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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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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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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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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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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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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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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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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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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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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𝑑𝑡
= 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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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그림 2.1 (a) 열저항, (b) 열캐패시턴스와 열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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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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𝑅𝐼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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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𝐼
𝐼
𝐼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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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𝑃 , = 3𝑅 (𝐼 + 𝐼 ) (2.3) 

식 2.2에서 𝐼  , 𝐼  , 𝐼 는 세 개 상의 전류를 의미하고 𝜃는 동기화하여 

관측하려는 회전 좌표계와 고정 좌표계 사이의 각도이다. 식 2.3에서 𝑅

 
 

그림 2.2 3상 인버터와 영구자석 전동기의 연결, 상 저항 𝑅  
 

 
 

그림 2.3 온도에 따른 구리의 비저항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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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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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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4 자성체의 히스테리시스 곡선(hysteresis loo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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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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𝑘 (Δ𝐵) 𝑓  (2.4) 

위 식에서 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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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5 운전 주파수에 따른 히스테리시스 곡선의 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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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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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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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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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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𝜆  27.1 mV/(rad/s) 

극수 𝑝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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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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6 실험에 사용된 전동기의 운전 조건(속도, 토크) 별 
손실과 효율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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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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7 실험에 사용된 전동기의 유한요소법을 통한 온도 분포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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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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𝑉 = 𝑅

𝑖
𝑖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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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Ω인데 10 ° C의 온도 변화에 따른 저항 변화는 0.83 m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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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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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8 실험에 사용된 전동기의 토크에 따른 인덕턴스 변화 
(100 °C에서 최대 효율 운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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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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𝜔
= 𝐿 𝑖 + 𝐿 𝑖 + 𝑖 𝜆 (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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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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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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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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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그림 2.9 온도와 운전조건에 따른 대상 전동기(A)의 쇄교자속 

(a) d축 쇄교자속 (b) q축 쇄교자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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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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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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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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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𝛥𝜆𝑑

𝛥𝑇𝑃𝑀
,

𝛥𝜆𝑞

𝛥𝑇𝑃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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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11 온도와 운전조건에 따른 대상 전동기(A)의 
쇄교자속 변화량 벡터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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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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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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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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𝑢 (𝜔 , 𝜏 )𝑇 )

𝜆 , − (𝜆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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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3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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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란색 선)는 측정된 

영구자석 측면의 온도이고, 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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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13 쇄교자속 테이블을 사용한 영구자석 온도 추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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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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14 쇄교자속 테이블의 값들과 추정 중 계산된 쇄교자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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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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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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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𝑖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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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16 사전 정보에 의존하여 손실을 틀리게 식별한 열회로 

 
 

그림 2.15 열원, 열저항, 열캐패시턴스를 갖는 열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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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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2𝑖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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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17 잘못된 열등가회로를 사용한 온도 추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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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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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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𝑏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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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그림 2.18 예시 열회로 

(a) 한 개씩의 열캐패시턴스와 열저항을 갖는 열회로 

(b) 냉각 시스템을 반영한 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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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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𝑃[𝑖 − 1]

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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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𝑇 [𝑖 − 1]
 (2.20) 

여기에서 상태 행렬 𝐀는 각 노드 사이의 열 교환을 묘사하는 행렬이다. 

입력 행렬 𝐁𝐩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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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𝐁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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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𝐁𝐩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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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𝑃 = 𝚿𝑈 (2.21) 

식 (2.21)을 (2.20)에 대입한 뒤 정리하면 새로운 온도 추정 선형 상태 방

정식을 얻는다.  

 𝑇[𝑖] = 𝐀𝑇[𝑖 − 1] + 𝐁
𝑈[𝑖 − 1]

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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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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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𝑃와 𝑄

는 다음의 식을 통해 계산되었다. 

 𝑃 = 𝑉 𝑖 + 𝑉 𝑖  (2.23) 

 𝑄 = 𝑉 𝑖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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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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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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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설명에 있어 편의를 위해 냉각수의 온도를 합친 입력을 열 벡터 𝑈로 

표기하면, 다음을 얻는다. 

 𝑇[𝑖] = 𝐀𝑇[𝑖 − 1] + 𝐁𝑈[𝑖 − 1] (2.25) 

그 다음, 우변의 두 항을 하나의 항이 되도록 쌓는다. 

 𝑇[𝑖] = [𝐀 𝐁]
𝑇[𝑖 − 1]

𝑈[𝑖 − 1]
 (2.26) 

 𝑇[𝑖] = 𝛉𝜙[𝑖 − 1] (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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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𝐓𝐦𝐞𝐚𝐬 = [𝑇[2] ⋯ 𝑇[𝑖 ]] = 𝛉[𝜙[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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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𝚽𝚽𝐓 𝟏
 (2.29) 

 𝛉 = 𝛕𝐦𝐞𝐚𝐬𝚽  (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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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𝐓𝐞𝐬𝐭 = 𝛉𝚽 (2.31) 

 
𝑇 = ‖𝑇[𝑖] − 𝑇 [𝑖]‖  (2.32) 

   
위 식에서 𝑇 [𝑖]는 𝐓𝐞𝐬𝐭  행렬에 있는 열벡터이며, 𝑖  번째 샘플링 순간의 

온도를 𝑖 − 1번째 측정 온도와 입력들로부터 추정한 것이다.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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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𝐀𝟏𝑇[𝑖 − 1] + ⋯ + 𝐀𝐧𝑇[𝑖 − 𝑛] +  𝐁𝟏𝑈[𝑖 − 1] + ⋯ + 𝐁𝐧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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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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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3 NARX 모델의 회귀를 위한 비선형 설명 변수 후보 

집합 유형 설명 변수 후보 (지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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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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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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

검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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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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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19 NARX 모델의 단계적 회귀 순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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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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𝑇은 추정된 전동기의 온도를 의미

한다. 실험을 수행하는 단계는 그림 3.1에서 왼쪽 위의 녹색 블록부터 

 
 

그림 3.1 온도 추정 인공 신경망의 학습, 검증, 응용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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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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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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2 실험 A 전체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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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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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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3 온도 측정이 가능하도록 가공된 전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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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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4 실험 A – 권선 상 TC 부착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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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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5 실험 A – 적외선 센서의 온도 측정 위치 (푸른색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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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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그림 3.6 실험 A – TC, IR 센서의 스케일, 오프셋 보정 

(a) 보정 전 측정 결과와 (b) 보정 후 측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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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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7 실험 A – 전동기의 능력 곡선과 훈련 프로파일의 운전점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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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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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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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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8 실험 A – 훈련 데이터셋 3의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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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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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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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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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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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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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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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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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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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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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그림 3.15 실험 A – 정상상태에서의 전동기 내부 최고 온도 등고선 

(a) 30 °C 냉각수 (b) 60 °C 냉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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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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그림 3.16 실험 A – 100 °C 수렴 운전점과 평가 프로파일 

(a) 30 °C 냉각수 (b) 60 °C 냉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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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자석 전동기의 내부 온도 중 최고값에 대한 등고선을 보인다. 그림 

3.16는 그림 3.15의 결과를 바탕으로 제작된 두 개의 평가 프로파일이고 

 
그림 3.17 실험 A 결과 – 평가 데이터셋 1 

(냉각수 30 °C) 

 

 
그림 3.18 실험 A 결과 – 평가 데이터셋 2 

(냉각수 70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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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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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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𝜆  61.8 mV/(rad/s) 

극수 𝑝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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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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19 실험 B의 세트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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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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20 실험 B – 회전자 온도 센서 부착 위치 (Front 측에서 본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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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저항의 크기가 크다는 특징을 갖는다. 실험 B에 사용된 104NT-4-

R025H42G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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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21 실험 B – 회전자 온도 센서 부착 깊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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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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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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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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24 실험 B에 사용된 훈련 프로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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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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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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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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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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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26 실험 B 결과 – 훈련 데이터셋 1 

 
그림 3.27 실험 B 결과 – 훈련 데이터셋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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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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28 실험 B 결과 – 훈련 데이터셋 3 

 
그림 3.29 실험 B에 사용된 평가 프로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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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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31 실험 B 결과 – 평가 데이터셋 2 

 
그림 3.30 실험 B 결과 – 평가 데이터셋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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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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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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4.1 예시 FNN 인공 신경망 (1개 은닉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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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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4.2 각 신경 내에서 수행되는 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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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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4.3 활성화 함수들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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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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4.4 경사하강법에 의한 모수 갱신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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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𝐽를 감소시키도록 모수 𝑤를 갱신하는 식은 

아래와 같이 쓸 수 있다. 

