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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풍력 발전기, 전기 자동차 견인용 전동기, 로봇 관절 구동용 

전동기와 같이 제한된 공간 내에서 높은 토크와 출력을 요구하는 응용 

분야에서 영구자석 기기가 많이 사용되면서, 고토크밀도의 영구자석 

기기의 해석과 설계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오버행 구조는 영구자석 

기기의 토크밀도를 효과적으로 높일 수 있는 구조이지만, 오버행 구조가 

적용된 영구자석 기기의 정확한 전자계 해석을 위해서는 긴 해석 시간이 

소요되는 3차원 유한요소법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반경 

방향 자속 영구자석(radial-flux permanent-magnet: RFPM) 전동기와 

축 방향 자속 영구자석(axial-flux permanent-magnet: AFPM) 

전동기에서 오버행 효과를 빠르고 정확하게 고려할 수 있는 해석적 

기법을 제안하였다. 또한 오버행 구조가 RFPM 전동기의 열 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고 이를 빠르게 고려할 수 있는 열등가회로법을 

제안하였다. 

RFPM 전동기는 축 방향을 기준으로 전자기적 특성이 일정하기 

때문에 2차원 유한요소법을 이용하여 전자계 해석이 가능하다. 하지만 

오버행 구조가 적용되는 경우 축 방향으로의 일정한 전자기적 특성이 

없어지기 때문에 3차원 유한요소법을 이용하여 전동기 특성을 해석해야 

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빠른 시간 내에 정확하게 RFPM 전동기의 

오버행 효과를 고려할 수 있는 해석적 기법을 제안하였다. 제안하는 

해석적 기법은 먼저 공간고조파법을 이용하여 오버행이 적용되지 않은 

전동기의 자속 분포를 도출하고 자기등가회로법을 이용하여 오버행으로 

인해 증가되는 자속의 크기를 도출한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두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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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를 종합하여 오버행이 적용된 RFPM 전동기의 전자기적 특성을 

계산한다. 제안하는 해석적 기법의 정확성은 3차원 유한요소법과 시험용 

RFPM 전동기의 실험을 통해 검증되었다. 

오버행 구조는 영구자석 전동기의 전자기적 특성뿐만 아니라 열 

특성에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 전동기의 온도는 전동기의 성능과 수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전동기 설계 단계에서부터 전동기의 열 

특성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오버행 구조가 

RFPM 전동기의 열원 분포와 전동기 내부에서의 열 전달 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고, 이를 빠르게 고려할 수 있는 열등가회로법을 

도출하였다. 제안하는 열등가회로법의 정확성은 시험용 RFPM 전동기의 

온도 실험을 통해 검증되었다. 

AFPM 전동기는 축 방향의 공간이 제한적인 경우에도 높은 

토크밀도를 갖는 특성이 있어 그 활용도가 높다. 하지만 AFPM 

전동기의 경우 축 방향으로의 일정한 전자기적 특성이 없기 때문에 

3차원 유한요소법을 이용하여 전자기적 특성을 해석해야 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AFPM 전동기의 전자기적 특성을 빠르고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 quasi-3-D 해석적 기법을 제안하였다. 또한 영구자석 

전동기의 토크밀도를 효과적으로 높일 수 있는 오버행 구조가 적용된 

AFPM 전동기의 전자기적 특성을 빠르고 정확하게 고려하기 위해서 

앞서 제안한 quasi-3-D 해석적 기법과 자기등가회로법을 결합한 

해석적 기법을 제안하였다. 제안된 해석적 기법의 정확성은 3차원 

유한요소법과 시험용 AFPM 전동기의 실험을 통해 검증되었다. 

전기기기의 설계는 다양한 요구 조건을 고려해야 하고 전기기기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많은 설계 변수들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최적화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수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전기기기의 최적 설계 

시간과 최적 설계 결과는 최적화 알고리즘의 성능에 많은 영향을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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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우수한 최적화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서브 그룹 개념과 크리깅 근사 모델(Kriging surrogate 

model)을 활용함으로써 최적화에 필요한 함수 호출 횟수를 효과적으로 

감소시키면서 우수한 최적해를 찾을 수 있는 멀티모덜(multimodal) 

최적화 알고리즘을 제안하였다. 제안하는 최적화 알고리즘의 성능을 

여러 시험 함수를 이용하여 기존의 멀티모덜 최적화 알고리즘들과 

비교하여 검증하였다. 또한 AFPM 전동기의 코깅 토크 저감 설계에 

제안된 최적화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우수한 최적 설계 결과를 

도출하였다. 

오버행 구조가 영구자석 전동기의 토크밀도 개선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본 논문에서 제안된 해석적 기법과 최적화 알고리즘을 

검증하기 위해 로봇 관절 구동용 RFPM 전동기 1대와 전기 자동차 인 

휠 시스템용 AFPM 전동기 1대를 각각 설계, 제작, 실험하였다. 

