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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논문에는 매입형 영구자석 전동기의 운전 특성에 따른 회전자 철손 및 영구자

석 와전류 손실을 고려한 설계 기법을 제안하고, 제안한 설계 기법을 토대로 최적 

설계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최적화 기법을 제안하였다. 제안된 설계 기법과 

최적화 기법을 이용한 최적 설계 결과를 실험 결과와 비교하여 그 타당성을 확인 

하였다.  

먼저 기존의 매입형 영구자석 전동기의 회전자 설계과정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해

결 방법을 제안하였다. 매입형 영구자석 전동기의 회전자 철손 및 영구자석 와전류 

손실은 영구자석의 감자를 유발 할 수 있기 때문에 운전 특성(Driving Condition)

을 고려한 정확한 회전자 철손 및 영구자석 와전류 손실을 구하고 이를 설계에 반

영하여야 함을 보이고 이를 적용하여 설계를 진행 하였다. 

다음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결정론적 알고리즘인 심플렉스 기법을 전기기기 최

적화 문제에 적용하기 위하여 개선된 심플렉스 기법을 제안하고, 수학적 시험 함수

에 기존 심플렉스 기법과 제안한 기법을 적용하여 제안된 최적화 기법의 유효성을 

확인하였다. 

또한, 개선된 심플렉스 기법과 Kriging을 바탕으로 복잡한 목적함수와 다양한 설

계 제한 조건을 가지는 매입형 영구자석 전동기의 최적 설계를 효율적으로 해결 할 

수 있는 multimodal 최적화 알고리즘인 KGSM(Kriging combined with Gradient 

assisted Simplex Method)을 제안하고, KGSM을 이용하여 회전자 손실을 고려한 

매입형 영구자석 전동기의 회전자 형상 최적화 설계에 적용하여 전동기의 출력 특

성을 최적화 하여 최적 기법의 유효성을 검증하였다. 

마지막으로 전동기의 특성 해석 결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시험용 전동기를 제작하

여 해석 결과와 실험, 비교하여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의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주요어 : 매입형 영구자석 전동기, 철손, 영구자석 와전류 손실, 감자, 최적화

학번 : 2011-2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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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1.1 연구 배경과 동향

최근 화석연료에 의한 배기가스로 인하여 공기 오염 및 지구 온난화 문제가 심각

해지고 화석연료 사용을 감축하는 국제간의 협약이 발효되었다. 또한 세계 각 국에

서는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로부터 배출되는 탄화수소(HC), 일산화탄소(CO)

와 산화질소물(NOx) 등과 같은 유해 배기가스의 규제를 한층 강화하고 있다. 특히 

전 서계 CO2 배출량의 24% 정도가 자동차에서 발생되므로 미국에서는 캘리포이나

주를 시작으로 여러 주에서 무배기 자동차 및 저공해 자동차 의무 판매 사항을 입

법화하여 배기가스 규제를 실시하고 있다. 결국 생존을 위하여 전기자동차 

(Electric Vehicle : EV) 및 하이브리드 자동차 (Hybrid Electric Vehicle : 

HEV)와 같은 친환경 차량 개발 및 대체 에너지 연구가 국가 차원에서 경쟁적으로 

수행되고 있다[1]-[3].

전동기는 전원의 종류와 구동원리에 따라 크게 직류전동기, 유도전동기, 영구자석

형 동기전동기로 구분할 수 있다. 직류 전동기는 역사적으로 가장 오래되었고 제어 

성능이 우수하여 가변속 전동기로 널리 사용되었다. 하지만 구조상 기계적인 정류 

기구를 가지기 때문에 정기적인 보수, 점검이 요구되고, 고속 구동에 어려운 점이 

있어, 근래에는 유도기나 동기기를 이용한 가변속 구동 시스템에 대체되어 가고 있

다. 유도 전동기는 구조가 간단하고 강건하며, 인버터에 의한 구동 시스템에 관한 

연구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그 완성도가 높다. 그러나 저속 운전 영역에서는 효율이 

낮고 구동 원리로 볼 때 항상 슬립이 존재하고 이에 비례하여 회전자 내부에서는 

항상 동손이 발생한다. 영구자석 전동기는 계자 자속이 외부 전원에 의존하지 않고 

회전자의 영구 자석에 의해 공급되기 때문에 효율, 출력 밀도가 타 전동기에 비해 

월등히 높다. 또한 에너지 밀도가 높은 NdFeB와 같은 희토류 계열 자석 재료의 개

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산업계 각 분야에서 시스템의 효율성, 신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기존 시스템을 영구자석형 전동기 시스템으로 대체 적용하기 위

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 전기자동차, 연료전지 자동차,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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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차량, 풍력 발전 시스템, 전기 추진 선박, 잠수함, 냉장고, 에어컨용 컴프레서 및 

청소기에 이르기까지 영구자석 전동기의 응용 분야는 급속도로 증가되고 있다

[4]-[18].  

일반적으로 영구자석형 전동기를 회전자의 기계적인 구조에 의해 분류하면 표면 

부착형 영구자석 전동기(Surface Permanent Magnet Motor : SPM) 와 매입형 

영구자석 전동기(Interior Permanent Magnet Motor : IPM) 으로 구분할 수 있

다. SPM은 자석이 회전자 표면에 부착되어 있어 고속 운전시 자석의 비산으로 인

한 회전자의 파손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회전자 외주에 자석 비산 방지용 비자

성체 구조물이 설치되어야 하며 또한 자기적으로 유효 공극이 크기 때문에 전기자 

반작용이 작아 고속 운전에 제약이 따르는 단점이 있다. 한편 IPM은 회전자 철심 

내에 자석을 삽입하여 원심력에 의한 자석의 비산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 IPM은 자석에 의한 자석 토크(Magnet Torque)뿐만 아니라 SPM이 갖지 못

하는 돌극성으로 인한 자기저항 토크(Reluctance Torque)를 발생할 수 있기 때문

에 더 큰 토크를 낼 수 있으며, 유효 공극이 작아 전기자 반작용이 현저하여 SPM

과는 달리 일정 토크 영역뿐만 아니라 일정 출력 영역까지 넓은 운전 속도 영역에

서 구동이 가능하다. 이러한 장점 때문에 IPM은 광범위한 속도 영역에서 높은 출

력을 요구하는 차량 구동과 같은 견인 전동기 분야에 앞으로 그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IPM은 영구자석이 회전자 내부에 매입되어 있는 구조로 인해 고속 구동에 유리

할 뿐만 아니라 자로의 불균형으로 인해 발생하는 릴럭턴스 토크가 기기의 고출력

화에 기여할 수 있고 자석이 고정자와 철심에 의해 격리되어 있어 감자

(demagnetization) 측면에서도 유리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전동기 관련 연구의 중

심이 되어가고 있지만[19]-[31], 심각한 비선형 자기 포화 특성으로 인한 제어 정

수 추출의 어려움, 복잡한 회전자 형상에 기인한 유한 요소 해석을 적용한 최적 설

계의 어려움 등 연구되고 검토되어야 할 문제점들이 많이 남아 있는 실정이다

[3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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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 목표 및 내용

 

본 연구의 목표는 매입형 영구자석 전동기의 운전 특성에 따른 손실을 고려한 설

계 기법을 확립하고 설계 기법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설계 기법과 연동할 

수 있는 최적화 기법을 제안한 후, 실험을 통한 검증으로 요약할 수 있다.