 Δ𝑤 = (learn rate) ×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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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4.3) 

여기에서, 𝑛 와 𝑛 는 총 데이터(샘플링) 개수와 채널의 개수를 의미

하고 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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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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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ℎ𝑗 ,1 

ℎ𝑗 ,𝑘  

𝑧𝑗  

𝑥1[𝑖 − 𝑛]  ⋯  𝑥1[𝑖 − 1] 

⋮ 

𝑥𝑘 [𝑖 − 𝑛]  ⋯  𝑥𝑘 [𝑖 − 1] j 번째
컨볼루션 신경

𝑦𝑗  

𝑦 

𝑧 

 
 

그림 4.5 컨볼루션 신경의 연산 (1차원 입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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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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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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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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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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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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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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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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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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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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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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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4.8 n-delay ch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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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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4.10 FNN 온도 추정 모델의 폐루프 구조 

 

그림 4.9 FNN 온도 추정 모델의 개루프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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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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𝑅을 정의한다. 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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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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𝑎
𝑅(𝑢) (4.8) 

   
식 (4.8)은 𝑎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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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4.11 샘플링 주파수에 따른 상태 방정식 계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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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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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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𝐀𝐝𝑋[𝑖] + 𝐁𝐝𝑈[𝑖] (4.10) 

 𝐀𝐝 = 𝑒𝐀 , 𝐁𝐝 = 𝐀 (𝐀𝐝 − 𝐈)𝐁 (4.11) 

식 (4.11)을 통해 𝑡 가 0에 다가갈수록 이산 상태 행렬 𝐀𝐝가 단위 행렬에 

가까워지고 𝐁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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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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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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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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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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4.13 실험 A의 훈련 데이터셋 3의 온도와 온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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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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𝑎
𝑅(𝑢) (4.8) 

   
이제, (4.8)보다 더 좁은 범위를 갖는 변수 𝑥를 만들기 위한 상태의 변환 

식을 찾는 것을 목표로 한다. 당연히도, 다음과 같이 정답인 𝑎와 𝑏를 사

용하는 𝑥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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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𝑥를 찾기 어렵다. 상태의 변화를 완벽히 설명하는 입력 

벡터 𝑢를 알지 못하기도 하고, 설령 좋은 설명 변수 집합을 찾았다 하더

라도 𝑎와 𝑏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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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𝑥[𝑖] = 𝑥[𝑖] − 𝑎𝑥[𝑖 − 1] (4.13) 

𝑎 = 0이면 𝑥 = 𝑥가 되고, 𝑎 = 1이면 𝑥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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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𝑥의 최소와 최대는 

다음과 같이 구해진다. (𝑎 − 𝑎 < 0)  

 
𝑥 = (𝑎 − 𝑎)𝑥 + 𝑏𝑢 =

(𝑎 − 𝑎)𝑏

1 − 𝑎
𝑢 + 𝑏𝑢  

(4.16)   
 

𝑥 = (𝑎 − 𝑎)𝑥 + 𝑏𝑢 =
(𝑎 − 𝑎)𝑏

1 − 𝑎
𝑢 + 𝑏𝑢  

   
이로부터 상태의 변환 결과인 𝑥의 범위를 구할 수 있다. 

 
𝑅(𝑥) = 𝑏𝑅(𝑢)

1 − 2𝑎 + 𝑎

1 − 𝑎
 (4.17) 

   
위와 반대로, 𝑎이 𝑎보다 작은 경우 𝑥의 범위는 다음과 같이 바뀐다. 

 
𝑅(𝑥) = 𝑏𝑅(𝑢)

1 − 𝑎

1 − 𝑎
 (4.18) 

   
식 (4.17)과 (4.18)은 변환된 상태 𝑥의 범위가 𝑎에 의존하고 그 표현식이 

𝑎와의 크기 관계에 따라서 표현식도 바뀜을 보인다. 𝑎의 선정에 따른 입

력과 𝑥의 범위의 비율(𝑟) 변화를 관찰해 보도록 한다. 

 

𝑟 =
𝑅(𝑥)

𝑏𝑅(𝑢)
=

⎩
⎪
⎨

⎪
⎧1 − 2𝑎 + 𝑎

1 − 𝑎
, 𝑎 < 𝑎

  
1 − 𝑎

1 − 𝑎
, 𝑎 < 𝑎

 (4.19) 

   
식 (4.19)의 𝑟 은 변환된 상태 변수가 시스템의 입력(𝑏𝑢 )의 범위에 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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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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𝑟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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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𝑥가 갖는 범위가 입력(𝑏𝑢 )의 범위의 2배

가 됨을 의미한다. 상태 𝑥는 입력에 비해 1/(1 − 𝑎)배의 범위를 가짐에 

 

그림 4.14(a) 상태 변환 식의 계수 변화에 따른 

입력과 변환된 상태의 범위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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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해, 변환된 상태 𝑥는 𝑎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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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𝑥는 기존 상태 𝑥보다 좁

은 범위를 가질 수 있다. (그림 4.14(b)에서 𝑎 = 0.3, 𝑎 = 0일 때에는 𝑟의 

값이 2보다 작다.) 

그런데 NARX 모델의 구성과 식별은 이미 훈련 데이터셋이 결정된 상

태에서 수행된다. 때문에 𝑎을 바꾸어 가며 𝑥를 관찰하여 그 범위를 가장 

작아지게 하는 𝑎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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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𝑋일 때, 다음의 변환 

식에서 변환된 상태 벡터 𝑋의 각 원소의 범위가 최소가 되게 하는 대각 

행렬 𝐀을 찾는 것이 목표가 된다. 

 𝑋[𝑖] = 𝑋[𝑖] − 𝐀𝑋[i − 1] (4.20) 

 

그림 4.14(b) 상태 변환 식의 계수 변화에 따른 

입력과 변환된 상태의 범위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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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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𝑋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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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𝐀을 찾기 

위해 𝑇[𝑖] = 𝑇[𝑖] − 𝑎𝑇[i − 1]를 모든 샘플링에서 계산하고 𝑎에 따라 각 채

널 별로 그 범위를 구해 나타낸 것이다. 흥미롭게도 변환 계수(𝑎 )가 1에 

 
그림 4.15 변환 계수의 값에 따른 변환된 온도 범위 (실험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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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가까운 값에서 각 채널의 변환된 온도 범위가 가장 작게 나타났다. 

𝑎 = 1  주변에서 변환된 온도의 범위가 뭉뚝한 형상을 가지기에 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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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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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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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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 

계수 𝑎 와 입력 계수 𝑏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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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그림 4.17 예시 비선형 시스템의 시뮬레이션 결과 

(a) 상태와 입력 (b) 상태 차분과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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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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그림 4.18 예시 시뮬레이션에 대한 FNN과 DFNN의 학습 곡선 

(a) NRMSE 학습 곡선 (b) RMSE 학습 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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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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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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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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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F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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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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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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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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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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그림 4.20 CNN 온도 추정 모델의 구조 

(a) CNN의 개루프 구조, (b) CNN의 폐루프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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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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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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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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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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그림 4.22 RNN 온도 추정 모델의 구조 

(a) RNN의 개루프 구조, (b) RNN의 폐루프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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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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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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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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2 훈련된 FNN 인공 신경망의 구조 (실험 A) 

모델 모델 차수 은닉층 수 
은닉층 내 
신경 수 

총 모수 
개수 

FNN-1 1 1 5 80 

FNN-2 5 2 20 1365 

FNN-3 9 3 80 19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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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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4.23 FNN-1 모델의 학습 곡선과 학습 종료 시점 (실험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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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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4.24 예시 데이터셋에 대한 상자 수염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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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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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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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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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4.27 표현 자유도 변화에 따른 FNN 모델의 폐루프 추정 오차 

(실험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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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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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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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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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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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4.29 기준 학습 속도의 변화에 따른 학습 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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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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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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3 DFNN의 구조 별 총 모수 개수 (실험 A) 

은닉층 수 모델 차수 \ 신경 수 5 10 20 40 8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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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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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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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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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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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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 

1 

1 31 34 37 36 35 
3 28 40 40 40 40 
5 29 40 40 40 40 
7 30 40 40 40 40 
9 28 40 40 40 40 

2 

1 35 39 38 35 31 
3 33 40 40 40 40 
5 35 40 40 40 40 
7 36 40 40 40 40 
9 38 40 40 40 40 

3 

1 35 38 35 32 26 
3 35 40 40 40 40 
5 37 40 40 40 40 
7 35 40 40 40 40 
9 33 40 40 40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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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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4.30 1개 은닉층을 사용하는 DFNN의 구조 별 추정 오차 (실험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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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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4.31 2개 은닉층을 사용하는 DFNN의 구조 별 추정 오차 (실험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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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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4.32 3개 은닉층을 사용하는 DFNN의 구조 별 추정 오차 (실험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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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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5 DFNN 구조 별 NRMSE의 중간값 (실험 A) [10 ]  

은닉층 수 모델 차수 \ 신경 수 5 10 20 40 80 

1 

1 3.87 3.64 3.53 3.28 3.38 
3 2.67 2.45 2.18 2.08 2.05 
5 2.21 1.92 1.85 1.82 1.84 
7 2.02 1.91 1.79 1.74 1.79 
9 2.04 1.89 1.79 1.80 1.72 

2 

1 3.72 3.31 3.05 2.80 2.66 
3 2.49 2.24 2.03 2.04 1.90 
5 2.06 1.88 1.75 1.72 1.65 
7 1.98 1.84 1.75 1.66 1.59 
9 2.03 1.86 1.84 1.64 1.55 

