다. 단
계적 회귀는 상수항만을 사용하는 모델을 생성한 뒤 각 설명 변수 후보
들을 설명 변수 집합에 더하거나 빼면서 최소 제곱합 방법으로 회귀 모
델을 생성하고, 부분-F 검정을 통해 가장 유의미한 설명 변수 집합을 찾
아가는 과정이다. 부분-F 검정의 결과인 p-value는 설명 변수 집합에 추
가되거나 집합에서 제거된 원소가 회귀 모델의 잔차 제곱합(residual sum
of squares, RSS)에 얼마나 유의미한 변화를 가져왔는 지를 나타낸다. (변수
집합의 원소 중 일부 원소들의 회귀 계수가 0일 확률을 나타낸다.)
새로운 설명 변수 후보를 설명 변수 집합에 추가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기존의 설명 변수 집합에 각 설명 변수 후보를 추가한 뒤 부분 F검정을 수행하고 그 중 가장 작은 p-value가 0.05보다 작다면 연관 후보
를 설명 변수 집합에 추가한다. 이 때, 각 설명 변수의 1-지연부터 𝑛 -지
연 변수를 한 번에 추가한다. 설명 변수의 추가를 시도한 뒤에는 (새로
운 변수가 추가 되었든 되지 않았든) 설명 변수 집합에 도움이 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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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9 NARX 모델의 단계적 회귀 순서도

는 변수가 있는지 확인한다. 설명 변수 집합에서 최근 추가된 설명 변수
를 제외한 나머지 변수들을 하나씩 없앤 뒤 부분 F-검정을 수행했을 때
가장 큰 p-value가 0.1보다 크다면 연관 후보를 설명 변수 집합에서 제거
한다. 마찬가지로, 1-지연부터 𝑛 -지연 변수들이 한 번에 제거되도록 한다.
설명 변수의 추가와 제거 시도를 반복해도 설명 변수 집합에 변화가 생
기지 않으면 단계적 회귀를 마친다. 단계적 회귀의 수행 과정을 그림
2.19에 순서도로 도시하였다.
다음 장에서는 본 연구에서 수행된 두 실험의 결과를 보인다. 이에 대
한 단계적 회귀 결과와 최소 제곱합 방법 기반 모델의 추정 결과는 본
논문의 4.3.3절에서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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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온도 추정 인공 신경망의 학습, 검증, 응용 과정

제 3 장 전동기 온도 변화 데이터 취득
앞선 장에서는 본 연구에서 사용된 영구자석 전동기에서 영구자석 온
도를 쇄교자속 테이블을 활용하여 추정한 결과를 보였다. 추정 결과의
해석 과정에서 사전에 조사된 쇄교자속 테이블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실
험 결과가 나타났고, 이는 사용된 전기적 모델이 갖는 한계를 보여주었
다. 이에 본 연구는 수행할 수 있는 수준에서 영구자석 전동기의 온도와
운전 조건을 다양하게 조합하며 전동기의 온도 변화를 조사하고, 그 결
과를 직접적으로 온도의 추정에 활용하는 데이터-주도적 접근을 취한다.
실험을 통한 데이터 취득은 영구자석 전동기의 온도 추정 모델을 생성하
는 과정의 첫 단계라 할 수 있다. 그림 3.1은 인공 신경망 기반 모델을
생성하고 훈련하여 필드에서 응용하기까지의 과정을 블록도로 보인다.
그림에서 𝑆, 𝑖, 𝜃 , 𝑉, 𝜔는 각각 전동기의 스위칭 함수, 측정된 상 전류(들),
측정된 전동기의 위치(기계각), 전류 제어기의 전압 출력, 추정된 기계
각속도를 의미한다. 그리고, 𝑈 는 전압, 전류, 각속도를 묶은 운전 조건
정보이고, 𝑇는 측정된 전동기의 온도, 𝑇 은 추정된 전동기의 온도를 의미
한다. 실험을 수행하는 단계는 그림 3.1에서 왼쪽 위의 녹색 블록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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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station(PC)에 𝑈와 𝑇를 저장하기 까지의 과정이다. 이후, PC에서는 여
러 종류의 인공 신경망을 생성하고 훈련한다. 그림의 학습 블록 안에 그
려진 두 개의 로고는 본 연구에서 인공 신경망의 학습에 활용한 Keras와
Tensorflow 라이브러리의 로고이다. (구체적인 학습 방법은 4장에서 소개
한다.) 그 다음, 훈련된 인공 신경망들은 운전 조건만을 입력으로 계속
받으며 그 폐루프 추정 성능(연속 추정 중 최대 오차)가 검토된다. 마지
막으로, 가장 좋은 추정 성능을 보인 모델이 필드에 적용되어 활용된다.
본 장에서는 영구자석 전동기의 온도 추정 모델을 식별 혹은 훈련하고
평가하기 위해 사용된 프로파일과 데이터셋(실험 결과)을 보인다. 실험은
두 개의 다른 영구자석 전동기에서 수행되었고, 각 전동기에 대해 훈련
데이터셋과 평가 데이터셋이 취득되었다. 이후, 하나의 온도 추정 모델은
하나의 전동기에서 얻어진 데이터셋들만을 가지고 훈련되며, 해당 전동
기의 온도 추정에만 사용한다. 이는 전동기가 구조와 정격 등에 따라 발
생하는 손실들의 크기와 비율, 분포가 서로 크게 다르므로, 하나의 인공
신경망으로 여러 개 전동기의 온도를 추정하는 것은 가능하긴 하지만 복
잡한 구조와 큰 연산량을 수반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관련하여,
여러 전동기의 온도를 추정하기 위한 인공 신경망 생성 과정은 4장의 마
지막 부분에서 설명하였다.

3.1 실험 A
3.1.1 실험 A의 환경
영구자석 전동기의 온도를 추정하는 NARX 모델들의 생성과 식별을
위해서는 비선형 함수의 묘사를 위해 영구자석 전동기의 온도 변화를 다
양한 조건에서 관측하는 것이 필요하다. 영구자석 전동기의 온도에 영향
을 주는 운전 조건으로는 토크(전류)와 속도가 있고, 주변 요인으로는 냉
각수의 온도가 있다. (주변 공기의 온도는 실험실의 에어컨을 사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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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실험 A 전체 환경

항상 같은 온도가 되도록 하였다.) 전동기의 운전 조건인 전류와 속도는
인버터를 사용하여 자유롭게 제어가 가능하고 냉각수의 경우 외부에 설
치된 수냉식 냉각 시스템을 통해 온도 제어가 가능하다.
실험 A에서 MG(모터-발전기) 세트는 하나의 DC-링크를 공유하는 두
개의 인버터로 제어 되었다. 두 인버터의 전류는 하나의 digital signal
processor(DSP; TI, TMS320C28346)를 사용하여 측정되고 두 인버터의 모든
스위치의 제어도 해당 DSP로 수행하였다. DC-링크는 별도의 DSP(TI,
TMS320C28346)를 사용하여 3상 3선식 220V 계통으로부터 325 V를 형성
하도록 부스트 컨버터로 제어되었다.
각 인버터에는 Infineon 사의 half-bridge IGBT 모듈인 FF450R12KT4를
세 개씩 사용하였다. 각 인버터의 IGBT 모듈 세 개는 하나의 냉각용 블
록 위에 부착되었고 유냉식 냉각기(대호냉각기, DH-1AL) 한 대가 두 개
58

의 냉각용 블록에 기름을 15 °C로 유지하며 흘리도록 하였다. 냉각용 기
름(열매체유)으로는 Dow 사의 Syltherm 800을 사용하였는데 이는 15 ° C
에서도 낮은 점도(10 mPa∙ s)를 가져 좁고 긴 경로를 갖는 냉각용 블록을
통과하기에 적합하다고 사료되어 선정하였다.
두 전동기는 하나의 수냉식 냉각 시스템에 의해 냉각되었으며 각 전동
기에 7.5 L/min의 물이 유입되도록 관을 조절하였다. 냉각 시스템은 다시
두 개의 수냉식 냉각기로 구성이 되었는데 두 기기는 대호냉각기 사의
DH-3A와 현대이엔지 사의 HD-20LW가 사용되었다. 이처럼 두 단계를
사용한 냉각을 수행한 이유는 실험에서 냉각수의 온도 범위를 20 ° C부
터 80 ° C까지로 넓게 변화시키기 위함이다. 하나의 기기를 사용해서는
해당 범위를 모두 만족시키도록 하기 어려워 이원(二原)냉각 방식의 냉
각 시스템이 형성되었다. 위 실험 A의 구성은 그림 3.2에 나타나 있다.
이후 모든 실험 중 HD-20LW 냉각기를 사용하여 측정한 냉각수의 온도
는 제어하도록 설정한 온도와 0.7 °C 이하의 오차를 가졌다.
온도 추정 모델을 생성하고 평가하기 위해 온도 센싱부를 구성하였다.
온도 센서로는 두 지점 사이의 온도 차이에서 금속의 양단에 기전력이
발생하는 현상을 활용하는 thermocouple(TC)를 사용하였고 사용된 type은
‘K’였다. TC는 두 지점 사이의 온도 차이에 대한 정보를 전압차로 알려
주므로, 측정 부위의 절대 온도를 알기 위하여 cold junction compensator
소자(LT1025A)의 출력 전압과 더하여 센싱했다. 이 전압은 디지털 값으
로 변환(LTC2440; 24-bit 해상도)되어 절연되어 전송되고 모든 채널의 온
도를 하나의 FPGA로 취합하였다. LTC2440은 6.9 Hz 출력율 모드로 설정
하여 사용하였는데, 이 때 소자는 50/60 Hz 노이즈를 차단하는 기능을 제
공하기도 한다. FPGA는 또한 DSP로부터 200 ms마다 전류와 속도를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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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온도 측정이 가능하도록 가공된 전동기

함께 저장하였다. (전류와 전압은 50 Hz의 디지털 저역 통과 필터를 적용
시킨 값을 subsample하였다.) 같은 주기인 200 ms마다 FPGA는 FT232소자
와 SCI 통신을 취하여 취득된 모든 온도들과 전류, 속도, 전압을 PC로
전송하였다. PC에서는 냉각수의 온도도 함께 저장되었는데 냉각수의 온
도는 측정되지 않고 냉각 시스템에 세팅한 값을 사용하였다. 위 과정을
통하여 실험 중 전동기의 온도, 전류, 속도, 전압을 모두 같은 순간에 측
정하며 저장하도록 전체 센싱부가 구성되었다.
TC 센서들은 본 논문의 2.1절에서 STAR-CCM+ 시뮬레이션의 결과를
통해 살펴본 정상상태에서의 온도 분포를 참고하여 권선 위의 4개 부위
에 부착하였다. 이 때에 고정자의 외함(case)의 축 방향을 따라 앞과 뒤
로 작은 구멍을 뚫어 TC 센서의 선이 통과하도록 그림 3.3와 같이 하였
다. 구체적인 부착 부위는 다음과 같으며 그림 3.4에 자세히 표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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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실험 A – 권선 상 TC 부착 위치

1) Crown: 권선의 양 끝 중 용접을 하지 않은 부분으로 ㄷ자형 구리
막대의 중앙 (꺾인) 부분

2) Weld: 두 개의 ㄷ자형 구리 막대들의 끝을 서로 연결하기 위해 용
접이 이루어진 부분 (crown의 반대편)

3) Jumper: 각 상의 떨어져 감긴 두 권선을 연결하는 부분
4) Neutral: 영구자석 전동기의 중성단
Crown, weld, jumper에는 TC를 세 개의 상에 각각 붙여 측정 값을 기록했
고, 중성단(neutral)에는 하나의 TC를 부착하였다.
회전자의 온도는 적외선 센서(Melexis Technologies, MLX90614ESF-ACA)
를 사용하여 측정되었다. 적외선 센서를 사용하면 고정자 외함의 적절한
위치에 구멍을 뚫어 접촉 없이, 그리고 회전 여부에 상관 없이 영구자석

(과 주변 회전자)의 온도를 측정할 수 있다. 사용된 적외선 센서는 90°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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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실험 A – 적외선 센서의 온도 측정 위치 (푸른색 영역)

시야각을 가지고 있으며 그 안의 평균 온도를 측정하도록 동작하는데 해
당 면적이 영구자석의 면에 들어올 수 있도록 센서를 회전자에 밀착시켜
설치하였다. 적외선 센서를 설치한 모습은 그림 3.3에 나타나 있고 그림
3.5는 적외선 센서에 의해 측정된 회전자 상의 영역을 보인다.
적외선 센서가 회전자에 부착된 것은 아니지만 고정자 함(case) 내에서
사용되기 때문에 센서 자체의 온도가 고정자와 회전자의 온도를 따라 변
화하고 그 내부에 온도 분포가 생길 수도 있다. 이러한 상태는 적외선
센서들의

성능을

저하시킬

수

있는데,

실험

A에

사용한

모델은

MLX90614ESF 중 ‘xCx’의 코드를 갖고 있으며 해당 모델은 센서의 온도
변화 및 분포에 따른 센싱 오차를 저감할 수 있도록 개선된 모델이다.
권선 온도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TC 센서의 경우 물성에 의해 온도
에 따른 전압 출력 오차는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절대적인 온도로 센싱
하기 위해 함께 사용된 cold junction compensator(LT1025A)의 경우 온도에
따른 출력 전압의 변화가 TC와 다를 수 있고 오프셋 오차를 가질 수도
있다. 데이터시트에 따르면 LT1025A가 25 ° C의 환경에서 사용될 때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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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3.6 실험 A – TC, IR 센서의 스케일, 오프셋 보정
(a) 보정 전 측정 결과와 (b) 보정 후 측정 결과

대 0.75 ° C의 오프셋 오차를 유발할 수 있다. TC 들을 사용해 측정된 전
압은 ADC 소자에 입력되기에 앞서 op-amp를 통해 전압 크기가 증폭되
는데 이 때 저항의 오차로 인해 추가적인 오프셋 및 스케일 오차가 발생
할 수 있다. 적외선 센서는 곧바로 디지털 신호로 온도 측정 결과를 반
환하며, 데이터시트에 따르면 센서 혹은 측정 물체의 온도가 0-125 ° C
사이에서 변할 때 최대 2 °C의 오차를 보일 수 있다.
위의 오프셋 및 스케일 오차가 항상 일정하게 발생한다면 사전 조사를
통해 오차를 상쇄한 센싱을 수행할 수 있다. 이에 센서의 설치 이후 각
센서를 보정하기 위한 실험을 수행하였다. M-G 베드 전체를 단열재로 감
싼 상태에서 냉각수의 온도를 40, 50, 75 ° C로 각 두 시간씩 흘린 뒤 각
센서의 정보를 수집하였고 실험의 결과는 그림 3.6(a)와 같이 얻어졌다.
각 센서의 스케일과 오프셋 보정을 수행한 뒤의 측정 결과는 그림 3.6(b)
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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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 실험 A – 전동기의 능력 곡선과 훈련 프로파일의 운전점

3.1.2 실험 A의 훈련 및 평가 데이터셋
본 논문은 영구자석 전동기의 온도 추정을 위해 NARX 모델을 구성하
고 식별하고자 한다. NARX 모델은 상태(온도)와 입력(운전 조건)의 지연
된 값들을 인자로 갖는 비선형 함수를 사용하여 상태의 변화를 묘사한다.
여기에서 비선형 함수는 시불변일 것으로 간주한다. 선형 회귀 모델을
식별하는 경우 모델이 갖는 모수들의 개수만큼의 정보를 얻도록 실험을
계획하면 되지만, 비선형 함수를 묘사하고자 할 때에는 인자들의 조합이
다양하게 관찰될 수 있도록 실험을 계획하는 것이 좋다. 본 연구는 온도
를 일정 범위에 유지하면서 토크와 속도의 조합을 관찰하는 운전 프로파
일과 구동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이를 통해 온도 추정 모델을 훈련(식별)
하므로 이 운전 프로파일을 ‘훈련 프로파일’이라고 부르기로 한다. 이후,
제작된 온도 추정 모델의 성능 평가를 위해 만들어진 운전 스케줄을 ‘평
가 프로파일’이라고 부르기로 한다. 성능의 평가가 유의하도록 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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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훈련 데이터셋 별 냉각수와 영구자석 전동기 온도 조합
°C

냉각수 온도

영구자석 전동기 내부
최고 온도 제어 기준 값

훈련 데이터셋 1

20

40

훈련 데이터셋 2

20

75

훈련 데이터셋 3

20

110

훈련 데이터셋 4

45

75

훈련 데이터셋 5

45

110

훈련 데이터셋 6

70

110

해 평가 프로파일 또한 운전 조건과 온도의 조합을 다양하게 가지도록
한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고 사용한 훈련 프로파일을 그림 3.7에 도시하였다.
이 훈련 프로파일은 속도-토크 그래프 상에서 영구자석 전동기의 능력
곡선 내부에 있는 주황색 운전점 32개를 사용한다. (연구 대상 전동기의
기저 속도는 8000 r/min이고, 정격 토크는 50 Nm이다.) 본 연구에서는 영
구자석 전동기의 온도가 100 ° C로 균일한 조건에서 시뮬레이션을 통해
조사된 최대 효율 운전점을 활용하여 속도와 토크에 따른 전류 지령을
생성하였다. 각 운전점 사이를 옮기는 사이에 속도는 3000 (r/min)/s의 기
울기로, 토크는 50 Nm/s의 기울기 제한을 두고 변화되었다.
훈련 프로파일은 그림 3.7에 나타난 것과 같이 화살표를 따라 순서대
로 수행되었고 각 운전점은 10초씩 유지되었다. 이와 같은 운전점의 변
경 순서는 토크와 속도의 크기가 증가, 유지, 감소하는 경우를 다양하게
섞어 관찰할 수 있게 하며, 온도의 변화가 급격한 경우와 느린 경우가
시간에 따라 적절히 분산되도록 한다.
훈련 프로파일은 온도와 운전 조건의 조합에 따른 온도 변화를 관찰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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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 실험 A – 훈련 데이터셋 3의 일부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그런데 그림 3.7의 주황색 점들만을 10초씩
순서대로 운전한다면 (냉각수의 온도가 같을 때) 항상 일정한 실험 결과
를 얻게 된다. 다시 말하자면, 온도와 운전 조건은 열의 흐름에 대한 관
계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자유로운 조합을 관찰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구동 알고리즘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여러 개의 훈련 프로파
일을 생성하였고 각 훈련 프로파일은 영구자석 전동기의 온도가 일정한
범위에 있도록 하였다. 영구자석 전동기의 온도 변화 특성은 냉각수의
온도에 따라서도 크게 바뀌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영구자석 전동기와
냉각수의 온도 조합에 따라 표 3.1와 같이 여섯 개의 구동 조건을 생성
하였다. 각 훈련 데이터는 영구자석 전동기에서 측정된 최고 온도가 ‘온
도 제어 기준 값’으로 돌아오도록 하며 수행 되었는데, 이를 위하여 가
열과 냉각 운전점을 추가로 두었으며 이는 그림 3.7에서 빨간색 점과 초
록색 점으로 각각 표현되었다. 운전점(주황색 점)들의 수행이 끝날 때마
다 영구자석 전동기에서 최고 온도가 온도 제어 기준 값에 도달할 때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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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 실험 A 결과 – 훈련 데이터셋 1
(냉각수 20 °C, 제어 온도 기준 40 °C)

그림 3.10 실험 A 결과 – 훈련 데이터셋 2
(냉각수 20 °C, 제어 온도 기준 75 °C)

지 냉각 혹은 가열 지령이 수행되도록 하였다.
그림 3.8은 표 3.1의 훈련 데이터셋 3의 일부를 확대하여 나타낸 것으
로 모든 측정 채널의 온도를 보인다. 실험 결과는 같은 부위(weld, cr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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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 실험 A 결과 – 훈련 데이터셋 3
(냉각수 20 °C, 제어 온도 기준 110 °C)

그림 3.12 실험 A 결과 – 훈련 데이터셋 4
(냉각수 45 °C, 제어 온도 기준 75 °C)

jumper, neutral point, 영구자석)를 측정한 결과들은 서로 거의 같은 온도
변화 특성을 가짐을 보여준다. 이에 본 연구는 각 부위의 평균 온도(총
다섯 부위)의 온도를 추정하는 모델들을 생성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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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 실험 A 결과 – 훈련 데이터셋 5
(냉각수 45 °C, 제어 온도 기준 110 °C)

그림 3.14 실험 A 결과 – 훈련 데이터셋 6
(냉각수 70 °C, 제어 온도 기준 110 °C)

다. 그림 3.9부터 그림 3.14은 표 3.1의 조건으로 훈련 프로파일을 수행한
실험 결과이며 각 부위의 평균 온도를 보인다. 운전 조건 그래프는 속도
와 토크를 정격 값으로 나누어 p.u.(per unit)으로 도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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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 데이터를 살펴보면 영구자석 전동기 내 각 부분의 온도 변화율이
운전 조건에 따라 다른 것이 보인다. 이는 운전 스케줄에 따라 영구자석
전동기 내부에서 최고 온도를 갖는 부위가 바뀌는 것으로도 나타난다.
앞서 언급되었듯이 권선의 경우 한 부분이라도 안전한 운전 범위를 벗어
나서 절연 물질이 녹거나 승화하는 문제를 겪으면 사고로 이어지게 되고
영구자석 또한 감자 현상을 피해야 하기 때문에 각 부위의 온도를 나누
어 동시에 추정하는 것은 중요하다. 훈련 데이터셋에서 관찰할 수 있는
사항들을 모아보면 다음과 같다.

1) 영구자석 전동기의 온도가 전반적으로 올라갈 때 최고 온도를 갖
는 부위는 jumper와 neutral point 중에서 나타난다. 이 두 부위는 다
른 부위에 비해 온도 변화의 크기가 큰데, 운전 속도가 빠를 때에
는 jumper가 급격한 온도 변화를 보이고, 운전 속도가 느릴 때에는
neutral point가 급격한 온도 변화를 보인다.
2) 권선 부위 중에는 weld가 가장 느린 온도 변화를 보이고 전체 부
위 중에서는 영구자석이 가장 느린 온도 변화를 보인다. 두 부위는
느린 온도 변화 특성으로 인해 냉각을 오래 수행하는 경우 전동기
내에서 최고 온도를 갖는 부위가 되기도 한다.

다음으로 온도 추정 모델들의 성능 비교를 위해 제작한 평가 프로파일
에 대해 살펴본다. 평가 프로파일은 훈련 프로파일과 마찬가지로 넓은
온도 범위에서 여러 운전 조건을 구동하도록 해야 한다. 이 때, 제작된
모델이 훈련 프로파일에 특화되지는 않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평가 프
로파일은 훈련 프로파일과는 다른 방식으로 운전을 계획하는 것이 좋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각 평가 프로파일이 넓은 영구자석 전동기의 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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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3.15 실험 A – 정상상태에서의 전동기 내부 최고 온도 등고선
(a) 30 °C 냉각수 (b) 60 °C 냉각수

범위를 다루도록 구성하였다. 그리고 각 프로파일은 두 개의 구간을 갖
도록 하였는데, 앞의 반절 구간은 영구자석 전동기 내 최고 온도의 값이
100 °C 이상이 되도록 하며 운전 조건을 바꾸는 구간이고, 뒤의 반절 구
간은 최고 온도의 값이 100 °C 이하에 있도록 하는 구간이다. 본 연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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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3.16 실험 A – 100 °C 수렴 운전점과 평가 프로파일
(a) 30 °C 냉각수 (b) 60 °C 냉각수

훈련 프로파일은 20, 45, 70 °C의 냉각수를 사용하며 얻어졌는데, 평가 프
로파일은 냉각수의 온도를 30, 60 °C로 두고 각 경우 하나씩, 총 두 개를
제작하였다. 냉각수의 온도에 따라 영구자석 전동기 내 최고 온도가 100
° C로 수렴하게 하는 운전 조건이 바뀌기 때문에 100 ° C 수렴선을 두 냉
각수 온도에서 실험을 통해 확인하였다. 그림 3.15는 정상상태에 도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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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7 실험 A 결과 – 평가 데이터셋 1
(냉각수 30 °C)

그림 3.18 실험 A 결과 – 평가 데이터셋 2
(냉각수 70 °C)

영구자석 전동기의 내부 온도 중 최고값에 대한 등고선을 보인다. 그림
3.16는 그림 3.15의 결과를 바탕으로 제작된 두 개의 평가 프로파일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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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실험 B에 사용된 영구자석 전동기의 제정수
전동기 제정수

표시

값

정격 토크

𝜏

250 Nm

정격 속도

𝜔

5000 r/min

정격 전류

𝐼

,

424 Arms

d축 인덕턴스

𝐿

71.3 μH

q축 인덕턴스

𝐿

155.6 μH

영구자석 쇄교자속

61.8 mV/(rad/s)

𝜆

극수

𝑝

8

그림 3.17과 그림 3.18은 그 실험 결과이다. 평가 프로파일 내 운전점들
의 속도 지령은 훈련 프로파일의 운전점들에서 사용되지 않은 값들이 되
도록 하였다. 모든 온도와 속도, 전류, 전압은 0.2 초 마다 PC에 기록되
었으며 훈련 데이터 28175 샘플, 평가 데이터 71995 샘플이 기록되었다.

3.2 실험 B
3.2.1 실험 B의 환경
실험 B에 사용된 영구자석 전동기는 실험 A에서와 마찬가지로 자석이
회전자에 매입되어 있는 구조(IPMSM)를 가졌고, 그 제정수를 표 3.2에
나타냈다. 표의 값 중 인덕턴스는 영구자석 전동기가 20 °C로 균일한 분
포의 온도를 가질 때, 200 Arms의 전류를 (정격 속도 이하에서 MTPA 조
건을 만족하며) 출력할 때의 값이다. 해당 영구자석 전동기는 유도기와
연결되어 설치되었고 대호 냉각기 사의 M-6 모델을 사용하여 두 전동기
와 인버터가 함께 냉각되었다. M-6 모델은 냉각수의 온도를 35 ° C 이하
일 때에만 냉각 기능이 동작한다. 실험 중 냉각수의 온도는 설정된 온도
와 항상 0.7 ° C 이하의 오차를 가졌다. 그림 3.19은 실험 B에 쓰인 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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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9 실험 B의 세트 사진

전체를 찍은 사진이다.
실험 B에서 권선의 온도는 한 상의 엔드 턴(end turn)에 한 개의
NTC(negative temperature coefficient of resistance) 센서 104NT-4-R025H42G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영구자석의 온도는 플렉서블(flexible) PCB 상에
RTD(resistance temperature detector) 센서 PTS0805M(F0.3 class)을 올려 그림
3.20와 그림 3.21에 표시된 위치들에 하나씩 삽입하여 직접 측정하였다.
플렉서블 PCB는 영구자석 전동기 축 중앙의 공간을 통해 바깥으로 빼내
어 회전자와 함께 돌도록 부착된 측정 기판에 연결되었다. 측정 기판은
배터리가 부착되어 동작하며 측정된 (디지털) 결과를 블루투스 통신으로
고정자 측에 전송하도록 하였다. 취득된 온도는 전동기의 운전 조건(전
류, 전압, 속도)와 함께 PC로 SCI 통신으로 0.4325 초마다 전송되어 기록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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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0 실험 B – 회전자 온도 센서 부착 위치 (Front 측에서 본 사진)

RTD 센서는 온도에 따라 저항이 증가하는 물질의 특징을 활용하는 센
서이다. 실험에 사용된 PTS0805M은 데이터시트에 따르면 10-50 ° C 범위
에서 사용되었을 때, 최대 0.55 ° C의 오차(저항값 오차의 환산치)를 가진
다. RTD의 저항 값을 측정하기 위하여 각 센서에 전류원 소자인 LT3092
로 1 mA를 흘려주었는데, 데이터시트에 따르면 LT3092의 전류 출력 오
차는 1 nA 이하이다. (LT3092와 함께 사용되는 두 저항의 크기 비에 의해
출력 전류가 결정되므로 출력 전류의 크기 오차는 저항의 오차에 의존한
다고 볼 수 있다. 저항은 1 %급을 사용하였다.)

NTC 센서는 RTD 센서

와 유사하게 온도에 따라 저항이 변하는데 그 부호가 반대이며 상대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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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 실험 B – 회전자 온도 센서 부착 깊이

로 저항의 크기가 크다는 특징을 갖는다. 실험 B에 사용된 104NT-4R025H42G는 10-50 ° C 범위에서 사용되었을 때, 최대 1.3 ° C의 오차를
가진다. NTC는 저항값이 크므로 전류원을 사용하지 않고, 20 kΩ 저항과
직렬 연결하여 전압을 분압하여 그 크기를 측정하였다. RTD와 NTC 센서
의 저항(전압)은 각각 op-amp(TSV914)를 사용하여 스케일링 된 후
ADS8028 소자(12-bit)로 읽어졌다.
만약 RTD, NTC 센서들과 op-amp, ADC 소자들이 각각 일정한 오프셋
및 스케일 오차를 갖는다면 사전 실험을 통해 그 오차를 보정(calibration)
할 수 있다. RTD 센서들은 그림 3.22와 같이 하나의 금속에 모두 부착한
뒤 해당 금속을 물에 담그고 물의 온도를 바꾸어 가며 보정이 수행되었
다. 보정 기준 온도는 Fluke 사의 87V에 K-type TC(thermocouple)을 연결
하여 측정된 온도로 하였으며, 그림 3.23는 수행된 보정의 결과를 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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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 실험 B – RTD 온도 센서 보정 실험 사진

(a)

(b)

그림 3.23 실험 B – RTD 센서의 스케일, 오프셋 보정
(a) 보정 전 측정 결과와 (b) 보정 후 측정 결과

다. NTC 센서는 권선에 부착된 상태에서 보정이 수행되었는데, 3장에서의
보정과 같이 영구자석 전동기에 단열재를 감싼 뒤 냉각수를 흘리고 2시
간을 두어 측정된 온도를 사용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보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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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4 실험 B에 사용된 훈련 프로파일

다음으로는 실험 B에 사용된 프로파일을 설명한다. 온도와 운전 조건
의 다양한 조합에 따른 온도 변화를 관찰하기 위한 훈련 프로파일과 평
가 프로파일이 3장에서 사용된 것과 유사하게 제작되었다. 다만, 출력 토
크와 속도에 제한이 생겨 영구자석 전동기의 운전 영역을 모두 다루는
프로파일을 사용하지는 못하였다. 실험 B에 사용된 인버터의 전류 정격
이 300 A(Mitsubishi 사의 PM300CLA060 스위치 사용)였기에 토크 출력이
70 Nm로 제한되었다. 회전자에 부착되어 영구자석의 온도를 측정하는 기
판에는 건전지가 사용되었는데 건전지의 분리를 우려하여 1500 r/min 이
하의 속도에서만 실험이 수행되었다.