우선,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매입형 영구자석 전동기의 설계과정에서 누락되었던 

회전자의 손실에 대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매입형 영구자석 전동기의 회전자 철손 

및 영구자석 와전류 손실은 영구자석의 감자를 유발 할 수 있기 때문에 운전 특성

(Driving Condition)을 고려한 정확한 회전자 철손 및 영구자석 와전류 손실을 구

하고 이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결정론적 알고리즘인 심플렉스 기법[44]을 전기기

기 최적화 문제에 적용하기 위하여 개선된 심플렉스 기법을 제안한다.  수학적 시

험 함수에 기존 심플렉스 기법과 제안한 기법을 적용하여 제안된 최적화 기법의 유

효성을 확인한다. 

또한, 개선된 심플렉스 기법과 Kriging 보간법을 바탕으로 복잡한 목적함수와 다

양한 설계 제한 조건을 가지는 매입형 영구자석 전동기의 최적 설계를 효율적으로 

해결 할 수 있는 multimodal 최적화 알고리즘인 KGSM(Kriging combined with 

Gradient assisted Simplex Method)을 제안한다. 나아가, 제안된 KGSM을 이용

하여 매입형 영구자석 전동기의 회전자 형상 최적화 설계에 적용하여 전동기의 출

력 특성을 최적화 하여 최적 기법의 유효성을 확인한다. 

마지막으로 전동기의 특성 해석 결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시험용 전동기를 제작하

여 해석 결과와 실험, 비교하여 검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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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논문 구성

 

제 1장에서는 연구 배경과 목적, 논문 구성에 대하여 요약하였다.

 

제 2장에서는 다층 매입형 영구자석 전동기를 소개하고 구조적인 특징으로 인해 

발생하는 전자기적 특성과 설계 시 고려 사항들을 살펴본다. 또한, 타 영구자석 전

동기와 비교하여 장단점을 분석하고 주요 특성 방정식을 소개한다. 더불어 유한 요

소법을 이용한 철손 및 영구자석 와전류 손실을 해석하는 방법을 밝힌다.

제 3장에서는 매입형 영구자석 전동기의 영구자석 형상에 따른 응력 특성과 회전

자 손실 분포를 확인한다. 또한, 전동기의 동작 특성에 따른 회전자 철손과 영구자

석 와전류 손실을 보여주어 매입형 영구자석 전동기의 설계에 있어서 회전자 손실

을 고려하는 것의 타당성을 확인한다.

 

제 4장에서는 매입형 영구자석 전동기의 최적 설계를 위한 최적화 기법과 설계 

결과를 보여준다. 먼저, 심플렉스 기법의 성능을 향상시킨 GASM(Gradient 

Assisted Simplex Method)를 제안하고 그 유효성을 시험 함수를 통해 확인한다. 

매입형 영구자석 전동기의 최적 설계를 위한 multimodal 최적화 기법으로써 

Kriging 보간법과 GASM을 혼합한 KGSM(Kriging combined with Gradient 

assisted Simplex Method)을 제안하고, 이를 이용하여 매입형 영구자석 전동기의 

최적 설계를 수행한다. 최적 설계 결과를 초기 모델과 비교하여 최적화의 유효성을 

검증한다.

제 5장에서는 본 논문의 결과와 의의에 대하여 정리하고 향후 계획에 대하여 언

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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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매입형 영구자석 전동기

2.1 매입형 영구자석 전동기의 개요

일반적으로 영구자석 전동기를 회전자의 기계적인 구조에 의해 분류하면 표면 부

착형 영구자석 전동기(Surface Permanent Magnet Motor : SPM)와 매입형 영구

자석 전동기(Interior Permanent Magnet Motor : IPM)로 구분할 수 있다. 표면 

부착형 영구자석 전동기, 매입형 영구자석 전동기 그리고 다층 매입형 영구자석 전

동기의 형상을 그림 2.1~2.3에 나타내었다. 그림에서 보듯이 이들 전동기들의 차이

는 회전자에 영구 자석이 놓여 있는 위치와 형상의 차이뿐이다. 즉, 그림에서는 생

략되었지만 고정자는 일반적인 교류 전동기의 고정자와 동일하다.

 

그림 2.1 표면 부착형 영구자석 전동기(SPM)

Fig. 2.1 Surface Permanent Magnet Motor(S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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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2 매입형 영구자석 전동기(IPM)

Fig. 2.2 Interior Permanent Magnet Motor(IPM)

 

그림 2.3 다층 매입형 영구자석 전동기

Fig. 2.3 Multi-layer Buried Permanent Magnet Mo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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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석에 의한 자속 방향을 고려하여 반경 방향 자석의 중심축을 d축으로, d축으로

부터 전기각으로 90도만큼 떨어져 있는 자석 사이의 중심을 q축으로 정의한다. 

SPM은 영구자석이 회전자 표면에 부착되어 있고 d축의 자로는 철심, 자석, 공극으

로 이루어져 있고, q축은 공극과 철심만으로 이루어져 있다. IPM과 다층 매입형 영

구자석 전동기 역시 SPM과 d, q축 동일한 자로 구성 성분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자로 구성과 기계적인 형상은 비슷하지만 전자기적으로 볼 때는 현저한 차이를 보

인다. 희토류나 페라이트 계열의 자석은 일반적으로 상대 투자율이 거의 1에 가깝

다. 즉 전자기적으로 공기와 비슷한 성질을 보이는데 SPM은 영구자석이 회전자의 

표면에 있어 전체 공극의 길이는 회전자의 위치에 상관없이 일정하기 때문에 d축과 

q축의 자로 상의 자기 저항 차이는 없으므로 자기적으로 대칭이다. 따라서 SPM은 

영구자석과 고정자 전류의 상호 작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자석 토크(Magnet 

Torque)만을 이용할 수 있다.

IPM은 d축에 영구자석에 의한 추가적인 공극이 존재하는 효과가 있다. 그러므로 

자석을 통과하지 않고 회전자 철심만을 통과하는 q축 자로에 비해 d축 자로의 자기 

저항이 크게 되고 즉, q축 인덕턴스가 d축 인덕턴스보다 크게 된다. 이러한 인덕턴

스의 차이로 인해 IPM에서는 회전자의 영구자석에 의한 토크뿐만 아니라 d, q축 

인덕턴스 차이에 의한 자기저항 토크(Reluctance Torque)도 존재하게 되고 이 토

크를 적절히 이용하면 더 큰 토크를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고속 운전 영역에서

도 충분한 토크를 얻어낼 수 있다. 