3 

1 3.60 3.13 2.86 2.63 2.51 
3 2.33 2.18 2.02 1.87 1.83 
5 2.06 1.93 1.78 1.71 1.59 
7 2.01 1.83 1.76 1.66 1.49 
9 2.08 1.88 1.80 1.65 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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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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 

1 

1 26.60 23.94 25.15 27.32 27.01 
3 20.79 18.32 12.85 14.30 15.95 
5 19.86 11.81 10.74 12.29 13.96 
7 14.45 11.79 11.61 12.88 13.57 
9 14.07 11.67 11.08 14.69 17.77 

2 

1 26.51 24.15 29.00 43.78 49.89 
3 21.34 17.83 12.80 15.20 16.66 
5 17.12 11.90 9.52 9.60 11.45 
7 16.82 11.84 9.27 9.59 10.91 
9 16.06 11.34 9.63 10.07 11.44 

3 

1 26.76 35.87 47.08 54.88 59.45 
3 19.36 16.94 13.64 13.68 16.21 
5 13.73 13.24 9.37 10.08 10.83 
7 16.36 11.43 9.96 10.32 11.94 
9 15.14 12.00 9.54 1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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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 

1 

1 23.63 20.78 19.49 18.79 19.57 
3 16.39 14.12 10.51 11.58 11.23 
5 13.77 9.48 8.87 9.19 10.82 
7 11.07 10.04 9.40 9.94 10.46 
9 10.38 9.70 9.53 9.96 13.34 

2 

1 23.08 20.14 19.13 31.21 36.00 
3 15.85 14.28 11.14 11.83 11.94 
5 13.35 10.24 7.18 7.60 8.51 
7 12.91 9.85 7.06 7.62 9.12 
9 12.14 9.90 7.36 7.84 9.46 

3 

1 21.55 28.16 33.24 43.97 47.94 
3 16.25 13.48 10.99 11.05 13.31 
5 10.96 10.49 7.61 8.07 9.30 
7 12.47 9.93 7.46 8.04 10.04 
9 12.09 9.86 7.92 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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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 

1 

1 55.18 30.79 29.89 35.25 33.94 
3 56.41 17.93 10.85 10.67 12.66 
5 51.41 13.72 10.28 10.52 11.30 
7 43.69 13.09 10.25 11.61 11.85 
9 39.78 13.83 11.26 12.57 15.15 

2 

1 45.77 30.17 32.11 45.05 62.07 
3 55.40 23.11 11.51 10.83 11.38 
5 48.48 15.99 9.23 9.13 10.55 
7 46.73 15.42 9.50 9.34 10.70 
9 43.70 16.01 9.04 9.85 11.39 

3 

1 50.39 41.22 50.65 58.61 59.69 
3 40.93 17.57 11.48 11.15 11.61 
5 46.53 18.08 9.08 9.76 11.33 
7 38.17 15.74 9.44 10.46 11.92 
9 44.90 18.17 9.51 11.33 14.12 

 

표 4.9 DFNN 구조 별 평가 데이터셋 
폐루프 추정 최대 오차의 제1사분위값 (실험 A) [°C] 

은닉층 수 모델 차수 \ 신경 수 5 10 20 40 80 

1 

1 38.21 20.99 17.93 18.03 22.78 
3 37.88 12.51 8.34 8.53 8.86 
5 33.73 10.96 7.76 7.88 8.92 
7 31.29 10.19 7.82 8.08 8.78 
9 28.74 10.66 7.88 8.44 10.09 

2 

1 33.78 23.43 22.33 32.44 44.52 
3 39.96 15.30 7.99 8.06 8.85 
5 34.66 10.75 6.81 6.97 7.78 
7 28.88 10.72 6.77 7.09 8.16 
9 28.61 10.70 6.98 7.54 9.27 

3 

1 33.54 27.56 33.60 45.85 49.48 
3 31.28 13.28 8.58 8.19 8.97 
5 24.23 11.18 6.76 7.06 8.34 
7 28.65 10.48 6.81 7.25 9.05 
9 33.88 10.51 7.23 8.01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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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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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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c) 

그림 4.34 분석 모델의 복잡성에 따른 적합도 변화 

(a) 과소적합(underfit) (b) 적합(ideal fit) (c) 과대적합(overf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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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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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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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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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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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4.36 NRMSE가 1.55 × 10  와 1.75 × 10  

사이에 있는 DFNN의 폐루프 추정 최대 오차 분포 (실험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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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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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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그림 4.37 같은 구조를 갖는 FNN과 DFNN의 학습 곡선 (실험 A) 

(a) NRMSE 학습 곡선 (b) RMSE 학습 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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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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 영구자석의 

온도(𝑇 )을 보였다. 

다음 절부터는 입력 변수를 바꾸거나 다른 구조의 인공 신경망을 사용

하여 NARX 모델을 구현하는 것이 본 절에서 다룬 그림 4.16의 DFNN을  

표 4.10 훈련, 평가 데이터셋의 폐루프 추정 최대 오차 합이 
가장 작은 모델 (실험 A) 

 

훈련 데이터셋 평가 데이터셋 

NRMSE 
[10 ] 

최대 
추정 오차 

[°C] 

추정 오차 
절대값 평균 

[°C] 

최대 
추정 오차 

[°C] 

추정 오차 
절대값 평균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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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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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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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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만 설명 

표 4.11 NARX 모델의 차수에 따른 단계적 회귀 결과 (실험 A) 

모델 
차수 

𝑇  𝑇  𝑇  𝑇  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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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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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O O O O O O O O O O 
3 O O O  O O O O O O 
5 O O   O O  O O O 
7 O O   O O  O O O 
9 O O   O O  O O O 

 

모델 
차수 

𝑇  
‖𝐼‖  

𝑇  
‖𝑉‖ 

𝑇  
‖𝑉‖  

𝑇  
‖𝑉‖  

𝑇  
|𝜔| 

𝑇  
|𝜔|  

𝑇  
|𝜔|  

𝑇  
‖𝐼‖ |𝜔| 

𝑇  
|𝑃| 

𝑇  
|𝑄| 

1 O O O O O O O O O O 
3 O O O O O O O O O O 
5 O O O O O O O O O O 
7 O O O O O O O O O O 
9 O O O O O O O O O O 

 
 

모델 
차수 

𝑇  
‖𝐼‖  

𝑇  
‖𝑉‖ 

𝑇  
‖𝑉‖  

𝑇  
‖𝑉‖  

𝑇  
|𝜔| 

𝑇  
|𝜔|  

𝑇  
|𝜔|  

𝑇  
‖𝐼‖ |𝜔| 

𝑇  
|𝑃| 

𝑇  
|𝑄| 

1 O O O O O O O O O O 
3  O O O O O O O O O 
5  O O O O O O O O O 
7 O    O O O O O O 
9 O    O O O  O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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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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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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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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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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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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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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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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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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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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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

검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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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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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4.47 DFNN-SR 온도 추정 모델의 폐루프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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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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14 은닉층의 수가 2인 DFNN과 DFNN-SR의 총 모수 개수 (실험 A) 

모델 모델 차수 \ 신경 수 5 10 20 40 80 

DF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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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FNN-
S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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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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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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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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38 37 33 34 

3 33 40 40 40 40 

5 36 40 40 40 40 

7 36 40 40 40 40 

9 35 40 40 40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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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16 은닉층의 수가 2인 DFNN과 DFNN-SR의 
NRMSE 중간값 (실험 A) [10 ] 

모델 모델 차수 \ 신경 수 5 10 20 40 80 

DFNN 

1 3.72 3.31 3.05 2.80 2.66 

3 2.49 2.24 2.03 2.04 1.90 

5 2.06 1.88 1.75 1.72 1.65 

7 1.98 1.84 1.75 1.66 1.59 

9 2.03 1.86 1.84 1.64 1.55 

DFNN-
SR 

1 3.15 2.98 2.77 2.54 2.46 

3 2.30 2.09 1.93 1.86 1.81 

5 1.89 1.77 1.75 1.68 1.65 

7 1.79 1.73 1.63 1.57 1.45 

9 1.83 1.67 1.64 1.54 1.49 

 



 

  

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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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4.49 2개 은닉층을 사용하는 DFNN과 DFNN-SR의 

구조 별 모수 개수에 따른 NRMSE 중간값 (실험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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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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2.99 30.95 64.49 60.93 63.50 

3 20.90 19.40 15.96 17.00 19.55 

5 13.13 13.27 10.80 11.22 14.48 

7 11.71 11.09 10.89 13.29 13.98 

9 13.64 12.79 10.61 12.00 1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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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9 26.68 45.18 42.80 51.42 

3 17.37 17.60 13.71 12.53 12.14 

5 10.88 9.96 9.08 9.66 10.43 

7 9.98 9.01 8.84 10.13 9.20 

9 10.47 10.38 8.73 9.84 1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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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62.00 42.84 54.90 55.64 56.90 