3.2.2 실험 B의 훈련 및 평가 데이터셋
그림 3.24은 실험 B에 사용된 훈련 프로파일을 보인다. 검은색 화살표
를 따라 각 주황색 점을 순서대로 2 분씩 수행하되, 각 점을 수행하기에
앞서 권선의 온도가 ‘제어 기준 온도’에 도달할 때까지 가열(빨간색 점;
600 r/min, 60 Nm) 운전 조건 혹은 냉각(녹색 점; 50 r/min, 0 Nm) 운전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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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실험 B – 영구자석 부위 별 측정 채널 (그림 3.20 참고)
안측

바깥측

Front

6

2, 3, 4, 7

Middle

20, 21, 26

8, 28

Rear

10, 14, 15

11

그림 3.25 실험 B – 훈련 데이터셋 1의 권선과 영구자석 6개 부위 온도

을 유지하였다. 냉각수의 온도를 10, 20, 30 ° C로 설정하면서 제어 기준
온도를 22, 32, 42 °C로 하여 세 개의 훈련 데이터셋(1, 2, 3)을 취득하였다.
그런데 RTD 센서를 회전자에 삽입하고 측정 기판에 연결하는 중 몇 센
서들이 동작을 하지 않게 되었다. 표 3.3은 실험에서 온도가 측정된 센서
들을 그림 3.20의 채널 번호에 따라 6개 부착 부위로 나누어 보인다. 그
림 3.25는 훈련 데이터셋 1의 측정 결과들을 보이는데, 권선 측정 온도 1
개와 영구자석 측정 온도 6개(각 부위의 평균)를 운전 조건과 함께 도시
하였다. 영구자석 6개 부위의 온도가 함께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훈련 데이터셋과 평가 데이터셋의 모든 순간에서 6개 부위는 1 ° C 이상
80

그림 3.26 실험 B 결과 – 훈련 데이터셋 1

그림 3.27 실험 B 결과 – 훈련 데이터셋 2

벌어지지 않았다. 영구자석 전동기가 정격 토크와 속도로 사용되지 못하
여 온도의 분포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게 된 것이다. 안전 상의 이유로
더 높은 토크와 출력은 사용하지 않고 실험 B에서는 영구자석의 평균
온도를 기록하기로 하였다. 그림 3.26부터 그림 3.28은 실험 B로 얻은 훈
련 데이터셋 1부터 훈련 데이터셋 3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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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8 실험 B 결과 – 훈련 데이터셋 3

그림 3.29 실험 B에 사용된 평가 프로파일

평가 프로파일은 3장에서 사용된 것과 유사하게 2개의 구간(고토크를
주로 출력하는 구간과 저토크를 주로 출력하는 구간)을 갖도록 구성하였
다. 그림 3.29은 실험 B에서 사용된 평가 프로파일을 보이고 평가 데이
터셋은 화살표를 따라 각 운전 조건을 4분씩 수행하여 얻었고, 음의 토
크에 대해 실험이 반복되었다. (단, 토크가 70 Nm인 운전 조건을 수행하
는 중 권선의 온도가 냉각수의 온도보다 12 ° C 이상이 되면 다음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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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0 실험 B 결과 – 평가 데이터셋 1

그림 3.31 실험 B 결과 – 평가 데이터셋 2

조건으로 넘어가도록 하였다.) 냉각수의 온도를 15 ° C와 25 °C로 바꾸며
평가 프로파일을 수행하여 평가 데이터셋 1, 2를 얻었고 그림 3.30와 그
림 3.31에 결과를 보였다. 실험 B에서 훈련 데이터는 총 32286 샘플이,
평가 데이터는 총 33927 샘플이 측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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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인공 신경망 기반 온도 추정 모델
인공 신경망(artificial neural network, ANN)은 입력과 출력 사이에 ‘어떠
한 관계’가 있는 것을 어렴풋이 알지만 모델링하기 어려운 상황에 적용
되어 시스템의 동작을 묘사함으로써 많은 응용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다.
인공 신경망이 사용되는 실질적인 이유는 그 연산 방식이 입력과 출력
사이의 임의의 비선형적 관계를 표현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관련된 학습 방법들이 정립되어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인공 신경망을 이용하여 영구자석 전동기의 온도를 추정하
는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알려져 있는 영구자석 전동기의 전기적 모
델이나 열 모델을 이용하는 경우, 그 추정 성능에 한계가 생길 수 있음
을 2장에서 살펴보았다. 이에, 데이터-주도적 접근으로, 실험을 통해 취
득한 온도 변화 데이터셋을 더 직접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모델을 모색
하였다. 관련하여, 2.3절에서 NARX 모델(식 2.34)이 설명되었는데, 이 모
델은 온도와 운전 조건의 지연된 값들을 사용하여 다음 샘플링의 온도를
추정하는 비선형 함수를 갖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NARX 모델의 비
선형함수의 기능을 하는 인공 신경망을 훈련 시키는 것이다. 즉, 온도와
운전 조건의 지연된 값들을 입력으로 사용하고 다음 샘플링의 온도를 출
력으로 하는 인공 신경망을 구성하고 학습시키는 것이 목표이다. 이에
관한 구체적인 연구 목표는 다음의 세가지이다.
첫째 목표는 인공 신경망의 구조를 결정하는 것이다. 인공 신경망에는
입력의 형태와 은닉층의 연결에 따른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이 중 어느
것이 NARX 모델의 묘사에 좋은 지 확인한다. 또, 신경망의 표현 자유도
(은닉층 수, 신경 수, 필터 길이 등)의 변화에 따른 묘사 성능을 비교한
다. 나아가 어느 수준의 표현 자유도를 확보하는 것이 적합한지 판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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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한 방법을 제시한다.
둘째 목표는 학습 및 추정 성능 향상을 위한 입력과 출력의 전처리 방
법을 제안하는 것이다. 인공 신경망을 이용하여 입출력 사이의 관계를
표현할 때, 사전의 이해 정도가 구조의 복잡성 및 학습 속도에 영향을
주는 것을 기존 연구들로부터 알 수 있다. 예로, 일상 대화(자연어)의 이
해 혹은 감정 해석을 하는 기존 연구에서, 입력(자연어 문장)과 출력(문
장의 의미) 사이의 관계를 거의 모르는 상태에서 인공 신경망의 구성과
학습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인공 신경망에 많은 자유도가 있어야하므로
그 형태가 복잡해지며 학습 및 판단에 많은 연산이 요구된다 [68]. 반면,
전동기의 속도 측정 결과를 사용한 베어링 고장 진단 해석 연구에서는,
진동의 주파수 해석 결과와 베어링의 고장 여부 사이에는 직접적인 관계
가 있음을 미리 확인한 후 인공 신경망을 구성하여 그 형태와 학습, 그
리고 연산이 상대적으로 단순하다 [69]. 본 연구에서는 NARX 모델을 묘
사하는데 적합한 인공 신경망의 입출력의 전처리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
다. 또, 비선형 설명 변수를 사용한 단계적 회귀 결과를 인공 신경망에
활용하는 경우 그 학습 속도, 연산량, 추정 성능에 있어 개선을 이룰 수
있는지 확인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인공 신경망의 안정성 해석을 수행한다. 비선형
시스템을 묘사하는 신경망은 폐루프 추정을 수행하는 경우 발산의 위험
이 없는 지 확인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 다양한 운전 조건에서 훈련
된 인공 신경망이 수렴성을 갖는지, 수렴점 주변에서 안정적인지 판별하
는 과정을 소개한다.
인공 신경망을 이용하여 비선형 시스템을 묘사하는 것에 대한 사전 연
구들이 있다. 내부에 상태가 존재하지는 않지만 출력이 입력의 과거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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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에 의해 결정되는 시스템을 신경망으로 묘사한 사례들[70], [71]이 있으
며, 방안의 온도 변화와 리튬-이온 배터리의 잔량을 추정하는 NARX 모
델을 신경망으로 묘사한 사례들[72], [73] 등이 있다. 해당 연구들은 적용
된 사례에 있어 구조에 따른 성능을 비교하고 최적 구조를 선정하는 과
정을 보였지만 추정 성능의 향상 혹은 학습 속도의 개선을 위한 방법이
논해지지 않았다. 특히, 인공 신경망은 구조가 같더라도 모수의 초기화에
따라 학습 결과 및 추정 성능이 다를 수 있는데 각 구조 별 인공 신경망
의 성능 분포가 언급되지 않았다. 또한 앞선 연구들은 FNN 구조의 신경
망으로만 NARX 모델을 묘사하였는데 CNN과 RNN을 이용한 묘사가 이
득을 가져올 수 있는지 연구될 필요가 있다.
인공 신경망 기반 온도 추정 모델의 구체적인 구성과 추정 결과를 논
하기에 앞서, 다음 절에서는 FNN, CNN, RNN의 구조와 연산에 대해 살펴
보고 NARX 모델의 묘사를 위한 입출력 구성에 대해 설명한다. 그리고
상태의 변화를 추정하는 인공 신경망의 구성(DFNN)이 NARX 모델의 묘
사에 있어 상태를 추정하는 구성보다 유리함을 설명한다.

4.1 인공 신경망의 구조와 연산
4.1.1 FNN(피드포워드 신경망)의 구조와 연산
그림 4.1은 인공 신경망의 가장 기본이 되는 형태인 FNN(feedforward
neural network; 피드포워드 신경망)의 구조를 보여준다. 인공 신경망은 층
(layer)들의 연결로 구성되며 그 안에는 여러 개의 신경(neuron)이 있다.
인공 신경망은 입력 벡터로부터 출력 벡터를 얻어내는 연산을 수행하는
데, 각 신경 또한 입력과 출력을 갖는다. (일반적으로,) 각 신경의 입력은
이전 층의 모든 신경의 출력들의 선형 조합과 편향(bias)의 합이고,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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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예시 FNN 인공 신경망 (1개 은닉층)

은 그 값을 활성화(activation) 함수에 통과시킨 값이다. 선형 조합에 사용
되는 모수를 가중치(weight)라 부르며, 가중치와 편향은 그림 4.1과 그림
4.2에서 𝑤와 𝑏로 표현되었다. 그림 4.2는 각 신경 내에서 이루어지는 연
산의 과정을 보여준다. 여기에서 활성화 함수를 비선형 함수로 선택하여
사용함으로써 각 신경의 출력이 비선형적이 된다.
FNN은 여러 개의 은닉층을 가질 수 있으며, 또, 각 은닉층은 여러 개
의 신경을 가질 수 있다. 인공 신경망의 모수들의 역할을 비선형 함수들
에 가로와 세로 방향으로 scaling하거나 offset을 적용한 뒤 더하는 것으
로 이해할 수 있다. 같은 활성화 함수를 모든 신경에서 동일하게 사용하
더라도 활성화 함수에 scaling과 offset을 취한 뒤 더함으로써 인공 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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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각 신경 내에서 수행되는 연산

망은 복잡한 입출력 사이의 비선형 관계를 묘사할 수 있게 된다.
은닉층이 2개 이상인 인공 신경망을 이용하여 수행하는 학습을 딥러닝
(deep learning)이라 부른다. 딥러닝을 수행하는 경우 입력의 값이 출력에
도달하기까지 활성화 함수가 여러 번 적용되기 때문에 인공 신경망의 동
작을 사람이 쉽게 이해하지 못하게 되지만, 반대로 사람의 이해 내에서
한계를 가졌던 시스템의 모델링을 인공 신경망이 더 훌륭하게 해낼 가능
성을 갖게 된다.
인공 신경망에서 활성화 함수의 역할은 데이터의 흐름을 결정짓는
gate (개폐 장치)로 여길 수 있다. 활성화 함수는 보통 한쪽 끝의 값이 수
렴을 하거나 양쪽 끝이 서로 다른 기울기를 가지고 발산하는 형태를 갖
고 있다. 이러한 활성화 함수는 결과적으로 어떤 신경으로 들어온 값(데
이터)에 대해 신경이 gate의 역할을 하게 한다. 예를 들어, 어떤 신경에서
입력(선형 조합 결과)이 활성화 함수의 기울기가 작은 구간에 대응된다
면 각 입력에 작은 변화들이 생겨도 출력에는 변화가 거의 없게 되기 때
문에 닫힌 gate로써 동작한다. 반대로, 활성화 함수의 기울기가 큰 구간
에 선형 조합의 결과가 얻어졌다면 신경은 열린 gate처럼 동작하게 된다.
그림 4.3은 활성화 함수로 자주 사용되는 몇 가지 예시 함수를 보여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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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활성화 함수들의 예

다. (Logistic-)시그모이드와 tanh-시그모이드 함수는 각각 1/(1 + e
(𝑒 − 𝑒

)/(𝑒 + 𝑒

),

) 로 표현되는데, 출력과 기울기가 모두 연속적이라

는 점에서 연속적인 출력을 갖는 시스템에 대한 표현이 잘 이루어진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지수 항을 갖고 있어 연산의 부담이 있고, 양쪽 끝
의 기울기 값이 작아 다음 문단에서 설명하는 경사하강법에 의존하는 학
습이 더디게 진행될 수 있다. 이를 vanishing-gradient 문제라 일컫는데, 이
에 대한 해결책으로 rectified linear unit(ReLU)와 leaky ReLU가 활성화 함수
로써 제시되고 점차 적용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각각 max(0, 𝑦) 와
max(0.1𝑦, 𝑦)로 표현되어 단순한 형태를 갖고 있고 연산 부담이 적은 데
에 비해 충분한 양의 층과 신경이 사용되었을 때 비선형 문제를 마찬가
지로 해결할 수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74], [75]. 그러나 이 두 함수는
출력이 불연속적으로 변하는 특성을 갖게 하므로 주로 분류(classification)
문제에 사용되고 있으며, vanishing-gradient 문제가 완전히 해소되지 못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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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경사하강법에 의한 모수 갱신

다는 한계를 갖고 있기도 하다. 본 논문에서는 추정하고자 하는 영구자
석 전동기의 온도 및 온도 변화는 영구자석 전동기의 운전 조건과 주변
환경에 의존할 것이다. 묘사될 온도 변화의 특성은 ‘의존한다’ 와 ‘의존
하지 않는다’의 이산적인 관계가 아니라, 상태와 조건에 따라 연속적으
로 변하는 성질을 가질 것이므로 본 연구에서 인공 신경망의 활성화 함
수로는 tanh-시그모이드 함수를 사용하였다.
인공 신경망의 학습 목표는 주어진 입출력 훈련 데이터 셋에 대해 최
소 오차를 갖게 하는 가중치(𝑤 )들과 편향(𝑏 )들을 찾는 것이다. 가중치와
편향을 찾아가는 알고리즘에 대한 연구들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 모
든 알고리즘은 경사하강법(gradient descent)에 기반한다. 경사하강법은 손
실 함수(출력 오차)의 값이 작아지는 방향으로 신경망의 모수들을 갱신
하기 위한 기법으로, 손실 함수에 대한 각 모수의 영향을 조사하고 그
크기와 학습 속도(learn rate)의 곱으로 모수들을 갱신한다. 이러한 모수의
갱신 방법은 최적점 주변으로 찾아가는 과정은 빠르게 하고 정확한 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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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의 탐색은 천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모수와 손실 함수의 갱신의
속도를 화살표의 길이로 하여 그림 4.4에 경사하강법의 개념을 도시하였
다. 손실 함수를 𝐽라 할 때, 𝐽 를 감소시키도록 모수 𝑤 를 갱신하는 식은
아래와 같이 쓸 수 있다.
(4.1)

Δ𝑤 = (learn rate) ×

만약 학습 속도가 크게 설정된다면 인공 신경망은 최적점으로 수렴하지
못하고 그 주변에서 진동하거나 발산하는 현상을 나타낼 수 있다. 인공
신경망의 학습 중에는 모든 모수가 동시에 갱신되기 때문에 학습 속도를
충분히 작게 설정해야 최적점을 지나치지 않으며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
다.
많은 회귀 문제에서 오차가 큰 데이터의 영향을 크게 반영하기 위해
손실 함수를 오차의 제곱합으로 둔다. 식 (4.1)에서 𝐽 가 인공 신경망의
출력 오차 벡터의 제곱합으로 정의 되었다면 어떤 출력 𝑦의 오차 𝛿𝑦에
의한 모수 갱신 식은 다음과 같이 쓰인다.
Δ𝑤 = (learn rate) ×

(

)

= 2 × (learn rate) ×

× 𝛿𝑦

(4.2)

이 표현은 각 모수의 갱신이 그 모수가 출력에 미치는 영향과 출력 오차
의 크기의 곱에 비례하여 이루어짐을 의미한다.
다음으로는 학습 알고리즘에 대해 살펴본다. 어떤 데이터셋이 주어졌
을 때, 가장 기본이 되는 학습 방법은 모든 데이터를 추정한 뒤 평균 오
차를 활용하여 모수들을 갱신하는 것이다. 평균 오차를 활용하는 이유는
각 데이터를 순차적으로 하나씩 활용하여 모수를 갱신할 경우 데이터의
순서에 의해 학습 결과가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고, 노이즈에 의해 학
습이 잘 이루어지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체’ 데이터의 오
차 평균을 사용하여 모수들을 갱신하는 것은 학습돼야 할 출력의 변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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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쇄시켜 학습을 더디게 할 수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제시된 방법
으로 데이터의 일부를 랜덤으로 추출하여 그 집합의 평균 오차를 통해
학습하는 과정을 반복하는 stochastic gradient descent (SGD) 방법이 있다.
이후 이전의 기울기를 참고하여 관성의 개념으로 최적점을 탐색하는 알
고리즘들과, 각 모수의 변동 이력을 참고하여 각 모수의 학습 속도를 다
르게 하는 AdaGrad, RMSProp 등의 알고리즘이 개발되어 왔다 [76], [77].
최근 많은 연구에서 적용되고 있는 Adam 방법은 관성 기반 기법과 학습
속도 기반 기법의 장점을 결합한 알고리즘이다. 본 연구에서 인공 신경
망의 학습에는 Adam 방법을 적용하였다. 경사 하강 방식 사이의 구체적
인 비교는 본 논문의 범위를 넘어가므로 다루지 않는다.
Cybenko[78]에 의해 제안된 universal approximation theorem은 시그모이드
형태의 활성화 함수를 사용하는 신경을 충분히 많이 사용하면 단일 은닉
층을 갖는 인공 신경망이 임의의 연속인 다변수 비선형 함수를 원하는
오차 이하로 묘사할 수 있음을 보인다. 이 정리는 FNN이 선형 상태 방
정식은 물론, 각 입출력 관계가 연속적으로 변하는 비선형 시스템에 대
한 표현이 가능함을 나타낸다. 물론 이 정리는 어떤 시스템을 표현하는
데에 인공 신경망이 가장 좋은 형태라고 주장하거나, 단일층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 (작은 오차와 적은 연산량을 갖는) 구조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많은 연구는 인공 신경망을 적용하는 경우 다양한
구조(은닉층, 신경 수)를 사용하여 생성된 인공 신경망의 성능을 서로 비
교하여 가장 좋은 형태를 고르는 과정을 가진다.
본 논문에서는 영구자석 전동기의 온도를 추정하는 NARX 모델의 비
선형 함수를 묘사하는 데에 FNN을 이용하고자 한다. 온도 추정 NARX
모델은 온도와 운전 조건의 지연된 값들을 입력으로 하고 다음 샘플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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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도를 출력으로 한다. FNN의 입력과 출력을 이러한 구조를 바탕으로 구
성할 수 있다. 입력층의 경우, 온도와 운전 조건의 지연된 값들을 그대로
사용할 수도 있고 손실에 관련된 형태로 가공하여 사용할 수도 있을 것
이다. 또, 출력층의 경우, 다음 샘플링의 온도를 직접 추정하도록 할 수
도 있고 다른 값으로 변환된 결과를 추정하도록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입출력에 대한 구성은 인공 신경망의 학습 속도와 추정 능력
에 영향을 줄 수 있다. 4.2.1절에서는 상태의 차분(변화량)을 추정하는 인
공 신경망이 상태를 직접 추정하는 신경망에 비해 이득이 있음을 설명한
다. 그리고, 상태를 추정하는 FNN과 상태의 차분을 추정하는 DFNN의
학습 성능을 예시 비선형 시스템을 통해 비교한다. 입력층 변수의 변환
에 대한 내용은 4.3.3절에서 논한다. 비선형 설명 변수들을 활용한 단계
적 회귀의 결과를 사용하는 것이 인공 신경망의 표현 능력을 개선할 수
있을 지, 혹은 모수 및 연산량의 절감을 달성할 수 있을 지 확인한다.
인공 신경망의 묘사 성능은 개루프 추정 오차와 폐루프 추정 오차를
통해 비교하였다. 개루프 추정 오차는 측정된(정답인) 과거 정보가 주어
지는 경우에 대한 추정 성능을 평가하기 위한 것인데, NRMSE (정규화된
RMSE; normalized root mean squared error)를 그 지표로 하였다. 개루프 추정
오차를 비교할 때에 RMSE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NRMSE를 사용하는
이유는 인공 신경망의 출력이 여러 채널의 온도 벡터이고 각 채널의 온
도가 변하는 범위가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인공 신경망으로 각
채널 별 정규화된 값을 추정하고, 그에 대한 RMSE를 서로 비교하는 것
이 모든 채널을 골고루 잘 추정한 신경망을 찾는 과정이다. 𝑖 번째 샘플
링에서 𝑘 번째 온도 채널의 값을 𝑇 [𝑖]로 표현하고, 이에 대한 추정 값을
𝑇 [𝑖]로 표현할 때 NRMSE는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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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MSE) =
여기에서, 𝑛
하고 𝑇

,

[]

∑ ∑
,

[]
,

(4.3)

와 𝑛 는 총 데이터(샘플링) 개수와 채널의 개수를 의미

와 𝑇

,

은 𝑘 번째 채널의 모든 측정 결과 중 가장 큰 값과

작은 값이다.
폐루프 추정 오차를 사용하여 모델 간의 추정 성능을 비교하는 방법은
다양할 수 있다. 모든 채널의 추정 오차에 대한 RMSE 혹은 NRMSE를
관찰할 수도 있고 절대값 평균에 관심을 둘 수도 있다. 본 연구에서 폐
루프 추정 오차의 비교 기준으로 삼은 값은 ‘모든 채널의, 모든 샘플링
에서의 추정 오차 절대값 중 가장 큰 값’이다. 이를 ‘최대 추정 오차’라
고 부르기로 하며 수식으로는 다음과 같이 표기할 수 있다.
𝛿𝑇

= max 𝑇 [𝑖] − 𝑇 [𝑖]
,

(4.4)

최대 추정 오차를 폐루프 추정 결과의 비교 지표로 사용하는 것은 영구
자석 전동기의 안전한 사용과 관련이 있다. 온도에 의한 영구자석 전동
기의 고장 방지가 온도 추정의 목적이 되는 경우에는 온도 추정 결과의
최대 오차가 중요할 것이기 때문이다.

4.1.2 CNN(컨볼루션 신경망)의 구조와 연산
컨볼루션(convolution, 합성곱)은 두 함수 사이의 연산으로써, 한 함수와
또다른 함수의 반전 및 이동한 값을 곱한 다음, 전체 구간에 대해 적분
하여 새로운 함수를 구하는 연산이다. 어떤 시계열 데이터나 그림과 같
은 연속된 원본 데이터가 있고 필터 함수가 있을 때, 컨볼루션 연산은
원본 데이터를 필터 함수에 통과시킨 것이 된다. 필터 함수의 형태에 따
라 출력 결과에는 저역 데이터만 담겨있을 수도 있고, 특정 파형이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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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수도 있다. 이러한 원리를 인공 신경망에 활용하기 위해, 연속된 입력
(인접한 데이터들)에 컨볼루션 연산을 적용하는 신경을 생각할 수 있다.
이를 컨볼루션 신경이라 부르고 컨볼루션 신경들을 포함하는 층을 컨볼
루션층이라 부른다. 인공 신경망 내 하나 이상의 층이 컨볼루션층인 신
경망을 CNN(convolutional neural network, 컨볼루션 신경망)이라 부른다. 컨
볼루션 연산이 원본 신호의 특징(평균, 증가, 감소, 경계 등)을 추출하는
연산을 수행할 수 있음에 기반하여 CNN은 그림과 같이 연속한 데이터
의 분류 문제에서 많이 이용되고 있다[79], [80]. 그림의 분류 뿐만 아니
라 시계열 데이터에서의 적용도 늘어나고 있는데 대표적인 예로는 음성
인식이 있고, 신체 각 부위의 움직임으로부터 어떤 동작(걷기, 뛰기 등)
을 수행하는 중인지 분류하는 연구 등이 있다[81], [82]. 짚어볼 점은 위
와 같은 응용 분야들은 인공 신경망에 기반하지 않는 사전 연구들이 있
었다는 것이다. 이들은 데이터에서 특징(피크, 경계, 곡률 등)을 추출하는
기법(feature engineering)에 기반하는데 그 예로는 그림에서 꼭지점을 추출
하는 Harris corner detector가 있다[83]. 그러나 특징 추출법 기반 알고리즘
은 데이터에 대한 깊은 사전 이해를 요구한다. CNN을 이용할 때 기대하
는 점은 사람이 인지하기 어려운 연속성 데이터의 특징을 컨볼루션 신경
의 필터가 추출할 수 있도록 학습되고 더 효율적인 분류를 수행하는 것
이다. 그림 분류 문제에서 CNN은 이와 같은 기대에 잘 부응하였다. 주
어진 그림들의 분류 정확도를 두고 경쟁하는 Imagenet 대회에서 2012 년
Alexnet이 CNN과 딥러닝을 적용하여 특징 추출 기반 분류기들에 비해
압도적인 정확도를 보이면서 CNN은 유명해지게 되었으며, 2015년 이후
에는 사람의 정확도보다 높은 정확도를 보이는 신경망들도 등장하게 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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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번째
컨볼루션 신경

그림 4.5 컨볼루션 신경의 연산 (1차원 입출력)

컨볼루션층은 항상 CNN 내에서 가장 앞에 놓여 사용된다. 입력층에
가장 가까운 은닉층이 FC층인 경우 모든 위치(시점)의 데이터 사이에 선
형 조합이 수행되는데 그 이후에 컨볼루션 연산을 적용하는 경우 연속된
데이터의 특징을 추출하려는 목적을 이룰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FNN에 여러 입력이 주어질 수 있듯이 CNN도 여러 채널을 입력으로
받을 수 있다. 그림을 분류하는 CNN은 세 개의 색상(빨강, 초록, 파랑)
의 데이터가 서로 다른 입력 채널로 주어지는 경우이다. 본 연구에서 묘
사 목표로 하는 온도 추정 NARX 모델은 온도와 운전 조건의 과거 값들
을 사용하여 다음 샘플링의 온도를 추정하는 구조이다. 시계열 데이터가
CNN의 입력층에 주어지는 경우, 각 신호가 서로 다른 입력 채널이 되게
하고, 각 신호를 시간에 따라 나열한 것이 각 입력 벡터가 된다. 이 때,
필터의 컨볼루션의 적용은 채널 방향이 아닌 시간 방향으로 이루어지도
록 해야한다. CNN을 통해 묘사하려는 것이 채널 사이의 신호 비중이 아
니라 위치(시점)에 따른 신호의 비중이기 때문이다.
그림 4.5는 시간에 따른 각 입력이 벡터로써 입력으로 주어지는 인공
신경망에서 (𝑗번째) 컨볼루션 신경의 연산을 보인다. 그림에서 𝑥 부터 𝑥
는 인공 신경망의 각 입력이고 예시로써 𝑛 샘플에 걸친 입력들이 사용
되는 경우가 도시되었다. 컨볼루션 신경은 각 입력에 대응되는 필터(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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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에서 ℎ , 부터 h , )를 가진다. 각 입력에 대해 컨볼루션을 적용한 결과
들을 모두 더한 것(𝑧 )이 컨볼루션 신경의 중간 결과물이 되고 각 원소를
비선형 함수에 통과시킨 것( 𝑦 )이 컨볼루션 신경의 출력이 된다. 그림
4.5를 통해 나타낸 입력의 형태와 신경의 연산을 NARX 모델을 묘사하
는 CNN의 입력층과 컨볼루션층에 적용하여 4.2.2절에서 사용하였다.
컨볼루션 신경의 필터는 각 입력의 차원과 같아야 하지만 그 길이는
입력의 (대응되는 차원의) 길이보다 작아도 된다. 필터의 길이가 입력의
길이보다 작은 경우 필터를 옮겨 다니며 컨볼루션을 수행하게 되며, 따
라서 컨볼루션 신경의 출력이 입력과 같은 차원을 갖게 된다. 컨볼루션
층의 출력은 2차원 이상일 수 있는데 그 뒤에 FC(fully connected)층을 두
어 연산을 이어나가고자 하는 경우 컨볼루션층의 출력을 변형할 필요가
있다. 이는 단순히 출력의 모든 원소를 일렬로 세우는 것으로 수행되며
이 과정을 flattening이라 부른다.
CNN의 연산에서 나타나는 특징은 모수 공유(weight sharing)이다. 컨볼
루션 연산을 수행하는 것은 같은 필터가 옮겨가며 입력에 중복되어 적용
됨을 의미한다. 이 때, 만약 출력이 ‘입력의 인접한 데이터 사이의 일정
한 관계’로 설명된다면 컨볼루션 신경의 훈련과 사용이 효과적이게 된다.
다르게 말하자면 FC 층으로 표현할 경우 모든 경우에 대한 모수들이 독
립적으로 초기화되고 훈련의 과정을 가져야하는 반면, 컨볼루션 신경의
필터는 여러 관계에 중복되어 사용됨으로써 더 빠르게 학습될 수 있다.
이를 통해 시스템을 표현하는 총 모수의 개수가 절감될 것을 기대할 수
도 있으며 이는 곧 메모리 및 연산량의 절감을 의미한다. 그림 4.6은 출
력이 입력의 인접한 데이터들의 특정한 관계로 얻어진 경우를 컨볼루션
신경과 FC층을 활용하여 표현하는 예시를 보인다. 그림 4.6(a)에서 컨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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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4.6 CNN의 모수 공유를 통한 구조 복잡성 감소
(a) 3개의 모수를 사용하는 컨볼루션층
(b) 15개의 모수를 사용하는 FC(fully connected)층

루션 신경은 3개 모수를 갖는 하나의 필터를 사용하여 입출력 관계를 설
명한 반면 그림 4.6(b)에서 FC층은 5 배 많은 모수를 사용하여 해당 관
계가 설명되었다. 이 예시를 통해 입력의 인접한 데이터에 담겨있는 특
징이 출력에 관여되는 경우 CNN이 효율적으로 시스템을 묘사함을 알
수 있다. 영구자석 전동기의 온도 추정 모델로 CNN을 사용하였을 때,
다음 샘플링의 온도가 과거의 온도와 운전조건들에 필터를 취한 결과들
의 선형 조합으로 표현된다면 시스템 묘사에 있어 모수 및 연산량의 절
감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만약 각 지연된 입력의 값들이 출
력과 모두 독립적인 관계들을 갖는다면 CNN이 FNN에 비해 모수 혹은
연산량에서 이득을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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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영구자석 전동기의 온도 추정 DFNN 모델들을 구조 별
로 생성하고 성능을 비교하여 최적 NARX 모델의 차수를 4.3.2절에서 선
정한다. 이어서 4.3.4절에서는 같은 차수를 갖는 CNN을 생성하되 컨볼루
션 신경의 필터 길이와 FC층의 신경의 수를 바꾸어 생성하여 그 묘사
성능을 서로 비교한다. 생성된 CNN 모델들의 추정 성능을 4.3.2절의 결
과와 비교하여 필터를 통한 모수 공유가 온도 추정 NARX 모델의 묘사
성능을 향상시키는지, 인공 신경망의 모수와 연산량 저감에 도움을 주는
지 확인한다.

4.1.3 RNN(순환 신경망)의 구조와 연산
RNN(recurrent neural network, 순환 신경망)은 (넓은 의미에서) 인공 신경
망 내 어떤 층의 출력이 다시 내부의 어떤 층의 입력으로 사용되는 순환
구조를 갖는 인공 신경망의 종류이다. 좁은 의미로는 자신의 출력을 자
신의 입력으로 다시 받는 순환층을 내부에 갖고 있는 인공 신경망을
RNN이라 부른다. 이러한 구조는 연속성을 갖는 데이터가 인공 신경망에
위치 (시간) 순서에 따라 주어질 경우 필터 적용, 특징 추출과 같은 유의
미한 연산 결과가 출력되게 한다. 이 때, 순환 구조 내부에 놓인 신경들
은 메모리를 갖고 있어 지난 데이터에 대한 결과를 기억하고 있다가 다
음 샘플링의 연산 시 사용한다.
순환 신경의 종류에 따라 순환 신경망의 시간에 따른 동작은 큰 차이
를 가질 수 있다. 순환 신경이 그림 4.2와 같이 입력의 선형 조합을 계산
하고 활성화 함수를 통과시키는 연산을 수행하는 RNN을 vanilla RNN 이
라 부른다. Vanilla RNN은 과거의 입력이 출력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변
하지 않는 시스템에 대한 묘사를 훌륭하게 해낼 수 있고, 여러 시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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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 분야에서 이용되고 있다[84], [85]. 그러나 출력의 값에 결정적인 영
향을 준 입력의 시점이 크게 바뀌는 시스템의 학습이 vanilla RNN에서는
이루어지기 어려움이 지적되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억, 상실, 개폐
기능을 각 순환 신경 내에 구현한 LSTM(long short-term memory)가 제안되
었다[86]. 입력이 주어지는 시점과 크기에 따라 해당 입력을 기억하거나
출력에 반영하는 정도가 계속 바뀌는 구조를 구현함으로써, LSTM은 순
환 구조를 사용하여 언어 인식과 번역, 그리고 이미지의 분류 등이 원활
하게 하였다[87]–[89]. 이와 같이 시간에 따른 입력의 흐름에서 중요한
순간을 감지하는 것은 입력의 의미(의도, context)를 파악한 것이라 여길
수 있다.
그런데 영구자석 전동기의 온도 변화를 순환 신경망 기반 NARX 모델
로 묘사하는 경우, LSTM이 갖는 기능은 과도한 것으로 보인다. 온도와
운전 조건의 시간에 따른 변화에는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 아니
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영구자석 전동기에 흐른 전류가 1초 전에 0 A였
다고 해서 2초 전에 흐른 100 A가 온도 변화를 일으키지 않게 되는 등의
현상은 나타나지 않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vanilla RNN만을 연구의
대상으로 하였다.
그림

4.7(a)는

하나의

순환층만을

은닉층으로

사용하는

기본적인

vanilla RNN의 구조를 보인다. 그림에서 각 층(사각형)은 벡터 결과를 출
력하고 화살표는 층 사이의 선형 조합 수행을 의미한다. 그림 4.7(b)는
새로운 입력이 주어진 경우 수행되는 연산을 나타낸 것으로 𝑊는 가중치
행렬을 의미하고 𝑏 는 선형 조합 결과에 더해지는 편향 벡터이다. 그림
4.7(c)는 그림 4.7(a)의 반복된 연산을 펼쳐서 나타낸 그림이다. 그림 4.7(c)
에서 가로 방향의 화살표는 순환 신경의 정보가 메모리를 통해 계속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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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그림 4.7 RNN의 구조와 연산
(a) 하나의 순환층을 갖는 RNN
(b) 새로운 입력에 대한 RNN의 연산
(c) 연속된 입력에 대한 RNN의 펼친 구조

파되는 것을 보인다.
RNN을 통해 상태의 변화를 추정할 때 입력의 길이에 관해 두 경우를
생각할 수 있다. 첫째는 RNN을 계속하여 이용하는 것, 즉, 무한한 길이
의 입력을 사용하는 구조이다. 둘째는 이와 반대로, 유한한 길이의 입력
을 사용하는 구조이다. 첫째 경우는 그림 4.7(c)에서 점선으로 표현된 출
력이 모두 활용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무한한 길이의 입력을 사용
하는 영구자석 전동기의 온도 추정 RNN을 구성한다면, 운전 조건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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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으로 사용하고 출력이 다음 샘플링에서의 각 부위의 온도가 되도록
구성할 수 있다. 이는 연속된 형태의 입력으로부터 연속된 출력을 얻는
구조로 sequence-to-sequence 구조가 된다. 하지만 분류 문제이든 회귀 문
제이든, 기존 연구 중 sequence-to-sequence 구조를 무한한 길이의 입력에
대해 다룬 연구는 찾기 어려운데 이는 다음의 세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
문이다. 첫째는 학습 과정 자체의 어려움이다. 학습하는 가운데 순환 신
경의 메모리는 학습이 완료되지 않은 모수를 사용하여 갱신되는데 무한
한 길이의 입력을 사용하는 경우 이로 인한 영향(오차)는 점차 누적되게
된다. 둘째는 순환 신경 메모리의 초기화가 어렵다는 점이다. 추정을 시
작하는 순간 기대하는 출력의 초기 값이 있는 경우 순환 신경 메모리의
값을 이에 맞추어 설정해야 하는데 무한한 길이의 데이터로 학습을 한
경우 어느 값이 초기 값으로써 적절한 지 알기 어렵다. 마지막으로 앞선
절에서 다룬 vanishing gradient 문제로 인해 오래된 입력에 대한 모수의
갱신이 어렵다. 따라서 RNN은 유한한 길이의 입력을 받도록 사용된다.
Seuqence-to-sequence 구조와 달리 출력의 최종 결과만을 유의미하게 여
기는 구조를 sequence-to-one 구조라 부른다. NARX 모델을 유한한 길이의
입력을 사용하는 sequence-to-one 구조의 RNN으로 묘사하는 경우, 긴 시
간에 걸친 정보가 누적되지 못하므로 입력층에 상태(온도)를 함께 주어
야 한다. 순환 신경 메모리의 초기 값은 모델 생성 시 랜덤하게 설정한
후 고정되며, 매 샘플링 추정 시 그 값은 복원하여 사용한다.
RNN 내의 모든 모수들은 순환 구조 속에 있든지 없든지 여러 위치(시
점)에 걸쳐 반복되어 사용된다. 이로 인해 RNN은 CNN과 유사하게 인접
한 데이터 사이의 관계가 출력에 영향을 주는 경우 모수 공유를 통해 효
율적인 학습과 묘사가 가능하게 된다. 컨볼루션 신경은 각 입력의 다른

102

위치에 하나의 필터를 옮겨가며 곱하는 반면 vanilla RNN의 순환 신경은
위치에 따라 변하지 않는 모수를 각 입력에 반복하여 적용한다. 따라서
사용되는 필터의 길이가 짧을수록 컨볼루션 신경의 출력 길이는 길어지
는 반면 (sequence-to-one) RNN의 출력은 항상 길이가 1이 된다. 또,
NARX 모델을 묘사하는 RNN의 모델 차수(입력층에 사용되는 변수들의
최대 지연)가 증가하더라도 순환층과 은닉층의 구조가 그대로이면 신경
망의 총 모수의 개수가 변하지 않는다.
본 논문의 4.3.5절에서는 모델의 차수와 신경의 수를 바꾸며 RNN 온
도 추정 모델을 생성하여 추정 성능을 서로 비교한다. 생성된 모델의 성
능은 4.3.2절에서 생성된 DFNN의 성능과도 비교되어 시간에 따른 모수
공유가 영구자석 전동기의 온도 추정 NARX 모델 묘사에 있어 추정 성
능 향상 혹은 모수 및 연산량의 절감을 가져올 수 있는지 확인한다.