또한, SPM은 자석이 회전자 표면에 부착되어 있어 고속 운전시 자석의 비산으로 

인한 회전자의 파손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회전자 외주에 자석 비산 방지용 비

자성체 구조물이 설치되기도 한다. 또한 자기적으로 유효 공극이 크기 때문에 전기

자 반작용이 작아 고속 운전에 제약이 따르는 단점이 있다. 하지만 IPM은 자석이 

회전자 내부에 매입되어 있어 원심력에 의한 자석의 비산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 그리고 자석이 회전자 내부의 철심에 의해 보호되어 있어 고정자 권선

에서 발생하는 열의 영향과 전동기의 오동작으로 인해 발생하는 큰 감자 전류에 의

한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지 않기 때문에 영구자석의 감자 가능성이 적다. 또한 유

효 공극이 작아 고정자의 동기 인덕턴스가 크기 때문에 전기자 반작용이 현저하여 

고정자 전류를 통해 공극 자속을 감소시키기가 용이하다. 따라서 SPM과는 달리 일

정 토크 영역뿐만 아니라 일정 출력 영역까지 광범위한 운전 속도 영역에서의 구동



8

이 가능하며 앤드 권선에 의한 누설 인덕턴스의 영향이 SPM에 비해서는 상대적으

로 작아 비선형 자기 포화 특성을 정확하게 고려한다면 2차원 수치해석만으로도 정

확한 제어 정수 계산이 가능하다.

다층 매입형 영구자석 전동기는 일반적인 IPM과 비교할 때 회전자 내부에 삽입

되는 자석의 층수를 늘린 구조이다. 즉 다중의 비자성체 층을 회전자 철심 내부에 

만들고 일부의 비자성체 층 내부에 영구자석(검은색 부분)을 매입한 구조이다. 앞

서 언급하였듯이 일반적인 단층 매입형 영구자석 전동기에서도 약계자 제어를 통한 

고속 운전 영역에서의 출력 확보가 가능하다. 하지만 구조적으로 d,q축 자기저항의 

차이(돌극비)를 키우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체 발생 토크에서 자기저항 토크의 

기여도를 일정 비율 이상 증가시키기가 어렵다. 반면에 다층 매입형 영구자석 전동

기는 비자성체의 층수, 회전자 내부 형상 설계 변수가 많기 때문에 설계 자유도가 

매우 높다. 또한 비자성체층의 적절한 배치를 통해 돌극비 특히, q축 인덕턴스를 높

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저항 토크를 극대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회전

자 내부의 전체 비자성체 중에서 자석을 매입할 수 있는 공간이 다양하기 때문에 

적절한 자석 배치 위치 결정만을 통해서도 정현파 역기전력 구현이 매우 용이하다. 

한편, 다층 매입형 영구자석 전동기는 고속 회전에 대한 회전자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브리지와 센터포스트의 설계가 매우 중요한데, 그 간격은 철심의 응력 제한 

조건에 의하여 결정된다. 단순히 전자기적인 특성만을 고려한다면 회전자에서의 누

설 자속을 최소화하고 돌극비를 최대화하기 위하여 각 비자성체 층에서의 센터포스

트와 브리지의 간격을 얇게 하는 것이 좋지만, 고속 회전시에 회전자 파손을 방지

할 수 있는 기계적 강도를 고려한다면 두꺼울수록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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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매입형 영구자석 전동기의 주요 특성 방정식

전동기의 출력은 인버터의 전류 정격과 전동기의 열정격에 의해 결정되는 최대 

전류 Imax와, 인버터의 PWM 방법과 인버터가 공급할 수 있는 최대 직류단(DC 

Link) 전압에 의해 결정되는 최대 출력 전압 Vmax에 의해 제한된다. 그림 2.2와 

2.3과 같은 회전자 형태를 가지는 매입형 영구자석 전동기의 전압 제한과 전류 제

한은 다음 식과 같이 표현된다[45]-[46].

 


 

 ≤max                             (2.1)


 

 ≤ max                              (2.2)

 여기서,    

,  : d, q축 전류

, : d, q축 단자 전압

동기 속도로 회전하는 회전자를 기준 좌표로 한 동기 좌표계(Synchronous 

Frame)로 IPM의 전압 방정식을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2.3)

 


                       (2.4)

여기서, 

 : 동기 전기 각속도

 : 고정자 상저항

,  : d, q축 고정자 쇄교 자속

 

또한 d, q축 고정자 쇄교 자속은 아래와 같이 표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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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여기서, 

,  : d, q축 인덕턴스

 : 영구자석에 의한 쇄교 자속

 

따라서 식(2.3), (2.4)와 (2.5)에 의해 IPM의 전압 방정식은 다음과 같이 표현

된다.

 


                        (2.6)

 


                     (2.7)

 

여기서 d, q축 전류의 변화 시 발생하는 전류의 미분에 비례하는 전압 성분을 무

시하여 시간에 대한 미분 항을 제거하면 다음과 같이 간략화 할 수 있다.

 

                             (2.8)

                         (2.9)

 

식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고정자 상저항에 의한 전압 강하가 크지 않다고 가정하면 

전동기의 단자 전압은 속도 에 비례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저속 운전의 경우 

전동기는 전류 제한 조건에만 영향을 받는 정토크 운전 영역에서 동작하게 되고, 

고속으로 가게 되면 전압 제한 조건에도 영향을 받아 정출력 운전 구간에서 동작하

게 된다.

한편, IPM의 전기적 입력은 다음과 같다.

 

)(
2
3

qsqsdsdsin iViVP +=
                     (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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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2.10)의 전압 성분들을 식(2.3)과 (2.4)로 표현하여 정리하면 식(2.11)을 얻

는다.

 

  




 
 


    (2.11)

 

전기적 입력 은 첫 번째 항인 동손(Copper Loss), 두 번째 항인 자기 에너지

의 시간에 대한 변화율, 그리고 마지막 항인 기계적 출력으로 이루어져 있다. 따라

서 기계적 출력 은 아래와 같다.

 

)(
2
3

dsqsqsdsrm iiP llw -=
                       (2.12)

 

발생 토크 는 식(2.12)에 식(2.5)를 적용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정의된

다.

 

     


 


                (2.13)

여기서,

 : 극쌍수

 

 첫째항은 영구자석에 의한 자속과 고정자 q축 전류의 상호 작용에 의해 발생하

는 자석 토크(Magnet Torque)로서 SPM의 토크 발생 원리와 같다. 두 번째 항은  

돌극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자기저항 토크(Reluctance Torque)이다. 매입형 영구

자석 전동기의 경우 d축의 인덕턴스가 q축의 인덕턴스보다 작은 역돌극성을 가지므

로(<), 릴럭턴스 토크가 마그네틱 토크에 더해지는 방향으로 작용하기 위해

서 d축 전류는 0보다 작은 음의 값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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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매입형 영구자석 전동기의 회전자 손실

2.3.1 철손

전동기의 고정자와 회전자에서 발생하는 철손은 자속이 시간이 따라 변함으로써 

발생한다. 단일 주파수로 교번하는 자기장에 의한 철손은 식(2.14)과 같이 표현된

다. 

 
max 

max                 (2.14)

여기서, 

,  : 와전류손, 히스테리시스손

,  : 엡스타인 시험상수

 : 교번 자기장의 주파수

max : 자속밀도의 최댓값.

고정자에 이상적인 정현파를 인가한다고 하더라도, 회전자가 회전함에 따라 발생

하는 공극 퍼미언스의 변동에 의해 철심에 발생하는 자기장은 시간 고조파를 갖는

다. 또한, 회전자계에 의해 철심에서의 자기장의 방향이 일정하지 않다. 