 

 

주요어: 반경 방향 자속 영구자석 전동기(radial-flux permanent-

magnet motor), 축 방향 자속 영구자석 전동기(axial-flux permanent-

magnet motor), 회전자 오버행 구조(rotor overhang structure), 

자기등가회로법(magnetic equivalent circuit), 열등가회로법(lumped-

parameter thermal network), 멀티모덜 최적화 알고리즘(multimodal 

optimization algorithm). 

 

 

학   번:  2012-2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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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 및 약어 설명 

 

 
𝐴 공기에 접하는 면적 [m2] 

𝐴𝑔 공극 면적 [mm2] 

𝐴𝑖 두 물체의 접촉 면적 [m2] 

𝐴𝑚 영구자석 면적 [mm2] 

𝐵𝑔 공극 자속 밀도 [T] 

𝐵g
′ 오버행 영역에서의 공극 자속 밀도 [T] 

𝐵𝑚 영구자석 자속 밀도 [T] 

𝐵𝑟 반경 방향 자속 밀도 [T] 

𝐵𝑟𝑒𝑠 영구자석의 잔류 자속 밀도 [T] 

𝐵𝜙 접선 방향 자속 밀도 [T] 

�⃗�  자속 밀도 [A/m]  

𝐵𝑠𝑙𝑜𝑡𝑙𝑒𝑠𝑠 슬롯리스 타입 전동기의 공극 자속 밀도 [T] 

𝐵𝑠𝑙𝑜𝑡𝑡𝑒𝑑 슬롯 타입 전동기의 공극 자속 밀도 [T] 

𝐷 원통의 직경 [m] 

�⃗⃗�  자계 세기 [A/m] 

�⃗⃗�  자화 세기 [A/m] 

𝑁𝑠 슬롯 수 

𝑅𝑖 AFPM 전동기의 내측 반지름 [mm] 

𝑅𝑚 RFPM 전동기의 영구자석 외측 반지름 [mm] 

𝑅𝑜 AFPM 전동기의 외측 반지름 [mm] 

𝑅𝑟 RFPM 전동기의 회전자 외측 철심 반지름 [mm] 

𝑅𝑠 RFPM 전동기의 고정자 내측 철심 반지름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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𝑅𝑎𝑏 RFPM 전동기의 슬롯 외측 반지름 [mm] 

𝑇𝑎 외부 공기 온도 [℃] 

𝑇𝑠 표면 온도 [℃] 

𝐶𝑝 비열 [J/kg∙ ℃] 

ga 중력가속도 [m/s2] 

ge 유효 공극 길이 [mm] 

𝑙𝑖 두 물체 간의 거리 [m] 

𝑙𝑚 영구자석 두께 [mm] 

𝑙𝑜 오버행 길이 [mm] 

𝑙𝑟 회전자 철심 두께 [mm] 

𝑙𝑠 고정자 철심 두께 [mm] 

𝑙𝑠𝑡 축 방향 두께 [mm] 

𝑘𝑎𝑖𝑟 공기의 열 전도도 [W/m∙ ℃] 

𝑝 극 쌍 수 

𝑤𝑓 영구자석 간 거리 [mm] 

𝑤𝑓𝑖 RFPM 전동기의 첫번째 구간에서의 영구자석 간 거리 [mm] 

𝑤𝑓𝑜 RFPM 전동기의 두번째 구간에서의 영구자석 간 거리 [mm] 

𝑤𝑚 영구자석 길이 [mm] 

𝑤𝑚𝑖 RFPM 전동기의 첫번째 구간에서의 영구자석 길이 [mm] 

𝑤𝑚𝑜 RFPM 전동기의 두번째 구간에서의 영구자석 길이 [mm] 

𝛼𝑝 극호비 

𝛽 체적 팽창 계수 [1/K] 

휀𝑒 방사율 

𝜎𝑆𝐵 Stefan-Boltzmann 상수 [W/ m2∙K4] 

𝜇𝑓 동점성 계수 [kg/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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𝜇0 공기의 투자율 [H/m] 

𝜇𝑟 영구 자석의 상대 투자율 

𝜈 점성 계수 [m2/s] 

𝜌 밀도 [kg/m3] 

ℜg 공극 자기저항 [A/Wb] 

ℜ𝑚𝑚 Φ𝑚𝑚에 대응하는 자기저항 [A/Wb] 

ℜ𝑚𝑜 영구자석의 자기저항 [A/Wb] 

ℜ𝑚𝑟 Φ𝑚𝑟에 대응하는 자기저항 [A/Wb] 

ℜg
′  오버행 영역에서의 공극 자기저항 [A/Wb] 