4.2 인공 신경망을 이용한 NARX 모델 구현
본 연구에서는 영구자석 전동기의 온도 변화를 과거의 온도와 운전 조
건을 이용해 설명하는 NARX 모델을 인공 신경망으로 구현하고자 한다.
앞서 설명된 FNN, CNN, RNN의 구조를 사용하여 영구자석 전동기의 온
도를 추정하기에 적합한 구조를 구성하는 방법을 설명한다. 그리고 인공
신경망의 출력 변수를 선정함에 따라 바뀌는 학습 성능을 보이고, 관련
하여 NARX 모델을 구현하는 인공 신경망이 차분을 추정하도록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

4.2.1 FNN과 DFNN을 이용한 NARX 모델 구현 – 출력 변수 변환
을 통한 학습 성능 개선
본 절에서는 먼저 영구자석 전동기의 온도 추정 NARX 모델을 묘사하
는 데에 적합한 FNN의 구조를 살펴본다. 온도 추정 NARX 모델은 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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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와 운전 조건(입력)의 지연된 값들을 사용하여 다음 샘플링의 온도
(출력)를 추정하는 모델인데, 모든 인자들과 출력 사이에 존재하는 비선
형 관계를 FNN을 통해 묘사하는 것이 목표가 된다. FNN의 온도 추정 성
능은 입력과 출력의 설정, 그리고 은닉층과 신경의 수에 따른 표현 자유
도에 따라 좌우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비선형 시스템의 묘사
를 위해 FNN의 입출력 변수와 구조를 결정하기 위한 모델의 생성 및 비
교 과정을 보인다.
FNN의 입력에 대해 고려할 점은 입력 변수를 선택하는 것과 모델 차
수, 즉, 각 변수에 대해 고려할 최대 지연이 있다. 본 절에서는 먼저 입
력 변수로 온도와 운전 조건(전류, 전압, 속도의 크기와 냉각수의 온도)
를 그대로 사용하는 모델을 생성하고 추정 성능을 살펴본다. 이후 손실
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생성한 비선형 설명 변수들을 활용하는 단계적
회귀 결과를 사용하여 구성한 FNN의 추정 성능을 이와 비교하도록 한다.
측정된 데이터를 묘사하는 데 필요한 모델의 차수와 복잡도를 모르고 있
는 상태이기 때문에 FNN을 모델 차수(최대 지연), 은닉층, 신경의 수를
바꾸어가며 생성하고 그 추정 성능을 서로 비교하여 최적인 구조를 선정
하도록 한다.
이와 같이 모델의 차수와 표현 자유도를 바꾸며 시스템의 묘사를 가장
잘 해낸 구조를 찾아내는 접근 방식은 인공 신경망을 이용하는 연구 외
에서도 많이 사용되고 있다. 묘사 모델의 자유도가 커질 때 주어진 데이
터에 대한 오차를 줄일 수 있는데 그 오차는 점차 어느 값(측정 시 노이
즈나 외란으로 인한 오차)으로 수렴하게 된다.

따라서 최고 성능의 묘

사 모델을 선정을 할 때에는 모수의 개수와 오차의 크기를 동시에 고려
하는 Akaike Information Criterion (AIC), Bayesian Information Criterion (B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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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8 n-delay chain

등의 지표를 활용한다. 인공 신경망을 이용한 시스템 묘사에서도 유사하
게, 추정 오차가 가장 작은 수준을 보인 모델 중 적은 모수를 사용한 것
을 선정하는 것이 최적 모델을 찾는 과정이 된다.
영구자석 전동기 내부 다섯 관심(측정) 부위들의 온도 벡터를 𝑇 라고
하고 운전 조건(‖𝐼‖, ‖𝑉‖, |𝜔| ; 전류, 전압, 속도의 크기와 냉각수의 온도)
벡터를 𝑈라고 할 때, 그림 4.8의 n-delay chain을 활용하여 그림 4.9와 같
이 FNN 온도 추정 모델을 구성하였다. 두 그림에서 각 화살표는 (온도
혹은 운전 조건) 벡터의 흐름을 나타낸다. 그림 4.9의 구조는 인공 신경
망의 훈련 중 사용하는 구조인데, 온도와 운전 조건의 과거의 측정값(정
답)을 입력으로 주고 측정된 다음 샘플링의 온도(정답)를 출력으로 주어
모수를 갱신할 때 사용한다. 이 모델의 형태 속에는 닫혀있는 경로가 없
기 때문에 개루프(open loop) 구조라 부르도록 한다. 개루프 구조를 통해
학습을 마친 FNN을 사용하면 연속적인 온도 추정을 수행할 수 있는데
이는 그림 4.10에 도시되어 있다. 여기에는 출력이 입력으로 다시 사용되
는 닫힌 경로가 있으므로 폐루프(closed loop) 구조라 부르도록 한다. 개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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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9 FNN 온도 추정 모델의 개루프 구조

그림 4.10 FNN 온도 추정 모델의 폐루프 구조

프와 폐루프 구조는 기존 연구에서 series-parallel 구조와 parallel 구조로
불리기도 하였다[90]. 실험 중에는 냉각수의 온도는 변하지 않았으므로,
𝑇

은 n-delay chain을 사용하지 않고 입력으로 사용하였다.
그림 4.9에 나타낸 FNN 모델은 다음 샘플링에서의 상태를 직접적으로

추정하도록 구성되었는데, 출력을 변환하여 사용하는 인공신경망의 구성
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사람이 보기에 같은 의미를 갖는 데이터라 할지
라도 그것의 가공(전처리) 방법에 따라 인공 신경망의 학습 및 묘사 능
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절에서는 인공 신경망의 학습 성능을
개선하기 위하여 상태를 변환하여 출력층에 사용하는 방법과 그 효과를
살펴본다. 이에 앞서 출력의 변환이 NARX 모델의 묘사 성능에 영향을
주는 원리와, 학습 성능 개선을 위해 모색할 변환의 형태를 살펴본다.
식 (4.2)는 인공 신경망의 모수 갱신이 출력 오차의 크기에 비례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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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여준다. 따라서 모든 인공 신경망은 학습이 수행되어 감에 따라 오차
가 감소하면 학습 속도가 느려지게 된다. 이 때 중요한 점은 인공신경망
의 학습은 정규화된 오차에 의해 수행된다는 것이다. 같은 크기의 오차
가 발생할지라도 그것이 출력의 전체 범위에 비해 큰 값이면 모수의 갱
신이 빠르게 수행되고, 반대로 출력의 범위에 비해 오차가 작은 값이라
면 오차의 갱신은 느리게 수행된다. 본 연구에서는 인공 신경망을
NARX 모델의 구현에 이용하고, 그림 4.10과 같이 구성된 FNN은 시스템
의 상태를 출력으로 한다. 시스템은 입력의 영향을 누적하여 반영하기
때문에, 출력의 범위는 입력의 영향에 비해 넓어지게 된다. 따라서 인공
신경망의 출력을 상태로 두는 것이 아니라, 입력의 영향을 나타내는 값
으로 대변한다면 출력의 범위를 좁혀 오차의 크기를 상대적으로 더 크게
보이게 하고, 학습 속도를 확보할 수 있다. 같은 시스템과 현상을 샘플링
하여 기록할 때, 입력의 범위와 상태의 범위 사이의 관계는 샘플링 주파
수에 의존하여 변하는데, 이에 대해 다음의 1차 선형 상태 방정식으로
더 생각해보도록 한다.
𝑥[𝑖] = 𝑎𝑥[𝑖 − 1] + 𝑏𝑢[𝑖 − 1]

(4.5)

상태 방정식은 입력에 의해 상태가 영향을 받고 시간에 따라 그 영향이
상태에 누적되는 것을 표현한다. 우리 주변의 대부분의 물리적 현상은
입력이 주어졌을 때 상태가 어떠한 값으로 수렴하는데, 이는 해당 수렴
점 부근에서 (4.5)로 시스템을 묘사하였을 때 안정적임을 뜻하고 𝑎의 크
기가 1보다 작은 것을 의미한다. 𝑎의 크기가 1보다 작다면 (4.5)에 의해
수렴된 상태의 값은 다음과 같다.
𝑥=

𝑏𝑢
1−𝑎

(4.6)

각 변수의 범위를 쉽게 다루기 위하여 범위 연산자 𝑅 을 정의한다. 𝑅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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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1 샘플링 주파수에 따른 상태 방정식 계수 변화

모든 샘플링에서 주어진 변수의 최대값과 최소값 사이의 차를 구한다.
𝑅(𝑥) = 𝑥

−𝑥

= max 𝑥[𝑖] − min 𝑥[𝑗]

(4.7)

식 (4.6)으로부터 상태의 범위를 입력의 범위로 표현하면 다음을 얻는다.
𝑅(𝑥) =

𝑏
𝑅(𝑢)
1−𝑎

(4.8)

식 (4.8)은 𝑎 가 1에 가까울수록 입력(𝑏𝑢 )의 범위가 상태(𝑥 )의 범위에 비
해 (1 − a)의 비율로 좁아짐을 설명한다. 흥미로운 점은 (4.5)의 𝑎와 𝑏가
샘플링 주파수에 따라 변동한다는 것이다. 그림 4.11은 샘플링 주파수에
따른 𝑎와 𝑏의 변화를 설명하는데, 샘플링의 주파수가 높을수록 𝑎가 1에
가까워지고 𝑏가 작아짐을 알 수 있다. 즉, 상태와 입력을 기록하는 주파
수가 높을수록 상태(𝑥)의 범위에 비해 입력(𝑏𝑢)의 범위가 좁아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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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와 입력이 여러 개 존재하는 시스템을 관찰할 때에도 샘플링 주파
수가 높아지면 상태 행렬은 단위(identity) 행렬에 가까워지게 되고 입력
행렬의 크기는 작아지게 된다. 이는 다음과 같이 연속(continuous) 상태
방정식의 이산화를 통해 이해할 수 있다.
𝑋̇(𝑡) = 𝐀𝑋(𝑡) + 𝐁𝑈(𝑡)

(4.9)

여기에서 상태와 입력은 벡터이고 𝐀 , 𝐁는 각각 상태 행렬과 입력 행렬
이다. 샘플링 주기를 𝑡 라 할 때, 위의 시스템을 샘플링하여 표현한 이산
상태 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𝑋[𝑖 + 1] = 𝐀𝐝 𝑋[𝑖] + 𝐁𝐝 𝑈[𝑖]

(4.10)

𝐀 𝐝 = 𝑒 𝐀 , 𝐁𝐝 = 𝐀 (𝐀 𝐝 − 𝐈)𝐁

(4.11)

식 (4.11)을 통해 𝑡 가 0에 다가갈수록 이산 상태 행렬 𝐀𝐝 가 단위 행렬에
가까워지고 𝐁𝐝 의 크기가 작아질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상태와 입력이
여러 개인 시스템에서도 샘플링의 주파수가 높은 경우 상태의 범위가 입
력의 범위에 비해 넓어지게 된다.
3장에서 수행된 실험 A의 결과에서, 영구자석 전동기의 온도와 운전
조건의 측정 데이터는 높은 샘플링 주파수를 사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
다. 권선 혹은 영구자석의 온도가 운전 조건에 따라 어떤 값으로 수렴하
는 데에는 수천 초가 소요되는 반면 샘플링 및 추정은 0.2 초 주기로 수
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선 선형 시스템에서의 이해를 바탕으로 생각해
보면, 영구자석 전동기 온도 추정 NARX 모델을 위 데이터로 구성할 때
온도(𝑥)의 범위에 비해 운전 조건의 영향(𝑏𝑢)이 작을 것을 알 수 있다.
상태의 범위와 입력의 영향 사이의 크기 비율을 줄이기 위해 샘플링
주파수를 낮추는 것은 추정 모델의 묘사 능력을 근본적으로 낮출 수 있
기 때문에 좋은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 특히 (실험 A에서) 영구자석 전
동기의 온도 추정 모델의 경우 운전 조건이 변화하는 속도는 샘플링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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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그림 4.12 출력의 범위를 좁히는 변환과 FNN 온도 추정 모델
(a) 상태(𝑇)를 출력으로 갖는 FNN의 개루프 구조
(b) 변환된 상태(𝑇)를 출력으로 갖는 FNN의 개루프 구조
(c) 변환된 상태(𝑇)를 출력으로 갖는 FNN의 폐루프 구조

파수(5 Hz)에 비해 이미 빠른 편이기도 하며, 한 샘플링 사이에 관찰된
가장 큰 온도 변화는 +0.90 °C와 -0.37 °C였다. 더 느리게 샘플링을 수행
하여 한 샘플 사이에 수 ° C의 온도 변화가 나타나도록 한다면, 이 데이
터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온도 추정 모델의 성능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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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3 실험 A의 훈련 데이터셋 3의 온도와 온도 변화

이에 본 논문은 인공 신경망의 출력으로 직접 주어지던 상태를 다른
변수로 변환하여 그 범위를 좁힐 것을 제안한다. 간단한 변환을 통해 출
력의 범위를 좁힐 수 있다면 같은 수준의 오차에 대해 이전 FNN 구조
(그림 4.9)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학습 속도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
림 4.12는 변환(𝑇 → 𝑇 )된 상태(𝑇 )를 출력으로 사용하는 FNN 기반 NARX
모델의 개루프와 폐루프 구조를 보인다. 그림 4.12(c)는 변환된 출력을
사용하여 본래의 상태를 추정하고, 이어서 폐루프 추정을 수행하기 위해
역변환(𝑇 → 𝑇 )이 사용된다. 상태 변환 방법 모색의 목적은 시스템의 상
태(𝑇 )를 변환하여 얻는 새로운 상태(𝑇 )가 최대한 좁은 범위에 있도록 하
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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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력의 범위를 좁히는 방법에 대한 힌트는 앞서 다루어진 온도 변화에
대한 해석과 선형 상태 방정식 모델에 대한 고찰로부터 얻을 수 있다.
실험 A의 모든 결과 중에서 한 샘플링 사이에 관찰된 온도 변화는
+0.90 ° C와 -0.37 ° C 사이에 있는데 이는 전체 온도 범위인 20-130 ° C에
비해 1/100 수준으로 좁은 값이다. 그림 4.13은 훈련 데이터 3을 수행한
실험 결과에서 온도(권선 최고 온도 𝑇

,

, 영구자석 온도 𝑇

)와 온도의

변화를 함께 도시하여 비교한 것이다. 이로부터 상태(온도)의 차분(변동)
을 인공 신경망의 출력으로 하는 것이 출력의 범위를 좁히는 데에 큰 효
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인공 신경망의 출력을 상태의 차분으로 변경하는 것이 항상 출력의 범
위를 좁히는 데에 효과가 있는 지, 혹은 다른 변환 방법이 더 유리할 수
있을 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이에 관해 (4.5)의 선형 상태 방정식을
바탕으로 살펴본다. 식 (4.5)로 표현되는 시스템의 상태는 (4.8)과 같은
범위를 가졌다.
𝑅(𝑥) =

𝑏
𝑅(𝑢)
1−𝑎

(4.8)

이제, (4.8)보다 더 좁은 범위를 갖는 변수 𝑥 를 만들기 위한 상태의 변환
식을 찾는 것을 목표로 한다. 당연히도, 다음과 같이 정답인 𝑎와 𝑏를 사
용하는 𝑥 는 항상 0이 될 것이다.
𝑥[𝑖] = 𝑥[𝑖] − 𝑎𝑥[𝑖 − 1] − 𝑏𝑢[𝑖 − 1]

(4.12)

그러나 본 연구에서 관심으로 하는 것은 비선형 시스템의 묘사이기 때문
에 위 식과 같은 𝑥 를 찾기 어렵다. 상태의 변화를 완벽히 설명하는 입력
벡터 𝑢를 알지 못하기도 하고, 설령 좋은 설명 변수 집합을 찾았다 하더
라도 𝑎 와 𝑏 의 값이 상태나 운전 조건에 따라 바뀌기 때문이다. 하지만
다행히도 앞선 관찰에서 샘플링 주파수가 높을수록 (4.5)의 𝑎가 1에 가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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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 지는 것을 알았고 이는 변수의 범위를 좁힐 수 있는 일반적인 변환
식을 작성할 수 있게 한다. 이에 다음의 변환 식을 생각해본다.
(4.13)

𝑥 [𝑖] = 𝑥[𝑖] − 𝑎𝑥[𝑖 − 1]

𝑎 = 0이면 𝑥 = 𝑥가 되고, 𝑎 = 1이면 𝑥 가 𝑥의 차분(변화량; Δ𝑥 )을 의미하
게 된다. 식 (4.13)의 정의로 결정되는 변환된 상태 𝑥 의 범위는 다음의
식들을 통해 알 수 있다.
𝑥 [𝑖] = (𝑎𝑥[𝑖 − 1] + 𝑏𝑢[𝑖 − 1]) − 𝑎𝑥[𝑖 − 1]

(4.14)

𝑥 [𝑖] = (𝑎 − 𝑎)𝑥[𝑖 − 1] + 𝑏𝑢[𝑖 − 1]

(4.15)

𝑎 < 1 이고, 관심이 있는 경우는 𝑎 = 1일 때 이므로, 𝑥 의 최소와 최대는
다음과 같이 구해진다. (𝑎 − 𝑎 < 0)
𝑥
𝑥

= (𝑎 − 𝑎)𝑥
= (𝑎 − 𝑎 )𝑥

+ 𝑏𝑢

=

(𝑎 − 𝑎)𝑏
𝑢
1−𝑎

+ 𝑏𝑢

+ 𝑏𝑢

(𝑎 − 𝑎)𝑏
=
𝑢
1−𝑎

+ 𝑏𝑢

(4.16)

이로부터 상태의 변환 결과인 𝑥 의 범위를 구할 수 있다.
𝑅(𝑥) = 𝑏𝑅(𝑢)

1 − 2𝑎 + 𝑎
1−𝑎

(4.17)

위와 반대로, 𝑎이 𝑎보다 작은 경우 𝑥 의 범위는 다음과 같이 바뀐다.
𝑅(𝑥) = 𝑏𝑅(𝑢)

1−𝑎
1−𝑎

(4.18)

식 (4.17)과 (4.18)은 변환된 상태 𝑥 의 범위가 𝑎 에 의존하고 그 표현식이
𝑎와의 크기 관계에 따라서 표현식도 바뀜을 보인다. 𝑎 의 선정에 따른 입
력과 𝑥 의 범위의 비율(𝑟) 변화를 관찰해 보도록 한다.
⎧1 − 2𝑎 + 𝑎 ,
⎪ 1−𝑎

𝑅(𝑥 )
𝑟=
=
𝑏𝑅(𝑢) ⎨
⎪
⎩

1−𝑎
,
1−𝑎

𝑎<𝑎
(4.19)
𝑎<𝑎

식 (4.19)의 𝑟 은 변환된 상태 변수가 시스템의 입력( 𝑏𝑢 )의 범위에 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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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4(a) 상태 변환 식의 계수 변화에 따른
입력과 변환된 상태의 범위 비

몇 배의 범위를 가질 것인지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그림 4.14(a)는 𝑟을 𝑎
와 𝑎의 값의 변화에 따라 나타낸 그림이다. 그리고 그림 4.14(b)는 몇 가
지의 고정된 𝑎에 대해 𝑟을 그린 것이다.
그림에서 주목할 점은 두 가지 인데, 그 첫 째는 𝑎 = 𝑎일 때 𝑎의 값에
상관 없이 𝑟 의 값이 1이 된다는 것이다. 이는 (4.12)을 통해 알 수 있듯
이 𝑥 [𝑖] = 𝑏𝑢[𝑖 − 1] 이 성립하게 되었기 때문에 얻어지는 결과이다. 그러
나 앞서 언급되었듯이 비선형 시스템에서 이와 같은 상태의 상쇄 효과를
얻어내는 것은 어려울 수도 있다.
두 번째로 그림 4.14(b)에서 주목할 점은 𝑎 = 1일 때, 항상 𝑟이 2가 된
다는 것이다. 이는 변환된 상태 𝑥 가 갖는 범위가 입력(𝑏𝑢 )의 범위의 2배
가 됨을 의미한다. 상태 𝑥 는 입력에 비해 1/(1 − 𝑎) 배의 범위를 가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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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4(b) 상태 변환 식의 계수 변화에 따른
입력과 변환된 상태의 범위 비

비해, 변환된 상태 𝑥 는 𝑎 의 값에 상관 없이 2배의 범위를 갖게 변환할
수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실제 (선형) 시스템의 𝑎의 값에 관계 없
이, 상태의 차분은 그 값은 입력의 범위의 2배 범위 내에 있게 된다. 만
약 𝑎의 값이 0.5보다 크다면 항상 변환된 상태 𝑥 는 기존 상태 𝑥보다 좁
은 범위를 가질 수 있다. (그림 4.14(b)에서 𝑎 = 0.3, 𝑎 = 0 일 때에는 𝑟 의
값이 2보다 작다.)
그런데 NARX 모델의 구성과 식별은 이미 훈련 데이터셋이 결정된 상
태에서 수행된다. 때문에 𝑎 을 바꾸어 가며 𝑥 를 관찰하여 그 범위를 가장
작아지게 하는 𝑎 을 직접 찾을 수 있다. 만약 시스템에 상태가 여러 개
있다면 각 상태 별로 그 변환된 값의 범위가 좁아지도록 하는 계수를 각
각 찾아 사용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상태 벡터가 𝑋 일 때, 다음의 변환
식에서 변환된 상태 벡터 𝑋 의 각 원소의 범위가 최소가 되게 하는 대각
행렬 𝐀을 찾는 것이 목표가 된다.
𝑋[𝑖] = 𝑋[𝑖] − 𝐀𝑋[i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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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

그림 4.15 변환 계수의 값에 따른 변환된 온도 범위 (실험 A)

본 논문은 인공 신경망을 사용하여 NARX 모델을 묘사하는 경우 출력에
다음 샘플링에서의 상태를 사용할 것이 아니라 (4.20)으로 표현되는 변환
된 상태를 사용할 것을 제안한다.
짚어볼 점은 샘플링의 주파수가 높을수록 각 샘플링 사이의 변동이 줄
어들 것이고 이에 따라 출력 범위의 축소를 더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
다는 것이다. 식 (4.20)은 입력에 관련된 항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변환된 상태 𝑋 에 대해 입력의 영향은 커지게 된다. 이는 출력을 상태로
사용하는 인공 신경망에서 출력에 대한 입력의 영향을 키우기 위해 샘플
링 주파수를 낮추어야 한다는 결론을 얻었던 것과는 반대된다. (그러나
샘플링의 주파수를 지나치게 높이게 되면 샘플링 사이에 관찰되는 상태
의 변화가 측정 시스템의 노이즈 수준에 가까워져 오히려 모델의 학습이
안 좋아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그림 4.15는 실험 A의 훈련 데이터셋에 대해 (4.20)의 최적 𝐀 을 찾기
위해 𝑇[𝑖] = 𝑇[𝑖] − 𝑎𝑇[i − 1]를 모든 샘플링에서 계산하고 𝑎 에 따라 각 채
널 별로 그 범위를 구해 나타낸 것이다. 흥미롭게도 변환 계수(𝑎 )가 1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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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4.16 DFNN 온도 추정 모델의 구조
(a) DFNN의 개루프 구조, (b) DFNN의 폐루프 구조
𝑇 = 𝑇 ,𝑇 ,𝑇 ,𝑇 ,𝑇

, 𝑈 = {‖𝐼‖, ‖𝑉‖, |𝜔|}

매우 가까운 값에서 각 채널의 변환된 온도 범위가 가장 작게 나타났다.
𝑎 = 1 주변에서 변환된 온도의 범위가 뭉뚝한 형상을 가지기에 𝐀 을 단
위 행렬( 𝐈 )로 두어 사용하여도 𝑇 의 범위가 작게 나타날 것임을 알 수
있다. 𝐀 = 𝐈 이면 𝑇[𝑖] = 𝑇[𝑖] − 𝑇[i − 1] = Δ𝑇[𝑖] 가 되고, 이 때의 권선 중
최고 온도와 영구자석 온도의 변환된 결과는 그림 4.13에서 보였다.
결과적으로, 측정된 데이터에 대해서는 상태(온도)의 차분을 인공신경
망의 출력으로 대체하는 경우가 가장 출력의 범위를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음을 알았다. 상태의 차분을 출력으로 갖는 인공 신경망을 본 논문에
서는 DFNN (difference-estimating FNN)으로 불러 그림 4.9의 구조와 구분
하여 부르기로 한다. (영구자석 전동기의 온도 추정을 위한) DFNN의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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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프와 폐루프 구조는 그림 4.12(b)와 그림 4.12(c)로부터 그림 4.16과 같
이 그릴 수 있다. 그림 4.16에서 Σ-블록은 입력 벡터를 원소 별로 적분하
여 출력한다. DFNN은 출력을 상태의 차분으로 대체하는 구조이기 때문
에 그 범위를 가장 효과적으로 줄일 것을 보장하지는 않지만 선형 시스
템과 그림 4.14(b)를 통해 살펴보았 듯이 𝑎가 1에 가까울 때(샘플링이 충
분히 빠를 때)에는 출력 범위 감소의 효과가 강력해진다.
결과로 얻어진 바와 같이 차분을 추정하는 인공 신경망의 개념은 2015
년 등장한 ResNet (residual network)과 유사하다. 본래 ResNet은 이미지 분
류를 수행하는 신경망을 network in network 구조[91]에 바탕하여 만드는
중 shortcut을 형성하여 딥러닝의 학습 성능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제안
된 구조이다. 관련하여 ResNet을 구성해 이미지를 분류, 인식하는 연구들
이 후속되고 있으나[54], [92], [93], 동역학계 시스템의 묘사에 적용하여
그 학습 및 추정 성능을 비교한 연구는 드물다. ResNet에서 shortcut이 활
용되는 것은 vanishing gradient 문제를 해소하기 위함인데, 본 연구에서
차분을 추정하는 목적은 출력의 범위를 좁힘으로써 학습 성능을 향상시
키는 것이다. 또,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출력의 변환 방법은 ResNet이 사
용한 기법에 대해 더 일반적이다. ResNet은 입력을 출력으로 직접 전달하
는 구조만을 제안한 것에 비해 본 연구에서는 각 상태의 범위를 최소로
좁혀 사용할 것을 제안한다.
DFNN을 영구자석 전동기의 온도 추정에 적용하기에 앞서, FNN 구조
에 비해 DFNN이 학습 및 추정 성능에 있어 강점을 갖는지 다음의 예시
비선형 시스템을 통해 확인해 보았다.
𝑥[𝑖 + 1] = (0.99 + 0.005 tanh(0.1𝑥[𝑖])) 𝑥[𝑖]
+(0.04 + 0.01 tanh(𝑢[𝑖])) 𝑢[𝑖]

(4.21)

위 비선형 시스템을 (4.5)의 선형 상태 방정식에 비추어 생각하면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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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4.17 예시 비선형 시스템의 시뮬레이션 결과
(a) 상태와 입력 (b) 상태 차분과 입력

계수 𝑎 와 입력 계수 𝑏 가 상태와 입력에 의존하여 바뀌는 것으로 여길
수 있다.
0.985 ≤ 𝑎 ≤ 0.995, 0.03 ≤ 𝑏 ≤ 0.05

(4.22)

그림 4.17은 예시 시스템을 식별하기 위하여 수행된 예시 시뮬레이션 결
과를 보인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𝑎가 1에 가까운 시스템에서 상태의
차분이 상태에 비해 더 좁은 범위를 갖는 것을 알 수 있다.
위 시뮬레이션 결과를 학습하고 추정하는 FNN과 DFNN을 동일한 구
조로 구성하여 그 추정 성능을 비교하였다. 입력층에는 지난 샘플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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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4.18 예시 시뮬레이션에 대한 FNN과 DFNN의 학습 곡선
(a) NRMSE 학습 곡선 (b) RMSE 학습 곡선

상태(𝑥)와 입력(𝑢)이 두 신경망에 동일하게 주어졌다. FNN의 출력은 다음
샘플링의 상태로, DFNN의 출력은 다음 샘플링까지의 상태의 변화가 되
도록 하였다. 두 신경망은 은닉층을 1개 사용하고 그 안에 신경을 10개
사용하도록 하였다. 두 신경망은 구조가 같기 때문에 학습 및 추정에 쓰
이는 메모리와 연산량이 동일하다.
본 연구에서 인공 신경망의 학습에는 Intel의 i5-8400 CPU와 NVIDEA의
GTX1060 (6GB)를 사용하였다. 파이썬(python, 3.6.7) 환경에서 학습이 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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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예시 시뮬레이션에 대한 FNN과 DFNN의 개루프 추정 오차
인공 신경망 모델

학습 회수
(Epoch)

NRMSE
[10 ]

RMSE
[10 ]

FNN-ex1

200

132.4

304.7

FNN-ex2

10000

9.3

21.5

DFNN-ex1

200

157.9

6.6

DFNN-ex2

10000

12.5

0.5

어졌으며 기계학습을 위한 라이브러리인 Keras(2.3.1)이 사용되었다. Keras
는 Google 브레인팀에서 개발한 라이브러리인 Tensorflow를 기반으로 한
다. 본 연구에서는 2.0.1 버전의 Tensorflow-gpu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였으
며 함께, NVIDIA의 CUDA 10.0이 사용되었다. 은닉층 신경의 활성화 함수
로는 tanh가 사용되었으며 학습에는 적응형 학습 속도를 활용하는 Adam
옵티마이저를 사용하였다. Adam 옵티마이저는 각 모수의 갱신 정도에 따
라 모수 별 학습 속도를 ‘기준 학습 속도’로부터 결정하는데 이 값이 클
수록 전반적인 모수의 갱신이 빨라진다. Adam 옵티마이저의 기준 학습
속도는 10

으로 하였고, 손실 함수(loss function)는 출력 오차의 제곱합

으로 하였다.
그림 4.18은 FNN과 DFNN의 학습 곡선(learning curve)를 비교한다. 학
습은 NRMSE의 수렴에 따라 종료하도록 하지 않고 10000 epoch를 수행
하도록 하였다. 그림 4.18(a)는 NRMSE로 그린 학습 곡선인데 DFNN이
더 빠르게 수렴하지만 FNN이 약 30% 더 낮은 값에서 수렴한 것을 볼
수 있다. 하지만 그림 4.18(b)에 도시된 RMSE로 나타낸 학습 곡선에서는
DFNN이 10배 이상 작은 값으로 수렴한 결과가 나타났다. 즉, 신경망이
NRMSE 측면에서는 비슷한 수준까지 학습을 했지만 변환된 상태를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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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그림 4.19 예시 시뮬레이션에 대한 FNN과 DFNN의 폐루프 추정 결과
(a) FNN-ex1 (b) FNN-ex2 (c) DFNN-ex1 (d) DFNN-ex2

으로 하는 DFNN이 더 작은 수준의 RMSE를 달성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
다. 표 4.1는 FNN와 DFNN 기반 NARX 모델들의 학습 회수에 따른 개
루프 추정 오차를 비교한다. DFNN-ex1(200 회 학습한 DFNN)의 RMSE가
FNN-ex2(10000 회 학습한 FNN)의 RMSE보다도 작은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4.19는 표 4.1의 각 인공 신경망을 사용하여 폐루프 추정을 수행한
결과를 보인다. 그림 4.19(b)와 그림 4.19(c)를 보면, 폐루프 추정 결과에
서도 DFNN-ex1 모델이 50 배의 훈련 회수를 가진 FNN-ex2에 비해 작은
추정 오차를 보였다. 그림 4.18에서는 FNN 모델의 추정 오차가 약 6000
epoch 지점부터 수렴한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그림 4.18(b)에서 나타
난 평균 오차는 0.234로 원(原) 상태의 범위의 약 5%이다. 반면 DFNN122

ex1과 DFNN-ex2 모델은 폐루프 추정에서 각각 원 상태의 범위의 0.7%
와 0.3%에 해당하는 평균 오차를 보였다. 이에, 입력의 범위와 상태의
범위가 큰 비율 차이를 갖는 경우 FNN을 사용한 NARX 모델의 묘사에
어려움이 있음과 DFNN이 더 좋은 추정 성능을 가질 수 있음이 예시 시
뮬레이션을 통해 확인되었다.