유한요소법에서 와전류손 과 히스테리시스손은 식(2.15)와 (2.16)과 같이 각 요

소의 자속밀도 변화를 푸리에 변환을 이용하여 근사적으로 구한다. 

 






 

              (2.15)

 






 

              (2.16)

여기서,

 : 밀도

 : 시간 고조파의 차수

,  : 고조파의 반경 방향, 회전각 방향 자속 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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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2.15)와 (2.16)과 같이 유한요소법에서의 철손은 자속밀도 변화를 포함하는 

각 고조파들의 손실들의 합으로써 표현된다[47].

2.3.2 자석 손실

PWM 인버터의 고조파를 고려하는 유한요소법에서의 자석 손실은 식(2.17), 

(2.18)와 (2.19)을 이용하여 표현한다.

∇×


∇× ∂

∂
∇


∇×         (2.17)

∇·∂

∂
∇                        (2.18)

 


                            (2.19)

여기서,

,  : 자기 벡터 퍼텐셜,  전기 스칼라 퍼텐셜

,  : 투자율, 도전율

 : 영구자석의 자화

, , ,  : 전기자 전류, 저항, 쇄교 자속, 전류 밀도

 : PWM 인버터에 의해 주어지는 전압

자석의 손실만을 계산하기 때문에 철심 영역의 도전율을 무시하고, 영구 자석의 

도전율만을 고려한다. 또한 트랜지스터의 데드 타임은 무시한다. 전기자 전압을 나

타내는 식(2.19)는 식(2.17)와 (2.18) 연립된다. 전기자 전압은 인버터에 의해 주

어지는 값이며, 자기 벡터 퍼텐셜과 전기자 전류가 미지수이다. 

와전류 밀도의 고조파로부터 계산 되는 영구 자석의 와전류손은 식(2.20)과 같이 

전류밀도를 영구 자석의 부피적분을 통하여 계산된다.






                       (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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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매입형 영구자석 전동기의 회전자 손실 분석

일반적으로 매입형 영구자석 전동기의 회전자 설계 시에 최고속도에서의  역기전

압이 전압제한 조건을 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 다루는 매

입형 영구자석 전동기는 고장 시에 전동기과 입력 전원과 전기적으로 분리되기 때

문에,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지 않는다. 

따라서 매입형 영구자석 전동기의 회전자를 설계할 때에는 최고 속도에서 응력 

제한 조건을 만족해야한다. 더불어 응력 제한 조건을 만족 하더라도 역기전압의 전

고조파 왜율(Total harmonic distortion : THD)과 회전자 철심의 철손을 동시에 

고려 해주어야 한다. 그림 3.1은 동일한 철심 구조를 갖는 회전자에서 영구 자석의 

삽입 위치에 따른 응력 분포와 전고조파 왜율을 보여준다. 그림 3.1에서 알 수 있

듯이 영구 자석의 삽입 위치에 따라서 응력이 집중되는 곳이 바뀐다. 

역기전압의 고조파 성분은 소음과 진동의 주원인이 돼는 토크 리플과 철손에 악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매입형 영구자석 전동기의 회전자설계에 있어서 역기전압의 

전고조파 왜율을 고려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림 3.1은 자석 삽입 위치에 따른 

전고조파 왜율을 보여주는데, 네 가지의 설게 후보 중에서 그림3.1(b)의 형상의 전

고파 왜율과 응력 특성이 다른 후보들보다 뛰어나기 때문에 그림3.1(b)의 형상을 

시험용 전동기의 기본 형상으로 결정하였다.

3.1 철손

매입형 영구자석 전동기의 회전자는 동기 속도로 회전하기 때문에 회전자의 손실

을 무시하기도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전기자에 흐르는 전류의 비동기 속도로 회전

하는 고조파 성분들은 회전자 손실을 유발한다. 그림 3.2(b)는 전동기가 완벽한 정

현파인 이상적인 입력 전류로 구동 될 때의 회전자 철손 분포를 보여준다. 이상적

인 정현파로 구동될 때의 철손은 회전자가 회전함에 따라 생기는 공극에서의 퍼미

언스의 변화 때문에 발생한다. 그림 3.2(c)는 10 kHz의 스위칭 주파수를 가지는 

옵셋 전압을 이용한 전압 변조 방식 3상 전압형 인버터에 450 V의 dc링크 전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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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어 얻은 1.61%의 전고조파 왜율을 갖는 전류 파형이다. 그림 3.2(d)는 전동기가 

PWM 인버터로 구동될 때의 회전자 철손 분포를 보여준다. 낮은 전고조파 왜율에

도 불구하고 이때의 회전자 철손 분포는 전자의 경우보다 훨씬 많아짐과 동시에 d

축과 q축의 쇄교 자속의 교차 결합 효과로 인한 비대칭적인 분포를 보여준다. 표 

3.1은 그림 3.2의 철손 분포를 얻기 위해 적용한 매입형 영구 자석 전동기의 구동 

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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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그림 3.1 영구 자석 삽입 위치에 따른 응력 분포와 전고조파 왜율

Fig. 3.1 THD of EMF and stress distributions according to the buried 

position of the magn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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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정현파 입력 전류      (b) (a)의 철손 분포

    

      (c) 인버터로 구동 시 입력 전류             (d) (c)의 철손 분포

(e) 인버터 전류의 고조파

그림 3.2 입력 전류 파형에 따른 회전자 철손 분포

Fig 3.2 Iron loss distribution according to the current wave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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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전동기 해석의 구동 조건

Table 3.1 Driving condition of analyzed motor 

전기자 전류 640 []

전류각 84 [deg]

회전 속도 12000 [min ]

영구 자석 도전율 690000 []

영구 자석 잔류 자속 밀도 1.29 [T]

강판 S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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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영구자석 와전류 손실

영구 자석의 와전류 손실은 작지만, 영구 자석내의 와전류로 인한 영구 자석의 

감자에 영향을 미친다[48]. 회전자 철심의 철손과 비교하여, 영구 자석내의 와전류 

손실 특성은 그림 3.3에 나타내었듯이 영구자석의 분할 개수에 영향을 받는다. 분

할 개수에 상관없이 모두 날개 자석에서 손실이 집중되어 있다. 또한 영구자석의 

분할면 역시 와전류 손실이 집중되어 있다. 그림 3.4는 유한요소법을 이용하여 영

구자석내의 손실을 구한 결과이다. 

표 3.1의 구동조건에서 유한요소법을 이용한 전동기 전체 손실을 표 3.2에 나타

내었다. 이때의 영구자석 분할 개수는 4개, 전동기의 출력은 100 kW, 효율은 93.6 

%이다. 매입형 영구자석 전동기의 회전자 손실은 고정자의 동손에 비해 작은 값이

지만, 손실이 생기는 부분이 특정 부분에 집중되어있기 때문에 영구자석의 불가역 

감자를 유발 할 수 있다. 

그림 3.3 영구자석 분할 개수에 따른 와전류 손실 분포

Fig. 3.3 Eddy-current loss in the magnets according to the number of 

magnet seg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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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유한요소법으로 구한 전동기 전체 손실

Table 3.2 Total loss calculated by FEM 

고정자 동손 3,379 [W]

고정자 철손 1,039 [W]

회전자 철손 1,051 [W]

영구자석 와전류 손실 1,399 [W]

전동기의 철손과 영구자석 와전류손은 실험을 통해 직접 측정하기 매우 어렵다. 