3 61.28 26.49 20.95 17.67 17.29 

5 32.03 17.70 13.66 17.29 18.51 

7 30.36 15.66 12.98 15.20 14.53 

9 32.45 16.44 15.21 16.29 1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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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46.55 26.54 38.21 35.75 38.85 

3 46.40 19.83 11.33 11.49 10.95 

5 21.75 13.07 8.30 9.81 9.69 

7 24.92 10.53 8.87 10.31 9.68 

9 26.15 11.68 9.72 10.12 1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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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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4.50 차원의 저주와 특징 추출에 의한 오차 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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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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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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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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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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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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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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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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21 모델 차수가 5인 CNN 온도 추정 모델의 총 모수 개수 (실험 A) 

모델 필터 길이 \ 신경 수 5 10 20 40 80 

CNN 

2 230 655 2105 7405 27605 

3 250 645 1885 6165 21925 

4 270 635 1665 4925 16245 

5 290 625 1445 3685 10565 

DFNN 모델 차수 = 5 270 585 1365 3525 10245 

 

표 4.22 훈련된 CNN 구조 별 100 °C 이하의 
폐루프 추정 최대 오차를 가진 모델의 개수 (실험 A) 

필터 길이 \ 신경 수 5 10 20 40 80 

2 36 40 40 40 40 

3 38 40 40 40 40 

4 40 40 40 40 40 

5 39 40 40 40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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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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4.53 CNN 온도 추정 모델의 구조 별 추정 오차 (실험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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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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23 CNN 온도 추정 모델의 구조 별 NRMSE 중간값 (실험 A) [10 ] 

필터 길이 \ 신경 수 5 10 20 40 80 

2 2.26 1.98 1.77 1.66 1.48 

3 2.26 2.09 1.77 1.67 1.56 

4 2.12 1.93 1.71 1.67 1.52 

5 1.94 1.78 1.73 1.67 1.69 

DFNN (은닉층 수 = 2, 
모델 차수 = 5) 

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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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델 차수 = 5) 

17.12 11.90 9.52 9.60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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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델 차수 = 5) 

13.35 10.24 7.18 7.60 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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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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루프-

폐루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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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26 CNN 온도 추정 모델의 구조 별 
평가 데이터셋 폐루프 추정 최대 오차 중간값 (실험 A) [°C] 

필터 길이 \ 신경 수 5 10 20 40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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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델 차수 = 5) 

48.48 15.99 9.23 9.13 10.55 

 

표 4.27 CNN 온도 추정 모델의 구조 별 
평가 데이터셋 폐루프 추정 최대 오차 제1사분위값 (실험 A) [°C] 

필터 길이 \ 신경 수 5 10 20 40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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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델 차수 = 5) 

34.66 10.75 6.81 6.97 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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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5 RNN 기반 모델의 온도 추정 결과 
 

DFNN 모델 중 가장 낮은 수준의 폐루프 추정 성능을 보인 모델은 은

그림 4.55 훈련된 CNN 모델들의 개루프 추정 오차와 

폐루프 추정 최대 오차 산점도 (실험 A) 

 (a) 훈련 데이터셋 (b) 평가 데이터셋 

 

 

그림 4.54 CNN과 2개 은닉층을 사용하는 DFNN의 

구조 별 모수 개수에 따른 NRMSE 중간값 (모델 차수 = 5, 실험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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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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28 RNN 온도 추정 모델의 총 모수 개수 (실험 A) 

모델 모델 차수 \ 신경 수 5 10 20 40 80 

DFNN 

3 190 425 1045 2885 8965 

5 270 585 1365 3525 10245 

7 350 745 1685 4165 11525 

9 430 905 2005 4805 12805 

RNN 3, 5, 7, 9 (동일) 135 365 1125 3845 14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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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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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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 

3 36 40 40 40 40 

5 38 40 40 40 40 

7 40 40 40 40 40 

9 39 40 40 40 40 

 

 

그림 4.56 RNN 온도 추정 모델의 구조 별 추정 오차 (실험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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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0 RNN 온도 추정 모델의 구조 별 NRMSE 중간값 (실험 A) [10 ] 

 모델 차수 \ 신경 수 5 10 20 40 80 

RNN 

3 3.04 2.66 2.41 2.19 2.03 

5 2.45 1.97 1.77 1.73 1.77 

7 2.48 2.04 1.76 1.69 1.64 

9 2.35 1.94 1.81 1.59 1.56 

DFNN 
(은닉층 
수 = 2) 

3 2.49 2.24 2.03 2.04 1.90 

5 2.06 1.88 1.75 1.72 1.65 

7 1.98 1.84 1.75 1.66 1.59 

9 2.03 1.86 1.84 1.64 1.55 

 

표 4.31 RNN 온도 추정 모델의 구조 별 
훈련 데이터셋 폐루프 추정 최대 오차 중간값 (실험 A) [°C] 

 모델 차수 \ 신경 수 5 10 20 40 80 

RNN 

3 26.58 22.15 17.97 18.95 20.86 

5 20.85 16.49 11.03 9.71 12.35 

7 18.68 15.05 10.58 10.78 13.29 

9 16.10 14.21 12.65 16.10 18.46 

DFNN 
(은닉층 
수 = 2) 

3 21.34 17.83 12.80 15.20 16.66 

5 17.12 11.90 9.52 9.60 11.45 

7 16.82 11.84 9.27 9.59 10.91 

9 16.06 11.34 9.63 10.07 11.44 

 
표 4.32 RNN 온도 추정 모델의 구조 별 

훈련 프로파일 폐루프 추정 최대 오차 제1사분위값 (실험 A) [°C] 

 모델 차수 \ 신경 수 5 10 20 40 80 

RNN 

3 21.97 18.79 13.31 15.32 15.08 

5 17.23 13.62 9.05 7.76 9.70 

7 15.81 12.48 8.74 9.15 10.55 

9 12.98 11.72 9.26 11.71 12.19 

DFNN 
(은닉층 
수 = 2) 

3 15.85 14.28 11.14 11.83 11.94 

5 13.35 10.24 7.18 7.60 8.51 

7 12.91 9.85 7.06 7.62 9.12 

9 12.14 9.90 7.36 7.84 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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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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33 RNN 온도 추정 모델의 구조 별 
평가 데이터셋 폐루프 추정 최대 오차 중간값 (실험 A) [°C] 

 모델 차수 \ 신경 수 5 10 20 40 80 

RNN 

3 46.22 24.45 14.04 13.19 16.43 

5 43.74 17.48 9.51 9.24 12.25 

7 37.79 15.39 9.56 11.37 13.38 

9 36.48 16.91 10.79 17.35 29.91 

DFNN 
(은닉층 
수 = 2) 

3 55.40 23.11 11.51 10.83 11.38 

5 48.48 15.99 9.23 9.13 10.55 

7 46.73 15.42 9.50 9.34 10.70 

9 43.70 16.01 9.04 9.85 11.39 

 

표 4.34 RNN 온도 추정 모델의 구조 별 
평가 데이터셋 폐루프 추정 최대 오차 제1사분위값 (실험 A) [°C] 

 모델 차수 \ 신경 수 5 10 20 40 80 

RNN 

3 36.11 17.02 8.94 8.37 10.51 

5 28.67 11.71 7.22 6.93 9.12 

7 24.46 11.33 7.31 8.01 9.67 

9 21.87 11.97 7.94 11.47 17.22 

DFNN 
(은닉층 
수 = 2) 

3 39.96 15.30 7.99 8.06 8.85 

5 34.66 10.75 6.81 6.97 7.78 

7 28.88 10.72 6.77 7.09 8.16 

9 28.61 10.70 6.98 7.54 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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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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4.57 RNN과 2개 은닉층을 사용하는 DFNN의 

구조 별 모수 개수에 따른 NRMSE 중간값(실험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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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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4.58 훈련된 RNN 모델들의 개루프 추정 오차와 

폐루프 추정 최대 오차 산점도 (실험 A) 

 (a) 훈련 데이터셋 (b) 평가 데이터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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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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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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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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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35 NARX 모델의 차수에 따른 단계적 회귀 결과 (실험 B) 

모델 
차수 

𝑇  𝑇  

1 O O 
2 O O 
3 O O 
4 O O 
5 O O 

 

모델 
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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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O O O O O O O O O O 
3 O   O  O O O O O 
5 O O   O O O O O  
7 O    O O O O   
9 O O O O O   O O  

 

모델 
차수 

𝑇  
‖𝐼‖  

𝑇  
‖𝑉‖ 

𝑇  
‖𝑉‖  

𝑇  
‖𝑉‖  

𝑇  
|𝜔| 

𝑇  
|𝜔|  

𝑇  
|𝜔|  

𝑇  
‖𝐼‖ |𝜔| 

𝑇  
|𝑃| 

𝑇  
|𝑄| 

1 O O  O O   O O O 
3 O O O O O O  O O  
5 O O O  O   O  O 
7  O O O O   O   
9 O    O  O    

 