4.2.2 CNN을 이용한 NARX 모델 구현
본 절에서는 영구자석 전동기의 온도를 추정하는 데에 적합한 CNN
(convolutional neural network; 컨볼루션 신경망)의 구조를 살펴보도록 한다.
생성하는 CNN의 목표는 시간에 따라 기록된 (1차원) 온도와 운전 조건
을 활용하여 다음 샘플링의 온도를 추정하는 것이다. 4.1.2절의 그림 4.5
는 여러 입력이 시간에 따라 주어질 때, 각 입력에 대해 시간 방향으로
필터를 적용하는 컨볼루션 신경의 연산을 보인다. 하나의 컨볼루션 신경
은 서로 다른 입력에 대해 서로 다른 필터를 적용하여 컨볼루션 연산을
수행한 뒤 그 결과를 합하고, 비선형 활성화 함수를 각 원소에 적용하여
출력한다. 컨볼루션 신경을 여러 개 모은 은닉층이 컨볼루션층이 된다.
컨볼루션층은 2 이상의 출력 차원을 갖는데 이것을 1차원으로 변환하는
과정을 flattening 이라고 하며, 그 뒤는 FC(fully connected) 은닉층들이 사
용되어 신경망의 최종 출력층까지 연결된다.
본 논문에서는 CNN과 RNN의 출력을 온도의 차분으로 둔 경우만 다
룬다. 출력의 범위를 좁힘으로써 작은 오차에 대해서도 학습 속도를 크
게 확보하는 것은 (오로지 출력 변수의 변경에 의한 개선이므로) 신경망
의 구조와 상관 없이 적용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온도 추정
을 위한 CNN의 구조는 DFNN의 구조로부터 유도되었다. 그림 4.16은 온
도와 운전 조건의 과거 정보를 사용하여 다음 샘플링까지의 온도 변화량
(차분)을 추정하는 DFNN을 보인다. DFNN의 입력층은 각 입력의 𝑛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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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4.20 CNN 온도 추정 모델의 구조
(a) CNN의 개루프 구조, (b) CNN의 폐루프 구조

차수) 지연된 값들을 미리 flattening 하여 사용한 것이라 이해할 수 있다.
CNN 온도 추정 모델은 그림 4.16을 변형하여 그림 4.20와 같이 생성하
였다. 각 채널의 온도와 운전 조건(전류, 전압, 속도의 크기)를 시간에 따
라 나열하고 쌓아 입력이 2차원이 되도록 하고, 첫 은닉층이 컨볼루션층
이 되도록 하였다. 그림 4.20에 쓰인 n-delay chain의 구조는 FNN에서 사
용된 것과 같고 그림 4.8에 나타나 있다. 본 연구에서 수행된 실험에서
𝑇

는 변하지 않지만 연산의 특성상 CNN과 RNN에서는 𝑈 에 포함되

어 (일정한 반복되는 값이) 주어지도록 구성하였다.
CNN 온도 추정 모델은 각 입력에 필터를 적용함으로써 추정 성능을
개선하거나 비슷한 수준의 추정 성능을 얻는데 필요한 모수의 개수를 절
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각 필터가 시간을 따라 옮겨가며 입력에 내적
되는데, 각 입력 변수의 출력에 대한 영향이 시간에 따른 특징을 갖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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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그림 4.21 필터의 길이에 따른 컨볼루션 연산 비교
(a) (필터의 길이) = 1
(b) (필터의 길이) = (입력 길이)
(c) 1 < (필터의 길이) < (입력 길이)

경우 필터를 통해 모수가 공유됨으로써 (weight sharing) 총 모수 개수의
절감이 가능해진다. 모수의 개수가 줄어드는 것은 온도 추정 시 요구되
는 메모리와 연산량을 절감할뿐만 아니라 학습 과정 또한 짧아지게 한다.
본 논문은 CNN(필터)의 이용에 따른 온도 추정 인공 신경망의 모수
절감 혹은 추정 성능 개선 효과를 확인하고자 한다. 이에, DFNN과 같은
모델 차수와 은닉층 수를 갖도록 한 뒤, 필터의 길이와 신경의 수를 바
꾸어가며 CNN 모델들을 생성하였다. (DFNN에서 폐루프 추정 성능이 가
장 낮은 수준인 모델은 은닉층의 수가 2이고 모델 차수가 5일 때부터 얻
어졌다.) 그림 4.20(a)에는 두 개의 은닉층을 사용하는 CNN 온도 추정
모델을 보였는데 그 중 첫째 층이 컨볼루션 층이고 둘째 층은 FC층이다.
온도 벡터 𝑇는 권선 상 4개 부위와 영구자석의 온도로 구성되었고, 운전
조건 𝑈는 전류, 전압, 속도의 크기와 냉각수의 온도로 구성되었다.
각 구조 별 CNN 온도 추정 모델의 학습 및 추정 결과를 보이기에 앞
서 필터의 길이에 따른 연산의 의미를 설명한다. 그림 4.21은 필터의 길
이에 따른 출력의 변화를 보인다. 첫번째로 고려할 경우는 필터의 길이
가 1인 경우(그림 4.21(a))이다. 이 때는 각 입력에 대해 모든 지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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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모수가 곱해진다. 이는 입력 전체를 같은 비율로 스케일링하여 신
경망에 주는 것이 되어 CNN 적용이 의미를 갖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다음 본 연구에서는 필터의 길이가 2 이상인 경우에 대해 고려한다. 두
번째로 고려할 경우는 필터의 길이가 모델의 차수와 같은 경우(그림
4.21(b))이다. 이 때는 길이가 같은 두 벡터의 컨볼루션이 컨볼루션 신경
에서 수행된다. 이에 따라, 각 입력에 대해 각 지연 별로 서로 다른 모수
가 학습될 자유도가 생기는데, 결과적으로 FNN과 같은 자유도를 얻고
동일한 연산을 수행하게 된다. 4.3.4절에서는 필터의 길이가 모델 차수와
같은 경우에 대해서도 CNN 온도 추정 모델을 생성하여 위의 이해가 맞
는지 DFNN 모델과 비교하여 확인해본다. 마지막으로 고려할 경우는 필
터의 길이가 1보다 크고 모델 차수보다 작은 경우(그림 4.21(c))이다. 이
경우가 하나의 필터가 지연에 대해 옮겨가며 곱해져 모수의 공유가 유의
하게 이루어진다. 즉, 세번째 경우가 각 입력의 ‘시간에 따른 출력과의
관계’가 학습될 수 있고, CNN 온도 추정 모델을 이용하는 의의가 생긴다.

4.2.3 RNN을 이용한 NARX 모델 구현
영구자석 전동기의 온도를 추정하기 위하여 사용된 마지막 인공 신경
망 구조는 RNN(recurrent neural network; 순환 신경망)이다. RNN은 전체 구
조 중 자신의 출력이 다시 자신의 입력이 되는 순환층을 갖는 인공 신경
망이다. FNN과 DFNN, 그리고 CNN은 시간에 걸친 모든 입력이 동시에
주어지고 연산이 수행되는 반면, RNN은 입력이 시간에 걸쳐 주어지면서
순차적인 연산이 수행된다. FNN과 DFNN에는 반복되어 사용되는 모수가
없고, CNN에는 필터가 반복되어 사용되는데, RNN에서는 모든 모수가 시
간에 걸쳐 반복되어 사용된다. RNN의 구조와 연산은 그림 4.7에 그려져
있다. RNN 역시 시간에 걸친 모수 공유를 통해 훈련 데이터셋의 시간에
대한 특징을 포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시간에 따른 모수 공유가 유의
하게 이루어지는 경우, 비슷한 수준의 오차를 적은 개수의 모수로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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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4.22 RNN 온도 추정 모델의 구조
(a) RNN의 개루프 구조, (b) RNN의 폐루프 구조

하여 메모리와 연산량, 훈련 시간 등에서 이득을 얻을 수 있고, 낮은 수
준의 오차를 달성할 수도 있을 것이다.
RNN의 모수 공유는 CNN의 모수 공유와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컨볼루션 신경은 입력들을 시간에 따라 나열한 뒤 각 입력별로 서로 다
른 필터를 적용하고, 그 결과를 합하는 연산을 수행하였다. RNN의 입력
층 연산은 이와 다르게, 각 순환 신경(recurrent neuron)에 모든 입력이 서
로 다른 모수(그림 4.7에서 𝑊 )로 연결된다. 즉, 입력층과 순환층 사이
의 연결은 FC(fully connect) 은닉층의 연결과 동일하다. 순환 신경의 출력
은 자기 자신 뿐만 아니라 순환층 내의 다른 순환 신경들의 입력이 되는
데, 그 사이에 곱해지는 가중치들(그림 4.7에서 𝑊 )은 서로 다를 수 있
다. RNN의 연산은 모델 차수만큼의 시간에 걸쳐 순차적으로 수행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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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 신경망 내의 모든 모수는 반복되어 사용된다. 따라서, CNN은 각
입력 원소가 갖는 시간에 따른 특징을 추출하였던 것에 비해, RNN은 모
든 입력과 출력 사이의 관계에 담겨있는 시간에 따른 특징을 추출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RNN 온도 추정 모델의 입력과 출력은 DFNN과 같게 두었다. 그림
4.22는 영구자석 전동기의 온도 추정을 위해 구성된 RNN 모델의 개루프
구조와 폐루프 구조를 보인다. 그림에서 𝑛 -delay chain은 그림 4.8에 나타
난 것처럼 주어진 (벡터) 신호의 0 지연부터 (𝑛 -1) 지연된 신호들을 출력
하는 블록이다.

4.3 인공 신경망을 이용한 온도 추정 결과 – 실험 A
4.3.1 FNN 기반 모델의 추정 결과
그림 4.9와 그림 4.10에 나타낸 FNN 기반 영구자석 전동기 온도 추정
모델들이 생성되고 구조 별 추정 성능이 비교되었다. 영구자석 전동기의
온도를 추정하기에 적합한 NARX 모델의 차수나 FNN이 가져야할 표현
자유도(은닉층, 신경의 수)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양한 FNN 모델이 생성
되고 비교되었다.
본 절에서는 모델 차수, 은닉층의 수, 신경의 수 변화에 따른 FNN의
온도 추정 성능을 비교하고자 한다. 은닉층 수가 2개 이상일 때, 각 은닉
층 신경의 수를 달리 사용하는 것을 고려하면 FNN의 구조의 경우가 매
우 많아지므로 본 연구에서는 모든 은닉층에서 같은 개수의 신경이 사용
된 모델들만 비교하였다.
표현 자유도가 서로 크게 다른 3개의 인공 신경망 구조가 서로 비교되
었다. 인공 신경망들은 그림 4.9의 형태로 생성되었는데, 그림 4.9의 온도
벡터(𝑇)는 실험에서 측정된 다섯 부위(weld, crown, jumper, neutral point,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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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훈련된 FNN 인공 신경망의 구조 (실험 A)
은닉층 내
총 모수
모델
모델 차수
은닉층 수
신경 수
개수
FNN-1

1

1

5

80

FNN-2

5

2

20

1365

FNN-3

9

3

80

19285

구자석)의 온도로 하였으며, 운전 조건( 𝑈 )는 전류, 전압, 속도의 크기와
냉각수의 온도로 하였다. 구현된 3개 신경망의 구조는 표 4.2에 쓰인 것
과 같으며 모델 차수, 은닉층 수, 신경의 수가 동시에 증가/감소하도록
하였다. 표 4.2에는 각 신경망이 갖는 모수(가중치들과 편향들)의 총 개
수가 함께 기재되었다. 모델의 차수가 커질수록 온도와 운전 조건의 과
거의 값을 입력에 많이 사용하므로 모수의 개수가 많아진다. 본 연구의
각 데이터셋 내에서는 냉각수의 온도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냉각수의
온도는 지연된 값을 하나만 사용하였고, 따라서 모델의 차수가 𝑛 일 때
입력 변수의 총 개수는

온도 채널 + 운전 조건

𝑛 + (냉각수) = (5 +

3)𝑛 + 1 이 되었다. 완전히 연결된 (fully connected) FNN에서 두 개의 층
사이에 존재하는 모수는 (이전 층 신경 수) × (다음 층 신경 수)만큼의
가중치가 있고, (다음 층 신경 수)만큼의 편향이 있다.
인공 신경망은 훈련 시작 시 모든 가중치와 편향을 임의의 값으로 초
기화 하는 과정을 가지는데 초기화의 방법에 따라 훈련의 속도와 결과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인공 신경망의 구조에 의존해 초
기화를 함으로써 좋은 학습 속도와 성능을 갖게 하는 것으로 알려진
Xavier 기법[94]을 인공 신경망 초기화에 적용하였다. 각 인공 신경망의
학습은 훈련 데이터셋에 대한 NRMSE의 감소가 더뎌지는 순간까지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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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3 FNN-1 모델의 학습 곡선과 학습 종료 시점 (실험 A)

였는데, 50 번의 epoch(훈련 dataset 전체를 사용한 1 회의 학습) 동안
NRMSE가 연속으로 증가하면 학습을 중단하였다. (신경망이 로컬 최적점
주위에 도달하였을 때 손실 함수에는 진동하는 현상이 나타나므로 이와
같은 조건을 통해 학습이 충분히 이루어진 상황에서의 종료가 가능하다.
학습이 종료된 후에는 가장 낮은 NRMSE를 달성한 epoch의 모수들을 불
러와 추정에 사용한다.) 그림 4.23은 표 4.2의 세 번째 행에 쓰인 FNN-3
모델을 한 개 생성한 뒤 5000 epoch 학습했을 때 얻은 학습 곡선(learning
curve)을 보이고, 그림에 표시된 붉은 선(1213 epoch)이 설명된 조건에 의
한 학습 종료 시점이다. 그림 4.23에서 가장 낮은 NMRSE가 얻어진 곳은
2796 epoch 지점으로, 학습을 종료한 시점(1213 epoch 지점)에 비해
NRMSE가 10 % 감소되었다. 약 2배의 시간을 추가로 소요하여 학습한
결과이지만 NRMSE가 크게 감소되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또, 최저
NRMSE가 얻어진 이후 2204 epoch 동안 더 작은 NRMSE가 얻어지지 못
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성능의 개선이 학습의 진행에 따라 점차 더뎌지는
것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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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4 예시 데이터셋에 대한 상자 수염 그림

모수의 랜덤 초기화에 따라 같은 구조를 갖는 인공 신경망일지라도 다
른 추정 성능을 보일 수 있으므로, 표 4.2에 쓰인 세 구조의 인공 신경망
은 20개씩 생성되었고, 구조 별 추정 성능을 통계적으로 비교하였다. 구
조 별 추정 성능의 비교에는 상자 수염 그림(box-and-whisker plot)을 사용
하였다. 그림 4.24는 예시 데이터셋(푸른색 점의 집합)에 대해 그린 상자
수염 그림을 보인다. 상자 수염 그림에서 상자는 도시하는 값의 제1사분
위값과 제3사분위 값을 표시하며 그 내부의 선은 중간값을 표현한다. 수
염의 끝은 나타내는 값을 다양하게 할 수 있는데 본 논문에서는 제1사분
위값 또는 제3사분위값으로부터 1.5 IQR(interquartile range) 내부에 존재하
는 가장 바깥 값으로 하였다. (IQR은 제1사분위값과 제3사분위값의 차이
이다.) 1.5 IQR 외부에 존재하는 값은 다른 데이터들의 경향을 따르지 못
하여 아웃라이어(outlier)라 부르며 상자 수염 그림 상에서는 붉은 십자를
사용하여 해당 데이터의 위치를 별도로 표시한다.
그림 4.25는 표 4.2의 세 FNN 모델의 학습 곡선을 서로 비교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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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5 표현 자유도 변화에 따른 FNN 모델의 학습 곡선 (실험 A)

그림 4.26 표현 자유도 변화에 따른 FNN 모델의 개루프 오차
(실험 A)

각 모델의 NRMSE 중간값에 가장 가까운 신경망을 하나씩 도시하였다.
그림에는 각 신경망이 학습이 종료된 시점까지의 NRMSE를 나타내었는
데 신경망의 표현 자유도(총 모수 개수)가 많을수록 더 낮은 NRMSE에
빠르게 도달하여 수렴함을 알 수 있다. 그림 4.26은 표 4.2의 세 FNN 모
델의 개루프 추정 성능을 상자 수염 그림으로 서로 비교한다. 앞서 언급
되었듯이 각 모델은 20개씩 생성되었고 훈련을 마친 뒤 훈련 데이터에
대해 계산한 NRMSE를 도시하였다. 인공 신경망이 갖는 모수의 개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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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7 표현 자유도 변화에 따른 FNN 모델의 폐루프 추정 오차
(실험 A)

증가함에 따라 학습이 종료된 시점의 개루프 추정 오차가 감소하는 추세
가 보인다. FNN-3 모델 중에서 가장 큰 NRMSE를 갖는 모델은 FNN-1
모델 중 가장 작은 NRMSE를 가진 모델보다 큰 NRMSE 값을 보였다.
즉, 모수를 많이 갖는 인공 신경망이 반드시 좋은 추정 성능을 가질 것
이라 할 수는 없다. 다른 의미로는, 좋은 추정 성능을 갖는 인공 신경망
은 충분한 자유도를 가진 구조를 여러 번 생성한 뒤 비교를 통해 선정되
어야 한다. 훈련을 마친 모델들의 NRMSE 중 가장 큰 값은 1.93 × 10
으로 FNN-2 모델 중에서 얻어졌다. 해당 모델의 훈련 데이터에서의 개
루프 추정 오차 중 가장 큰 값은 0.76 °C였으며, RMSE는 0.12 °C였다. 가
장 성능이 뛰어났던 모델은 FNN-3 모델 중에 있었으며 7.90 × 10

의

NRMSE와 0.062 °C의 RMSE를 보였다.
그림 4.27은 세 FNN 모델의 폐루프 추정 오차(최대 추정 오차)를 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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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염 그림으로 서로 비교한다. 그림 4.27의 첫 그래프는 각 FNN으로 6개
훈련 데이터를 추정하여 얻은 최대 추정 오차들 (6개) 중 가장 큰 값들
로 그린 상자 수염 그림이다. 그림 4.27의 둘째 그래프는 평가 데이터셋
2개에 대해 폐루프 추정을 수행하고, 모델들의 최대 오차들을 조사해 그
린 상자 수염 그림이다. FNN 기반 온도 추정 모델은 60개가 생성 되었는
데 그 가운데 얻은 가장 작은 폐루프 최대 추정 오차는 훈련 데이터셋에
서 14.2 °C, 평가 데이터셋에서 42.7 °C였고 두 신경망 모두 FNN-3 모델
중에서 얻어졌다. (훈련과 평가 데이터셋에서 가장 좋은 폐루프 추정 성
능을 보인 두 신경망은 서로 다른 신경망이다.) 훈련된 FNN들의 RMSE
는 모두 0.12 ° C 이하로 얻어졌는데 폐루프 추정에서는 추정 오차가 누
적되기 때문에 개루프 추정 오차에 비해 그 값이 커진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NRMSE의 경우 FNN의 표현 자유도가 커질수록 그 크기가 감소하
는 추세를 보였지만 폐루프 추정의 최대 오차는 FNN-2 모델들이 큰 값
을 가졌다. 이로부터 개루프 추정 오차가 작은 모델이 반드시 더 작은
폐루프 추정 오차를 갖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그림 4.28은 FNN-3 모델 중 가장 작은 NRMSE를 보인 인공 신경망의
폐루프 추정 결과를 보인다. 추정 결과를 잘 보이기 위하여 그림에는 권
선 4개 부위의 추정 결과를 모두 도시하는 대신, 각 순간 가장 높은 온
도를 가진 부위의 온도를 도시하였다. 그림의 𝑇

,

, 𝑇

, ,

는 각각 측정

된 권선 최고 온도와 추정된 권선 최고 온도를 의미하며, 𝑇

과 𝑇

,

는 측정된 영구자석 (측면) 온도와 추정된 영구자석 온도를 의미한다. 그
림 4.28(a)는 훈련 데이터 2에 대한 폐루프 추정 결과이고 그림 4.28(b)는
평가 데이터셋 2에 대한 폐루프 추정 결과이다. 결과를 보면 각 운전 조
건에 대해 잘못된 온도 변화 속도로, 그리고 잘못된 온도로 수렴해 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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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4.28 가장 작은 NRMSE를 가진 FNN-3 모델의 폐루프 추정 결과
(실험 A)
(a) 훈련 데이터셋 2 – 냉각수 20 °C, 제어 온도 기준 75 °C
(b) 평가 데이터셋 2 – 냉각수 60 °C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열등가회로 기반 온도 추정 모델에서
열회로 및 손실이 잘못 추정 되었을 때 나타났다. 이로부터 훈련된 인공
신경망이 전기기의 열 발생 및 전달 특성을 어느 정도 묘사했지만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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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9 기준 학습 속도의 변화에 따른 학습 곡선

표현의 정확도가 부족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오차가 더 작은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학습을 진행할 수 있는 해결책이 요구된다.
여기에는 학습 방법을 바꾸는 방법과 신경망의 구조를 바꾸는 방법이
있다. 학습 방법을 바꾸어 추정 성능을 향상시키는 해결책으로는 두 가
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첫 째는 더 많은 epoch의 훈련을 수행하는 것
이다. 하지만 그림 4.23의 결과는 이에 대해 부정적인 전망을 갖게 한다.
그림 4.23에서 1213 epoch 부터 2796 epoch까지의 학습동안에는 NRMSE가
10%만이 저감되었고 그 이후로는 최저 NRMSE가 나타나지 않았다. 학
습 속도가 기하급수적으로 감소하는 가운데 큰 추정 성능 개선을 이루는
데에는 매우 긴 시간이 소요될 것임을 알 수 있다. (FNN-2 모델을 5000
epoch 훈련하는 데에는 약 20분이 소요됐다.)
다른 방법으로 Adam 옵티마이저의 기준 학습 속도를 증가시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기준 학습 속도가 커지게 되면 학습 초기에
오차가 빠르게 감소할 수는 있으나 최적점 주변에서의 손실 함수의 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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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이 커지게 되어 수렴에는 오히려 어려움을 겪게 된다. FNN-1 모델의
기준 학습 속도를 10

에서 10

으로 바꾸었을 때의 학습 곡선 변동을

그림 4.29에 도시하였다. 큰 학습 속도를 사용하는 경우가 초기의
NRMSE 저감에는 효과가 있으나 최적점 주변에 도달한 이후 모수의 갱
신이 잘 이루어지지 못함을 볼 수 있다. 반대로 학습 속도를 감소시킨
경우는 NRMSE 저감에서 큰 이득을 보지 못하고 수렴 시간이 길어졌다.
신경망의 구조를 바꾸어 학습 성능을 개선하는 해결책으로서, 본 논문
의 4.2.1절에서는 출력을 상태(온도)의 차분으로 변환하는 방법이 제안되
었다. 출력 변수의 변환을 통한 추정 성능의 향상은 예시 비선형 시스템
을 통해 검증되었다. 다음 절에서는 DFNN의 추정 성능을 구조 별로 확
인하고 비교한다.

4.3.2 DFNN 기반 모델의 온도 추정 결과
NARX 모델을 바탕으로 비선형 시스템을 묘사하고자 할 때, 그림 4.16
에 그려진 DFNN(difference-estimating FNN; 차분 추정 FNN)을 사용하는
것이 그림 4.9의 FNN 구조를 사용하는 경우에 비해 학습 속도와 추정
오차 면에서 이득을 볼 수 있음을 앞서 확인하였다. 본 절에서는 DFNN
의 표현 자유도(모델 차수, 은닉층 수, 신경 수) 변화에 따른 학습 및 추
정 성능을 비교한다. 모델의 차수는 {1, 3, 5, 7, 9} 중에 선택하였고, 은닉
층 수는 {1, 2, 3} 중에서 선택하였다. 그리고 영구자석 전동기의 온도 변
화를 묘사하기에 필요한 표현 자유도를 넓게 탐색하기 위하여 신경의 수
는 2배씩 증가시켜 {5, 10, 20, 40, 80} 중에서 선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은닉층이 여러 개인 DFNN에서 각 은닉층에 사용된 신경의 수는 서로
같도록 하였다. 이에 75 종류의 DFNN이 서로 비교되었다. 인공 신경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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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 DFNN의 구조 별 총 모수 개수 (실험 A)
은닉층 수

1

2

3

모델 차수 \ 신경 수

5

10

20

40

80

1

80

155

305

605

1205

3

160

315

625

1245

2485

5

240

475

945

1885

3765

7

320

635

1265

2525

5045

9

400

795

1585

3165

6325

1

110

265

725

2245

7685

3

190

425

1045

2885

8965

5

270

585

1365

3525

10245

7

350

745

1685

4165

11525

9

430

905

2005

4805

12805

1

140

375

1145

3885

14165

3

220

535

1465

4525

15445

5

300

695

1785

5165

16725

7

380

855

2105

5805

18005

9

460

1015

2425

6445

19285

의 모수들이 랜덤하게 초기화됨에 따라 학습 결과가 같은 구조에서도 다
를 수 있으므로 각 구조의 인공 신경망은 40개씩 (총 3000개 모델) 생성
되었다. 그림 4.16의 온도 벡터( 𝑇 )는 실험에서 측정된 다섯 부위(weld,
crown, jumper, neutral point, 영구자석)의 온도로 하였으며, 운전 조건(𝑈 )는
전류, 전압, 속도의 크기와 냉각수의 온도로 하였다. 입력 변수의 개수는
모델의 차수가 증가함에 따라 증가한다. (냉각수 온도는 각 데이터셋 내
에서는 변하지 않으므로 냉각수 온도의 지연된 값들은 입력에 사용하지
않았다.) 출력 벡터는 다음 샘플링까지의 각 채널의 온도 변화이다. 훈련
에 사용된 데이터와 기타 설정(활성화 함수, 학습 종료 조건)은 4.2.2 절
에서 수행된 훈련과 같게 하였다.
표 4.3은 DFNN의 각 구조 별 총 모수의 개수를 비교한다. 초록색에
138

표 4.4 훈련된 DFNN 구조 별 100 °C 이하의
폐루프 추정 최대 오차를 가진 모델의 개수 (실험 A)
은닉층 수 모델 차수 \ 신경 수
5
10
20
40
31
34
37
36
1
28
40
40
40
3
29
40
40
40
1
5
30
40
40
40
7
28
40
40
40
9
35
39
38
35
1
33
40
40
40
3
35
40
40
40
2
5
36
40
40
40
7
38
40
40
40
9
35
38
35
32
1
35
40
40
40
3
37
40
40
40
3
5
35
40
40
40
7
33
40
40
40
9

80
35
40
40
40
40
31
40
40
40
40
26
40
40
40
40

가까울수록 모델에 모수의 개수가 적음을 의미하고, 빨간색에 가까울수
록 모델에 모수의 개수가 많음을 의미한다. 두 개의 완전히 연결된 층
사이에 존재하는 모수의 개수는 가중치와 편향을 고려할 때 (이전 층의
신경의 수 + 1) × (다음 층의 신경의 수)이다. 가장 표현 자유도가 낮은
모델은 모델 차수가 1로써 9개의 입력을 사용하고 1개의 은닉층에 5개의
신경을 사용하여 총 80( = (9 + 1) ∗ 5 + (5 + 1) ∗ 5 ) 개의 모수를 갖는다.
가장 표현 자유도가 높은 모델은 모델 차수가 9로써 73(= 8 ∗ 9 + 1) 개의
입력을 사용하고 3개의 은닉층에 80개씩의 신경을 사용하여 총 19285(=
(73 + 1) ∗ 80 + (80 + 1) ∗ 80 ∗ 2 + (80 + 1) ∗ 5)개의 모수를 갖는다.
75개 구조의 DFNN 모델을 40개씩 훈련한 뒤 NRMSE와 폐루프 추정
결과의 최대 오차를 상자 수염 그림으로 도시하였다. 그런데 DFNN 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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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0 1개 은닉층을 사용하는 DFNN의 구조 별 추정 오차 (실험 A)

추정 모델 중에는 폐루프 추정의 결과가 수백 혹은 수천 ° C로 얻어지는
모델들이 있었고, 훈련 혹은 평가 데이터셋에서의 폐루프 추정 최대 오
차가 100 ° C보다 큰 모델의 개수를 표 4.4에 기록하였다. 이는 FNN 온
도 추정 모델과 달리 적분을 인공 신경망의 외부에서 직접 수행하여 상
태의 범위가 제한되지 않고 증가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 때,
DFNN 인공 신경망의 출력(온도의 차분)이 발산하는 것은 아니다. FNN
온도 추정 모델은 출력층 이전의 신경들이 -1과 1 사이의 값을 갖는
tanh 함수를 활성화 함수로 사용하기 때문에 추정되는 온도(신경망의 출
력)가 발산하지 않는다.) 폐루프 추정의 오차가 100 °C 이상인 모델들은
신경의 수가 5개이거나 모델의 차수가 1일 때 얻어졌는데, 이는 훈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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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1 2개 은닉층을 사용하는 DFNN의 구조 별 추정 오차 (실험 A)

인공 신경망 중 가장 표현 자유도가 낮은 경우이다. 이에, DFNN 기반
NARX 모델이 비선형 시스템을 잘 묘사하지 못한 경우 상태가 불안정하
게 추정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위의 모델들은 나머지 모델들의 오차
비교에 큰 영향을 주기에 이어지는 통계 분석에서는 제외하였다.
그림 4.30부터 그림 4.32는 순서대로 은닉층의 수가 1, 2, 3인 모델들의
훈련 결과를 보인다. 이어서, 각 구조 별로 훈련된 모델들에 대해 대표가
되는 값들을 모아 표로 비교하였다. 표 4.5은 각 구조 별 NRMSE의 중간
값을 보인다. 표 4.6과 표 4.7는 각 구조 별 훈련 데이터에 대한 폐루프
추정 최대 오차의 제1사분위값과 중간값을 보인다. 표 4.8과 표 4.9은 각
신경망 구조 별 평가 데이터셋에 대한 폐루프 추정 최대 오차의 제1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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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2 3개 은닉층을 사용하는 DFNN의 구조 별 추정 오차 (실험 A)

위값과 중간값을 보인다. 표 4.5부터 표 4.9은 초록색에 가까울수록 모델
의 추정 오차가 작음을, 빨간색에 가까울수록 모델의 추정 오차가 큼을
의미한다.
훈련 결과에서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특징은 모델의 표현 자유도가 많
을수록 개루프 추정 오차(NRMSE)가 작게 얻어지는 추세이다. 선형 회귀
모델이 그러하듯 인공 신경망 역시 표현 자유도가 많아질 때 주어진 데
이터를 더 자세하게 표현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은닉층 수의 변화에 따른 개루프 추정 오차의 변화를 자세히 살펴보도
록 한다. {은닉층 수=1, 모델 차수=1, 신경 수=80}인 모델과 {은닉층 수
=2, 모델 차수=1, 신경 수=20}인 모델을 보면 총 모수의 개수는 각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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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5 DFNN 구조 별 NRMSE의
은닉층 수 모델 차수 \ 신경 수
5
3.87
1
2.67
3
2.21
1
5
2.02
7
2.04
9
3.72
1
2.49
3
2.06
2
5
1.98
7
2.03
9
3.60
1
2.33
3
2.06
3
5
2.01
7
2.08
9

중간값 (실험 A) [10 ]
10
20
40
3.64
3.53
3.28
2.45
2.18
2.08
1.92
1.85
1.82
1.91
1.79
1.74
1.89
1.79
1.80
3.31
3.05
2.80
2.24
2.03
2.04
1.88
1.75
1.72
1.84
1.75
1.66
1.86
1.84
1.64
3.13
2.86
2.63
2.18
2.02
1.87
1.93
1.78
1.71
1.83
1.76
1.66
1.88
1.80
1.65