ℜ𝑚𝑚
′  오버행 영역에서의 Φ𝑚𝑚

′ 에 대응하는 자기저항 [A/Wb] 

ℜ𝑚𝑜
′  오버행 영역에서의 영구자석의 자기저항 [A/Wb] 

ℜ𝑚𝑟
′  오버행 영역에서의 Φ𝑚𝑟

′ 에 대응하는 자기저항 [A/Wb] 

Φg 공극 자속 [Wb] 

Φ𝑚𝑚 영구자석 간 누설 자속 [Wb] 

Φ𝑚𝑟 영구자석과 회전자 간의 누설 자속 [Wb] 

Φg
′  오버행 영역에서의 공극 자속 [Wb] 

Φ𝑚𝑚
′  오버행 영역에서의 영구자석 간 누설 자속 [Wb] 

Φ𝑚𝑟
′  오버행 영역에서의 영구자석과 회전자 간의 누설 자속 [Wb] 

𝜔 회전자 각속도 [r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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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D  이차원 (2-Dimensional) 

3-D  삼차원 (3-Dimensional) 

AFPM  축 방향 자속 영구자석 

(Axial-Flux Permanent-Magnet) 

EMF  역기전력 (Back Electromotive Force) 

FEM  유한요소법(Finite Element-Method) 

HAM  공간고조파법과 자기등가회로법을 결합한 해석적 기법 

  (Hybrid Analytical Method) 

IPM  매입형 영구자석 (Interior Permanent-Magnet) 

LPTN  열등가회로법  

(Lumped-Parameter Thermal Network) 

MEC  자기등가회로법 (Magnetic Equivalent Circuit) 

MS  서브 그룹 개념과 크리깅 근사 모델을 활용한 멀티모덜 

  최적화 알고리즘 

(Multimodal Optimization Algorithm Using  

a Subgroup Concept and a Kriging Surrogate Model) 

Q3D HAM Quasi-3-D 해석적 기법과 자기등가회로법을 결합한 

  해석적 기법 (Quasi-3-D Hybrid Analytical Method) 

RFPM  반경 방향 자속 영구자석 

  (Radial-Flux Permanent-Magnet) 

SHM  공간고조파법 (Space Harmonic Method) 

SPM  표면부착형 영구자석 

  (Surface-Mounted Permanent-Mag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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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1.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영구자석 기기는 회전자의 자속이 영구자석으로부터 공급되기 

때문에 구조가 간단하고 효율이 높다는 장점이 있다 [1]. 또한 

에너지밀도가 높은 희토류(rare earth) 자석을 사용하면서 영구자석 

기기의 출력밀도(power density)와 토크밀도(torque density)는 

비약적으로 상승하였다 [2]. 최근에는 반도체 소자의 발전과 더불어 

전동기 제어 기술이 발전하면서 영구자석 기기를 활용하는 응용 분야는 

점점 더 넓어지고 있다 [3]-[9]. 

풍력 발전기, 전기 자동차 견인용 전동기, 로봇 관절 구동용 

전동기와 같이 제한된 공간 내에서 높은 토크와 높은 출력을 요구하는 

응용 분야에서 영구자석 기기가 많이 사용되고 있다 [10]-[14]. 

따라서 고토크밀도(high-torque-density)의 영구자석 기기의 해석 및 

설계의 필요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영구자석 전동기는 회전자 영구자석의 자속이 흐르는 경로에 따라 

반경 방향 자속 영구자석(radial-flux permanent-magnet: RFPM) 

전동기와 축 방향 자속 영구자석(axial-flux permanent-magnet: 

AFPM) 전동기로 구분할 수 있다. 회전자의 오버행(overhang) 구조는 

고정자 권선의 단부(end winding) 구조로 인해 발생하는 여유 공간을 

활용함으로써 효과적으로 RFPM 전동기와 AFPM 전동기의 토크밀도를 

높이는 구조이다 [15]-[18]. 따라서 고토크밀도를 요구하는 다양한 

응용 분야에서 오버행 구조의 활용도가 높다 [19], [20]. 본 논문에서 

토크밀도는 전동기 부피에 대한 토크의 비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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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오버행 구조가 적용된 영구자석 전동기의 경우 그 구조적 

특징으로 인해 2차원 유한요소법(2-dimensional finite-element 

method: 2-D FEM)을 이용한 전자계 해석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오버행 효과를 정확하게 고려하기 위해서는 3차원 유한요소법(3-

dimensional finite-element method: 3-D FEM)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3차원 유한요소법에는 2차원 유한요소법에 비해 긴 해석 시간이 

요구되기 때문에 오버행 구조가 적용된 영구자석 전동기의 해석과 

설계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특히 전동기의 초기 설계 단계에서는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 전동기의 제한 조건과 요구 조건을 만족하는 설계 