모델 
차수 

𝑇  
‖𝐼‖  

𝑇  
‖𝑉‖ 

𝑇  
‖𝑉‖  

𝑇  
‖𝑉‖  

𝑇  
|𝜔| 

𝑇  
|𝜔|  

𝑇  
|𝜔|  

𝑇  
‖𝐼‖ |𝜔| 

𝑇  
|𝑃| 

𝑇  
|𝑄| 

1 O O  O O   O O O 
3 O  O O O O  O O  
5 O O O O    O  O 
7  O O O O   O   
9 O O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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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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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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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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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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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4.59 DFNN의 구조 별 추정 오차 (실험 B) 

표 4.38 DFNN의 구조 별 총 모수 개수 (실험 B) 

은닉층 수 \ 신경 수 1 3 5 7 9 

1 21 59 97 135 173 

2 23 71 127 191 263 

3 25 83 157 247 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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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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39 DFNN 구조 별 NRMSE의 중간값 (실험 B) [10 ] 

은닉층 수 \ 신경 수 1 3 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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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닉층 수 \ 신경 수 1 3 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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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닉층 수 \ 신경 수 1 3 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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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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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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4.60 훈련된 DFNN 모델들의 개루프 추정 오차와 

폐루프 추정 최대 오차 산점도 (실험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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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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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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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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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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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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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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그림 4.63 (a) 랴푸노프 안정성과 (b) 점근적 안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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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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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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𝑋[𝑖 + 1] = 𝒇(𝑋[𝑖], 𝑈[𝑖]) (4.23) 

위 식에서 𝑋[𝑖]와 𝑈[𝑖]는 𝑖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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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𝑋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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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𝑋[𝑖 − 𝑛]

+ 𝐁𝚫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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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𝐁𝚫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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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𝑛 + 1]

= 𝐀

𝑋[𝑖 − 1]

𝑋[𝑖 − 2]
⋮

𝑋[𝑖 − 𝑛]

+ 𝐁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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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𝐁𝚫

𝐎( ) ×
 (4.26) 

 𝐀𝐭𝐨𝐩 = 𝐀𝚫 + [𝐈 × 𝐎 ×( ) ] (4.27) 

 𝐀 =
𝐀𝐭𝐨𝐩

𝐈( ) ×( ) 𝐎(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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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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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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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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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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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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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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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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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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

은 𝜆 를 [𝑖  , 𝑖  , 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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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𝑛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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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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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42 기존 온도 추정 모델들의 연산량과 필요 메모리 

 

전기적 제정수 

기반 권선 

온도 추정 

전기적 제정수 

기반 영구자석 

온도 추정 

열등가회로 기반 

온도 추정 

메모리 

3차원 

쇄교자속 테이블 

[𝑖 , 𝑖 , 𝑇 ] 

<중고속> 3차원 

쇄교자속 테이블 

[𝑖 , 𝑖 , 𝑇 ] 

열캐패시턴스(𝑛), 

열저항, 

손실 분배 행렬, 

손실(𝑘) 테이블 

[𝑖 , 𝑖 , 

𝑇  또는 𝑇 ] 

<저속> 고주파 

인덕턴스 테이블 

[𝑇 ] 

𝑚  𝑚 + 𝑚 
𝑝 + C  

+𝑘(𝑝 + 𝑚 ) 

연산량 
3차원 테이블 

보간 1회 

3차원 테이블 

보간 1회 

행렬과 벡터의 

곱 2회, 

3차원 테이블 

보간 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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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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nh-

시그모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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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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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43 NARX 온도 추정 모델들의 연산량과 필요 메모리 

 
단계적 회귀 결과를 

활용하는 모델 (SR-RM) 

인공 신경망 기반 모델 

(DFNN) 

메모리 

𝑝 × 𝑞 크기의 행렬 

은닉층(𝑙층, 𝑚뉴런)과 입력/

출력층 사이들의 선형조합 

행렬, 편향 벡터 

𝑝𝑞 
{𝑞𝑚 + (𝑙 − 1)𝑚 + 𝑚𝑝} 

+ {𝑙m + 𝑝} 

연산량 행렬과 벡터의 곱 1회 

행렬과 벡터의 곱 𝑙 + 1회, 

지수항 계산과 나눗셈 각 

3𝑙 + 𝑛회 

폐루프 

추정 성능

이 좋은 

구조의 

메모리와 

연산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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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EXP +, − × ÷ EXP 

3170 3175 0 0 1492 1406 40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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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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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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4.66 전동기 별 공차를 고려한 온도 추정 인공 신경망의 학습, 
검증, 응용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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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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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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1] Jung-Ik Ha and Seung-Ki Sul, “Sensorless field-orientation control of an 
induction machine by high-frequency signal injection,” IEEE Trans. Ind. 
Appl., vol. 35, no. 1, pp. 45–51, Jan. 1999, doi: 10.1109/28.740844. 

[2] Hyung-Min Ryu, Jang-Hwan Kim, and Seung-Ki Sul, “Analysis of multiphase 
space vector pulse-width modulation based on multiple d-q spaces concept,” 
IEEE Trans. Power Electron., vol. 20, no. 6, pp. 1364–1371, Nov. 2005, doi: 
10.1109/TPEL.2005.857551. 

[3] Y. Lee and J. Ha, “Analysis and control of mono inverter dual parallel SPMSM 
drive system,” in IEEE Energy Conversion Congress and Exposition, Sep. 
2014, pp. 4843–4849, doi: 10.1109/ECCE.2014.6954065. 

[4] S. Choi, E. Pazouki, J. Baek, and H. R. Bahrami, “Iterative Condition 
Monitoring and Fault Diagnosis Scheme of Electric Motor for Harsh Industrial 
Application,” IEEE Trans. Ind. Electron., vol. 62, no. 3, pp. 1760–1769, Mar. 
2015, doi: 10.1109/TIE.2014.2361112. 

[5] M. Manohar and S. Das, “Current Sensor Fault-Tolerant Control for Direct 
Torque Control of Induction Motor Drive Using Flux-Linkage Observer,” 
IEEE Trans. Ind. Inform., vol. 13, no. 6, pp. 2824–2833, Dec. 2017, doi: 
10.1109/TII.2017.2714675. 

[6] F. Grouz, L. Sbita, and M. Boussak, “Current sensors gain faults detection and 
isolation based on an adaptive observer for PMSM drives,” in 10th 
International Multi-Conferences on Systems, Signals Devices 2013 (SSD13), 
Mar. 2013, pp. 1–6, doi: 10.1109/SSD.2013.6564061. 

[7] R. R. Schoen, T. G. Habetler, F. Kamran, and R. G. Bartheld, “Motor bearing 
damage detection using stator current monitoring,” in Proceedings of 1994 
IEEE Industry Applications Society Annual Meeting, Oct. 1994, pp. 110–116 
vol.1, doi: 10.1109/IAS.1994.345491. 

[8] L. Eren and M. J. Devaney, “Bearing damage detection via wavelet packet 
decomposition of the stator current,” IEEE Trans. Instrum. Meas., vol. 53, no. 
2, pp. 431–436, Apr. 2004, doi: 10.1109/TIM.2004.823323. 

[9] M. Bourogaoui, I. Jlassi, S. K. E. Khil, and H. B. A. Sethom, “An effective 
encoder fault detection in PMSM drives at different speed ranges,” in 2015 
IEEE 10th International Symposium on Diagnostics for Electrical Machines, 
Power Electronics and Drives (SDEMPED), Sep. 2015, pp. 90–96, doi: 
10.1109/DEMPED.2015.7303674. 

[10] Z. Wang, J. Chen, M. Cheng, and Y. Zheng, “Fault-Tolerant Control of 
Paralleled-Voltage-Source-Inverter-Fed PMSM Drives,” IEEE Trans. Ind. 
Electron., vol. 62, no. 8, pp. 4749–4760, Aug. 2015, doi: 
10.1109/TIE.2015.2403795. 

[11] S. Bolognani, M. Zordan, and M. Zigliotto, “Experimental fault-tolerant 
control of a PMSM drive,” IEEE Trans. Ind. Electron., vol. 47, no. 5, pp. 



 

  

1134–1141, Oct. 2000, doi: 10.1109/41.873223. 
[12] Y. Yan, W. Li, W. Deng, G. Zhang, and C. Xia, “Torque ripple minimization 

of PMSM using PI type iterative learning control,” in IECON 2014 - 40th 
Annual Conference of the IEEE Industrial Electronics Society, Oct. 2014, pp. 
925–931, doi: 10.1109/IECON.2014.7048612. 

[13] M. Nam, J. Kim, and H. Kim, “Torque Ripple Reduction of an Interior PM 
Synchronous Motor by Compensating Harmonic Currents Based on Flux 
Linkage Harmonics,” J. Power Electron., vol. 17, no. 5, pp. 1223–1230, 2017, 
doi: 10.6113/JPE.2017.17.5.1223. 

[14] S. Fang, H. Liu, H. Wang, H. Yang, and H. Lin, “High Power Density PMSM 
With Lightweight Structure and High-Performance Soft Magnetic Alloy Core,” 
IEEE Trans. Appl. Supercond., vol. 29, no. 2, pp. 1–5, Mar. 2019, doi: 
10.1109/TASC.2019.2891630. 