80
3.38
2.05
1.84
1.79
1.72
2.66
1.90
1.65
1.59
1.55
2.51
1.83
1.59
1.49
1.47

개와 725개로 후자가 더 적지만, NRMSE의 중간값은 후자가 약 10% 작
다. 따라서, 은닉층을 1개만 사용하기 보다는 여러 층을 사용하는 것이
인공 신경망이 효율적으로 시스템을 묘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은닉층이 2개에서 3개로 증가하는 경우에는 개루프
추정 오차에서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림 4.33은 모든 구조의
DFNN의 총 모수 개수에 따른 NRMSE 중간값을 보인다. 그림에는 은닉
층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세 세트의 점들이 모두 겹쳐져 나타났다. 이는
은닉층의 수에 상관 없이 모델이 충분한 지연의 입력을 받고, 충분한 수
의 신경을 가지면 주어진 데이터셋을 비슷한 수준의 NRMSE로 묘사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에 온도 추정을 위한 최적의 구조는 폐루프 추정
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오차를 달성하는 모델 중 적은 은닉층을 사용하
는 경우로 정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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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6 DFNN 구조 별 훈련 데이터셋
폐루프 추정 최대 오차 중간값 (실험 A) [°C]
은닉층 수 모델 차수 \ 신경 수
5
10
20
40
26.60
23.94
25.15
27.32
1
20.79 18.32 12.85 14.30
3
19.86 11.81 10.74 12.29
1
5
14.45 11.79 11.61 12.88
7
14.07 11.67 11.08 14.69
9
26.51 24.15 29.00 43.78
1
21.34 17.83 12.80 15.20
3
17.12 11.90
9.52
9.60
2
5
16.82 11.84
9.27
9.59
7
16.06 11.34
9.63
10.07
9
26.76 35.87 47.08 54.88
1
19.36 16.94 13.64 13.68
3
13.73 13.24
9.37
10.08
3
5
16.36 11.43
9.96
10.32
7
15.14 12.00
9.54
10.91
9

80
27.01
15.95
13.96
13.57
17.77
49.89
16.66
11.45
10.91
11.44
59.45
16.21
10.83
11.94
12.76

표 4.7 DFNN 구조 별 훈련 데이터셋
폐루프 추정 최대 오차의 제1사분위값 (실험 A) [°C]
은닉층 수 모델 차수 \ 신경 수
5
10
20
40
23.63 20.78 19.49 18.79
1
16.39 14.12 10.51 11.58
3
13.77
9.48
8.87
9.19
1
5
11.07 10.04
9.40
9.94
7
10.38
9.70
9.53
9.96
9
23.08 20.14 19.13 31.21
1
15.85 14.28 11.14 11.83
3
13.35 10.24
7.18
7.60
2
5
12.91
9.85
7.06
7.62
7
12.14
9.90
7.36
7.84
9
21.55 28.16 33.24 43.97
1
16.25 13.48 10.99 11.05
3
10.96 10.49
7.61
8.07
3
5
12.47
9.93
7.46
8.04
7
12.09
9.86
7.92
8.35
9

80
19.57
11.23
10.82
10.46
13.34
36.00
11.94
8.51
9.12
9.46
47.94
13.31
9.30
10.04
1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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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8 DFNN 구조 별 평가 데이터셋
폐루프 추정 최대 오차 중간값 (실험 A) [°C]
은닉층 수 모델 차수 \ 신경 수
5
10
20
40
55.18
30.79
29.89
35.25
1
56.41 17.93 10.85 10.67
3
51.41 13.72 10.28 10.52
1
5
43.69 13.09 10.25 11.61
7
39.78 13.83 11.26 12.57
9
45.77 30.17 32.11 45.05
1
55.40 23.11 11.51 10.83
3
48.48 15.99
9.23
9.13
2
5
46.73 15.42
9.50
9.34
7
43.70 16.01
9.04
9.85
9
50.39 41.22 50.65 58.61
1
40.93 17.57 11.48 11.15
3
46.53 18.08
9.08
9.76
3
5
38.17 15.74
9.44
10.46
7
44.90 18.17
9.51
11.33
9

80
33.94
12.66
11.30
11.85
15.15
62.07
11.38
10.55
10.70
11.39
59.69
11.61
11.33
11.92
14.12

표 4.9 DFNN 구조 별 평가 데이터셋
폐루프 추정 최대 오차의 제1사분위값 (실험 A) [°C]
수 모델 차수 \ 신경 수
5
10
20
40
38.21 20.99 17.93 18.03
1
37.88 12.51
8.34
8.53
3
33.73 10.96
7.76
7.88
5
31.29 10.19
7.82
8.08
7
28.74 10.66
7.88
8.44
9
33.78 23.43 22.33 32.44
1
39.96 15.30
7.99
8.06
3
34.66 10.75
6.81
6.97
5
28.88 10.72
6.77
7.09
7
28.61 10.70
6.98
7.54
9
33.54 27.56 33.60 45.85
1
31.28 13.28
8.58
8.19
3
24.23 11.18
6.76
7.06
5
28.65 10.48
6.81
7.25
7
33.88 10.51
7.23
8.01
9

80
22.78
8.86
8.92
8.78
10.09
44.52
8.85
7.78
8.16
9.27
49.48
8.97
8.34
9.05
10.26

은닉층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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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3 DFNN 구조 별 총 모수 개수에 따른 NRMSE 중간값 (실험 A)

다음으로는 지연 차수의 변화에 따른 개루프 추정 오차의 변화를 살펴
본다. {은닉층 수 = 2, 모델 차수 = 1, 신경 수 = 20}인 경우와 {은닉층 수
= 2, 모델 차수 = 5, 신경 수 = 5}인 경우를 비교하면 총 모수의 개수는
각 725개와 270 개로 후자가 더 적지만 NRMSE는 후자가 약 32% 작다.
이는 NARX 모델이 충분한 차수를 확보하여야 영구자석 전동기의 온도
변화를 묘사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런데 (은닉층 수에 상관 없이) 모
델 차수가 1부터 5까지 증가하는 동안에는 NRMSE가 감소하였지만 5부
터 9까지 증가하는 동안에는 NRMSE의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
다. 설명된 경향은 그림 4.33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은닉층의 수가 일정
할 때 모델 차수의 증가에 따라 점들이 단계적으로 아래로 이동하는 것
을 볼 수 있다. 모델의 차수가 5차 이상으로 증가할 때 NRMSE가 감소
하는 것은 실제 시스템의 차수가 높았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인공 신경
망이 갖는 모수의 개수가 증가하여 비선형성을 더 잘 묘사하게 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다. 따라서 DFNN의 모델 차수로 어떤 값이 적합한지 결
정하는 데에는 폐루프 추정 오차가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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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 자유도 변화에 따른 DFNN의 영구자석 전동기의 폐루프 온도 추
정 결과는 그 추세가 개루프 추정 결과의 추세와 다르게 나타났다. 훈련
과 평가 데이터셋에 대한 폐루프 추정 결과 모두, (은닉층 수가 일정한
가운데) 신경의 수가 증가할 때에 폐르푸 추정 최대 오차가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추세가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신경 수가 5에서 20으로 증가
할 때에는 최대 추정 오차가 감소하였고, 20에서 80으로 증가할 때에는
최대 추정 오차가 증가하였다. 지연 차수에 대해서는 개루프 추정 오차
의 경향과 유사하게 지연 차수가 1에서 5로 증가하는 동안 폐루프 추정
최대 오차는 감소하였고 지연 차수가 5보다 큰 모델 사이에서는 폐루프
추정 성능에 큰 개선이 보이지 않았으며 오히려 성능이 나빠지는 것이
보이기도 하였다. 폐루프 추정 오차와 모수의 개수를 두고 볼 때에 {은
닉층 수 = 2, 모델 차수 = 5, 신경 수 = 20}인 모델이 가장 낮은 수준(제1
사분위값 = 6.8° C)의 폐루프 추정 오차를 달성하면서 적은 개수(1365개)
의 모수를 사용하였다.
신경의 수가 증가할 때 개루프 추정 성능에는 계속 개선이 이루어지지
만 폐루프 추정 오차는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 것에는 두 가
지 원인이 있다. 첫째 원인은 폐루프 추정 시에는 추정 모델의 오차가
다음 추정 주기의 입력에 영향을 준다는 점이다. 오차를 반영하여 만들
어진 입력 벡터는 훈련 데이터에는 없던 것이 되고 이에 대한 추정 결과
는 의외의 값이 될 수 있다. 인공 신경망은 훈련 데이터로 주어진 입력
과 출력의 조합에 대해서 오차를 최소화 하기 때문에 주어진 적이 없는
입력에 대해서는 훈련 데이터의 출력의 추세와 관련이 없는 값을 추정할
수 있는 것이다. 두번째 원인은 인공 신경망이 더 많은 표현 자유도를
가질 수록 앞서 언급된 이유로 의외의 값을 줄 여지가 커진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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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그림 4.34 분석 모델의 복잡성에 따른 적합도 변화
(a) 과소적합(underfit) (b) 적합(ideal fit) (c) 과대적합(overfit)

이 현상을 훈련 데이터셋에 대한 과적합(overfitting)이라 이른다.
지도 학습 시 모델에 기대하는 바는 두 가지이다. 하나는 주어진 훈련
데이터셋의 특징을 잡아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주어지지 않은 영역에
대해 일반화(generalization)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두 목적은 트레이드오
프 관계에 있는데, 이는 추정 오차에 존재하는 두 종류의 오차에 기인한
다. 한 오차의 종류는 편향(bias)으로 분석 모델이 적절하지 못한 구조를
가져 훈련 데이터셋의 특징을 잘 찾지 못하는 경우 발생하는 오차이다.
편향으로 인해 모델의 성능이 좋지 못한 것을 과소적합(underfitting) 문제
라 부른다. 다른 종류의 오차는 분산(variance)으로, 분석 모델이 훈련 데
이터셋에 있는 작은 변동(fluctuation)까지 묘사함으로 인해 다른 데이터셋
에서 겪게 되는 오차이다. 분산으로 인해 모델의 성능이 좋지 못한 것을
과적합(overfitting) 문제라 부른다. 요약하자면 과소적합된 모델은 다양한
입력에 비슷한 결과를 나타내고, 반대로, 과적합된 모델은 비슷한 입력에
대해 부정확한 결과를 나타낸다. 과소적합된 모델은 다양한 입력에 비슷
한 결과를 나타낸다. 그림 4.34는 점으로 표시된 훈련 데이터셋을 묘사하
는 모델들을 보인다. 그림 4.34(b)는 세 모델 중 가장 적합한 것으로 보
이지만 여전히 훈련 데이터에 대해 오차를 갖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분석 모델이 분산과 편향에 있어 최적의 상태에 있더라도 해소할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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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오차가 있음을 보여준다. 분산-편향 분석 분야에서 해당 오차는 훈련
데이터가 갖는 문제로 간주하며 제거할 수 없는 노이즈로 여긴다.
DFNN 온도 추정 모델에서는 신경 수가 증가할 때 폐루프 추정 오차
가 감소하다가 다시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신경 수가 증가할수록
인공 신경망이 갖는 복잡성은 증가하므로, DFNN이 과소적합인 모델부터
과적합인 모델까지 순차적으로 얻어진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모델
차수가 2 이상일 때) 가장 작은 폐루프 추정 오차를 가진 {신경 수 = 20}
인 모델들이 적절한 복잡도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비슷한 복잡도를 가진 인공 신경망들이라도 모수의 랜덤 초기화에 따
라 학습 과정이 서로 다르게 되고 학습 결과(모수들의 값)이 서로 다를
수 있다. 따라서 같은 구조를 갖는 신경망들이 서로 다른 개루프 및 폐
루프 추정 결과를 갖게 된다. 앞서 언급된 과적합 문제를 다른 면에서
생각해보면, 개루프 추정 오차를 특정 수준 이하로 갖는 모델은 훈련 데
이터가 갖는 작은 변동까지 묘사하여 큰 분산을 가지게 된 모델이다. 온
도 추정 모델에 대해 말하자면, 측정 중 발생한 노이즈, 고정되었다고 가
정한 냉각수의 온도 변동 등이 인공 신경망을 통해 묘사된 것이다. 따라
서 측정 데이터를 기반으로 NARX 모델을 구성하여 비선형 시스템을 묘
사할 때에는 해당 시스템을 위한 적절한 개루프 추정 오차의 값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그림 4.35는 훈련된 DFNN의 개루프 추정 오차와 폐루프 추정 최대 오
차의 산점도(scatter)를 보인다. 그림 4.35(b)와 그림 4.35(d)는 표 4.5, 표
4.6, 표 4.8을 사용하여 그린 각 구조 별 산점도이다. 산점도에서는 흥미
로운 결과를 관찰할 수 있는데 바로 두 산점도 모두에서 U자형 하부 포
락선(bottom envelope)이 관찰 된다는 것이다. U자형 하부 포락선을 각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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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그림 4.35 훈련된 DFNN 모델들의 개루프 추정 오차와
폐루프 추정 최대 오차 산점도 (실험 A)
(a, b) 훈련 프로파일 (c, d) 평가 프로파일

점도에 검은색 실선으로 그림 4.35에 함께 그렸다. 훈련 데이터셋에 대한
NRMSE가 어느 수준 이하로 작아지면 훈련과 평가 데이터셋 모두에서
좋은 폐루프 추정 성능을 보이는 DFNN이 얻어지지 못한 것이다. 수행된
실험과 학습에서, 가장 작은 수준의 폐루프 추정 성능을 보인 모델들(하
부 포락선의 최저점)은 1.65 × 10

주변의 NRMSE 값을 가졌다. 이 때

훈련 데이터셋에서 좋은 폐루프 추정 성능을 보인 모델이 평가 데이터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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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6 NRMSE가 1.55 × 10

와 1.75 × 10

사이에 있는 DFNN의 폐루프 추정 최대 오차 분포 (실험 A)

에서도 함께 좋은 성능을 보이는지 확인을 하였다. 그림 4.36은 NRMSE
가 1.55 × 10

와 1.75 × 10

사이에 있는 DFNN 모델들의 훈련 데이터

셋과 평가 데이터셋에서의 폐루프 추정 최대 오차 분포를 보인다. 해당
조건을 만족한 DFNN들은 은닉층의 개수가 1, 2, 3개일 때 각 187, 220, 240
개(전체 3000개 모델 중 21.6%)가 얻어졌다. 그림 4.36에는 이 DFNN들의
훈련 및 평가 데이터셋 폐루프 추정 최대 오차의 제1사분위값들(7.9 ° C,
7.0 ° C)을 검은 실선으로 표시하였다. 두 데이터셋에서 제1사분위값들보
다 작은 폐루프 추정 최대 오차를 가진 모델은 총 89개로, NRMSE가
1.55 × 10

와 1.75 × 10

사이에 있는 DFNN 모델들 중 13.8%이고 전

체 중 3.0%이다. 두 종류의 데이터셋에 대한 폐루프 추정 최대 오차의
분포는 0.34의 상관계수를 가졌다.
여기까지 DFNN의 구조 별 추정 성능을 비교해보았다. 모델 차수, 은
닉층 수, 신경 수를 바꾸어 가며 생성된 DFNN들의 성능이 통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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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되었다. 각 표현 자유도를 늘릴 때에 개루프 추정 오차와 폐루프 추
정 오차가 변화하는 경향이 분석되었고, 과적합이 이루어지는 시점을 기
준으로 적합한 인공 신경망의 구조를 선정하였다. 위 과정을 통해 본 논
문이 제안하는 DFNN 기반 NARX 모델의 생성 과정은 다음의 세 단계
와 같다.

1) 작은 구조의 DFNN에서 시작하여 표현 자유도(모델 차수, 은닉층
수, 신경 수)를 증가시키며 모델을 생성한다. 이 때 모수의 랜덤 초
기화에 따른 영향을 고려하여 각 경우 별 DFNN을 충분히 만들고
중간값 혹은 제1사분위값을 사용하여 구조 간 비교를 한다. 개루프
추정 오차(NRMSE)를 효과적으로 줄이는 인자가 있다면 해당 인자
의 증가 폭을 키운다.
2) 훈련된 모든 DFNN을 사용하여 개루프 추정 오차와 폐루프 추정
(최대) 오차의 산점도를 그렸을 때 U자형 포락선이 나타날 때까지
DFNN의 표현 자유도를 증가시킨다.
3) U자형 포락선의 저점에 있는 모델을 최적 모델로 선정한다. 혹은
더 나은 성능의 모델을 얻기 위하여 추가로 DFNN을 생성할 수 있
다. 이 때, 가장 좋은 성능을 보인 모델의 개루프 추정 오차를 얻
을 수 있는 구조 중 가장 모수가 적은 구조로 새 DFNN들을 생성
한다면 과적합을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으며 메모리와 연산 면에
서도 이득을 얻을 수 있다.

출력을 상태의 차분으로 하는 DFNN의 구조를 만들게 된 것은 FNN을
사용하여 NARX 모델의 묘사하는 경우에 비해 학습 속도 및 추정 성능
에서 장점을 가질 수 있음을 확인했기 때문이었다. 그림 4.37은 전동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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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4.37 같은 구조를 갖는 FNN과 DFNN의 학습 곡선 (실험 A)
(a) NRMSE 학습 곡선 (b) RMSE 학습 곡선

온도 변화 데이터에 대한 FNN과 DFNN의 학습 곡선을 비교한 것이다.
두 비교된 모델은 같은 구조({모델 차수 = 5, 은닉층 수 = 2, 신경 수 =
20})를 가진다. 예시 시뮬레이션에서와 같이 학습 중 DFNN의 NRMSE가
더 빠르게 감소하지만 FNN이 더 낮은 수준의 NRMSE에 수렴한 것을 볼
수 있다. 학습 데이터에서 온도의 범위(최대값과 최소값의 차)는 약 100
° C였고, 온도 차분의 범위는 약 1.2 ° C였는데, 인공 신경망의 정규화된
출력의 범위는 [-1, 1]이므로 RMSE 학습 곡선은 FNN의 경우 NRMSE에
비해 약 60배 큰 값이 되고 DFNN의 경우 NRMSE에 비해 약 0.6배의 값
이 된다. 즉, 그림 4.37(b)와 같이, 실험 결과에 대해 DFNN이 FNN에 비
해 약 1/6의 RMSE를 가지도록 학습되었음을 알 수 있다.
폐루프 추정 최대 오차는 영구자석 전동기의 고온으로 인한 고장을 방
지하는 데 있어 온도 추정 모델의 주요 지표가 된다. 이에, 훈련 데이터
셋과 평가 데이터셋에서의 폐루프 추정 최대 오차의 합이 가장 작은 모
델을 최고 성능을 보인 모델로 생각하여 선정하였다. {은닉층 수 = 2}인
모델 중에서는 {모델 차수 = 5, 신경 수 = 20}인 모델(총 모수 1365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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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0 훈련, 평가 데이터셋의 폐루프 추정 최대 오차 합이
가장 작은 모델 (실험 A)
훈련 데이터셋

평가 데이터셋

최대
추정 오차
최대
추정 오차
추정 오차 절대값 평균 추정 오차 절대값 평균
[°C]
[°C]
[°C]
[°C]

NRMSE
[10 ]

DFNN
제1사분
위값*

7.9

1.5

7.0

1.3

1.635

DFNN-2
best

4.5

1.1

4.0

0.9

1.672

DFNN-3
best

3.5

0.7

3.4

0.6

1.582

* 1.55 × 10

≤ (NRMSE) ≤ 1.75 × 10 를 만족한 DFNN 집합에 대한 각 지표

별 제1사분위 값

운데 최고 성능을 보인 모델이 얻어졌고, {은닉층 수 = 3}인 모델 중에서
는 {모델 차수 = 9, 신경 수 = 40}인 모델(총 모수 6445개) 가운데 최고
성능을 보인 모델이 있었다. 두 모델의 추정 결과를 표 4.10에 기재하였
다. 표에는 1.55 × 10

≤ (NRMSE) ≤ 1.75 × 10

를 만족한 647개

DFNN 집합에 대해 각 지표의 제1사분위값도 함께 보였다. 3개 은닉층을
사용한 DFNN중 가장 폐루프 추정 최대 오차 합이 작은 모델의 훈련 데
이터셋과 평가 데이터셋에 적용한 폐루프 추정 오차를 그림 4.38부터 그
림 4.45에 도시하였다. (그림 3.9부터 그림 3.14의 훈련 데이터셋과 그림
3.17과 그림 3.18의 평가 데이터셋의 추정 결과를 순서대로 보인다.) 그
림에는 권선 상 4개 부위의 온도 중 가장 높은 값( 𝑇
온도(𝑇

,

)과 영구자석의

)을 보였다.

다음 절부터는 입력 변수를 바꾸거나 다른 구조의 인공 신경망을 사용
하여 NARX 모델을 구현하는 것이 본 절에서 다룬 그림 4.16의 DFNN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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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8 DFNN 온도 추정 모델의 폐루프 추정 결과
(실험 A, 훈련 데이터셋 1)

그림 4.39 DFNN 온도 추정 모델의 폐루프 추정 결과
(실험 A, 훈련 데이터셋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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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0 DFNN 온도 추정 모델의 폐루프 추정 결과
(실험 A, 훈련 데이터셋 3)

그림 4.41 DFNN 온도 추정 모델의 폐루프 추정 결과
(실험 A, 훈련 데이터셋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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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2 DFNN 온도 추정 모델의 폐루프 추정 결과
(실험 A, 훈련 데이터셋 5)

그림 4.43 DFNN 온도 추정 모델의 폐루프 추정 결과
(실험 A, 훈련 데이터셋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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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4 DFNN 온도 추정 모델의 폐루프 추정 결과
(실험 A, 평가 데이터셋 1)

그림 4.45 DFNN 온도 추정 모델의 폐루프 추정 결과
(실험 A, 평가 데이터셋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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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는 것에 비해 더 나은 추정 성능을 가질 수 있는지, 혹은 더 적은
모수를 사용함으로써 메모리나 연산량 측면에서 이득을 가지는지 확인한
다. 먼저 입력 변수를 온도와 운전 조건의 곱의 조합으로 바꾸는 모델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4.3.3 단계적 회귀 결과를 활용하는 DFNN 모델
영구자석 전동기의 온도 상승은 운전 중 발생하는 손실에 기인한다.
따라서 영구자석 전동기의 각 부위에 유입되는 여러 종류의 손실의 크기
를 알 수 있다면 영구자석 전동기의 온도를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하
지만 각 종류의 손실은 온도 혹은 운전 조건에 비선형적으로 의존하는
함수임을 2.1절에서 설명하였고, 각 손실의 총량을 알더라도 그 분포는
다시 조사해야함을 지적하였다. 따라서 2.3절에서는 손실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운전 조건과 온도의 곱의 조합으로 비선형 설명 변수들(표 2.3)
을 만들고, 이를 사용하여 온도 변화를 설명하는 NARX 모델을 생성하
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본 절에서는 단계적 회귀(stepwise regression)를 통
해 비선형 설명 변수 중 유의미한 집합을 찾은 뒤, DFNN의 입력 변수를
해당 집합으로 바꿀 때에 DFNN의 추정 성능이 개선될 수 있는지, 혹은
더 적은 개수의 모수를 사용하여 비슷한 추정 성능을 달성할 수 있는지
확인한다. 먼저 단계적 회귀의 결과와 회귀 모델을 사용한 추정 결과를
보인다.
NARX 모델의 종속 변수(출력)는 각 채널의 온도(변화)이고 설명 변수
는 온도와 운전 조건의 지연된 값들의 곱의 조합들로 구성되는 집합이다.
회귀 모델을 생성하는 데에는 두 가지 제한을 두기로 하는데, 첫째로 각
종류의 비선형 설명 변수 후보는 같은 시간 지연을 갖는 변수들을 서로
곱하여 생성하도록 한다. (예: 𝑇 [𝑖 − 5] × |𝐼|[𝑖 − 5].) 또, 어떤 후보를 설명
변수 집합에 포함시킬 때에는 해당 변수의 모든 지연 차수 항을 동시에
집합에 포함시키도록 한다. (예: ‖𝐼‖

항을 설명 변수 집합에 추가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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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1 NARX 모델의 차수에 따른 단계적 회귀 결과 (실험 A)
모델
𝑇
𝑇
𝑇
𝑇
𝑇
차수
1
O
O
O
O
O
3
O
O
O
O
O
5
O
O
O
O
O
7
O
O
O
O
O
9
O
O
O
O
O
모델
차수
1
3
5
7
9

‖𝐼‖
O
O
O
O
O

‖𝑉‖ ‖𝑉‖
O
O
O
O
O

‖ 𝑉‖

|𝜔|

|𝜔|

|𝜔|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𝑇
‖ 𝑉‖

𝑇
|𝜔|

𝑇
|𝜔|

𝑇
|𝜔|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𝑇
‖ 𝑉‖

𝑇
|𝜔|

𝑇
|𝜔|

𝑇
|𝜔|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모델
차수
1
3
5
7
9

𝑇
‖𝐼‖
O
O
O
O
O

𝑇
𝑇
‖𝑉‖ ‖𝑉‖
O
O
O
O
O
O
O
O
O
O

모델
차수
1
3
5
7
9

𝑇
‖𝐼‖

𝑇
𝑇
‖𝑉‖ ‖𝑉‖

O

O
O

O
O
O

O
O
O

‖𝐼‖ |𝜔| |𝑃|

O
O
O
O
O

O
O
O
O
O

𝑇

𝑇

‖𝐼‖ |𝜔| |𝑃|

O
O
O
O
O

𝑇

O
O
O
O
O

𝑇

‖𝐼‖ |𝜔| |𝑃|

O
O
O
O

O
O
O
O
O

|𝑄|
O
O
O
O
O
𝑇
|𝑄|
O
O
O
O
O

𝑇
|𝑄|
O
O
O
O
O

‖𝐼‖ [𝑖 − 1]부터 ‖𝐼‖ [𝑖 − 𝑛]까지 모두 추가.)
설명 변수의 집합은 그림 2.19에 그려진 단계적 회귀 절차를 따라 생
성한다. 이는 환경에 대한 변수들(냉각수와 주변 온도; 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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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만 설명

변수 집합으로 사용하는 최초 모델에서 시작하여 설명 변수 후보를 하나
씩 추가하거나 제외시켜가며 최소 제곱합 방법으로 회귀 모델을 생성하
고, 부분 F-검정을 수행하여 가장 유의미한 방향으로 설명 변수 집합을
수정해 나가는 방법이다.
3장에서 취득한 실험 A의 훈련 데이터셋을 사용하여 단계적 회귀를
수행하였다. NARX 모델의 차수에 따라 설명 변수의 종류와 총 개수가
바뀌게 되기 때문에 모델 차수를 바꿀 때마다 새롭게 단계적 회귀 과정
을 가졌다. 제작된 NARX 모델의 차수는 1, 3, 5, 7, 9의 다섯 경우이고 단
계적 회귀의 결과(채택된 설명 변수 집합)을 표 4.11에 표시하였다. 표에
서 𝑇 는 권선의 4개 부위인 weld, crown, jumper, neutral의 온도 (𝑇 , 𝑇 , 𝑇 ,
𝑇 )의 평균값이다. 표 4.11에서 O표가 되어있는 (비선형) 설명 변수들이
해당 모델 차수의 NARX 모델에 설명 변수로 사용되는 변수들이다. 모
델의 차수가 커질수록 회귀 모델에 사용한 비선형 설명 변수의 개수가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설명 변수 집합에 포함되지 않은 후보는 실
제로 온도 변화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은 것일 수도 있고, 다른 설명 변수
들에 의해 그 영향이 대신 묘사된 것일 수도 있다.
표 4.11의 결과를 통해 대상 영구자석 전동기의 온도 변화 특성과 손
실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다. 먼저, 각 부위의 온도는 모든 차수의 모델
에서 모두 설명 변수로써 채택되었다. 이는 측정된 다섯 부위의 온도가
서로 크게 의존하는 관계가 없으며, 서로 다른 특성(시정수)으로 온도가
변화함을 보인다. 다음으로 권선의 동손을 묘사하기 위해 사용된 |𝐼| 에
관련된 항을 보면, 권선의 온도에만 의존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전동기
의 온도 변화를 설명하는 데에는 영구자석의 온도와 곱해진 항(𝑇

|𝐼| )

도 유의하게 필요하다는 결과가 얻어졌다. 다음으로, 철손을 묘사하기 위
해 사용된 전압 관련 항들 중에서는 권선의 온도와 곱해진 항들이 많이
사용되었다. 이는 철손이 대부분 고정자에서 발생하고 고정자의 온도에
의존하여 변화함을 의미한다. 마찰손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된 속도 관련
항들의 경우, |𝜔|나 |𝜔| 을 포함하는 항은 모두 사용되었다. 흥미로운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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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2 SR-FM과 SR-RM 모델의 설명 변수 개수와 NRMSE (실험 A)
모델 차수

설명 변수 개수

NRMSE [10 ]

SR-FM

SR-RM

SR-FM

SR-RM

1

185

185

5.412

5.412

3

535

505

1.908

1.908

5

885

785

1.768

1.768

7

1235

1025

1.713

1.715

9

1585

1270

1.685

1.687

은 𝑇 , 𝑇

과 곱해진 항들 또한 모두 사용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베어링

이나 공기에 의한 마찰이 영구자석 전동기의 온도 분포에 따라 바뀌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AC 전도 손실을 반영하기 위해 쓰인
‖𝐼‖ |𝜔| 관련 항은 거의 모두 최소 제곱합 방법 기반 모델에서 사용되었
다. 마지막으로, 유효 전력 𝑃와 무효 전력 𝑄 관련 항들은 모두 모든 차
수의 모델에서 사용되었다. 이는 전동기의 손실이 출력으로 전환되는 에
너지 뿐만 아니라 자속을 합성하기 위해 수반되는 에너지와도 깊게 연관
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단계적 회귀가 시스템의 묘사에 유의한 지 알아보기 위하여 최소 제곱
합 방법 모델의 추정 결과 비교하였다. 분석 모델 중 모든 설명 변수 후
보를 사용하는 모델을 full model(FM)이라 부르고, 그 중 일부만을 사용하
는 회귀 모델을 reduced model(RM)이라 한다. 본 연구에서는 표 2.3의 모
든 변수를 사용하는 모델을 SR-FM (stepwise regression – full model)이라 부
르기로 하고, 단계적 회귀 결과(표 4.11)를 사용하는 모델을 SR-RM
(stepwise regression – reduced model)이라 부르기로 한다. 표 4.12는 모델 차
수에 따라 SR-FM과 SR-RM의 총 설명 변수의 개수와 NRMSE를 비교한
다. (NRMSE는 개루프 추정 오차를 각 채널의 온도 변화로 나누어 계산
하였다. 이를 통해 최소 제곱합 방법 기반 NARX 모델의 개루프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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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3 SR-FM과 SR-RM 모델의 폐루프 추정 최대 오차 (실험 A)
[°C]

훈련 데이터셋

평가 데이터셋

모델 차수

SR-FM

SR-RM

SR-FM

SR-RM

1

31.1

31.1

253.8

253.8

3

15.1

16.3

11.3

11.2

5

13.4

14.4

9.3

8.6

7

15.8

14.3

10.8

11.3

9

발산

발산

발산

발산

성능을 인공 신경망의 추정 성능과 비교할 수 있다.) 먼저, 모델의 차수
가 증가함에 따라 개루프 추정 오차가 감소한 것이 보인다. 같은 모델
차수의 FM과 RM을 비교하면 설명 변수의 개수가 감소하더라도 NRMSE
의 값이 크게 증가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다. 모델 차수가 9인 경우,
RM은 FM에 비해 약 83%의 설명 변수를 사용하지만 0.2% 이하의
NRMSE 차이를 보인다.
표 4.13은 생성된 회귀 모델들을 사용한 폐루프 추정 최대 오차이다.
모델 차수가 1인 모델은 단계적 회귀 결과가 모든 설명 변수를 사용하였
고, 모델 차수가 3인 모델도 RM이 FM과 거의 같은 개수의 설명 변수를
사용하였다. 이로 인해 두 경우는 폐루프 추정 결과가 같거나 유사하게
얻어졌다. 모델 차수가 증가할 때 폐루프 추정 오차는 감소하다가 증가
하는 추세가 얻어졌다. (특히 모델 차수가 1이거나 9인 경우는 온도가 계
속하여 발산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DFNN의 구조와 추정 오차에
관한 해석 중 언급된 과적합 현상이라 할 수 있다. 회귀 모델의 차수가
높아질수록 많은 설명 변수를 사용하여 훈련 데이터셋에 담겨 있는 (추
세에서 벗어난) 변동까지 묘사하게 되는 것이다.
평가 데이터셋에서 RM이 더 작은 폐루프 추정 최대 오차를 보였는데
이 또한 과적합 문제가 해소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훈련 시 주어지지
않았던 평가 데이터셋의 온도 변화 데이터에 대해서는 더 많은 변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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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그림 4.46 SR-FM과 SR-RM의 폐루프 추정 결과 (실험 A)
(a) SR-FM의 훈련 데이터셋 폐루프 추정
(b) SR-FM의 평가 데이터셋 폐루프 추정
(a) SR-RM의 훈련 데이터셋 폐루프 추정
(b) SR-RM의 평가 데이터셋 폐루프 추정