따라서 그림 3.5(a)와 같이 각 부위의 열 분포를 확인함으로써 회전자의 철손과 영

구자석 와전류손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5(a)에서 그림 3.2(d)의  

철손 분포가 높은 영역에 해당하는 부분의 온도가 140℃까지 올라간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영구자석 부근의 온도가 올라감에 따라서 영구자석이 불가역 감자 될 가

능성이 높아진다. 3.5(b)는 영구자석이 감자되기 전의 역기전압, 3.5(c)는 영구자

석이 감자된 후의 역기전압 파형이다. 

정리하면, 구동 전류에 따른 회전자의 철손 분포와 영구자석의 와전류 손실을 잘 

고려하여 회전자를 설계하면, 매입형 영구자석 전동기의 감자현상을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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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영구자석의 부분 감자

(b) 감자되기 전의 역기전압 파형

(c) 감자된 후의 역기전압 파형

그림 3.5 영구자석의 불가역 감자

Fig. 3.5 Irreversible demagnetization on the magn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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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매입형 영구자석 전동기의 최적 설계

4.1 개선된 최적화 기법

직접 탐색법은 초기 점의 위치가 알고리즘의 성능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 반대로 

미분을 이용하는 최적화 기법은 초기 점의 위치가 알고리즘의 성능에 큰 영향을 끼

치지 않는다. 또한, 미분을 이용하는 Steepest Decent Method(SDM)[49]이나 

Conjugated Gradient Method(CGM)[50]은 직접 탐색법에 비해 수렴속도가 매우 

빠르다. 그러나 전기기기 최적화에서는 목적 함수의 식이나 형상을 알 수 없기 때

문에, 미분 값을 구하기 위하여 수치 미분을 해야 하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수치 

미분은 함수 호출 횟수의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에 미분을 이용하는 최적화 기법은 

전기기기 최적화에는 적합하지 않다.

4.1.1  Simplex Method

심플렉스 기법은 널리 알려진 미분을 사용 하지 않는 직접법중의 하나로써 초기 

점에서 가장 가까운 국소 최적 점을 찾는 방법이다. 차원 문제에서의 심플렉스는 

, , …,  등의 개의 점으로 이루어진 기하학적 형상이다. 따라서 2차원 

문제의 심플렉스는 그림 4.1과 같이 3개의 점으로 이루어져 있다. 만약 을 초기 

점으로 설정한다면, 나머지 개의 점들을 식(4.1)을 이용하여 구하며, 심플렉스를 

구성하게 된다.

                           (4.1)

여기서,

 : 단위벡터

 : 상수 (일반적으로 1로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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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플렉스를 구성한 후, 심플렉스를 구성하는 각 점들의 목적 함수값을 비교 하여 

가장 좋지 못한 점을 보다 나은 점으로 대체하게 된다. 새로운 점으로 대체하는 과

정은 반사, 확장, 축소 등의 연산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림 4.1과 4.2에 나타냈듯

이 목적 함수 값이 가장 좋지 못한 점 와 식(4.2)와 같이 를 제외한 나머지 

점들의 도심 을 잇는 벡터 방향을 따라서 탐색하게 된다.

  



 ≠



                         (4.2)

          (a) 심플렉스의 구성                         (b) 반사 연산

          (c) 확장 연산                             (d) 외부 축소 연산

          (e) 내부 축소 연산                        (f)전체 축소 연산

그림 4.1 2차원 심플렉스의 구성과 연산

Fig. 4.1 Construction and Operator of 2-dimensional Simpl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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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2차원 심플렉스의 탐색 방향

Fig. 4.2 Searching Direction of 2-dimensional Simplex

이와 같이 주어진 특정 연산들을 통해서 심플렉스를 구성하는 점을 새롭게 탐색

해나가면서 심플렉스를 구성하는 점들의 목적함수 값들이 향상되어지면서 최적 점

을 찾을 수 있다. 각각의 연산을 통해 찾은 새로운 점의 목적함수의 값에 따라서  

그림 4.3과 같은 순서도를 수행한다. 심플렉스의 부피가 미리 결정되어진 특정 값

보다 작아지거나, 정해진 반복 횟수 이상을 시행하게 되면 심플렉스의 연산을 종료 

한다.

그림 4.3 심플렉스 기법의 순서도

Fig. 4.3 Flow Chart of Simplex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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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Gradient Assisted Simplex Method

앞 절에서 언급했듯이, 심플렉스의 연산으로 인하여 새롭게 대체되어 지는 점들

은 가장 나쁜 해를 갖는 점과 나머지 점들의 도심을 잇는 벡터의 방향과 동일한 방

향에 위치해 있다. 따라서 심플렉스 연산에 사용되어지는 새로운 도심을 제안함으

로써 심플렉스의 이동 방향을 개선 할 수 있다.

기존의 심플렉스 기법은 각 점들의 목적 함수 값들의 상대적인 크기만을 이용한

다. 따라서 각 점들의 목적 함수 값들의 차이가 크던 작던 똑같은 탐색 방향을 갖

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심플렉스를 구성하는 각 점들의 목적 함수 값을 이용하는 

새로운 방법을 제시한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2차원 심플렉스는 3개의 점으로 이루어진다. 그림 4.1(a)

와 같이 목적 함수 값이 가장 나쁜 점에서 다른 점으로의 벡터를 정의하면 2개의 

벡터를 얻을 수 있다. 이 2개의 벡터를 이용하여 2가지 방향으로의 근사 수치 미분

을 구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구해진 근사 수치 방향 미분값은 아래 식들과 

같은 방법을 이용하여 기울기(Gradient)를 구하는 데에 이용된다.




                         (4.3)




                         (4.4)

여기서,

 : 에서 다른 점을 향하는 벡터

 : 단위 벡터

 : 
의 번째 단위 벡터 방향으로의 크기


  


           (4.5)


  


           (4.6)





  









              (4.7)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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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함수 의  방향의 방향 미분

각 방향으로의 방향미분은 심플렉스를 구성하는 점을 이용한 수치미분으로써 대

체한다.


 


                    (4.8)


 


                   (4.9)

여기서,

, ,  : 목적 함수 값이 가장 좋은 점, 두 번째로 나쁜 점, 가장 

나쁜 점

차원 문제의 기울기는 식(4.7)의 확장 형태인 식(4.10)을 이용하여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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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0)

식(4.7)이나 (4.10)을 이용하여 구한 i번째 반복에서의 심플렉스의 기울기를 

로 정의하겠다. 심플렉스 새로운 점의 탐색 방향을 개선하기 위하여 식

(4.11)을 이용하여 기존 심플렉스의 도심 을 새로운 도심 ′으로 수정한다.