[15] J. Lee, S. Han, Y. Han, and T. Sung, “Loss Characteristics of SFES With 
Amorphous Core for PMSM,” IEEE Trans. Appl. Supercond., vol. 21, no. 3, 
pp. 1489–1492, Jun. 2011, doi: 10.1109/TASC.2010.2100011. 

[16] S. Okamoto, N. Denis, Y. Kato, M. Ieki, and K. Fujisaki, “Core Loss 
Reduction of an Interior Permanent-Magnet Synchronous Motor Using 
Amorphous Stator Core,” IEEE Trans. Ind. Appl., vol. 52, no. 3, pp. 2261–
2268, May 2016, doi: 10.1109/TIA.2016.2532279. 

[17] Y. Dai, L. Song, and S. Cui, “Development of PMSM Drives for Hybrid 
Electric Car Applications,” IEEE Trans. Magn., vol. 43, no. 1, pp. 434–437, 
Jan. 2007, doi: 10.1109/TMAG.2006.887718. 

[18] W. Zhao, X. Wang, C. Gerada, H. Zhang, C. Liu, and Y. Wang, “Multi-Physics 
and Multi-Objective Optimization of a High Speed PMSM for High 
Performance Applications,” IEEE Trans. Magn., vol. 54, no. 11, pp. 1–5, Nov. 
2018, doi: 10.1109/TMAG.2018.2835504. 

[19] L. Li, J. Zhang, C. Zhang, and J. Yu, “Research on Electromagnetic and 
Thermal Issue of High-Efficiency and High-Power-Density Outer-Rotor 
Motor,” IEEE Trans. Appl. Supercond., vol. 26, no. 4, pp. 1–5, Jun. 2016, doi: 
10.1109/TASC.2016.2542192. 

[20] D. Huger and D. Gerling, “An advanced lifetime prediction method for 
permanent magnet synchronous machines,” in 2014 International Conference 
on Electrical Machines (ICEM), Sep. 2014, pp. 686–691, doi: 
10.1109/ICELMACH.2014.6960255. 

[21] R. Rothe and K. Hameyer, “Life expectancy calculation for electric vehicle 
traction motors regarding dynamic temperature and driving cycles,” in 
International Electric Machines Drives Conference, May 2011, pp. 1306–
1309, doi: 10.1109/IEMDC.2011.5994793. 

[22] V. M. Montsinger, “Loading Transformers by Temperature,” Trans. Am. IEE, 
vol. 49, no. 2, pp. 776–790, 1930. 

[23] S. Hamidizadeh, N. Alatawneh, R. R. Chromik, and D. A. Lowther, 



 

  

“Comparison of Different Demagnetization Models of Permanent Magnet in 
Machines for Electric Vehicle Application,” IEEE Trans. Magn., vol. 52, no. 
5, pp. 1–4, May 2016, doi: 10.1109/TMAG.2015.2513067. 

[24] P. Zhou, D. Lin, Y. Xiao, N. Lambert, and M. A. Rahman, “Temperature-
Dependent Demagnetization Model of Permanent Magnets for Finite Element 
Analysis,” IEEE Trans. Magn., vol. 48, no. 2, pp. 1031–1034, Feb. 2012, doi: 
10.1109/TMAG.2011.2172395. 

[25] D. Park, H. Jung, H. Cho, and S. Sul, “Design of Wireless Temperature 
Monitoring System for Measurement of Magnet Temperature of IPMSM,” in 
IEEE Transportation Electrification Conference and Expo, Jun. 2018, pp. 
656–661, doi: 10.1109/ITEC.2018.8450124. 

[26] C. Du-Bar, J. Åström, T. Thiringer, S. Lundmark, and M. Alatalo, “Design of 
an online temperature monitoring system for an experimental IPMSM,” in 
International Conference on Electrical Machines, Sep. 2016, pp. 1533–1538, 
doi: 10.1109/ICELMACH.2016.7732727. 

[27] L. Ling, Y. Li, Y. Li, W. Liu, and J. Jia, “Temperature estimation of stator 
winding for permanent magnet synchronous motor used in electro-hydrostatic 
actuator,” in IEE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Advanced Intelligent 
Mechatronics, Jul. 2015, pp. 629–634, doi: 10.1109/AIM.2015.7222607. 

[28] J. Hang, Y. Zhang, S. Ding, Y. Huang, and Q. Wang, “A torque-injection-based 
method for stator temperature estimation of direct-torque-controlled 
permanent magnet synchronous motors,” in International Conference on 
Electrical Machines and Systems, Aug. 2017, pp. 1–5, doi: 
10.1109/ICEMS.2017.8056043. 

[29] F. Baneira, A. G. Yepes, Ó. López, and J. Doval-Gandoy, “Estimation Method 
of Stator Winding Temperature for Dual Three-Phase Machines Based on DC-
Signal Injection,” IEEE Trans. Power Electron., vol. 31, no. 7, pp. 5141–5148, 
Jul. 2016, doi: 10.1109/TPEL.2015.2479410. 

[30] G. Feng, C. Lai, J. Tjong, and N. C. Kar, “Noninvasive Kalman Filter Based 
Permanent Magnet Temperature Estimation for Permanent Magnet 
Synchronous Machines,” IEEE Trans. Power Electron., vol. 33, no. 12, pp. 
10673–10682, Dec. 2018, doi: 10.1109/TPEL.2018.2808323. 

[31] S. Li, B. Sarlioglu, S. Jurkovic, N. R. Patel, and P. Savagian, “Analysis of 
Temperature Effects on Performance of Interior Permanent Magnet Machines 
for High Variable Temperature Applications,” IEEE Trans. Ind. Appl., vol. 53, 
no. 5, pp. 4923–4933, Sep. 2017, doi: 10.1109/TIA.2017.2700473. 

[32] D. Reigosa, D. Fernández, M. Martínez, J. M. Guerrero, A. B. Diez, and F. 
Briz, “Magnet Temperature Estimation in Permanent Magnet Synchronous 
Machines Using the High Frequency Inductance,” IEEE Trans. Ind. Appl., vol. 
55, no. 3, pp. 2750–2757, May 2019, doi: 10.1109/TIA.2019.2895557. 

[33] N. Z. Popov, S. N. Vukosavic, and E. Levi, “Motor Temperature Monitoring 
Based on Impedance Estimation at PWM Frequencies,” IEEE Trans. Energy 



 

  

Convers., vol. 29, no. 1, pp. 215–223, Mar. 2014, doi: 
10.1109/TEC.2013.2292566. 

[34] S. D. Wilson, P. Stewart, and B. P. Taylor, “Methods of Resistance Estimation 
in Permanent Magnet Synchronous Motors for Real-Time Thermal 
Management,” IEEE Trans. Energy Convers., vol. 25, no. 3, pp. 698–707, Sep. 
2010, doi: 10.1109/TEC.2010.2051811. 

[35] D. Fernandez, M. Martínez, D. Diaz Reigosa, J. M. Guerrero, C. Manuel 
Suárez Alvarez, and F. Briz, “Influence of Magnetoresistance and 
Temperature on Permanent Magnet Condition Estimation Methods Using 
High-Frequency Signal Injection,” IEEE Trans. Ind. Appl., vol. 54, no. 5, pp. 
4218–4226, Sep. 2018, doi: 10.1109/TIA.2018.2836945. 

[36] D. D. Reigosa, D. Fernandez, H. Yoshida, T. Kato, and F. Briz, “Permanent-
Magnet Temperature Estimation in PMSMs Using Pulsating High-Frequency 
Current Injection,” IEEE Trans. Ind. Appl., vol. 51, no. 4, pp. 3159–3168, Jul. 
2015, doi: 10.1109/TIA.2015.2404922. 

[37] N. Bracikowski, M. Hecquet, P. Brochet, and S. V. Shirinskii, “Multiphysics 
Modeling of a Permanent Magnet Synchronous Machine by Using Lumped 
Models,” IEEE Trans. Ind. Electron., vol. 59, no. 6, pp. 2426–2437, Jun. 2012, 
doi: 10.1109/TIE.2011.2169640. 

[38] B. Lee, K. Kim, J. Jung, J. Hong, and Y. Kim, “Temperature Estimation of 
IPMSM Using Thermal Equivalent Circuit,” IEEE Trans. Magn., vol. 48, no. 
11, pp. 2949–2952, Nov. 2012, doi: 10.1109/TMAG.2012.2196503. 

[39] A. J. Grobler, S. R. Holm, and G. van Schoor, “A Two-Dimensional Analytic 
Thermal Model for a High-Speed PMSM Magnet,” IEEE Trans. Ind. Electron., 
vol. 62, no. 11, pp. 6756–6764, Nov. 2015, doi: 10.1109/TIE.2015.2435693. 

[40] C. Kral, A. Haumer, and S. B. Lee, “A Practical Thermal Model for the 
Estimation of Permanent Magnet and Stator Winding Temperatures,” IEEE 
Trans. Power Electron., vol. 29, no. 1, pp. 455–464, Jan. 2014, doi: 
10.1109/TPEL.2013.2253128. 