사용한 FM이 분산 성분의 오차로 인해 더 나쁜 추정 결과를 보이는 것
이다. 즉, 단계적 회귀 결과를 활용할 때, 더 적은 변수로 훈련 데이터셋
에 있는 편향 성분의 오차만 효율적으로 감소시키며 분산 성분의 오차는
묘사를 지양하게 된다.
그림 4.46은 모델 차수가 5인 SR-FM과 SR-RM의 훈련 데이터셋과 평
가 데이터셋에 대한 폐루프 추정 결과를 비교한다. 𝑇

, ,

는 권선의 4개

부위에서 가장 높은 온도의 값을 추정한 것의 오차를 의미하고, 𝑇

,

는 영구자석 측면 온도의 추정 오차를 의미한다. 각 그림에서 세로로 그
려진 점선들은 데이터셋의 경계를 의미한다. 각 데이터셋은 순차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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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 되었고 각 폐루프 추정 시작 시에는 오차가 없도록 초기화 되었다.
두 모델의 추정 결과는 매우 유사한 개형을 보이고 있다. 이는 부분 F검정의 의미를 돌이켜보면 이해할 수 있는 현상이다. (부분 F-검정은 어
떤 설명 변수들의 계수를 0으로 두거나 두지 않는 것 사이의 유의성을
검토한다.) 이에, 단계적 회귀를 통해 유의미한 설명 변수 선택(feature
selection)이 수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모델 차수가 5인 SR-RM의 폐루프 추정 최대 오차는 훈련과 평가 데
이터셋에서 각각 14.4 ° C와 8.6 ° C였다. DFNN 온도 추정 모델 가운데
1.55 × 10

≤ (NRMSE) ≤ 1.75 × 10

를 만족한 집합의 폐루프 추정 최

대 오차의 제1사분위 값은 7.9 °C와 7.0 °C였다. DFNN을 사용한 온도 추
정 모델이 비선형 설명 변수를 사용한 회귀 모델보다 더 작은 폐루프 추
정 오차를 달성하였음을 볼 수 있다. 손실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만들
어진 각 비선형 설명변수들은 그 지수가 고정되기 때문에 인공 신경망에
임의의 비선형 관계를 묘사하는 능력이 인공 신경망에 비해 낮다고 이해
할 수 있다. 만약 |𝐼

.

||𝜔

.

| 등과 같이 지수를 더 촘촘하게 바꾸고, 더

많은 비선형 설명 변수들을 사용하였다면 회귀 모델이 인공 신경망과 비
슷한 추정 성능을 가졌을 수도 있을 것이지만, 단계적 회귀의 수행 과정
이 굉장히 오래 걸리게 된다. 또, 표현 자유도가 높아짐에 따라 추정 시
연산량이 많아지며 단계적 회귀 및 모델 식별 결과로부터 손실의 크기와
분포에 대한 이해를 얻기가 어려워지게 된다. 따라서 더 다양한 설명 변
수를 사용하는 회귀 모델을 생성하는 것은 생성 과정이나 생성 결과 면
에서 인공 신경망 기반 모델에 비해 이득이 없어 보인다.
하지만 비선형 설명 변수를 사용하는 회귀 모델을 제작하는 것은 인공
신경망의 생성 및 훈련에 도움이 되기도 한다. 표 4.12의 NRMSE에 대해
짚어볼 점은 모델의 표현 자유도가 증가하면서 NRMSE가 점차 수렴해
가는데, 그 수렴점의 값이 DFNN 중 가장 낮은 폐루프 추정 오차를 보인
모델들이 얻어진 1.65 × 10

부근이라는 것이다. 이는 실험에서 측정된

데이터에 온도와 운전 조건을 사용하여 설명하기 어려운 온도의 변화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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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7 DFNN-SR 온도 추정 모델의 폐루프 구조

지 노이즈가 해당 수준만큼 있음을 다시 확인하는 셈이 된다. 비선형 설
명 변수를 사용하는 회귀 모델을 구성하고 식별한 뒤 해당 모델의
NRMSE 수준을 확인하면, DFNN을 이용하여 NARX 모델을 묘사할 때 그
표현 자유도의 수준을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DFNN의 개루프
추정 오차가 회귀 모델의 개루프 추정 오차 수준 혹은 더 낮은 수준에
도달하도록 인공 신경망의 복잡도를 확보하여야 그림 4.31과 같이 최고
성능의 모델의 선정을 돕는 U자형 하부 포락선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단계적 회귀 및 최소 제곱합 방법 기반 모델은 DFNN의 복잡도
를 결정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RM에서 사용된 모수의 개수를
바탕으로, DFNN이 가져야할 표현 자유도를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다.
RM에서 사용된 설명 변수의 후보가 많다면 그에 따라 은닉층이나 신경
의 수가 많은 구조가 필요할 것이고, 반대로, 최소 제곱합 방법 기반 모
델이 사용한 모수의 개수가 적다면 DFNN 기반 모델 역시 적은 개수의
모수를 활용하여도 낮은 수준의 NRMSE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원하
는 모수 개수를 갖는 인공 신경망은 (비교적) 신경이 많게 구성하거나,
은닉층이 많게 구성하거나, 모델의 차수가 높게 구성할 수 있는데, 이 세
가지 모델의 추정 성능을 비교하며 모델 생성 과정을 시작하면 좋을 것
으로 생각된다.
이제 단계적 회귀의 결과를 활용하는 인공 신경망 기반 NARX 모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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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4 은닉층의 수가 2인 DFNN과 DFNN-SR의 총 모수 개수 (실험 A)
모델

DFNN

DFNNSR

모델 차수 \ 신경 수

5

10

20

40

80

1

110

265

725

2245

7685

3

190

425

1045

2885

8965

5

270

585

1365

3525

10245

7

350

745

1685

4165

11525

9

430

905

2005

4805

12805

1

270

585

1365

3525

10245

3

640

1325

2845

6485

16165

5

970

1985

4165

9125

21445

7

1260

2565

5325

11445

26085

9

1555

3155

6505

13805

30805

추정 성능에 대해 살펴본다. 앞선 절의 DFNN 온도 추정 모델은 온도와
운전 조건을 그대로 입력에 주어 사용한 반면, 새로 제작하여 비교할 모
델은 온도와 운전 조건의 곱의 조합들을 입력으로 사용하게 된다. (출력
은 여전히 학습 속도와 성능 면에서의 이득을 얻기 위해 상태의 변화로
둔다.) 입력 변수들을 비선형 설명변수들로 바꾸는 것은 입출력 사이의
비선형성을 미리 어느정도 해소한 뒤 인공 신경망을 이용하는 셈이 되는
데, 이를 통해 인공 신경망의 표현 자유도가 작아지거나 추정 오차가 감
소할 것이 기대된다. 단계적 회귀의 결과를 활용하는 DFNN 모델을
DFNN-SR이라 부르기로 한다. 그림 4.47은 DFNN-SR 온도 추정 모델의
폐루프 구조를 보인다.
앞선 DFNN 온도 추정 모델의 추정 결과를 보면 은닉층의 수가 2일
때부터 최저 수준의 개루프 및 폐루프 추정 오차를 갖는 모델들이 얻어
질 수 있었으므로, 여기에서는 은닉층의 수가 2인 DFNN-SR을 생성하고
그 추정 성능을 DFNN 중 은닉층의 수가 2인 모델들과 비교하도록 한다.
단계적 회귀의 결과는 NARX 모델의 차수에 따라 표 4.11과 같이 다르
게 얻어졌다. 이에, DFNN-SR 모델을 차수를 바꾸어 가며 생성할 때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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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5 훈련된 DFNN-SR 구조 별 100 °C 이하의
폐루프 추정 최대 오차를 가진 모델의 개수 (실험 A)
모델 차수 \ 신경 수

5

10

20

40

80

1
3
5
7
9

33
33
36
36
35

38
40
40
40
40

37
40
40
40
40

33
40
40
40
40

34
40
40
40
40

그림 4.48 2개 은닉층을 사용하는 DFNN-SR의 구조 별 추정 오차 (실험 A)

에 주어지는 비선형 설명 변수의 집합도 표 4.11에 따라 바꾸었다. 모델
차수가 1, 3, 5, 7, 9일 때 설명 변수의 개수는 35, 33, 31, 29, 28로 감소하였
다. 모델 차수와 함께 신경의 수도 변화 시키며 DFNN-SR을 생성하였는
데 신경의 수는 DFNN과 같이 5, 10, 20, 40, 80개의 다섯 경우에 대해 살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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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표 4.16 은닉층의 수가 2인 DFNN과 DFNN-SR의
NRMSE 중간값 (실험 A) [10 ]
5
10
20
40
모델 차수 \ 신경 수

80

DFNN

1
3
5
7
9

3.72
2.49
2.06
1.98
2.03

3.31
2.24
1.88
1.84
1.86

3.05
2.03
1.75
1.75
1.84

2.80
2.04
1.72
1.66
1.64

2.66
1.90
1.65
1.59
1.55

DFNNSR

1
3
5
7
9

3.15
2.30
1.89
1.79
1.83

2.98
2.09
1.77
1.73
1.67

2.77
1.93
1.75
1.63
1.64

2.54
1.86
1.68
1.57
1.54

2.46
1.81
1.65
1.45
1.49

보았다. 표 4.14는 {은닉층 수 = 2}인 DFNN과 DFNN-SR 모델의 모델 차
수와 신경 수에 따른 총 모수의 개수를 비교한다. 훈련 데이터셋, 학습
종료 조건 등의 설정은 DFNN과 같게 하여 DFNN-SR 모델들을 학습 시
켰고, 각 경우 별로 40 개의 인공 신경망이 생성되어 그 추정 성능을 통
계적으로 확인하였다.
모델의 차수와 신경의 수가 적은 경우, 폐루프 추정 결과에서 발산하
는 결과를 보이는 모델들이 얻어졌는데, 해당 모델들은 다음 통계 해석
과 상자 수염 그림에서는 제외하여 분석한다. 표 4.15는 훈련 데이터셋과
평가 데이터셋의 폐루프 추정에서 100 ° C 이하의 최대 추정 오차를 보
인 모델의 개수를 DFNN-SR의 구조에 따라 보이며, 그림 4.48은 해당 모
델들의 개루프, 폐루프 추정 (최대) 오차를 상자 수염 그림으로 보인다.
DFNN에서와 같이 인공 신경망의 표현 자유도가 상승함에 따라 NRMSE
가 감소하는 추세가 관찰 되었다. 폐루프 추정 오차에 있어 눈에 띄는
점은 DFNN의 모델에 비해 그 분포가 넓어졌다는 것이다. DFNN 온도 추
정 모델의 경우 은닉층 수가 2 이상, 신경 수가 20 이상, 모델 차수가 3
이상이면 40개의 모델 가운데 폐루프 추정 최대 오차가 40 ° C를 넘는
모델이 얻어지지 않았지만, DFNN-SR 가운데에서는 많은 모델이 상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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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9 2개 은닉층을 사용하는 DFNN과 DFNN-SR의
구조 별 모수 개수에 따른 NRMSE 중간값 (실험 A)

으로 큰 오차를 보였다.
표 4.16은 각 구조 별 DFNN 모델과 DFNN-SR 모델의 NRMSE의 중간
값을 보인다. 함께, 그림 4.49는 모수의 개수(표 4.14)와 NRMSE의 중간
값(표 4.16)을 DFNN과 DFNN-SR의 각 구조 별(25 개씩)로 표시한 산점
도이다. 표 4.16과 그림 4.49를 보면 모델 차수가 1인 경우 DFNN-SR이
갖는 NRMSE가 DFNN의 NRMSE에 비해 낮게 얻어진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차수가 1인 모델들(직전 샘플의 온도와 운전 조건만 사용하는 모
델들)은 모두 폐루프 추정 최대 오차의 중간값이 수십 ° C로 얻어졌다.
모델 차수가 3 이상인 경우들에서는 DFNN과 DFNN-SR의 모수 개수에
대한 NRMSE가 비슷 한 수준으로 얻어졌다. 이러한 결과는 단계적 회귀
결과로 찾은 비선형 설명 변수의 집합을 인공 신경망의 입력으로 사용하
는 것이 비슷한 수준의 NRMSE 달성에 필요한 모델의 복잡도를 줄이는
데에 도움이 되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표 4.17부터 표 4.20은 DFNN-SR의 훈련 데이터셋과 평가 데이터셋에
대한 폐루프 추정 최대 오차의 중간값과 제1사분위값을 구조 별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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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7 2개 은닉층을 사용하는 DFNN-SR 구조 별
훈련 데이터셋 폐루프 추정 최대 오차 중간값 (실험 A) [°C]
모델 차수 \ 신경 수
5
10
20
40
80
22.99
30.95
64.49
60.93
63.50
1
20.90
19.40
15.96
17.00
19.55
3
13.13
13.27
10.80
11.22
14.48
5
11.71
11.09
10.89
13.29
13.98
7
13.64
12.79
10.61
12.00
17.81
9

표 4.18 2개 은닉층을 사용하는 DFNN-SR 구조 별
훈련 데이터셋 폐루프 추정 최대 오차 제1사분위값 (실험 A) [°C]
모델 차수 \ 신경 수
5
10
20
40
80
20.19
26.68
45.18
42.80
51.42
1
17.37
17.60
13.71
12.53
12.14
3
10.88
9.96
9.08
9.66
10.43
5
9.98
9.01
8.84
10.13
9.20
7
10.47
10.38
8.73
9.84
10.64
9

표 4.19 2개 은닉층을 사용하는 DFNN-SR 구조 별
평가 데이터셋 폐루프 추정 최대 오차 중간값 (실험 A) [°C]
모델 차수 \ 신경 수
5
10
20
40
80
62.00
42.84
54.90
55.64
56.90
1
61.28
26.49
20.95
17.67
17.29
3
32.03
17.70
13.66
17.29
18.51
5
30.36
15.66
12.98
15.20
14.53
7
32.45
16.44
15.21
16.29
15.63
9

표 4.20 2개 은닉층을 사용하는 DFNN-SR 구조 별
평가 데이터셋 폐루프 추정 최대 오차 제1사분위값 (실험 A) [°C]
모델 차수 \ 신경 수
5
10
20
40
80
46.55
26.54
38.21
35.75
38.85
1
46.40
19.83
11.33
11.49
10.95
3
21.75
13.07
8.30
9.81
9.69
5
24.92
10.53
8.87
10.31
9.68
7
26.15
11.68
9.72
10.12
10.7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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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0 차원의 저주와 특징 추출에 의한 오차 저감

인다. DFNN 모델들의 폐루프 추정 최대 오차와 유사하게, 모델 차수가 5
이상이고, 각 은닉층의 신경 수가 20 이상일 때 가장 낮은 수준의 폐루
프 추정 최대 오차를 보이는 모델들이 얻어졌다. 또, 신경 수와 모델 차
수가 증가할 때에 폐루프 추정 오차가 감소하다가 다시 증가하는 추세,
즉 과적합 현상이 DFNN-SR 모델들에서도 관찰되었다. 모델 중 훈련과
평가 데이터셋에서의 폐루프 추정 최대 오차합이 가장 작은 DFNN-SR
모델은 각 데이터셋에서 5.8, 5.7 °C의 최대 오차를 보였다.
그런데 DFNN 모델의 폐루프 추정 최대 오차의 제1사분위값은 약 7
°C까지 나타난 반면, DFNN-SR 모델은 약 9 °C까지밖에 달성하지 못하였
다. 두 모델이 유사한 NRMSE를 가지지만 폐루프 추정에서 DFNN-SR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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델이 더 안 좋은 성능을 보이게 된 것이다. 두 모델은 은닉층 및 출력의
구조가 같았고 입력 변수 집합만이 바뀌었는데, 같은 모델 차수일 때
DFNN-SR 모델이 DFNN 모델모다 더 많은 (2배에서 2.7배의) 입력 변수
를 갖는다. 입력의 차원이 증가할 때, 평가 데이터셋에 대해 추정 성능이
나빠지는 현상은 ‘차원의 저주(curse of dimensionality)’라는 용어로 알려져
있다. 이는 앞서 다루어진 과도한 표현 자유도로 인해 발생하는 과적합
문제와는 다른 문제이다.
어떤 종속 변수를 설명하기 위하여 분석 모델이 많은 입력 변수를 사
용하면 더 정확한 묘사가 가능하지만 평가 데이터셋에서는 오히려 성능
저하가 일어날 수 있다. 모델이 훈련 데이터셋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을
포착하여 학습되어 평가 데이터셋에서는 안 좋은 추정 성능을 보이게 될
여지가 높아지기 때문이다. 다르게 보자면, 학습 데이터의 양이 정해져
있을 때 모델의 입력 변수가 증가하면 입력 변수의 공간에 대한 학습 데
이터의 밀도가 낮아지는 셈이다. 그림 4.50은 차원의 저주 문제를 설명하
기 위해 만든 간단한 예제이다. 푸른 점들을 사용하여 분석 모델을 만들
고 붉은 점들의 값을 추정하는 상황에서, 왼쪽 모델은 𝑥와 𝑦를 모두 입
력 변수로 사용하는 경우이고, 오른쪽 모델은 𝑥만을 입력 변수로 사용하
는 경우이다. 왼쪽 모델은 푸른 점들을 통과하는 가장 간단한 모델이 평
면으로 얻어졌고, 오른쪽 모델은 2차 함수가 얻어졌다. 왼쪽 모델이 더
많은 입력 변수를 사용함으로써 분석 모델의 복잡성은 작아졌다. 하지만
이 회귀 결과를 사용하여 붉은색 점을 추정하는 경우, 오른쪽 모델이 오
히려 더 낮은 추정 오차를 보이게 된다. 이를 통해 적절한 변수의 선택
(feature selection)을 통해 낮은 차원의 입력을 사용하는 경우가 분석 모델
이 훈련 데이터셋에 특화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에 도움이 됨을 알 수 있
다. DFNN-SR 온도 추정 모델의 경우 많은 비선형 설명 변수 중 유의한
것을 추려 고르는 단계적 회귀 과정을 가지기도 하였지만, 여전히 입력
의 차원이 DFNN 모델에 비해서는 수 배에 달했다. 즉, DFNN-SR 모델이
더 큰 입력 차원을 사용하였고 차원의 저주 현상을 겪게 되어 폐루프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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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4.51 훈련된 DFNN-SR 모델들의 개루프 추정 오차와
폐루프 추정 최대 오차 산점도 (실험 A)
(a) 훈련 데이터셋 (b) 평가 데이터셋

정 성능이 좋지 못하였음을 이해할 수 있다.
한편, DFNN-SR 모델들의 개루프 추정 오차와 폐루프 추정 오차는 익
숙한 분포를 보였다. 그림 4.51은 NRMSE와 훈련, 평가 데이터셋에서의
폐루프 추정 최대 오차의 분포를 훈련된 모든 DFNN-SR 모델에 대해 보
인다. DFNN 모델과 같이 두 그래프에서 U자형 하부 포락선이 얻어졌으
며 최저점의 NRMSE 값은 1.6 × 10

부근이었다. 인공 신경망의 입력에

비선형 설명 변수를 사용할 때에도 훈련 데이터셋의 개루프 추정 오차를
어느 수준 이하로 줄이는 것은 과적합 현상으로 이어져 폐루프 추정 성
능이 저하됨을 알 수 있다.
여기까지 FNN을 바탕으로 영구자석 전동기의 권선과 영구자석 온도를
추정하는 세 구조에 대해 살펴보았다. 입력이 온도와 운전 조건으로 주
어질 때 출력을 온도로 하는 모델(FNN)과, 출력을 온도의 변화로 대체한
모델(DFNN)이 먼저 비교되었다. 나아가, 입력을 온도와 운전 조건의 곱
의 조합들로 대체한 모델(DFNN-SR)이 비교되었다. 최소 제곱합 방법 기
반 모델(SR-RM)까지 포함하여, 네 종류의 온도 추정 모델 중 가장 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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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4.52 실험 A에서 최고 성능을 보인 각 온도 추정 모델의
폐루프 추정 최대 오차 비교
(a) 훈련 데이터셋과 (b) 평가 데이터셋에 대한 폐루프 추정 최대 오차

프 추정 최대 오차가 작았던 모델들의 오차를 서로 비교하면 그림 4.52
와 같다. 학습 속도에 한계를 가졌던 FNN 기반 온도 추정 모델의 폐루
프 추정 최대 오차가 가장 컸고, 비선형 설명 변수와 단계적 회귀 결과
를 활용하는 모델들(DFNN-SR, SR-RM)에 비해 단순한 입력을 사용한
DFNN이 폐루프 추정에서 더 작은 오차를 보였다.

4.3.4 CNN 기반 모델의 온도 추정 결과
본 연구에서는 그림 4.48의 구조를 가지며 모델의 차수가 5인 CNN 온
도 추정 모델을 생성하고 학습하여 그 추정 성능을 확인한다. 이 때 필
터의 길이와 신경의 수를 바꾸어 생성하여 구조 간 추정 성능을 비교한
다. 필터의 길이는 2부터 5로 바꾸고, 컨볼루션 층의 신경과 FC 층의 신
경 수는 동일하게 하며 {5, 10, 20, 40, 80}개 중에서 선택하였다. 총 20 가
지 경우에 대해 40개씩의 모델이 생성되었고 개루프와 폐루프 추정 오차
가 통계적으로 비교되었다. 훈련에 사용된 데이터와 학습 조건은 DFNN

175

표 4.21 모델 차수가 5인 CNN 온도 추정 모델의 총 모수 개수 (실험 A)
5
10
20
40
80
모델 필터 길이 \ 신경 수
2
230
655
2105
7405
27605
3
250
645
1885
6165
21925
CNN
4
270
635
1665
4925
16245
5
290
625
1445
3685
10565
DFNN

270

모델 차수 = 5

585

1365

3525

표 4.22 훈련된 CNN 구조 별 100 °C 이하의
폐루프 추정 최대 오차를 가진 모델의 개수 (실험 A)
5
10
20
40
필터 길이 \ 신경 수
2
3
4
5

36
38
40
39

40
40
40
40

40
40
40
40

40
40
40
40

10245

80
40
40
40
40

의 학습 시와 동일하게 하였다.
표 4.21은 생성된 20가지 구조의 모델이 갖는 총 모수의 개수를 보이
고 DFNN 모델({모델 차수 = 5, 은닉층 수 = 2})과 함께 비교한다. 생성된
모델들의 모델 차수는 모두 5이고, 표 4.21의 세로 축은 모델 차수가 아
닌 컨볼루션 신경의 필터의 길이를 의미한다. 필터의 길이가 짧을수록
컨볼루션 연산의 결과 벡터의 길이가 길어지므로, 컨볼루션층과 FC층에
사이에 쓰이는 모수의 개수가 많다.
앞과 마찬가지로 폐루프의 추정 최대 오차가 훈련 혹은 평가 데이터셋
에서 100 °C 이상으로 나타난 모델들은 통계 비교에서 제외하였다. 폐루
프 추정 오차가 100 ° C 이내로 나타난 모델의 개수는 표 4.22에 표기되
어 있고, 해당 모델들에 대한 학습 및 추정 결과를 그림 4.53에 상자 수
염 그림으로 도시하였다. 먼저 필터의 길이가 5인 경우의 추정 결과를
보면, 개루프와 폐루프 추정 오차 분포가 DFNN 모델들과 유사하게 얻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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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3 CNN 온도 추정 모델의 구조 별 추정 오차 (실험 A)

진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앞서 예상된 것처럼 필터의 길이가 모델의 차
수와 같을 때 CNN의 연산과 기능이 DFNN과 동일해짐에 따른 결과이다.
표 4.23은 훈련된 CNN 온도 추정 모델의 구조 별 NRMSE의 중간값들
을 보이고, 표 4.24부터 표 4.27은 폐루프 추정 최대 오차의 중간값들과
제1사분위값들을 보인다. 표 4.23을 보면 CNN이 갖는 총 모수의 개수가
증가함에 따라 더 작은 NRMSE를 갖는 온도 추정 모델들이 얻어진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4.54는 훈련된 20 경우의 CNN 온도 추정 모델과, 은닉
층이 2개이고 모델 차수가 5인 DFNN의 5 경우에 대해 모수 개수에 따
른 NRMSE 중간 값을 도시한 것이다. CNN과 DFNN은 비슷한 모수 개수
를 사용할 때, 비슷한 수준의 NRMSE를 달성하였다. 이로부터 필터를 통
한 시간(지연)을 따른 모수 공유가 개루프 추정 성능을 개선하지 못하였
다는 결론을 얻는다.
DFNN 모델과 유사하게, (모든 필터 길이의 경우에) 신경의 수가 증가
할 때에 폐루프 추정 최대 오차(의 중간값)는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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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3 CNN 온도 추정 모델의 구조
5
필터 길이 \ 신경 수
2.26
2
2.26
3
2.12
4
1.94
5
DFNN (은닉층 수 = 2,
2.06
모델 차수 = 5)

별 NRMSE 중간값 (실험 A) [10 ]
10
20
40
80
1.98
1.77
1.66
1.48
2.09
1.77
1.67
1.56
1.93
1.71
1.67
1.52
1.78
1.73
1.67
1.69
1.88

1.75

1.72

1.65

표 4.24 CNN 온도 추정 모델의 구조 별
훈련 데이터셋 폐루프 추정 최대 오차 중간값 (실험 A) [°C]
필터 길이 \ 신경 수
5
10
20
40
80
2
26.89
16.22
19.10
21.19
51.41
3
20.24
13.88
16.33
18.40
19.88
4
19.16
18.20
13.94
16.35
19.65
5
16.94
12.62
8.95
9.00
12.39
DFNN (은닉층 수 = 2,
17.12
11.90
9.52
9.60
11.45
모델 차수 = 5)
표 4.25 CNN 온도 추정 모델의 구조 별
훈련 데이터셋 폐루프 추정 최대 오차 제1사분위값 (실험 A) [°C]
필터 길이 \ 신경 수
5
10
20
40
80
2
20.36
11.18
12.46
15.29
26.03
3
16.94
11.15
12.27
14.93
15.78
4
14.22
13.45
11.07
12.86
15.78
5
13.28
10.21
7.28
7.03
9.33
DFNN (은닉층 수 = 2,
13.35
10.24
7.18
7.60
8.51
모델 차수 = 5)

가 CNN 모델들에서 관찰되었다. 이는 CNN 온도 추정 모델 역시 표현
자유도가 큰 경우 훈련 데이터셋에 과적합됨을 의미한다. CNN 온도 추
정 모델 중 폐루프 추정 최대 오차가 가장 낮은 수준으로 얻어진 경우는
필터의 길이가 5인 경우였다. 특히, 신경의 수가 20과 40인 CNN 온도
추정 모델들은 필터의 길이에 상관 없이 유사한 NRMSE를 보였지만 필
터의 길이가 길어질수록 오차의 크기가 작아졌다. 즉, 지연 방향을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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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6 CNN 온도 추정 모델의 구조 별
평가 데이터셋 폐루프 추정 최대 오차 중간값 (실험 A) [°C]
5
10
20
40
80
필터 길이 \ 신경 수
2
48.87
14.84
18.80
24.12
34.16
3
42.69
16.91
13.52
17.49
19.10
4
35.57
17.62
10.84
15.77
17.36
5
45.74
15.57
9.37
9.65
10.72
DFNN (은닉층 수 = 5,
48.48
15.99
9.23
9.13
10.55
모델 차수 = 5)
표 4.27 CNN 온도 추정 모델의 구조 별
평가 데이터셋 폐루프 추정 최대 오차 제1사분위값 (실험 A) [°C]
5
10
20
40
80
필터 길이 \ 신경 수
2
32.45
12.85
12.50
13.59
22.54
3
34.06
10.53
9.94
13.58
14.01
4
31.25
11.66
9.35
11.15
14.11
5
33.14
10.10
7.23
6.94
8.06
DFNN (은닉층 수 = 5,
34.66
10.75
6.81
6.97
7.78
모델 차수 = 5)

모수 공유는 폐루프 추정에 있어서는 안 좋아지는 방향으로 작용하였다.
다르게 말하자면, 각 입력의 각 지연 별로 독립적인 모수가 찾아진 경우
가 NARX 모델의 묘사와 폐루프 추정에 있어서 좋은 결과를 보였다. 위
의 고찰들은 전동기의 온도 추정에 있어 CNN을 이용하는 것이 DFNN을
이용하는 것에 비해 이득을 얻지 못한다는 결론으로 이어진다.
마지막으로 그림 4.55를 통해 훈련된 CNN 모델들의 개루프와 추정 오
차와 폐루프 추정 최대 오차 사이의 분포를 확인한다. CNN의 두 개루프폐루프 추정 오차 산점도에서도 U자형 하부 포락선이 관찰되었으며 그
저점의 NRMSE는 1.65 × 10

로 이전 모델들과 유사한 값이었다. 훈련

데이터셋의 온도 변동 가운데 운전 조건과 온도의 과거 정보를 사용하여
묘사하기 어려운 크기가 여러 모델에서 동일하게 관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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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4 CNN과 2개 은닉층을 사용하는 DFNN의
구조 별 모수 개수에 따른 NRMSE 중간값 (모델 차수 = 5, 실험 A)

그림 4.55 훈련된 CNN 모델들의 개루프 추정 오차와
폐루프 추정 최대 오차 산점도 (실험 A)
(a) 훈련 데이터셋 (b) 평가 데이터셋

4.3.5 RNN 기반 모델의 온도 추정 결과
DFNN 모델 중 가장 낮은 수준의 폐루프 추정 성능을 보인 모델은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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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8 RNN 온도 추정
모델 차수 \ 신경 수
3
5
DFNN
7
9
모델

RNN

3, 5, 7, 9 (동일)

모델의 총 모수 개수 (실험 A)
5
10
20
40

80

190
270
350
430

425
585
745
905

1045
1365
1685
2005

2885
3525
4165
4805

8965
10245
11525
12805

135

365

1125

3845

14085

닉층의 개수가 2일 때부터 얻어졌으므로, 본 절에서는 은닉층이 두 개인
DFNN의 첫 은닉층을 순환층으로 대체한 RNN 모델들을 생성하고 그 성
능을 DFNN과 비교하였다.
모델 차수가 1인 RNN은 시간에 따른 모수 공유가 이루어지지 않으므
로 모델 차수가 1인 DFNN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모델 차수가 3, 5, 7, 9인 RNN들을 생성하였다. 순환층과 FC 은
닉층에 사용되는 신경의 수를 동일하게 두면서 그 개수를 5, 10, 20, 40, 80
개로 바꾸었고 모든 경우에 대해 40개씩의 RNN을 생성하고 훈련하였다.
RNN은 입력층에 연결된 모수가 각 지연 별로 다르게 사용되지 않고 하
나의 모수가 여러 시간에 걸쳐 사용되기 때문에 모델 차수가 바뀌더라도
RNN 전체의 모수 개수는 변하지 않는다. 표 4.28은 RNN의 신경 개수에
따른 모수 개수를 DFNN의 여러 구조와 비교하여 보인다. 표를 볼 때 유
의할 점은 RNN의 모든 모수들은 여러 회 반복되어 사용되므로 RNN이
수행하는 연산의 양은 표에 기재된 수에 모델 차수를 곱한 값으로 생각
하고 바라보아야 한다.
RNN의 학습은 같은 DFNN, CNN과 훈련 데이터셋과 모수 갱신 알고리
즘, 종료 조건 등을 같게 사용하여 수행하였다. 신경의 개수가 5인 경우
에서는 추정 오차가 크게 발산하는 RNN 모델들이 얻어졌는데 다음의
해석에서는 해당 모델들을 제외하고 논하였다. 폐루프 추정 오차의 최대
값이 훈련 데이터셋과 평가 데이터셋에 대해 모두 100 °C 이하인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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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9 훈련된 RNN 구조 별 100 °C 이하의
폐루프 추정 최대 오차를 가진 모델의 개수 (실험 A)
모델 차수 \ 신경 수
5
10
20
40
3
5
7
9

36
38
40
39

40
40
40
40

40
40
40
40

40
40
40
40

80
40
40
40
40

그림 4.56 RNN 온도 추정 모델의 구조 별 추정 오차 (실험 A)

들의 개수는 표 4.29에 표시하였다. 그림 4.56은 표 4.29의 모델들의 개루
프 및 폐루프 추정 오차를 상자 수염 그림으로 보인다. 여느 구조의 신
경망과 같이, 신경망의 표현 자유도가 높아질 때, 즉, 모델의 차수와 신
경 수가 증가함에 따라 NRMSE가 감소하는 추세가 얻어졌다. 폐루프 추
정 최대 오차(의 중간값) 또한 다른 구조의 신경망과 같이, 신경의 수가
증가할 때 감소하다가 다시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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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0 RNN 온도 추정 모델의 구조 별 NRMSE 중간값 (실험 A) [10 ]
5
10
20
40
80
모델 차수 \ 신경 수

RNN

3
5
7
9

3.04
2.45
2.48
2.35

2.66
1.97
2.04
1.94

2.41
1.77
1.76
1.81

2.19
1.73
1.69
1.59

2.03
1.77
1.64
1.56

DFNN
(은닉층
수 = 2)

3
5
7
9

2.49
2.06
1.98
2.03

2.24
1.88
1.84
1.86

2.03
1.75
1.75
1.84

2.04
1.72
1.66
1.64

1.90
1.65
1.59
1.55

표 4.31 RNN 온도 추정 모델의 구조 별
훈련 데이터셋 폐루프 추정 최대 오차 중간값 (실험 A) [°C]
5
10
20
40
80
모델 차수 \ 신경 수

RNN

3
5
7
9

26.58
20.85
18.68
16.10

22.15
16.49
15.05
14.21

17.97
11.03
10.58
12.65

18.95
9.71
10.78
16.10

20.86
12.35
13.29
18.46

DFNN
(은닉층
수 = 2)