 

′ 
 

 ≠


·


               (4.11)

여기서,

 : 에서 로 향하는 벡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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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도심의 이동에 의한 반사점의 변화

Fig. 4 Change of Reflection Point according to Altering Centroid

식(4.11)을 이용한 도심의 변화는 그림 4.4에 나타내었다. 기존의 도심 이 

′으로 바뀜에 따라, 자연스럽게 반사점 역시 에서 ′으로 바뀌었다. 이와 같

은 방법은 심플렉스의 기울기를 반영하였기 때문에 새로운 점의 탐색 방향이 개선

되는 효과가 있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개선된 심플렉스 기법은 기존의 심플렉스 기법의 연산을 

간략화 하여, 반사, 확장, 축소 연산을 외부탐색과 내부탐색 그리고 전체축소 연산

으로 대체하여 사용한다. 기존 심플렉스 기법은 그림4.3의 순서도와 같이 매 이동

마다 반사연산을 수행한 후, 반사연산의 결과 값을 기준으로 다른 연산을 수행한다. 

그러나 개선된 심플렉스 기법에서는 이전 스텝에서의 연산을 모방하도록 수정 하여 

그림 4.5의 순서도와 같이 수행 된다. 

앞에서, 전기기기 최적화에는 미분을 이용한 방법은 목적함수가 수학적인 함수의 

형태로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수치 미분 값을 구하기 위하여 함수 호출이 늘어나

기 때문에 적합하지 않다고 하였다. 그러나 제안한 방법은 수치 미분을 하기위하여 

추가의 함수 호출을 필요로 하지 않고, 이미 함수 호출이 되었던 점들을 이용하여 

근사 수치 미분을 행하기 때문에 전기기기 최적화에 적용해도 문제가 없다. 더욱이 

제안한 방법은 미분의 개념을 접목함으로써, 초기 위치가 알고리즘의 성능에 미치

는 영향을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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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 개선된 심플렉스 기법의 순서도

Fig. 4.5 Flow Chart of improved Simplex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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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함수 비교 항목 심플렉스 개선된 심플렉스


평균 함수 호출 횟수 49.8 [회] 44.5 [회]

정확도 100 [%] 100 [%]


평균 함수 호출 횟수 43.1 [회] 38.8 [회]

정확도 100 [%] 100 [%]

4.1.3 개선된 심플렉스 기법의 검증

개선된 심플렉스 기법의 성능을 검증하기 위하여 식(4.12)와 (4.13)의 시험함수

에 적용 하여 최소 점을 찾는 문제에 적용하였다.

                      (4.12)

 sin 


sin 


               (4.13)

시험함수1과 시험함수2에서의 최소 점을 찾는 최적화 과정을 각각 그림 4.6와 

4.7에 나타내었다. 각 점에 표기된 수는 함수 호출이 일어난 순서를 의미하고 있다. 

심플렉스 기법과 개선된 심플렉스 기법의 심플렉스의 변화 양상을 보면, 심플렉스 

기법에 비해 개선된 심플렉스 기법은 최적 점으로 향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특히, 최적화 시작 단계에서의 이동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이는 개선된 심플렉스 

기법이 초기 위치가 알고리즘의 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덜 받고 있음을 의미한다.

표 4.1에서는 각 시험함수에서 각 알고리즘을 문제영역 내에서 무작위로 1000회

의 초기 점을 설정한 뒤, 최적화를 진행한 결과이다. 개선된 심플렉스 기법은 기존

의 심플렉스 기법의 정확성을 유지하면서, 약 10%의 함수 호출 횟수를 줄일 수 있

음을 검증하였다. 

표 4.1 심플렉스 기법과 개선된 심플렉스 기법의 성능 비교

Table 4.1 Comparison of the algorithm performance between Simplex and 

improved Simpl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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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심플렉스 기법                   (b)개선된 심플렉스 기법

그림 4.6 시험함수 에서의 심플렉스 기법과 개선된 심플렉스 기법의 최적화 과정

Fig. 4.6 Optimization Process of Simplex and improved Simplex by using 

the test function 1 

           (a)심플렉스 기법                   (b)개선된 심플렉스 기법

그림 4.7 시험함수 에서의 심플렉스 기법과 개선된 심플렉스 기법의 최적화 과정

Fig. 4.7 Optimization Process of Simplex and improved Simplex by using 

the test function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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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Kriging 보간법을 이용한 Multimodal 최적화

최적화 기법은 크게 확률론적 방법과 결정론적 방법으로 나뉜다. 대료적인 확률

론적 방법으로 유전 알고리즘(Genetic algorithm : GA)이 있다[51]. 유전 알고리

즘과 같은 확률론적 방법은 전역 최적점을 찾는 데에 있어서 뛰어난 성능을 갖지

만, 그 수렴 속도가 매우 느린 단점이 있다. 여기서 수렴 속도가 늦다는 말은 알고

리즘이 주어진 종료 조건을 만족하기까지의 함수 호출 횟수가 많음을 의미한다. 반

면에, 패턴 탐색과 같은 결정론적 알고리즘은 수렴 속도가 매우 빠른 특성을 가지

나, 확률론적 방법과 비교하여 전역 최적점을 찾기 힘든 단점이 있다.

확률론적 방법과 결정론적 방법의 장점만을 취하기 위하여 두 알고리즘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알고리즘이 있다. 일반적인 하이브리드 알고리즘은 확률론적 방법을 이

용하여 전역 최적점 근처까지 빠르게 수렴하고, 그 위치에서 결정론적 방법을 이용

하여 전역 최적점을 정확하게 찾아내는 방법이다. 

본 논문에서는 multimodal 최적화를 위하여 Kriging 보간법[52]과 결정론적 방

법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효율적인 최적점의 탐색을 달성하기 

위하여 확률론적 방법을 배제하고, 그 역할을 보간법으로 대체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최적화 기법의 순서는 다음과 같으며 그 순서도는 그림 

4.8에 나타내었으며 최적화 과정을 그림 4.10에 표현하였다.

1)  Step 0 – 초기화

이 단계에서는 최적화에 사용하는 문제 영역이나, 해집단의 개수 등 여러 변수들

을 정의하고, 초기화 한다.

2)  Step 1 – 초기 해집단 생성

초기 해집단을 생성할 때에는 다음 스텝의 Kriging 보간법을 이용한 목적함수의 

근사 모델이 목적함수를 잘 근사할 수 있도록 하기위하여 해집단의 해들이 문제 영

역에 가능한 고르게 분포하도록 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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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Step 2 – 근사 모델의 구성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최적화 기법은 해집단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여 Kriging

을 이용하여 근사 모델을 근사한다.

4)  Step 3 – 개선된 심플렉스 연산

이전 스텝에서 구성한 목적함수의 근사 모델에서 목적 함수의 값이 좋다고 판단  

되어지는 위치를 찾는다. 그 위치는 최댓값을 찾는 문제의 경우 그림 4.9에 붉은 

점과 같은 근사 모델의 봉우리가 된다. 근사 모델에서의 최적점들은 정확한 최적점

이 아니기 때문에, 그 최적점들을 앞 절에서 제안한 GASM의 초기점으로 설정한

다. 여러 개의 GASM은 각자의 초기점을 가지고 최적화를 수행하게 된다. 앞 절에

서 언급한 GASM은 초기점이 주어질 시, 심플렉스를 구성하는 나머지 식(4.1)을 

이용하여 구한다. 그러나 multimodal 최적화에 적용되는 GASM은 해집단에 포함

되어 있는 해들 중에서 주어지는 초기점 근방에 있는 점을 찾아 심플렉스를 구성한

다. 따라서 심플렉스를 구성하기 위하여 별도의 함수 호출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5)  Step 4 – Shaking

해의 다양성을 높이기 위하여 전체 문제 영역 내에서 현재 해집단의 분포가 가장 

적은 영역을 찾아 해집단에 추가해 준다. 그림 4.10(b)는 반복 횟수가 1일때의 목

적 함수의 근사 모델과 해집단의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A와 B의 영역은 현재 해

집단의 해들의 분포가 느슨한 곳이다. 따라서 그림4.10(c)의 a, b점에 해당하는 해

를 해집단에 추가해 주게 된다. 마찬가지고 그림4.10(c)의 해집단의 분포에서 C영

역은 해들의 분포가 느슨하기 때문에 그림 4.10(d)의 c점을 추가해 준다. 이와 같

은 shaking 단계를 거쳐서 해의 다양성이 확보되어지기 때문에 문제 영역에 존재

하는 국소 최적점들을 찾아낼 수 있다.