[41] O. Wallscheid and J. Böcker, “Global Identification of a Low-Order Lumped-
Parameter Thermal Network for Permanent Magnet Synchronous Motors,” 
IEEE Trans. Energy Convers., vol. 31, no. 1, pp. 354–365, Mar. 2016, doi: 
10.1109/TEC.2015.2473673. 

[42] D. Wang, D. Zhang, X. Du, and X. Wang, “Thermal Identification, Model, and 
Experimental Validation of a Toroidally Wound Mover Linear-Switched 
Reluctance Machine,” IEEE Trans. Magn., vol. 54, no. 3, pp. 1–5, Mar. 2018, 
doi: 10.1109/TMAG.2017.2764958. 

[43] Chengning Zhang, Zhen Tian, Yugang Dong, and Shuo Zhang, “Analysis of 
losses and thermal model in a surface-mounted permanent-magnet 
synchronous machine over a wide- voltage range of rated output power 
operation,” in IEEE Conference and Expo Transportation Electrification Asia-
Pacific, Aug. 2014, pp. 1–5, doi: 10.1109/ITEC-AP.2014.6941038. 



 

  

[44] H. Kim, H.-S. Jung, S.-K. Sul, and D. J. Berry, “IPMSM Magnet Temperature 
Estimation by d-axis Flux Linkage,” in International Conference on Power 
Electronics and ECCE Asia, May 2019, pp. 2517–2522. 

[45] B. Vaseghi, B. Nahid-mobarakh, N. Takorabet, and F. Meibody-Tabar, 
“Inductance Identification and Study of PM Motor With Winding Turn Short 
Circuit Fault,” IEEE Trans. Magn., vol. 47, no. 5, pp. 978–981, May 2011, doi: 
10.1109/TMAG.2010.2083639. 

[46] A. Soualmi, F. Zidat, P. Lombard, and N. Mokhtari, “Thermal Study 
Comparison of Permanent Magnets Machines Using Finite Element Method 
(FEM) Electric Vehicles Application,” in International Conference on 
Electrical Machines and Systems, Oct. 2018, pp. 59–64, doi: 
10.23919/ICEMS.2018.8549302. 

[47] H. Vansompel, A. Yarantseva, P. Sergeant, and G. Crevecoeur, “An Inverse 
Thermal Modeling Approach for Thermal Parameter and Loss Identification 
in an Axial Flux Permanent Magnet Machine,” IEEE Trans. Ind. Electron., 
vol. 66, no. 3, pp. 1727–1735, Mar. 2019, doi: 10.1109/TIE.2018.2838089. 

[48] M. Iachello et al., “Lumped Parameter Modeling for Thermal Characterization 
of High-Power Modules,” IEEE Trans. Compon. Packag. Manuf. Technol., 
vol. 4, no. 10, pp. 1613–1623, Oct. 2014, doi: 10.1109/TCPMT.2014.2353695. 

[49] Y. Parvini, J. B. Siegel, A. G. Stefanopoulou, and A. Vahidi, “Supercapacitor 
Electrical and Thermal Modeling, Identification, and Validation for a Wide 
Range of Temperature and Power Applications,” IEEE Trans. Ind. Electron., 
vol. 63, no. 3, pp. 1574–1585, Mar. 2016, doi: 10.1109/TIE.2015.2494868. 

[50] B. K. Bose, “Neural Network Applications in Power Electronics and Motor 
Drives-An Introduction and Perspective,” IEEE Trans. Ind. Electron., vol. 54, 
no. 1, pp. 14–33, Feb. 2007, doi: 10.1109/TIE.2006.888683. 

[51] R. Wai, Y. Lin, and Y. Liu, “Design of Adaptive Fuzzy-Neural-Network 
Control for a Single-Stage Boost Inverter,” IEEE Trans. Power Electron., vol. 
30, no. 12, pp. 7282–7298, Dec. 2015, doi: 10.1109/TPEL.2015.2396891. 

[52] M. Wlas, Z. Krzeminski, J. Guzinski, H. Abu-Rub, and H. A. Toliyat, 
“Artificial-neural-network-based sensorless nonlinear control of induction 
motors,” IEEE Trans. Energy Convers., vol. 20, no. 3, pp. 520–528, Sep. 2005, 
doi: 10.1109/TEC.2005.847984. 

[53] S. Khomfoi and L. M. Tolbert, “Fault Diagnostic System for a Multilevel 
Inverter Using a Neural Network,” IEEE Trans. Power Electron., vol. 22, no. 
3, pp. 1062–1069, May 2007, doi: 10.1109/TPEL.2007.897128. 

[54] K. He, X. Zhang, S. Ren, and J. Sun, “Deep Residual Learning for Image 
Recognition,” in Proceedings of the IEEE Conference on Computer Vision and 
Pattern Recognition, 2016, pp. 770–778. 

[55] V. Mnih et al., “Playing atari with deep reinforcement learning,” ArXiv Prepr., 
vol. 1312, no. 5602, 2013. 

[56] 설승기, 전기기기제어론, 2nd ed. 홍릉과학출판사, 2007. 



 

  

[57] “Electrical resistivity of copper, gold, palladium, and silver,” J. Phys. Chem. 
Ref. Data, vol. 8, no. 4, pp. 1147–1298, 1979. 

[58] G. Heins, D. M. Ionel, D. Patterson, S. Stretz, and M. Thiele, “Combined 
Experimental and Numerical Method for Loss Separation in Permanent-
Magnet Brushless Machines,” IEEE Trans. Ind. Appl., vol. 52, no. 2, pp. 
1405–1412, Mar. 2016, doi: 10.1109/TIA.2015.2497247. 

[59] Xu Yang, D. Patterson, and J. Hudgins, “Core loss measurement in a fabricated 
stator of a single-sided axial flux permanent magnet machine,” in 
International Electric Machines Drives Conference, May 2013, pp. 612–617, 
doi: 10.1109/IEMDC.2013.6556158. 

[60] SKF Group, “Bearing friction, power loss and starting torque.” 
https://www.skf.com/group/products/rolling-bearings/principles-of-rolling-
bearing-selection/bearing-selection-process/operating-temperature-and-
speed/bearing-friction-power-loss-and-starting-torque (accessed May 06, 
2020). 

[61] J. F. Gieras, R. J. Wang, and M. J. Kamper, Axial Flux Permanent Magnet 
Brushless Machines. New York, NY, USA: Springer, 2008. 

[62] H. Jussila, J. Nerg, J. Pyrhönen, and A. Parviainen, “Concentrated winding 
axial flux permanent magnet motor for industrial use,” in International 
Conference on Electrical Machines, Sep. 2010, pp. 1–5, doi: 
10.1109/ICELMACH.2010.5608168. 

[63] D. A. Howey, P. R. N. Childs, and A. S. Holmes, “Air-Gap Convection in 
Rotating Electrical Machines,” IEEE Trans. Ind. Electron., vol. 59, no. 3, pp. 
1367–1375, Mar. 2012, doi: 10.1109/TIE.2010.2100337. 

[64] Fengxiang Wang, Dianhai Zhang, Junqiang Xing, and Yunlong Xu, “Study on 
air friction loss of high speed PM machine,” in International Conference on 
Industrial Technology, Feb. 2009, pp. 1–4, doi: 10.1109/ICIT.2009.4939603. 

[65] D. Reigosa, D. Fernandez, T. Tanimoto, T. Kato, and F. Briz, “Permanent 
magnet temperature distribution estimation in PMSMs using BEMF 
harmonics,” in IEEE Energy Conversion Congress and Exposition, Sep. 2015, 
pp. 768–775, doi: 10.1109/ECCE.2015.7309767. 

[66] S. Siouane, S. Jovanović, and P. Poure, “Identification of thermal resistances 
of thermoelectric modules by electrical characterization,” in International 
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Electrical Engineering (EEEIC), Jun. 2016, 
pp. 1–5, doi: 10.1109/EEEIC.2016.7555761. 

[67] A. Ben-Israel and T. N. E. Greville, Generalized inverses: Theory and 
applications, 2nd ed. New York, NY, USA: John Wiley & Sons. 

[68] T. Young, D. Hazarika, S. Poria, and E. Cambria, “Recent Trends in Deep 
Learning Based Natural Language Processing,” IEEE Comput. Intell. Mag., 
vol. 13, no. 3, pp. 55–75, 2018. 

[69] W. Y. Chen, J. X. Xu, and S. K. Panda, “Application of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iques to the study of machine signatures,” in 2012 XX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Electrical Machines, Sep. 2012, pp. 2390–2396, doi: 
10.1109/ICElMach.2012.6350218. 

[70] Y. Xu and Q. Zhu, “Multi-layer moving-window hierarchical neural network 
for modeling of high-density polyethylene cascade reaction process,” in 11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ntrol Automation Robotics Vision, Dec. 2010, 
pp. 1684–1687, doi: 10.1109/ICARCV.2010.5707244. 

[71] Z. Boussaada, O. Curea, A. Remaci, H. Camblong, and N. Mrabet Bellaaj, “A 
Nonlinear Autoregressive Exogenous (NARX) Neural Network Model for the 
Prediction of the Daily Direct Solar Radiation,” Energies, vol. 11, no. 3, p. 
620, 2018, doi: 10.3390/en11030620. 