3
5
7
9

21.34
17.12
16.82
16.06

17.83
11.90
11.84
11.34

12.80
9.52
9.27
9.63

15.20
9.60
9.59
10.07

16.66
11.45
10.91
11.44

표 4.32 RNN 온도 추정 모델의 구조 별
훈련 프로파일 폐루프 추정 최대 오차 제1사분위값 (실험 A) [°C]
5
10
20
40
80
모델 차수 \ 신경 수

RNN

3
5
7
9

21.97
17.23
15.81
12.98

18.79
13.62
12.48
11.72

13.31
9.05
8.74
9.26

15.32
7.76
9.15
11.71

15.08
9.70
10.55
12.19

DFNN
(은닉층
수 = 2)

3
5
7
9

15.85
13.35
12.91
12.14

14.28
10.24
9.85
9.90

11.14
7.18
7.06
7.36

11.83
7.60
7.62
7.84

11.94
8.51
9.12
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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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3 RNN 온도 추정 모델의 구조 별
평가 데이터셋 폐루프 추정 최대 오차 중간값 (실험 A) [°C]
5
10
20
40
80
모델 차수 \ 신경 수

RNN

3
5
7
9

46.22
43.74
37.79
36.48

24.45
17.48
15.39
16.91

14.04
9.51
9.56
10.79

13.19
9.24
11.37
17.35

16.43
12.25
13.38
29.91

DFNN
(은닉층
수 = 2)

3
5
7
9

55.40
48.48
46.73
43.70

23.11
15.99
15.42
16.01

11.51
9.23
9.50
9.04

10.83
9.13
9.34
9.85

11.38
10.55
10.70
11.39

표 4.34 RNN 온도 추정 모델의 구조 별
평가 데이터셋 폐루프 추정 최대 오차 제1사분위값 (실험 A) [°C]
5
10
20
40
80
모델 차수 \ 신경 수

RNN

3
5
7
9

36.11
28.67
24.46
21.87

17.02
11.71
11.33
11.97

8.94
7.22
7.31
7.94

8.37
6.93
8.01
11.47

10.51
9.12
9.67
17.22

DFNN
(은닉층
수 = 2)

3
5
7
9

39.96
34.66
28.88
28.61

15.30
10.75
10.72
10.70

7.99
6.81
6.77
6.98

8.06
6.97
7.09
7.54

8.85
7.78
8.16
9.27

RNN 온도 추정 모델들의 구조 별 개루프 추정 오차 중간값들을 표
4.30에 보였다. 표 4.31부터 표 4.34은 훈련, 평가 데이터셋에 대한 RNN
모델 구조 별 폐루프 추정 최대 오차의 중간값들과 제1사분위값들을 보
인다. 표들에서 보이는 가장 큰 특징은 신경 수가 20 이상인 모든 경우
에서 RNN의 폐루프 추정 오차가 DFNN보다 크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또, 폐루프 추정 오차가 표현 자유도(모델 차수와 신경의 수)에 따라 감
소하다가 증가하는 현상은 DFNN에 비해 RNN에서 더 뚜렷하게 나타났
다. 이는 모수의 공유가 더 긴 시간에 걸쳐 이루어질수록, 훈련되지 않은
입력에 대한 신경망의 추정이 더 의외의 값을 나타내게 된 것으로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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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7 RNN과 2개 은닉층을 사용하는 DFNN의
구조 별 모수 개수에 따른 NRMSE 중간값(실험 A)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RNN의 구조 중 훈련 데이터셋의 폐루프 추정 오차가 가
장 낮은 수준으로 얻어진 것은 모델 차수가 5이고 신경의 수가 40일 때
로, 중간값이 9.71 ° C, 제1사분위값은 7.76 ° C였다. 하지만 이 값은
DFNN 모델 가운데 달성된 폐루프 추정 오차보다 큰 수준이고, 같은 은
닉층 수와 신경 수를 사용하는 DFNN에 비해 조금 더 많은 모수를 사용
한다. 또한, 앞서 언급된 것 같이 비슷한 개수의 모수를 사용하더라도
RNN의 연산은 모델 차수만큼 반복되어 수행되므로 DFNN에 비해 추정
에 필요한 연산이 5(모델 차수) 배로 많다.
표 4.28과 표 4.30을 사용하여 인공 신경망이 사용하는 총 모수의 개수
대비 NRMSE를 산도점로 그리면 그림 4.57과 같다. 모델 차수가 3인
RNN 모델들이 DFNN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NRMSE를 보였다가 모델
차수가 5, 7, 9가 되면서 두 구조의 인공 신경망이 유사한 수준의 NRMSE
를 달성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위 고찰을 통하여 시간에 따라 모수
를 공유(weight sharing)하는 RNN이 영구자석 전동기의 온도 변화를 설명
하는데 있어서 DFNN에 비해 모수를 절감하거나 낮은 수준의 추정 오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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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8 훈련된 RNN 모델들의 개루프 추정 오차와
폐루프 추정 최대 오차 산점도 (실험 A)
(a) 훈련 데이터셋 (b) 평가 데이터셋

를 달성하지 못하였다는 결론을 얻는다.
마지막으로, 그림 4.58을 통해 훈련된 모든 RNN 온도 추정 모델들의
개루프 추정 오차와 폐루프 추정 오차의 분포를 살펴본다. 다른 구조의
인공 신경망을 이용하는 온도 추정 모델과 유사하게 U자형 하부 포락선
이 관찰되었고 가장 좋은 폐루프 추정 성능을 보이는 모델들은 NRMSE
가 1.65 × 10

부근일 때에 얻어졌다.

본 논문은 CNN과 RNN을 이용하여 영구자석 전동기의 온도를 추정하
는 NARX 모델을 구성하였다. CNN에서는 시간에 따라 나열된 각 입력
벡터에 필터가 옮겨 가며 적용되었고, RNN에서는 과거의 입력들이 한
샘플씩 순차적으로 주어지면서 모든 모수가 반복되어 사용되었다. 모수
공유를 통해 입력(온도와 운전 조건)과 출력(온도 변화) 사이의 시간에
담긴 관계를 포착하고 효율적으로 묘사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졌으나, 추
정 결과에서는 의도한 결과를 얻지 못하였다. 또, 표현 자유도가 지나치
게 많을 때 폐루프 추정 성능이 안좋아지는 현상이 CNN과 RNN에서 더
뚜렷하게 나타나기도 하였다. 모수 공유를 활용하는 신경망이 DFNN에
비해 주어진 데이터에 더 강하게 의존하는 현상이라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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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N과 RNN은 연속된 입력에 담겨 있는 특징을 포착(음성 및 그림
인식 등)하거나, 지연 정도에 상관 없이 특정 입력이 출력에 미치는 영
향을 묘사(자연어 처리, 번역 등)하고자 할 때 주로 응용되고 있으며, 이
강점을 더 살리고자 구조와 연산 과정들이 계속 개발되고 있다. CNN의
경우 여러 크기의 컨볼루션층을 직·병렬로 사용하거나 skip-connection,
pooling 층(차원축소 층)과 같은 개념이 개발되고 적용되었다 [95]–[101].
RNN의 경우, GRU 혹은 LSTM 등의 구조가 등장하여 시간에 따른 입력
의 영향을 더 유연하게 묘사할 수 있게 되었다[86]–[89]. 짚어볼 점은
CNN과 RNN의 구조 및 연산법의 발전은 대부분 분류 문제에서의 성능
을 개선하기 위해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반대로 말하자면, 회귀 문제에
CNN과 RNN을 이용한 연구가 상대적으로 적다. 여기에 더해, CNN과
RNN이 FNN에 비해 시계열 데이터에 대해 더 나은 추정 성능을 가짐을
보인 연구들 중 대부분은 어떤 독립적인 (외부 입력으로 값이 결정되지
않는) 변수의 규칙성을 포착하여 앞으로 나타날 값을 예상하는 것(날씨,
전력 수요량, 주가 예측 등)에 대한 연구였다[85], [102]–[104]. 즉, 동역학
계(비선형 시스템)의 묘사에서 FNN, CNN, RNN의 성능을 비교한 연구가
드물다. 한편, Gers[105]는 추정하고자 하는 시계열 데이터가 특정 입력에
의존하는 것이 알려진 경우 FNN이 LSTM보다 더 나은 학습 성능을 가
짐을 지적하였다.
본 연구의 실험 A에서, NARX 모델에 CNN과 RNN을 이용하였을 때,
(D)FNN을 이용한 경우에 비해 나은 폐루프 추정 성능을 얻지 못하였다.
그 이유를 기능적인 면에서 보면 모수 공유를 찾을 수 있다. CNN과
RNN은 모수들을 여러 샘플링에 걸쳐 반복하여 사용하는데, 이 연산 특
성은 각 입력의 각 지연이 출력에 미치는 영향이 독립적인 시스템의 묘
사에서는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결과가
일반적인 비선형 동역학계의 묘사에 CNN과 RNN이 적절하지 못하다는
것으로 이어져서는 안될 것이다. 가령 CNN과 RNN은 입력의 특징이나
주기성이 출력에 크게 영향을 주는 시스템(공진점을 갖는 시스템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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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FNN에 비해 월등한 학습 및 추정 성능을 보일 수 있을 것이다. 또,
본 연구에서는 상태와 입력의 다양한 조합을 관찰하기 위한 훈련 프로파
일을 제시하였는데, 이를 발전시켜, 시간에 따른 변화도 다양하게 관찰할
수 있는 프로파일이 고안된다면 CNN과 RNN의 추정 성능이 더 안정화
될 수도 있을 것이다.

4.4 인공 신경망을 이용한 온도 추정 결과 – 실험 B
앞선 부분까지 영구자석 전동기의 온도를 운전 조건으로부터 추정해가
는 모델들의 구조 그리고 훈련 및 추정 결과를 보였다. 온도와 운전 조
건에 비선형적으로 변화하는 온도를 묘사하기 위하여 NARX 모델이 사
용되었고, 과거의 온도와 운전 조건들로부터 다음 샘플링의 온도 (변화)
를 추정하는 FNN, DFNN, CNN, RNN이 구성되었다. 결과를 요약하면, 다
음 샘플링의 온도를 추정하는 것(FNN)보다 온도의 차분을 추정하는 것
(DFNN)이 인공 신경망의 훈련 속도 및 추정 성능에서 유리했다. 또, 온
도와 운전 조건의 시간에 따른 특징을 추출하여 활용하는 것(CNN, RNN
모델)이 온도 추정 성능의 향상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하였다.
본 절에서는 새로운 영구자석 전동기로 수행한 실험(B)에 대해 인공
신경망 기반 NARX 모델을 사용한 온도 추정을 수행하여 그 실용성을
검증한다. 이 때, 인공 신경망 기반 온도 추정 모델은 그림 4.16에 보인
DFNN을 사용하고, 생성 과정은 4.3.2절에서 설명된 과정을 따르도록 한
다. 생성된 DFNN 온도 추정 모델의 성능은 표 2.3의 비선형 설명 변수
들로 단계적 회귀를 수행하여 얻는 최소 제곱합 방법 기반 모델의 추정
성능과 비교한다.
실험 B의 결과를 바탕으로 영구자석 전동기의 온도 추정 모델들을 생
성하여 그 추정 성능을 비교하였다. 2개의 온도(권선 온도와 영구자석의
188

평균 온도)를 추정하는 모델들이 생성되었고, DFNN 모델과 표 2.3의 비
선형 설명 변수들로 단계적 회귀를 수행하여 얻은 모델이 비교되었다.
DFNN은 그림 4.16의 형태를 사용하였으며 입력 층에 주어지는 운전 조
건 벡터(𝑈)는 전류, 전압, 속도의 크기와 냉각수의 온도로 구성되었다.
4.3.2절에서는 인공 신경망의 표현 자유도를 NRMSE가 비선형 설명 변
수의 단계적 회귀로 얻은 분석 모델의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늘릴 것을
제안하였다. 이에, 먼저 표 2.3의 변수들을 사용하는 분석 모델의 단계적
회귀를 수행하였고 그 결과는 표 4.35와 같다. 모델의 차수가 증가함에
따라 분석 모델이 사용하는 변수의 개수가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표 4.36은 모든 설명 변수를 사용하는 full model(SR-FM)과 표 4.35의 설
명 변수들을 사용하는 reduced model(SR-RM)의 설명 변수 개수와 훈련
데이터셋들에 대한 개루프 추정 오차(NRMSE)를 비교한다. 모델 차수가
같은 경우 RM이 FM과 거의 같은 NRMSE를 가졌고, 모델 차수가 높은
회귀 모델의 RM이 낮은 차수의 FM에 비해서 항상 작은 NRMSE를 보였
다. 표 4.37은 얻어진 FM과 RM 회귀 모델들을 사용하여 훈련 데이터셋
과 평가 데이터셋에 대해 폐루프 추정을 수행한 결과의 최대 추정 오차
를 보인다. 높은 차수의 회귀 모델이 낮은 개루프 추정 오차를 가졌지만
폐루 프 추정 오차에서는 더 큰 오차를 보였다. 이에, 표현 자유도를 지
나치게 많이 갖는 모델이 훈련 데이터에 대해 과적합되어 폐루프 추정
성능이 오히려 나빠지는 현상이 실험 B에서도 확인되었다.
비선형 설명 변수를 사용한 단계적 회귀의 결과를 바탕으로 인공신경
망이 가져야할 표현 자유도를 가늠할 수 있다. 표 4.37에서, 모델의 차수
가 증가할 때, NRMSE의 값은 0.055 부근으로 수렴해 가는 것을 볼 수
있다. 위의 값 주변의 개루프 추정 오차를 보이는 인공 신경망 기반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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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5 NARX 모델의 차수에 따른 단계적 회귀 결과 (실험 B)
모델
𝑇
𝑇
차수
1
O
O
2
O
O
3
O
O
4
O
O
5
O
O
모델
차수
1
3
5
7
9

‖𝐼‖
O
O
O
O
O

모델
차수
1
3
5
7
9

𝑇
‖𝐼‖

모델
차수
1
3
5
7
9

𝑇
‖𝐼‖

O
O
O

‖𝑉‖ ‖𝑉‖
O

O

‖ 𝑉‖

|𝜔|

|𝜔|

|𝜔|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𝑇
𝑇
‖𝑉‖ ‖𝑉‖

𝑇
‖ 𝑉‖

𝑇
|𝜔|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𝑇
𝑇
‖𝑉‖ ‖𝑉‖
O
O
O
O

O
O
O

𝑇
‖ 𝑉‖

𝑇
|𝜔|

O
O
O
O

O
O

𝑇
|𝜔|

𝑇
|𝜔|

‖𝐼‖ |𝜔| |𝑃|

O
O
O
O
O

O
O
O

𝑇

𝑇

O
O

O

‖𝐼‖ |𝜔| |𝑃|

O
O
O
O

O

|𝑄|

O
O

𝑇
|𝑄|
O
O

O
𝑇
|𝜔|
O

O

𝑇
|𝜔|

𝑇

𝑇

‖𝐼‖ |𝜔| |𝑃|

O
O
O
O

O
O

𝑇
|𝑄|
O
O

O

델들이 폐루프 추정 성능이 좋을 것이라 기대하고 모델 차수, 은닉층 수,
신경 수를 바꾸며 DFNN 모델들을 생성하고 훈련하였다. 단계적 회귀의
결과에서 모델 차수가 3 이상일 때에 다시 폐루프 추정 성능이 안좋아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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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6 SR-FM과 SR-RM 모델의 설명 변수 개수와 NRMSE (실험 B)
모델 차수

설명 변수 개수

NRMSE (10 )

SR-FM

SR-RM

SR-FM

SR-RM

1

34

30

15.075

15.124

2

66

54

8.861

8.899

3

98

71

6.096

6.115

4

130

78

5.832

5.877

5

162

87

5.687

5.717

표 4.37 SR-FM과 SR-RM 모델의 폐루프 추정 최대 오차 (실험 B)
[°C]

훈련 데이터셋

평가 데이터셋

모델 차수

SR-FM

SR-RM

SR-FM

SR-RM

1

0.49

0.49

5.44

4.99

2

0.38

0.39

1.38

1.37

3

0.37

0.39

1.13

1.09

4

0.45

0.52

1.36

1.47

5

0.69

0.70

2.39

1.88

으므로 모델 차수가 {1, 2, 3, 4, 5}인 인공 신경망 모델들을 생성하였다.
은닉층의 개수는 {1, 2, 3} 중에서 선정하였다. 4.3.2절에서 제안된 인공
신경망 모델의 구조 결정 과정은 개루프 추정 오차가 SR-RM 모델이 달
성하는 수준과 유사해질 때까지 표현 자유도를 확보하는 것이었다. 몇
번의 훈련을 시도하여 신경의 수가 9일 때 NRMSE가 0.055 부근에 도달
함을 확인하였고, 이에 따라 각 은닉층이 사용하는 신경의 수가 {1, 3, 5,
7, 9}중에서 선정되었다. 표 4.38은 실험 B에서 생성된 DFNN 모델들의
구조 별 총 모수의 개수를 비교하여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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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8 DFNN의 구조 별 총 모수 개수 (실험 B)
1
3
5
7
은닉층 수 \ 신경 수

9

1

21

59

97

135

173

2

23

71

127

191

263

3

25

83

157

247

353

그림 4.59 DFNN의 구조 별 추정 오차 (실험 B)

생성된 인공 신경망들의 훈련 조건은 4.2.1절에서 설명된 것과 동일
(Keras 라이브러리 사용, Adam 옵티마이저, NRMSE가 50번의 훈련 동안
감소하지 않을 시 훈련 종료)하게 하였다. 각 구조의 DFNN은 40개씩 생
성되 훈련되었는데 모든 모수는 모델의 생성시 Xavier 기법에 따라 랜덤
하게 초기화 되었다.
그림 4.59는 은닉층 수에 따른 모델 차수가 3인 DFNN의 추정 결과이
다. 폐루프 추정 결과를 잘 비교하여 보이기 위해 신경의 수가 3 이상인
경우들을 나타내었다. 표 4.39부터 표 4.41은 각 구조 별 NRMSE와 폐루
프 추정 오차의 중간값을 비교한다. DFNN의 표현 자유도(모수의 개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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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9 DFNN 구조 별 NRMSE의 중간값 (실험 B) [10 ]
1
3
5
7
은닉층 수 \ 신경 수

9

1

20.070

6.515

5.944

5.738

5.626

2

20.050

6.076

5.691

5.530

5.477

3

20.050

6.058

5.650

5.484

5.459

표 4.40 DFNN 구조 별 훈련 데이터셋
폐루프 추정 최대 오차 중간값 (실험 B) [°C]
1
3
5
7
은닉층 수 \ 신경 수

9

1

2.65

0.57

0.47

0.35

0.24

2

2.64

0.51

0.37

0.22

0.19

3

2.61

0.52

0.35

0.24

0.23

표 4.41 DFNN 구조 별 평가 데이터셋
폐루프 추정 최대 오차 중간값 (실험 B) [°C]
1
3
5
7
은닉층 수 \ 신경 수

9

1

11.05

1.47

1.33

1.47

1.41

2

11.11

1.15

1.12

1.27

1.39

3

11.11

1.10

1.06

1.23

1.38

증가함에 따라 NRMSE가 작아지는 추세가 관찰되었다. 각 훈련된 구조
별 NRMSE의 분포는 실험 A에 대해 훈련된 모델들에 비해 밀집되어 나
타났는데, 이는 실험 B에서 생성된 DFNN의 모수 개수가 실험 A에서 만
들어진 DFNN의 모수 개수에 비해 적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으로 보인다.
(모수의 개수가 적은 경우 서로 다른 인공 신경망이 유사한 추정 결과를
보이기가 쉽다. 극단적인 예로, 은닉층이 없는 인공 신경망은 훈련 결과
가 선형 회귀 모델과 같아지며 항상 모수들이 같은 값으로 얻어진다.)
폐루프 추정 최대 오차는 훈련 데이터셋에서는 신경의 수가 증가할 수
록 계속 감소하였지만 평가 데이터셋에서는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경향이
관찰되었다. 이는 실험 A에서의 결과와 같은 경향이며, 표현 자유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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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0 훈련된 DFNN 모델들의 개루프 추정 오차와
폐루프 추정 최대 오차 산점도 (실험 B)

많은 모델이 과적합 현상을 갖게 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은닉층의
수가 2와 3인 경우가 1인 경우에 비해 더 작은 개루프, 폐루프 추정 오
차를 가졌고, 그 크기가 서로 거의 같았다. 실험 B에서 훈련과 평가 데
이터셋에 대한 폐루프 추정 최대 오차의 합이 작게 얻어진 구조는 {모델
차수 = 3, 은닉층 수 = 2 또는 3, 신경 수 = 5}였는데 이 구조가 보인
NRMSE는 0.565× 10

부근으로 앞선 단계적 회귀 기반 모델의 개루프

추정 오차와 같은 수준으로 얻어졌다. 그림 4.60은 훈련된 모든 DFNN의
NRMSE 대비 평가 데이터셋 폐루프 추정 최대 오차의 산점도를 보이고,
U자형 하부 포락선이 관찰되었다. 은닉층의 수가 2 또는 3일 때 은닉층
내 신경 수 변화에 따른 추정 성능이 유사하게 나타났는데, 이 경우 은
닉층의 수가 적은 모델을 사용하는 것이 총 모수 및 신경의 수가 적으므
로 연산량과 메모리 면에서 이득을 얻을 수 있다.
두 종류의 데이터셋에서 폐루프 추정 최대 오차의 합이 가장 작았던
DFNN 모델은 {모델 차수 = 3, 은닉층 수 = 2, 신경 수 = 7} 중에서 얻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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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4.61 DFNN 온도 추정 모델과 SR-RM 온도 추정 모델의
폐루프 추정 결과 (실험 B)
(a) 훈련 데이터셋 (b) 평가 데이터셋

졌고 훈련 데이터셋에서 최대 0.19 ° C, 평가 데이터셋에서 최대 0.57 ° C
의 오차를 보였다. 이는 모델 차수가 3인 단계적 회귀 기반 모델(SR-RM)
의 최대 오차인 0.39, 1.09 ° C에 비해 약 50% 수준으로 감소한 값이다.
그림 4.61은 훈련 데이터셋과 평가 데이터셋에 대한 DFNN 모델과 SR195

(a)

(b)

그림 4.62 실험 B에서 최고 성능을 보인 각 온도 추정 모델의
폐루프 추정 최대 오차 비교
(a) 훈련 데이터셋과 (b) 평가 데이터셋에 대한 폐루프 추정 최대 오차

RM 모델의 추정 결과를 비교하여 보인다.
이로써 DFNN 기반 온도 추정 모델과 그 생성 과정의 실용성을 실험
B를 통해 검증하였다. 4.3.2절에서 제안된 생성 과정을 따라 폐루프 추정
성능이 가장 좋은 모델을 얻는 인공 신경망의 범위가 빠르게 확인되었다.
그림 4.62는 실험 B에서 훈련과 평가 데이터셋에 대한 폐루프 추정 오차
합이 가장 작은 FNN, SR-RM, DFNN 모델을 찾고 그 오차를 서로 비교한
것이다. 두 실험 모두에서, DFNN 온도 추정 모델은 비선형 설명 변수를
사용하는 최소 제곱합 방법 기반 회귀 모델보다 좋은 추정 성능을 달성
하였다.

4.5 인공 신경망 기반 NARX 모델의 안정성
훈련된 인공 신경망 기반 온도 추정 모델 가운데에는 폐루프 추정 시
추정 결과가 발산하는 모델들이 있었다. 모델의 차수와 신경 수가 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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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4.63 (a) 랴푸노프 안정성과 (b) 점근적 안정성

한 인공 신경망을 사용한 경우 폐루프 추정 결과가 발산하지 않았지만
모델의 안정성은 추가로 확인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본 절에서는 인공
신경망 기반 NARX 모델의 안정성을 평가하는 방법에 대해 생각하고 훈
련된 온도 추정 신경망에 적용해본다.
인공 신경망 기반 NARX 모델은 상태와 입력 사이의 관계가 비선형적
으로 변화하는 동역학계를 묘사한다. 동역학계의 평형점(equilibrium point)
에 대해 본 논문은 랴푸노프(Lyapunov) 안정성을 사용하여 해석을 수행
하도록 한다. 먼저 랴푸노프 안정성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 어떤
𝜖 > 0 에 대해, ‖𝑥(0) − 𝑥 ‖ < 𝛿 이라면 sup‖𝑥(𝑡) − 𝑥 ‖ < 𝜖 가 되게 하는
𝛿 > 0이 존재할 때 평형점 𝑥 가 랴푸노프 안정하다고 한다. 나아가, 만약
lim ‖𝑥(𝑡) − 𝑥 ‖ = 0가 되게 하는 𝛿 > 0가 존재한다면, 평형점 𝑥 가 점근
→

197

적으로 안정(asymptotically stable)하다고 한다. 정의를 풀어 설명하면, 초
기 상태가 랴푸노프 안정 평형점에 충분히 가까운 경우, 이후의 모든 상
태는 해당 평형점과 일정 거리 내에 있게 된다는 것이다. 또, 초기 상태
가 점근적 안정 평형점에 충분히 가까운 경우, 이후의 모든 상태는 해당
평형점 주변에 있게 되고, 충분한 시간이 지난 뒤에는 해당 평형점으로
수렴하게 된다. 그림 4.63은 2차원 공간에서 정의되는 상태 𝑥 의 랴푸노
프 안정성과 점근적 안정성에 대한 예를 보인다.
위의 두 안정성에 관한 정의는 시스템의 특성이 상태에 의존하는 것과
시간에 따라 바뀌는 것에 상관 없이 사용될 수 있다. 따라서 어떤 동역
학계에 입력이 있는 경우에도 입력을 시스템의 특성이 변하는 것으로 여
긴다면 위와 동일하게 평형점의 안정성을 정의할 수 있다. 상태와 입력
에 따라 변화하는 (비선형) 함수 𝒇를 찾아 다음과 같이 이산 상태 방정
식을 쓸 수 있다.
(4.23)

𝑋[𝑖 + 1] = 𝒇(𝑋[𝑖], 𝑈[𝑖])

위 식에서 𝑋[𝑖]와 𝑈[𝑖]는 𝑖 번째 샘플링에서의 상태와 입력 벡터인데, 고
차 시스템의 경우 𝑋와 𝑈가 과거의 정보들도 함께 담도록 표현하면 된다.
식 (4.23)과 같이 쓰이는 시스템이 어떤 입력에 대해 평형점 𝑋 를 가지
고 해당 평형점에서 야코비(Jacobian) 행렬 𝐽 =

𝒇

을 구할 수 있다면

해당 평형점의 점근적 안정성은 야코비 행렬을 통해 판별할 수 있다. 이
는 야코비 행렬의 모든 고윳값(eigenvalue)들의 크기가 1보다 작은지 확인
함으로써 판별되고 이러한 판별 방식은 간접적 랴푸노프 방법(indirect
Lyapunov’s method)이라 이른다. 만약 상태 𝑋 가 지연된 값들을 포함하도
록 구성되었다면 야코비 행렬을 구할 때에 모든 지연의 도함수도 함께
포함되어야 한다.
이제 인공 신경망을 통해 묘사된 NARX 모델의 평형점에서의 점근적
안정성 판별 방법을 생각해 보도록 한다. 야코비 행렬을 통한 점근적 안
정성 판별은 평형점에 대해 구해진 야코비 행렬을 사용하여야 하므로 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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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NARX 모델의 평형점을 찾아야 한다. 특히, NARX 모델을 사용하여
넓은 입력과 상태의 범위에 대한 추정을 수행하려 하므로 여러 평형점의
안정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 본 논문이 제시하는 방법은 관
심으로 하는 범위에 있는 다양한 입력을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상태가 수
렴할 때까지 폐루프 추정을 수행하는 것이다. 같은 입력에 대해 인공 신
경망 기반 NARX 모델의 평형점은 실제 시스템이 보이는 평형점과 다를
수 있지만, NARX 모델의 안정성을 판별하려는 것이므로 폐루프 추정을
긴 시간 수행하여 얻은 평형점을 사용하도록 한다. 그 다음, 소신호 해석
을 통해 (평형점에 도달한 뒤 입력에 주어지는 각 상태를 조금씩 흔들며
출력의 변화를 관찰하여) 야코비 행렬을 얻고 이를 사용하여 각 평형점
의 점근적 안정성을 판별한다. NARX 모델의 경우 야코비 행렬은 (부분)
등가 선형 모델의 상태 행렬이라 생각할 수 있다.
다음으로는 DFNN 기반 NARX 모델의 점근적 안정성 판별에 대해 구
체적으로 살펴본다. DFNN의 출력은 다음 샘플링까지의 상태 변화이므로
(4.24)부터 (4.28)의 전개를 통해 다음 샘플링의 상태를 표현하는 부분 등
가 선형 상태 방정식을 얻는다. 식 (4.24)와 (4.25)에서 상태 벡터 𝑋는 지
연된 값들을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표기하고, 입력 벡터 𝑈는 지연된 값
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표기한다. 먼저 소신호 해석을 통해, 평형점에
서의 상태 행렬(𝐀𝚫 )과 입력 행렬(𝐁𝚫 )을 구하여 차분 상태 방정식을 세운
다.

𝛥𝑋[𝑖] = 𝑋[𝑖] − 𝑋[𝑖 − 1] = 𝐀𝚫

𝑋[𝑖 − 1]
𝑋[𝑖 − 2]
+ 𝐁𝚫 𝑈
⋮
𝑋[𝑖 − 𝑛]

(4.24)

여기에서 𝑛은 NARX 모델의 차수이다. 상태 벡터 𝑋의 길이가 𝑝이고 입
력 벡터 𝑈의 총 길이가 𝑞일 때, 𝐀𝚫 의 크기는 𝑝 × 𝑛𝑝이고, 𝐁𝚫 의 크기는
𝑝 × 𝑞이다. 식 (4.24)를 발전시켜 얻고자 하는 부분 등가 선형 상태 방정
식의 형태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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𝑋[𝑖]
𝑋[𝑖 − 1]
𝑋[𝑖 − 1]
𝑋[𝑖 − 2]
=𝐀
+ 𝐁𝑈
⋮
⋮
𝑋[𝑖 − 𝑛 + 1]
𝑋[𝑖 − 𝑛]

(4.25)

식 (4.25)의 아래 (𝑛 − 1)𝑝 행은 𝑋[𝑖 − 1]부터 𝑋[𝑖 − 𝑛 + 1]의 지연을 표현
하기 때문에 상태(야코비) 행렬 𝐀의 하단이 단위(identity) 행렬과 영행렬
로 구성되고, 입력 행렬 𝐁의 하단이 영행렬이 될 것을 알 수 있다. 남은
식을 만족하도록 하는 관계는 다음과 같다.
𝐁= 𝐎
(
𝐀𝐭𝐨𝐩 = 𝐀𝚫 + [𝐈
𝐀=

𝐁𝚫

(4.26)

) ×
×

𝐎

×(

)

𝐀 𝐭𝐨𝐩
𝐈(

) ×(

)

𝐎(

) ×

]

(4.27)
(4.28)

식 (4.28)의 𝐀의 고윳값을 관찰함으로써 인공 신경망 기반 NARX 모델의
점근적 안정성은 조사될 수 있다. 𝐀에는 𝐁𝚫 에 관여된 부분이 없으므로
소신호 해석 시 𝐁𝚫 가 조사될 필요가 없으며, 소신호 해석은 상태와 그
지연에 대해서만 수행하면 된다.
영구자석 전동기의 온도 추정을 위해 만들어진 DFNN 모델 중 가장
좋은 성능을 보였던 모델({모델 차수 = 9, 은닉층 수 = 3, 신경 수 = 40},
훈련 데이터셋 추정 최대 오차 = 3.23 °C, 평가 데이터셋 추정 최대 오차
= 3.28 ° C)에 대해 위의 안정성 해석 방법을 적용해보았다. DFNN 온도
추정 모델이 넓은 운전 영역에 대해서 안정적인 온도 추정을 수행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훈련 데이터셋에 사용된 운전 조건들
(그림 3.7)에 대해 안정성 해석을 수행하였고 냉각수의 온도도 20, 45, 70
° C로 바꾸어가며 확인되었다. 각 운전 조건에 대해 안정성을 해석할 때
상태의 초기 조건은 훈련 데이터셋(1, 4, 6)의 실험 결과에서 해당 운전
조건이 수행되는 시간 중 가운데 시점의 상태로 하였다. 각 운전 조건은
7200 초 (36000 샘플) 동안 유지되어 시뮬레이션 되었다. 그림 4.58는 운
전 조건을 유지하며 수행된 두 시뮬레이션 결과의 예를 보인다. 첫 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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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4.64 안정성 해석 수행을 위한 운전 조건 유지
시뮬레이션 결과의 예
(a) 20 °C 냉각수, 8000 r/min, 25 Nm
(b) 70 °C 냉각수, 4000 r/min, 37.5 Nm

예는 20 °C의 냉각수를 사용할 때, 8000 r/min, 25 Nm 지령이 유지된 경우
의 폐루프 추정 결과이고, 두 번째는 70 ° C의 냉각수를 사용할 때, 4000
r/min, 37.5 Nm 지령이 유지된 경우의 폐루프 추정 결과이다. (두 번째 경
우는 수렴된 온도가 가장 높게 얻어진 경우이다.)
해석 결과, 각 운전점을 유지하여 온도가 어떤 값으로 수렴한 경우는
모두 점근적으로 안정적인 것으로 해석되었고, 온도가 계속 발산한 경우
는 모두 안정적이지 아닌 것으로 해석되었다. 그림 4.64는 각 운전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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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5 DFNN 온도 추정 모델의 안정성 해석 결과
초록색 점: 수렴 및 안정, 빨간색 점: 수렴하지 않음,
실선: 최고 온도가 130 °C로 수렴하게 하는 냉각수 온도 별 운전 조건

의 점근적 안정성 해석의 결과를 보인다. 그림에서 초록색 점은 안정성
을 가진 운전 조건들이고, 빨간색 점은 온도가 수렴하지 않은 운전 조건
들이다. 안정성 해석은 냉각수의 온도를 20, 45, 70 ° C로 바꾸어 가면서
모든 운전 조건에서 세 번씩 수행되었는데, 세 번의 안정성 해석 결과는
모두 그림 4.65로 동일하게 얻어졌다.
수렴한 온도 중 가장 높게 관찰된 온도는 그림 4.58(b)에 보인 것처럼
70 °C의 냉각수 조건에서 4000 r/min, 37.5 Nm의 운전 조건을 유지했을 때
로, jumper 부위가 약 240 ° C의 수렴 온도를 보였다. 하지만 이 추정 결
과는 훈련 데이터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입력 벡터를 사용할 때에 대한
것이므로 신뢰해서는 안된다. 훈련 데이터에 있는 측정 온도 중 가장 높
은 온도인 130 ° C 이내에서 폐루프 추정이 이루어질 때, 인공 신경망의
추정 결과를 신뢰할 수 있다. 하지만, 훈련 데이터의 범위(130 ° C)를 넘
는 영역에서 동작할 때 항상 추정 결과가 발산한다면 온도 추정 모델을
안전상의 이유로 사용하는 데에 한계가 생기게 되므로 안정성의 범위는
확인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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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5에는 세 쌍의 곡선이 그려져 있는데, 이들은 각 냉각수 온도
에서 가장 높은 부위의 온도가 130 ° C로 수렴되게 하는 운전 조건들을
실험적으로 찾아 연결한 선이다. 냉각수의 온도가 낮아질수록 두 곡선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4.65의 녹색 점의 분포를
볼 때, 해석이 수행된 DFNN 모델은 훈련 데이터에서 다루어진 온도 범
위에 비해 더 넓은 영역에서 안정성을 유지했음을 알 수 있다. 인공 신
경망을 기반 NARX 모델로 폐루프 추정을 수행하는 경우 안정성이 확보
되는 범위가 넓을수록 그 적용이 안전해질 것이다. 안정성을 보이는 입
력과 상태의 범위를 넓히기 위해서는 먼저 훈련 데이터에서 넓은 입력과
상태의 범위가 다루어져야 한다. 데이터의 취득이 종료된 후에는 개루프
와 폐루프 추정 성능, 그리고 안정적인 동작 범위를 고려하여 최종 모델
을 선정하면 된다.