6)  Step 5 – 수렴 판정

최적해들의 개수와 그 위치가 변하지 않을 때 까지, 스텝2~스텝4를 반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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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8 Multimodal 최적화 기법의 순서도

Fig. 4.8 Flow chart of the proposed multimodal optimization method

그림 4.9 GASM의 심플렉스 구성

Fig. 4.9 Construction of the GA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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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iteration 0                   (b) iteration 1

                (c) iteration 3                   (d) iteration 4

               (e) iteration 8                   (f) iteration 10

그림 4.10 제안한 multimodal 최적화 기법의 최적화 과정

Fig. 4.10 Optimization process by using the proposed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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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매입형 영구자석 전동기의 회전자 최적 설계

 4.3.1 최적화 기법을 적용한 최적 설계 과정

고출력 매입형 영구자석 전동기를 최적 설계하기 위하여 목적함수를 전동기의 최

고속도인 12000 r/min에서의 출력으로 설정 하였다. 3장에서 언급한 철손 분포와 

영구자석 와전류 손실은 추가적인 수치해석을 수행해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전동

기의 출력 최적화 과정과 유기적으로 결합하기 힘들다. 따라서, 전동기의 출력특성

을 multimodal 최적화 하여 몇 개의 설계 후보를 선정하여 그 설계 후보들의 역기

전압 크기, THD특성과 철손 분포를 분석한다.

매입형 영구자석 전동기의 출력에 영향을 주는 설계 변수는 매우 많다. 따라서 

실현 가능한 고출력 매입형 영구자석 전동기의 출력 최적화 설계를 위하여 두 개의 

설계 변수를 선정하고, 그 설계 변수의 최적화된 값을 찾는 방법을 이용하였다. 매

입형 영구자석 전동기에서 자석의 형상은 자석 토크뿐만 아니라 자기저항 토크에도 

영향을 미친다. 자석의 형상을 결정짓는 여러 설계 변수 중에서 그림 4.11에 나타

낸 자석각 1, 2를 본 논문에서 다루는 최적 설계의 설계 변수로 선정하였다. 자

석각이 바뀜에 따라, 공극 자속 밀도가 변하게 되어 자석 토크가 달라진다. 또한 자

석각들이 바뀌면, q축 자로가 달라지기 때문에 자기저항 토크 또한 달라진다. 더불

어 그림 3.2에서 나타내었듯이 매입형 영구자석 전동기는 회전자의 브릿지 부분에

서 철손 분포가 집중되어 있다. 따라서 자석각이 바뀌게 되면 브릿지의 형상과 위

치가 바뀌게 되어 철손 분포에 큰 영향을 미친다. 

Multimodal 최적화를 이용한 최적 설계는 여러 개의 후보 해를 얻을 수 있고, 이

를 통해 설계자가 목적함수가 아닌 다른 특성을 고려할 수 있게 해 준다. 본 논문

에서 제안한 multimodal 최적화 기법을 이용하여 최적 설계를 수행 하였고, 그 결

과, 표 4.2의 3개의 유효한 설계 절과 후보를 선정하였다.  설계 후보 2는 기저 속

도에서의 역기전압이 가장 크지만, 최고 속도에서의 출력이 설계 요구 조건을 만족

하지 못하였다. 설계 후보 1은 기저 속도와 최고 속도에서 설계 요구 조건을 모두 

만족 하였다. 그러나 설게 후보 3 또한 설계 요구 조건을 모두 만족하였고, 동시에 

역기전압의 전고조파 왜율이 후보 중에서 가장 낮고, 회전자 철손역시 후보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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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 1 후보 2 후보 3

 138 [deg] 134 [deg] 136 [deg]

 151 [deg] 151 [deg] 149 [deg]

역기전압 (peak to peak) @ 4000r/min 225 [V] 232 [V] 227 [V]

출력 @3600 r/min 109 [kW] 117 [kW] 107 [kW]

출력 @12000 r/min 103 [kW] 92 [kW] 112 [kW]

전고조파 왜율 4.4 [%] 6.1 [%] 3.4 [%]

회전자 철손 @12000 r/min 2,175 [W] 2,442 [W] 1.983 [W]

가장 적은 값을 가진다. 따라서 설계 후보 3을 최종 설계 결과로 정하였다.

그림 4.12는 초기 모델과 최적 모델의 출력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최적 모델의 

출력은 초기 모델의 출력보다 약 3%정도 높다. 최적 모델의 회전자 철손 분포를 

그림 4.13에 나타내었다. 최적화 기법을 적용한 최적 설계를 통해, 목적 함수인 전

동기의 출력을 최적화 하였다.

그림 4.11 최적화를 위한 설계 변수

Fig. 4.11 Design variables for optimization

표 4.2 최적화 결과

Table 4.2 Optimization res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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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2 초기 모델과 최적 모델의 출력

Fig 4.12 Generating power of initial and optimized model

그림 4.13 최적 모델의 회전자 철손 분포

Fig. 4.13 Iron loss distribution of optimized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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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 해석 결과와 실험 결과의 비교

본 논문의 매입형 영구자석 전동기의 회전자 최적 설계를 검증하기 위하여 100 

kW급 시험용 전동기를 제작하였다. 시험용 전동기는 가장 낮은 영구자석 와전류 

손실과 회전자 철손 특성을 보이는 분포권, 2층의 영구자석 구조를 갖는 전동기이

다[48]. 시험용 전동기의 설계 제원은 표 4.3에 나타내었다. 그림 4.14는 제작된 

시험용 전동기이며, 그림 4.15는 시험용 전동기를 실험하기 위한 실험 세트이다. 

표 4.3 시험용 전동기의 설계 제원

Table 4.3 Specification of prototype motor

고정자 외경 210 [mm]

회전자 외경 170 [mm]

극 수 6 

공극 1 [mm]

슬롯 수 27

 136 [deg]

 149 [deg]

           (a) 고정자                                (b)회전자

그림 4.14 시험용 전동기

Fig. 4.14 Prototype mach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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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5 실험 세트

Fig. 4.15 Experimental Equipment

시험용 전동기의 요구 조건은 회전 속도 3600~12000 r/min의 영역에서 최대 

출력 100 kW를 만족하는 것이다. 유한 요소법을 통한 설계 결과 에서는 640 A

의 입력전류로 구동 할 시에 설계요구 조건을 만족하였다. 그러나 실험 시에는 

인버터의 용량 제한으로 충분한 전류를 공급하지 못하여, 최대 509 A의 전류로 

구동하였다. 이때의 출력 특성은 80 kW이다. 역기전압과 d축, q축 쇄교 자속과 토

크를 설계 결과와 실험 결과를 비교하여 그림 4.15, 4.16과 4.17에 나타내었다.