[72] A. Mechaqrane, “A Comparison of Linear and Neural Network ARX Models 
Applied to a Prediction of the Indoor Temperature of a Building,” Neural 
Comput. Appl., vol. 13, pp. 32–37, 2004, doi: 10.1007/s00521-004-0401-8. 

[73] M. S. H. Lipu, M. A. Hannan, A. Hussain, M. H. M. Saad, A. Ayob, and F. 
Blaabjerg, “State of Charge Estimation for Lithium-Ion Battery Using 
Recurrent NARX Neural Network Model Based Lighting Search Algorithm,” 
IEEE Access, vol. 6, pp. 28150–28161, 2018, doi: 
10.1109/ACCESS.2018.2837156. 

[74] F. Agostinelli, M. Hoffman, P. Sadowski, and P. Baldi, “Learning Activation 
Functions to Improve Deep Neural Networks,” ArXiv Prepr., vol. 1412, no. 
6830, 2014. 

[75] A. F. Agarap, “Deep Learning Using Rectified Linear Units (ReLU),” ArXiv 
Prepr., vol. 1803, no. 8375, 2018. 

[76] D. P. Kingma and J. Ba, “Adam: A Method for Stochastic Optimization,” 
ArXiv Prepr., vol. 1412, no. 6980, Dec. 2014. 

[77] S. Ruder, “An Overview of Gradient Descent Optimization Algorithms,” 
ArXiv Prepr., vol. 1609, no. 04747, 2017. 

[78] G. Cybenko, “Approximation by Superpositions of a Sigmoidal Function,” 
Math. Control Signals Syst., vol. 2, no. 4, pp. 303–314, 1989. 

[79] W. Chen, Q. Sun, J. Wang, J.-J. Dong, and C. Xu, “A Novel Model Based on 
AdaBoost and Deep CNN for Vehicle Classification,” IEEE Access, vol. 6, pp. 
60445–60455, 2018, doi: 10.1109/ACCESS.2018.2875525. 

[80] G. Grassi and L. A. Grieco, “Object-oriented image analysis using the CNN 
universal machine: new analogic CNN algorithms for motion compensation, 
image synthesis, and consistency observation,” IEEE Trans. Circuits Syst. 
Fundam. Theory Appl., vol. 50, no. 4, pp. 488–499, Apr. 2003, doi: 
10.1109/TCSI.2003.809812. 

[81] Y. Zheng, Q. Liu, E. Chen, Y. Ge, and J. L. Zhao, “Time Series Classification 
Using Multi-Channels Deep Convolutional Neural Networks,” Cham, 2014, 
pp. 298–310, doi: 10.1007/978-3-319-08010-9_33. 

[82] O. Abdel-Hamid, L. Deng, and D. Yu, “Exploring Convolutional Neural 
Network Structures and Optimization Techniques for Speech Recognition,” 



 

  

presented at the Interspeech 2013, Aug. 2013. 
[83] C. G. Harris and M. Stephens, “A combined corner and edge detector,” Alvey 

Vis. Conf., vol. 15, no. 50, 1988, doi: 10.5244/c.2.23. 
[84] R. Madan and P. S. Mangipudi, “Predicting Computer Network Traffic: A 

Time Series Forecasting Approach Using DWT, ARIMA and RNN,” in 2018 
Eleven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ntemporary Computing (IC3), Aug. 
2018, pp. 1–5, doi: 10.1109/IC3.2018.8530608. 

[85] A. Tokgöz and G. Ünal, “A RNN based time series approach for forecasting 
turkish electricity load,” in Signal Processing and Communications 
Applications Conference, May 2018, pp. 1–4, doi: 
10.1109/SIU.2018.8404313. 

[86] S. Hochreiter and J. Schmidhuber, “Long Short-Term Memory,” Neural 
Comput., vol. 9, no. 8, pp. 1735–1780, 1997, doi: 10.1162/neco.1997.9.8.1735. 

[87] J. Donahue et al., “Long-Term Recurrent Convolutional Networks for Visual 
Recognition and Description,” IEEE Trans. Pattern Anal. Mach. Intell., vol. 
39, no. 4, pp. 677–691, Apr. 2017, doi: 10.1109/TPAMI.2016.2599174. 

[88] H. Zhao, S. Sun, and B. Jin, “Sequential Fault Diagnosis Based on LSTM 
Neural Network,” IEEE Access, vol. 6, pp. 12929–12939, 2018, doi: 
10.1109/ACCESS.2018.2794765. 

[89] Z. Chen, Y. Liu, and S. Liu, “Mechanical state prediction based on LSTM 
neural netwok,” in Chinese Control Conference, Jul. 2017, pp. 3876–3881, 
doi: 10.23919/ChiCC.2017.8027963. 

[90] M. T. Hagan, H. B. Demuth, M. H. Beale, and O. De Jesus, Neural Network 
Design, 2nd ed. . 

[91] M. Lin, Q. Chen, and S. Yan, “Network in Network,” ArXiv Prepr., vol. 1312, 
no. 4400, 2014. 

[92] A. Mahajan and S. Chaudhary, “Categorical Image Classification Based On 
Representational Deep Network (RESNET),” in 2019 3rd International 
conference on Electronics, Communication and Aerospace Technology 
(ICECA), Jun. 2019, pp. 327–330, doi: 10.1109/ICECA.2019.8822133. 

[93] Z. Lu, X. Jiang, and A. Kot, “Deep Coupled ResNet for Low-Resolution Face 
Recognition,” IEEE Signal Process. Lett., vol. 25, no. 4, pp. 526–530, Apr. 
2018, doi: 10.1109/LSP.2018.2810121. 

[94] X. Glorot and Y. Bengio, “Understanding the Difficulty of Training Deep 
Feedforward Neural Networks,” in Proceedings of International Conference 
on Artificial Intelligence and Statistics, Mar. 2010, pp. 249–256. 

[95] A. Graves, Supervised Sequence Labelling with Recurrent Neural Networks. 
Heidelberg: Springer, 2012. 

[96] A. Graves, A. Mohamed, and G. Hinton, “Speech recognition with deep 
recurrent neural networks,” in IEE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Acoustics, 
Speech and Signal Processing, May 2013, pp. 6645–6649, doi: 
10.1109/ICASSP.2013.6638947. 



 

  

[97] G. Parascandolo, H. Huttunen, and T. Virtanen, “Recurrent neural networks 
for polyphonic sound event detection in real life recordings,” in IEE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Acoustics, Speech and Signal Processing, Mar. 
2016, pp. 6440–6444, doi: 10.1109/ICASSP.2016.7472917. 

[98] Y. Lecun, L. Bottou, Y. Bengio, and P. Haffner, “Gradient-based learning 
applied to document recognition,” Proc. IEEE, vol. 86, no. 11, pp. 2278–2324, 
Nov. 1998, doi: 10.1109/5.726791. 

[99] A. Krizhevsky, I. Sutskever, and G. E. Hinton, “ImageNet Classification with 
Deep Convolutional Neural Networks,” in Advances in Neural Information 
Processing Systems 25, F. Pereira, C. J. C. Burges, L. Bottou, and K. Q. 
Weinberger, Eds. Curran Associates, Inc., 2012, pp. 1097–1105. 

[100] C. Szegedy, V. Vanhoucke, S. Ioffe, J. Shlens, and Z. Wojna, “Rethinking the 
Inception Architecture for Computer Vision,” ArXiv Prepr., vol. 1512, no. 
00567, Dec. 2015. 

[101] K. He, X. Zhang, S. Ren, and J. Sun, “Deep Residual Learning for Image 
Recognition,” ArXiv Prepr., vol. 1512, no. 03385, Dec. 2015. 

[102] T. G. Barbounis, J. B. Theocharis, M. C. Alexiadis, and P. S. Dokopoulos, 
“Long-term wind speed and power forecasting using local recurrent neural 
network models,” IEEE Trans. Energy Convers., vol. 21, no. 1, pp. 273–284, 
Mar. 2006, doi: 10.1109/TEC.2005.847954. 

[103] R. Fu, Z. Zhang, and L. Li, “Using LSTM and GRU neural network methods 
for traffic flow prediction,” in Youth Academic Annual Conference of Chinese 
Association of Automation, Nov. 2016, pp. 324–328, doi: 
10.1109/YAC.2016.7804912. 

[104] E. W. Saad, D. V. Prokhorov, and D. C. Wunsch, “Comparative study of stock 
trend prediction using time delay, recurrent and probabilistic neural networks,” 
IEEE Trans. Neural Netw., vol. 9, no. 6, pp. 1456–1470, Nov. 1998, doi: 
10.1109/72.728395. 

[105] F. A. Gers, D. Eck., and J. Schmidhuber, “Applying LSTM to Time Series 
Predictable Through Time-Window Approaches,” in Neural Nets WIRN 
Vietri-01, London, 2002, pp. 193–200, doi: 10.1007/3-540-44668-0_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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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heat-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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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