4.6 인공 신경망 기반 NARX 모델의 활용을 위한 추가
고려 사항
본 절에서는 비선형 시스템을 묘사하는 NARX 모델을 활용할 때 고려
되어야 할 사항들에 대해 다룬다. 구체적으로는 폐루프 추정의 오차 누
적 현상에 대한 고려와 메모리, 연산량에 대해 설명한다. 아래부터는 영
구자석 전동기의 온도 추정을 위해 생성된 NARX 모델을 기준으로 설명
을 하지만 다른 비선형 시스템에서도 이 고려 사항들은 유사하게 적용될
수 있다.
NARX 모델을 사용하여 폐루프 추정을 수행할 때 제일 먼저 발생하는
오차는 바로 초기 상태에 대한 오차이다. 본 장의 앞선 부분에서 보여진
모든 폐루프 온도 추정은 초기 몇(모델 차수 만큼의) 샘플은 각 부위의
온도가 정답으로 주어진 상태에서 시작되었다. 하지만 센서가 없는 시스
템에서 초기 상태에 대한 정보는 없을 것이므로 추정을 시작하는 적절한
방법이 필요하다. 영구자석 전동기의 온도를 추정하는 모델에 대해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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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의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는 영구자석 전동기가 가질 수
있는 최고 온도(훈련 데이터 중 최고 온도)로 모든 부위를 설정하는 것
이다. 이 방법은 가장 큰 오차를 갖고 시작하는 방법이 될 수도 있지만
영구자석 전동기의 고온으로 인한 고장을 방지하는 데에는 가장 효과적
일 수도 있다. 그리고 추정이 수행됨에 따라 영구자석 전동기의 냉각이
묘사되어 점차 정답 부근으로 추정 온도들이 수렴해 갈 것이다. 하지만
다음의 두 가지 방법이 더 효과적으로 보인다. 두 번째 방법은 냉각수의
온도로 모든 부위를 추정하는 것이다. 영구자석 전동기와 냉각 시스템이
충분히 긴 시간 동작을 멈추고 있었다면 영구자석 전동기와 냉각수의 온
도는 함께 주변 온도로 수렴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대체되는 방법으
로써 온도 센서를 일부분에서 사용하는 경우 해당 측정 결과를 남은 부
위들의 온도로 간주하여 추정을 시작할 수도 있다. 이 방법은 앞선 방법
에 비해 작은 온도 오차를 가질 확률이 높지만, 영구자석 전동기의 구동
및 온도 추정을 멈춘 뒤 얼마 되지 않아 다시 구동과 추정을 시작하는
경우에 실제 온도보다 낮게 추정하는 위험을 가지고 있다. 마지막 추정
시작 설정 방법은 별도의 온도 추정 기법을 사용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2장에서 설명된 전기적 제정수 기반 기법을 사용할 수 있다. 초기 온도
의 추정만 필요하기 때문에 정지 상태에서 온도를 추정할 수 있는 전기
적 제정수 기반 기법만을 구현한다면 NARX 기반 온도 추정 모델을 이
용한 폐루프 추정의 시작이 가능할 것이다.
NARX 모델의 폐루프 추정에 있어서 더 고려할 사항은 오차의 누적
현상이다. 피드백이 없이 수행되는 폐루프 추정에서는 오차의 존재와 누
적 현상을 알 수 없어 추정에 위험이 따른다. 실제로 4장에서 NRMSE가
큰 모델들에서는 온도가 발산하며 추정된 경우들이 있었다. 추정 결과의
발산을 막기 위해서는 앞선 절과 같이 넓은 운전 영역에서 각 운전 조건
을 길게 유지할 때의 수렴성을 조사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와 별개로
오차의 크기를 제한하고 싶은 경우에는 별도의 추정 기법이 함께 사용되
어야 할 것이다. 전기적 제정수 기반 기법은 함께 구현되어 사용되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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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기법이다. 왜냐하면 전기적 제정수 기반 기법은 과거의 추정 이력
에 상관 없이 추정 시점의 운전 조건 및 주변 환경에 대한 정보만으로
권선 혹은 영구자석의 온도를 추정하기 때문이다. 때문에 그 추정의 오
차는 항상 어떤 범위 안에 있게 된다. 만약 NARX 기반 온도 추정 모델
의 추정 결과가 전기적 제정수 기반 기법의 추정 결과로부터 위 범위 밖
으로 벗어나려고 한다면, NARX 기반 추정 모델이 큰 오차를 갖고 있음
을 감지할 수 있고 그 추정 결과를 보정하여 오차의 크기를 제한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는 온도 추정 모델들의 메모리와 연산량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영구자석 전동기의 제어에는 비용 저감을 위하여 고사양의 CPU
(central processing unit)보다는 MCU(micro controller unit) 혹은 DSP(digital
signal processor)가 사용된다. 이들은 CPU에 비해 상대적으로 느린 동작
주파수를 가지고 있고 제한된 동작만 수행하지만, 전동기의 구동을 위해
특화(PWM 출력, 내장 encoder, 삼각 함수 계산 유닛 탑재 등)된 DSP가
꾸준히 개발되고 있다. 그렇지만 여전히 DSP는 보통 전동기의 구동에
무리가 없는 수준에서 가장 저렴한 것으로 선정되어 사용되기 때문에,
전동기의 제어가 아닌 기능들이 탑재되는 것은 시스템의 비용 증가로 연
결된다. 때문에 온도 추정 모델들의 연산량과 추정 기법 적용에 필요한
메모리와 연산량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먼저 본 논문의 2장에서 소개한 전기적 제정수 기반 온도 추정 기법에
필요한 연산량과 메모리를 살펴본다. 고정자 온도 추정을 할 때에 신호
를 주입하지 않는 경우 회전자의 온도 정보를 알 수 있어야 했으며, 이
때, 쇄교자속 𝜆

혹은 𝜆 를 [𝑖 , 𝑖 , 𝑇

]에 대한 3차원 테이블로 조사해

야 했다. 그러나 동손(전도 손실)이 아닌 손실도 고정자 저항에 포함되어
나타나기 때문에 이 방법을 사용한 고정자 저항 및 온도 추정에 오차가

205

클 수 있음을 언급하였다. 고정자에 DC 전류를 주입하여 저항의 크기를
추정하는 방법의 경우 추정을 위한 메모리가 요구되지 않지만 운전 조건
을 바꿔야 하는 별도의 과정을 가져야만 한다. 위의 두 방법은 모두 전
압 방정식에서 저항 성분에 걸린 전압을 읽는 연산과 3차원 테이블의 값
을 보간(interpolation)하여 읽는 연산이 요구된다. (부피비를 사용하는 보
간 과정에 많은 곱셈과 덧셈이 필요하다.)
전기적 제정수를 사용하여 영구자석의 온도를 추정할 때, 중고속 영역
에서는 앞과 마찬가지로 전동기의 전압 방정식을 사용하였으므로 𝜆
은 𝜆 를 [𝑖 , 𝑖 , 𝑇

혹

]에 대한 3차원 테이블로 조사해야 했다. 쇄교자속의

테이블을 만들 때와, 추정을 할 때 모두 권선의 저항값(고정자의 온도)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였다.
열등가회로를 사용한 기존 온도 추정 모델은 먼저 회로를 제작하는 데
에 구조적인 해석을 하는 선행 과정이 요구된다. 열회로에 열캐패시터와
열원이 총 𝑛 개 있다면, 회로에는 이들 사이를 연결하는

C

개의 열저

항이 있게 된다. 이후 각 부위에 유입되는 손실을 다시 유한요소법을 통
해 알아내는 과정을 갖거나, 실험을 통해 식별을 하는 과정이 요구된다.
이 때, 각 손실 종류별, 각 노드(열캐패시터)에 유입되는 계수를 저장할
메모리가 요구된다. 손실에 대한 정보를 저장할 공간도 필요한데, 각 손
실이 [𝑖 , 𝑖 , 𝑇

혹은 𝑇

]에 따라 조사되고 각 손실이 노드에 어떤 비

율로 유입되는 지를 의미하는 손실 분배 행렬도 조사돼야 한다. 열등가
회로를 사용하여 온도를 추정하는 경우 매 추정 주기마다 두 번의 행렬
과 벡터의 곱 연산이 수행된다. 곱셈의 첫째는 열어드미턴스 행렬(열저
항 행렬의 역행렬)과 온도 벡터를 곱하는 것이고, 둘째는 손실 분배 행
렬과 손실 벡터를 곱하는 것이다. 수식을 통해 연산량을 생각해보면, 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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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2 기존 온도 추정 모델들의 연산량과 필요 메모리
전기적 제정수
기반 권선
온도 추정

메모리

3차원
쇄교자속 테이블
[𝑖 , 𝑖 , 𝑇 ]

전기적 제정수
기반 영구자석
온도 추정
<중고속> 3차원
쇄교자속 테이블
[𝑖 , 𝑖 , 𝑇 ]
<저속> 고주파
인덕턴스 테이블
[𝑇 ]

3차원 테이블
보간 1회

열캐패시턴스(𝑛),
열저항,
손실 분배 행렬,
손실(𝑘) 테이블
[𝑖 , 𝑖 ,
𝑇

또는 𝑇

]

𝑚 +𝑚

𝑝+ C
+𝑘(𝑝 + 𝑚 )

3차원 테이블
보간 1회

행렬과 벡터의
곱 2회,
3차원 테이블
보간 𝑘회

𝑚

연산량

열등가회로 기반
온도 추정

개 부위의 온도 변화를 𝑘 가지의 손실을 고려하여 예측한다 할 때, 𝑝 ×
𝑝 -크기 행렬과 𝑝 -길이 벡터의 곱, 𝑝 × 𝑘 -크기 행렬과 𝑘 -길이 벡터의 곱이
수행된다. 이 때, 𝑘 -길이의 손실 벡터를 만드는 과정에서 각 원소 별로
(총 𝑘 회) 3차원 테이블 선형 보간도 수행된다.
고정자와 영구자석의 온도를 추정하는 위 두 기법이 요구하는 필요 메
모리와 연산량을 표 4.42에서 비교하였다. 비교를 위하여, 전류와 온도의
테이블은 𝑚 단계로 나누어지고, 열등가회로에는 𝑝 개의 노드와 𝑘 종류
의 손실이 있는 것으로 작성되었다.
이제 비선형 시스템을 묘사하는 NARX 모델에 대해 생각한다. 먼저
비선형 설명 변수들을 활용하는 모델을 살펴본다. 이 모델은 설명 변수
의 집합을 만드는 중 곱셈 연산이 수행된다. 이후 다음 샘플링의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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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벡터)를 추정하는 데에는 최소 제곱 오차합을 통해 식별한 행렬과 설명
변수 집합을 곱하는 연산이 이 회귀 모델의 연산의 전부이다. 상태 벡터
의 길이를 𝑝라 하고, 지연된 변수들을 모두 고려한 설명 변수 집합의 원
소의 개수가 𝑞개 일 때, 행렬의 크기는 𝑝 × 𝑞가 된다. 따라서 추정을 위
해 저장되어 있어야할 모수의 개수가 𝑝𝑞 개이고, 행렬과 벡터의 곱에서
곱셈은 𝑝𝑞회, 덧셈은 𝑝(𝑞 − 1)회 수행된다.
인공 신경망을 이용하는 NARX 모델은 제정수나 손실을 운전 조건 및
온도에 의존하는 테이블로써 미리 조사를 해두지 않는다. 대신 인공 신
경망 내부의 가중치 행렬들과 편향 벡터들이 저장되어 사용된다. 그림
4.16의 DFNN 온도 추정 모델이 𝑝 부위의 온도 변화를 총 𝑞 개의 입력
변수로 추정하고 𝑙 개의 각 은닉층에 𝑚 개의 신경을 갖고있을 때, 가중
치는 총 𝑞𝑚 + (𝑙 − 1)𝑚 + 𝑚𝑝 개가 되고, 편향은 총 𝑙𝑚 + 𝑝 개가 된다.
인공 신경망(FNN) 연산의 제일 처음에는 입출력 변수들을 정규화가 수
행된다. 순전파(forward propagation) 중, 각 층 사이에서 행렬과 벡터의 곱
이 수행되고 (총 𝑙 + 1번) 편향을 더하는 벡터의 합이 𝑙 + 1회 수행된다.
그리고, 각 신경 내에서 비선형 함수의 적용을 위해 총 3𝑙 + 𝑛번의 tanh시그모이드 연산이 수행된다. 표 4.43은 설명된 두 NARX 모델이 필요로
하는 메모리와 연산량을 비교한다.
{모델 차수 = 5}인 단계적 회귀 결과 기반 모델과 {은닉층 수 = 2}인
인공 신경망 기반 모델 중 가장 폐루프 추정 오차가 작았던 모델의 연산
량과 필요 메모리도 표 4.43에 기재하였는데, 여기에는 입력 벡터의 생성,
입출력 정규화 등 온도 추정에 관련된 연산들이 전부 고려되었다. (단,
iteration 동작 등에 소요되는 연산량은 제외하였다.) 두 모델을 비교할 때,
인공 신경망이 더 적은 모수를 사용하고, 추정 시 덧셈과 뺄셈의 회수도
더 적었다. 하지만 활성화 함수의 적용 과정에서 나눗셈과 지수항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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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3 NARX 온도 추정 모델들의 연산량과 필요 메모리
단계적 회귀 결과를
활용하는 모델 (SR-RM)

인공 신경망 기반 모델
(DFNN)

𝑝 × 𝑞 크기의 행렬

은닉층(𝑙층, 𝑚뉴런)과 입력/
출력층 사이들의 선형조합
행렬, 편향 벡터

𝑝𝑞

{𝑞𝑚 + (𝑙 − 1)𝑚 + 𝑚𝑝}
+ {𝑙m + 𝑝}

행렬과 벡터의 곱 1회

행렬과 벡터의 곱 𝑙 + 1회,
지수항 계산과 나눗셈 각
3𝑙 + 𝑛회

(모델 차수) = 5
(추정 채널 수) = 𝑝 = 5
(설명 변수 수) = 𝑞 = 635
(필요 메모리) = 3175

(은닉층 수) = 𝑙 = 2
(신경 수) = 𝑚 = 20
(추정 채널 수) = 𝑝 = 5
(입력 변수 개수) = 𝑞 = 41
(필요 메모리) = 1365

메모리

연산량

폐루프
추정 성능
이 좋은
구조의
메모리와
연산량

+, −

×

÷

EXP

+, −

×

÷

EXP

3170

3175

0

0

1492

1406

40

40

이 은닉층에 있는 신경의 개수만큼 수행되야 한다. 3175 개의 float 변수
(32bit)를 저장하는 데에는 12.7 kbyte의 용량이 필요한데 산업계에서 상용
화된 DSP(MCU)들은 수백 kbyte의 저장 공간을 갖고 있고 그 크기가 계
속 증가하고 있으므로 두 온도 추정 모델은 DSP에 저장되고 구현되기에
큰 부담이 되지 않는다.
다음으로는 표 4.43에 쓰인 두 모델의 연산량이 전동기의 구동과 함께
수행 가능한지 연산 소요 시간에 대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1982년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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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TI사의 TMS32010 제품 이후로는 multiply-and-accumulate (MAC) 유닛
을 적용하는 DSP가 늘어나 float 변수의 곱셈연산을 한 클락에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정확하게는, MAC 유닛은 ‘ax+by’와 같은 곱의 덧셈까지
한 클락에 수행한다. 또,

TI의 TMS320F2837x 시리즈 등은 trigonometric

math unit(TMU)를 내장하고 있어 나누기 연산도 기존보다 적은 시간(네
클락)에 수행한다. 본 연구에서는 300 MHz로 동작하는 TMS320F28346을
사용하였는데, 단계적 회귀 기반 모델은 20 us 이내에 추정 부위의 온도
를 갱신하였다. 또, 인공 신경망을 사용한 온도 추정은 95 us 이내에 수
행되었는데, 이는 전동기의 전류 제어 주기 였던 100 us에 가까운 시간이
다. 물론, 이러한 연산 부담을 갖는 온도 추정 함수를 전류 제어와 항상
함께 수행되도록 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하지만 온도 추정 모델은
0.2 초(=200,000 us)마다 한 번씩만 수행되면 되기 때문에 추정 과정에 필
요한 전체 연산을 여러 추정 주기로 나누어 수행하도록 구현하여 그 부
담을 충분히 작게 할 수 있다. 만약 DSP의 연산 능력이 부족하다면 지
수항 계산을 포함하지 않는 활성화 함수를 사용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 시그모이드 형 함수중 elliot sigmoid 함수는 𝑥/(1 + |𝑥|)의 형을 갖
고 있어 지수항의 연산이 사용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NARX 기반 영구자석 전동기 온도 추정 모델을 활용하는
데 있어 고려할 사항은 영구자석 전동기가 갖는 공차이다. 본 논문은 영
구자석 전동기의 온도 변화를 실험으로 관찰하고 그 결과로부터 추정 모
델을 만드는 방법을 소개하였는데, 이렇게 생성된 모델은 해당 모터의
온도 변화만을 잘 설명하게 된다. 영구자석 전동기는 그 제작에 공차가
발생하여 물리적 동작 특성 및 마찰손의 크기가 다를 수 있다. 또한, 구
조의 변화에 따라 전기적 제정수가 변하기도 하며 착자의 수준도 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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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6 전동기 별 공차를 고려한 온도 추정 인공 신경망의 학습,
검증, 응용 과정

수 있어 철손의 크기와 분포도 변할 수 있다.
공차에 의한 영향을 온도 추정 모델이 반영하려면 각 전동기의 특성과
관련된 추가 입력을 사용해야 할 것이다. 이에 관해 본 논문이 제안하는
두 가지의 추가 입력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전동기 별 마찰의 크기를
대변하는 ‘무부하 시 정격 속도 구동에 필요한 토크의 크기’이다. 두번째
는 영구자석의 착자 수준을 나타내는 ‘정격 속도 구동 시 측정되는 기전
력의 크기’이다. 위와 같은 영구자석 전동기의 특성을 추가 입력으로 받
는 온도 추정 모델은 각 공차를 갖는 영구자석 전동기를 구하여 3장의
실험을 반복 수행해 식별(훈련)되야 한다. 하지만 한번 식별이 완료되고
나면, 새로운 기기의 온도 추정을 위해서는 해당 기기의 특성(추가 입력
변수)을 기기 제작 이후 한 번만 조사하면 된다. 전동기의 공차 관련 특
성을 𝑪로 표기할 때, 제시된 인공 신경망 기반 온도 추정 모델의 생성,
훈련, 응용의 과정은 그림 4.66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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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론 및 향후 연구
5.1 연구 결과
본 논문에서는 실험 측정결과를 바탕으로 영구자석 전동기의 권선과
영구자석 온도를 추정하는 NARX 모델을 제안하였다. NARX 모델의 입
력은 관심 부위(권선 상 네 부위, 영구자석 측면)의 온도들와 운전 조건
(전류, 전압, 속도의 크기)의 지연된 값들이 되고 출력은 다음 샘플링의
온도 혹은 온도의 변화량이 되도록 하였다. NARX 모델의 비선형 함수
묘사를 위해 인공 신경망이 이용되었으며 다양한 구조(FNN, CNN, RNN)
의 적용을 위한 입력의 형태가 설명되었다.
일반적인 NARX 모델의 묘사에서, 다음 샘플링의 상태(온도)를 직접적
으로 추정하는 FNN이 출력과 오차 범위의 크기 관계로 인하여 훈련 속
도 및 추정 성능에서 단점을 가질 수 있음이 확인되었고, 샘플링 주파수
가 높을수록 이 문제가 심화될 수 있음이 설명되었다. 이를 해소하기 위
하여 다음 샘플링까지의 상태 변화를 추정하는 DFNN이 제안되었고 학
습 속도와 추정 성능의 개선(실험 결과에서 1/6 수준의 RMSE 달성)이
확인되었다.
DFNN 온도 추정 모델의 표현 자유도에 따른 추정 성능이 비교되었다.
먼저, 전류, 전압, 속도의 크기, 그리고 냉각수의 온도를 입력으로 사용하
는 DFNN의 구조 별 성능이 비교되었다. 낮은 폐루프 추정 오차의 달성
에는 모델 차수와 신경의 수가 각각 충분히 확보되어야 함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모델 차수 혹은 신경의 수가 지나치게 많은 경우에는 폐루프 추
정 오차가 작은 모델이 얻어지지 못하였다. 따라서 실험결과로 NARX
모델을 식별하는 경우 과적합이 일어나지 않도록 인공 신경망의 표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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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를 적절히 선정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NRMSE와 폐루프 추정 최
대 오차의 산점도를 통해 인공 신경망의 표현 자유도를 결정하는 방법이
제안되었다.
생성된 DFNN 온도 추정 모델 중 폐루프 추정 최대 오차의 값이 가장
작았던 모델은 {모델 차수 = 9, 은닉층 수 = 3, 각 은닉층 신경 수 = 40}
의 구조를 가졌다. 해당 모델이 영구자석 전동기 내 다섯 부위의 온도를
연속으로 7200 초, 총 20000 초를 추정했을 때 보인 최대 오차는 3.5 ° C
였고, 평균 오차는 0.7 ° C 였다. 추정에는 전체 운전 영역을 다루는 192
개의 운전 조건이 사용되었고 영구자석 전동기의 온도는 20-130 °C의 범
위에서 변화하였으며 운전 중 나타난 가장 급격한 온도 변화는 1.8 ° C/s
였다.
NARX 모델을 식별하는 다른 방법으로 비선형 설명 변수를 사용한 단
계적 회귀 방법을 보였다. 온도와 운전 조건의 과거 값들 사이의 곱의
조합으로 구성된 설명 변수 후보들 가운데 온도의 변화를 가장 유의하게
설명하는 변수들을 순차적으로 고르는 방법이 설명되었다. 모델 차수가
바뀌어 가며 단계적 회귀를 수행해 얻은 최소 제곱합 방법 기반 모델 중
에서는 차수가 5인 모델이 가장 좋은 폐루프 추정 성능을 보였는데 최대
14.2 ° C의 오차를 보였다. 단계적 회귀 과정을 통해 얻은 분석 모델은
모델 차수가 증가할 때 개루프 추정 오차가 어느 값으로 수렴하는데, 그
값이 인공 신경망 기반 NARX 모델 중 폐루프 추정 오차가 가장 작은
모델들이 가진 개루프 추정 오차와 유사하였다. 즉, 기존의 시스템에 대
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설명 변수들이 달성한 NRMSE 수준을 조사하
는 것이 인공 신경망의 표현 자유도를 어느 정도로 할 지 정하는 데 도
움을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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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입력층에 단계적 회귀의 결과를 활용하는 DFNN의 추정 성능
을 구조 별로 확인하였다. 온도와 운전 조건의 곱의 조합을 입력에 주어
줌으로써 인공 신경망이 더 적은 모수를 사용하여 유사한 수준의 추정
성능을 보이거나, 추정 성능이 개선될 것을 기대하였으나 이는 달성되지
못하였다. 손실에 대한 기존의 이해를 바탕으로 생성된 비선형 설명 변
수들이 실제 손실의 온도와 운전 조건에 대한 의존성을 나타내기 어려움
을 의미한다.
각 입력에 시간 방향으로 필터를 적용하는 CNN과, 내부에서 데이터가
순환되는 구조를 갖는 RNN의 표현 자유도 별 온도 추정 성능이 비교되
었다. CNN과 RNN은 시간에 따른 모수 공유 성질을 가져 각 입력의 시
간에 따른 특징이 출력에 미치는 영향을 포착하여 효율적으로 입출력 관
계를 묘사할 것이 기대되었다. 하지만 두 인공 신경망 구조는 DFNN과
유사한 수준의 NRMSE를 달성하는 데에는 유사한 수준의 모수 개수가
필요하였고, 폐루프 추정 성능의 개선을 달성하지 못하였다. 각 입력의
각 지연으로부터 출력으로의 영향을 모두 독립적으로 묘사하는 DFNN이
온도 추정 NARX 모델의 묘사에서는 유리하였음을 알 수 있다. CNN과
RNN에서 모델 차수나 신경 수가 지나치게 많아질 때 폐루프 추정 성능
이 나빠지는 현상은 DFNN에 비해 더 뚜렷해졌는데, 이는 CNN과 RNN
의 시간에 관한 특징을 포착하는 특성이 오히려 NARX 모델을 훈련 데
이터에 더 과적합하게 만든 것이라 이해할 수 있다.
인공 신경망 기반 모델에 대한 안정성 해석 과정이 설명되었다. 각 운
전 조건을 유지하여 도달한 지점에서 소신호 해석을 통해 얻는 부분 등
가 선형 모델의 고윳값을 살펴봄으로써 점근적 안정성이 확인되었다.
제안된 DFNN 모델 생성 과정은 2개의 실험과 1개의 예시 비선형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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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템에 적용되어 그 실용성이 확인되었다. 비선형 설명 변수들을 활용하
는 회귀 모델이 보인 NRMSE와 유사한 NRMSE를 보이는 DFNN 모델들
이 가장 낮은 수준의 폐루프 추정 성능을 가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5.2 향후 연구
본 논문에서 좋은 폐루프 추정 성능을 보이는 인공 신경망 모델은 다
양한 구조의 DFNN을 생성하고 학습시킨 다음 실제로 폐루프 추정을 수
행하여 찾아졌다. 결과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의 폐루프 추정 오차를 보
이는 DFNN 모델은 주어진 훈련 데이터셋에 대해 NRMSE가 어떤 범위
에 속함을 알았다. 그런데 폐루프 추정은 매 샘플링 순차적으로 수행되
기 때문에 데이터셋이 크고 모델이 복잡한 경우 그 소요 시간이 길어진
다. 이에, 훈련 데이터로부터 직접 적합한 모델의 차수와 NRMSE 수준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 및 기법에 대한 연구는 인공 신경망 기반 온도 추
정 모델을 효율적으로 생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위에 관련하여 두 가지 연구 주제를 더 생각해볼 수 있다. 첫째로, 유
사한 개루프 추정 오차를 갖는 인공 신경망 기반 NARX 모델의 폐루프
추정 오차가 달라지는 요인이 연구된다면 모델의 학습과 선정 과정에 도
움이 될 것이다. 둘째로, 표현 자유도가 큰 모델의 조기 학습 종료에 대
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는 목표로 하는 NRMSE를 달성하는 데에 표현
자유도가 큰 구조를 선정한 다음 NRMSE를 관찰하며 학습하다가 학습을
의도적으로 종료하는 방법이다. 본 논문의 결과를 바탕으로 예상하자면,
필요 이상의 표현 자유도를 가지므로 위의 방법으로 생성된 모델은 폐루
프 추정에서 오차가 쉽게 발생하고 빠르게 쌓일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
만 가장 좋은 모델을 하나만 찾아 사용하는 목적을 갖고 있고 연산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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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충분한 시스템이라면 이러한 방법으로 좋은 폐루프 추정 성능을 보이
는 인공 신경망 기반 모델을 빠르게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인공 신경망 기반 NARX 모델의 폐루프 추정은 피드백이
없이 이루어졌다. 즉, 추정 결과를 신뢰하고 이를 다음 샘플링의 추정에
그대로 사용하는 폐루프 추정이 수행되었다. 상태(온도)에 대한 정보가
추가로 주어질 때, 이를 활용하여 폐루프 추정 성능을 개선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가령 한 부위의 온도가 직접 측정되거나 전기적
제정수 기반 온도 추정 기법이 함께 사용되는 경우 그 결과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추가적인 온도 정보는 제안된 DFNN 기반 온도 추정 모델
의 초기 온도 설정에 사용될 수도 있고, 연속 추정 중 온도 오차의 범위
를 제한하는 데에 참고가 될 수도 있다. 나아가, 관측기를 구성함으로써
측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위의 오차를 줄이는 구조 등이 연구될 수 있
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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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dissertation proposes an artificial-neural-network(ANN)-based model for
temperature estimation of winding and the magnet inside a permanent magnet
synchronous machine (PMSM). The temperature information is essential to prevent
the potential electrical fault or irreversible degradation of a PMSM. One type of
existing studies on PMSM temperature estimation utilizes the characteristics of
electrical parameters, which have varying values according to the temperature of the
electric machine. However, as the temperature estimated from the electrical
parameter does not have information about the distribution, this approach is not
suitable for knowing the hottest point inside the electric machine. On the contrary,
another type of forgoing researches describes a PMSM as a thermal circuit. It
estimates the temperatures of multiple parts inside the machine with the loss-andheat-flow point of view. The disadvantage of this method is that the loss flows into
each part of the machine should be investigated for various operating conditions.
Therefore, this dissertation proposes a model that estimates the temperature of
multiple parts of a PMSM directly from the operating conditions. To know the
temperature distribution of a PMSM, a model that describes the generation and flow
of heat, as a conventional thermal-circuit-based method does, is proposed. The
proposed model estimates the temperature at the next sampling from past
information of temperature and operating conditions, and the nonlinear relationships
between them are described by a neural network.
This paper shows the structures of feedforward neural network(FNN),
convolutional neural network(CNN), and recurrent neural network(RNN) for
temperature estimation, where CNN and RNN are known to have the strength of
detecting features of input data according to time. The estimation performances of
the ANNs are compared by changing the DOF of expression (the number of layers
and neurons). DFNN(difference-estimating FNN), which takes temperature
variation as the output instead of temperature, is proposed, and the merits of DFNN

on learning speed and estimation performance is explained. By changing the input
variables of DFNN with nonlinear terms generated with understandings about losses,
it is checked whether enhancement could be achieved on the complexity or
estimation performance. A guide for deciding the structure of a DFNN is given that
helps to obtain a model with a small continuous (closed-loop) estimation error.
DFNNs were trained and tested with two types of profiles, which change the
temperature of PMSM with various operating conditions. For whole datasets, the
best DFNN model kept the closed-loop estimation errors of all channels under 3.5
°C, and the average absolute error was 0.7 °C. (A regression model with nonlinear
explanatory variables showed 14.2 °C of peak error.) In the closed-loop estimation,
DFNN with simple input variables showed stable and good closed-loop estimation
performance compared to CNN, RNN, or DFNN using nonlinear input variables.
This paper proposes a method for checking the asymptotic stability of a nonlinear
temperature estimation model, and the procedure of investigating the stability of the
trained model over the whole operation range is shown. The proposed generation
procedure of a DFNN-based temperature estimation model is verified with two real
experiments with different PMSMs and with one example nonlinear system.
The proposed DFNN-based NARX model is expected to show high learning and
estimating performance, if the train dataset is acquired with sufficiently high
sampling frequency, or if the difference of the state is measured in small magnitude.
Not limited to a temperature estimation model of a PMSM, a DFNN-based NARX
model is considered to be a suitable way for describing a nonlinear system.

Keywords: Permanent magnet synchronous machine(PMSM), Temperature
estimation, Nonlinear system identification, Artificial neural network(A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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