그림 4.16으로부터 설계 결과와 실험 결과의 80 kW의 출력 특성이 잘 일치함을 

알 수 있다. 100 kW의 출력 특성을 직접 비교하지는 못하였지만, 80 kW의 출력

특성이 잘 맞음을 미루어 보아 100 kW의 출력 특성도 잘 일치할 것이라 예상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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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역기전압 파형 - 설계 결과

    

(b) 역기전압 고조파 - 설계 결과 

(c) 역기전압 파형 - 실험 결과

그림 4.16 회전 속도 4000 r/min에서의 역기전압 파형 비교

Fig. 4.16 Comparison of EMF voltage at 4000 r/m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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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d축 쇄교 자속

(b) q축 쇄교 자속

그림 4.17 쇄교 자속 비교

Fig. 4.17 Comparison of flux link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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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8 토크와 출력 특성 비교

Fig. 4.18 Comparison of torque and output 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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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매입형 영구자석 전동기의 설계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회전자의 철손과 영구자석의 와전류 손실을 고려 할 수 있는 

최적화 기법을 이용한 설계를 제안 하였다. 제안된 방법의 검증을 위해 시험용 전

동기와의 비교를 통해 타당성을 확인하였다.

먼저 기존의 매입형 영구자석 전동기의 설계과정에서 누락되었던 회전자의 손실

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매입형 영구자석 전동기의 회전자 철손 및 영구자석 와전류 

손실은 영구자석의 감자를 유발 할 수 있기 때문에 운전 특성(Driving Condition)

을 고려한 정확한 회전자 철손 및 영구자석 와전류 손실을 구하고 이를 설계에 반

영하였다.

널리 사용되고 있는 결정론적 알고리즘인 심플렉스 기법을 전기기기 최적화 문제

에 적용하기 위하여 GASM(Gradient Assisted Simplex Method)를 제안하였다.  

수학적 시험 함수를 기존 심플렉스 기법과 GASM에 적용하여 제안된 최적화 기법

의 유효성을 검증하였다. 또한, GASM과 Kriging 보간법을 적절히 이용하여 복잡

한 목적함수와 다양한 설계 제한 조건을 가지는 매입형 영구자석 전동기의 최적 설

계를 효율적으로 해결 할 수 있는 multimodal 최적화 알고리즘인 KGSM(Kriging 

combined with Gradient assisted Simplex Method)을 제안하였다. 나아가, 제안

된 KGSM을 이용하여 매입형 영구자석 전동기의 회전자 형상 최적화 설계에 적용

하여 전동기의 출력 특성을 높였다. 전동기의 특성 해석 결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시험용 전동기를 제작하여 해석 결과와 실험, 비교하였다. 

매입형 영구자석 전동기의 운전 특성을 고려한 설계는 영구자석의 감자를 줄일 

수 있으며, 이러한 설계를 수행하기 위해 제안된 최적화 기법을 통해서 향후 매입

형 영구자석 전동기의 설계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에서 매입형 영구자석 전동기의 회전자 손실을 상용 툴을 이용하여 구하

였다. 향후에는 보다 정확한 철손 해석을 위하여 상용 툴에서 벗어난 철손 해석 기

법 관련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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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proposes a rotor design strategy of interior permanent 

magnet synchronous machine (IPMSM) considering various design 

constraints. The conventional process in the rotor design only considers 

the magnitude of the iron loss or the magnet loss while neglecting the loss 

distributions in the rotor core. This approach results in a design where 

losses are accumulated on a localized region in the rotor core, especially 

in the case of IPMSM with a fractional number of slots per pole. This can 

cause significant irreversible demagnetization of the permanent magnets 

since the rotor core usually suffers from poor heat transfer. The proposed 

strategy targets this problem by focusing on the loss distributions 

according to driving condition. 

Meanwhile, for the optimization of the multimodal problem, many function 

calls are required with much consumption of time. To address this 

problem, this paper proposes a novel hybrid algorithm in which function 

calls are less than conventional methods. Specifically, the proposed method 

uses the kriging meta model to find an approximated solution in a whole 

problem region. To increase the convergence speed in local peaks, a 

parallel gradient assisted simplex method is proposed and combined with 

the kriging meta-model. The correctness and usefulness of the proposed 

hybrid algorithm is verified through the practical optimization of an interior 

permanent magnet synchronous machine. The proposed methods that are 

the rotor design strategy of IPMSM and multimodal optimization algorithm 

has effectiveness in to design IPMSM properly.

Key Words: interior permanent magnet synchronous motor (IPMSM), rotor, 

Iron loss, Demagnetization, Optimization

Student Number : 2011-2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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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수 있었고 석사 졸업 논문이라는 결실을 맺을 수 있었습니다. 사회에 나가서도 

부끄럽지 않은 제자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대학원 생황을 함께한 전기역학연구실 선후배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신

입생때 잘 알려주시고 힘들 때마다 술 사주시던 재원이형 고맙습니다. 제가 영어를 

못해서 대화할 기회가 별로 없었던 루안형, 나중에 만나면 친하게 지내요. 항상 조

용하게 지내시던 상엽이형, 필요할때마다 도움 주셔서 감사해요. 여러 가지로 도움

을 많이 주신 종호형, 감사합니다. 논문을 쓰게 만들어주신 종석이형, 감사합니다. 

전동기팀의 팀장 동균이형, 같이 연구실 생활을 하게 되어서 영광이었고, 감사했습

니다.  항상 바쁘시지만 조용하신 경표형, 무심한 듯 하지만 항상 신경 써주셔서 감

사했어요. 동균이형, 경표형 두 분 다 박사 논문 잘 쓰시길 바랄게요. 실무에 밝은 

정무형, 도움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어르신인 청희형, 많은 나이차에도 불구하고 가

깝게 대해주셔서 감사했어요. 심심할때면 놀아주시던 용선이형, 고마워요. 한학기 

선배이며 같이 배워나가던 동국이형, 함께 해줘서 고마워요. 영어 개인 교사가 되어

준 알리, 고마워. 운동 잘하는 동진이형, 회사에서도 잘 하시길 바래요. 근육쟁이 승

기, 같이 연구하면서 많이 배운 것 같아. 고마워. 인생을 즐기시는 준이형, 앞으로도 

즐겁게 사시길 바래요. 성격 좋은 것 같은 선애,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즐겁게 살길 

바래. 연구실 후배님들이신 한결이, 현정이, 인균이형, 소현이. 내 입장에서 보면 항

상 부족하고 고생하는 모습이 안쓰럽지만, 더윽더 열심히 하길 바래. 

마지막으로 제 삶의 힘이 되어주는 가족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항상 아낌

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어머니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뿐인 형, 그리

고 연주. 같은 가족이라서 고마워. 내 삶의 동반자 영랑이. 나와 함께 해줘서 정말 

고마워. 행복하게 살자.

2013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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