결과를 도출하기 때문에 초기 설계 단계에서부터 오버행 효과를 정확히 

고려하기는 매우 어렵다. 따라서 오버행 구조가 영구자석 전동기에 

미치는 영향을 빠르고 정확하게 고려할 수 있는 해석 기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RFPM 전동기의 오버행 효과를 빠르게 고려하기 위한 여러 해석 

기법이 연구되고 있다. 먼저 오버행 구조로 인해 증가하는 

자속(magnetic flux)을 3차원 유한요소법을 이용한 정적 해석(static 

analysis)을 통해 구하고, 이를 영구자석의 특성에 반영하여 2차원 

유한요소법으로 오버행 효과를 고려하는 방식이 있다 [15], [19], [21], 

[22]. 2차원 유한요소법을 이용하여 과도 해석(transient analysis)을 

수행하기 때문에 기존의 3차원 유한요소법 만을 이용하는 방식에 비해 

해석 시간을 저감할 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3차원 유한요소법 해석이 

필요하고 2차원 유한요소법 역시 해석적 기법(analytical method)에 

비해 긴 해석 시간이 필요하다는 한계가 있다. 

유한요소법을 이용하지 않고 RFPM 전동기의 오버행 효과를 

고려하는 방식으로는 자기등가회로법(magnetic equivalent circuit: 

MEC)이 있다. 자기등가회로법은 전동기의 자기적 특성을 회로 정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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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화하여 해석하는 해석적 기법의 한 종류이다. 자기등가회로법 중 

가장 먼저 오버행 효과를 고려하기 위해 적용되었던 방식은 3차원 

자기등가회로법이다 [23]-[29]. 3차원 자기등가회로법은 오버행 

구조를 갖는 선형 전동기(linear motor)에 먼저 적용되었고 [23], 이후 

오버행 구조를 갖는 회전형 전동기(rotary motor)에 적용할 수 있는 

3차원 자기등가회로법이 개발되었다 [24]. 3차원 자기등가회로법을 

이용함으로써 오버행 구조가 적용된 RFPM 전동기의 3차원 구조를 

해석할 수 있지만, 3차원 해석 모델을 이용하기 때문에 세밀한 자속 

분포 양상을 보기 위해서는 많은 계산량이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2차원 자기등가회로법이 오버행 효과를 

고려하기 위해 연구되었다 [30], [31]. 2차원 자기등가회로법을 이용한 

방식은 오버행 구조로 인해 증가된 자속량을 계산할 수 있지만 자속의 

분포 양상을 파악하기 힘들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실제 전동기 

설계에 직접 적용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유한요소법을 이용하지 않으면서도 정확히 오버행 효과를 고려할 수 

있으며 RFPM 전동기 설계에 직접 활용할 수 있는 해석적 기법을 

제안하였고, 이를 3차원 유한요소법과 시험용 RFPM 전동기의 실험을 

통해 검증하였다. 

오버행 구조가 적용되는 경우 영구자석 전동기의 전자기적 특성뿐만 

아니라 열 특성에도 변화가 생긴다. 영구자석 전동기의 온도는 전동기의 

성능 및 수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오버행 구조가 적용된 

영구자석 전동기의 열 특성 고려가 필요하다. 기존의 영구자석 전동기의 

열 특성을 분석한 사례는 많지만 [32]-[36], 오버행 구조가 적용된 

영구자석 전동기의 열 특성에 관한 연구는 미미하다. 따라서 오버행 

구조가 영구자석 전동기의 열 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오버행 구조가 RFPM 전동기의 열 특성에 미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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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전동기의 열 특성을 빠르게 고려할 

수 있는 열등가회로법(lumped-parameter thermal network: LPTN)을 

제안하였고 이를 시험용 RFPM 전동기의 실험을 통해 검증하였다. 

RFPM 전동기는 구조적 특징으로 인해 축 방향을 기준으로 

전자기적 특성이 일정하기 때문에 2차원 유한요소법을 이용한 전자계 

해석이 가능하다. 하지만 AFPM 전동기는 회전자와 고정자 사이의 자속 

경로가 축 방향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3차원 유한요소법을 이용한 

전자계 해석이 필요하다. 3차원 유한요소법은 긴 해석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AFPM 전동기의 해석 및 설계 시간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해석 

기법이 연구되고 있다. 첫번째로 AFPM 전동기의 3차원 모델을 여러 

2차원 모델로 분할하여 해석하는 quasi-3-D 유한요소법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 [37]-[41]. 이 방법은 AFPM 전동기의 전자기적 

특성을 수식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없고 단지 3차원 모델을 여러 2차원 

모델들로 분할하여 2차원 유한요소법을 이용하여 해석한 뒤 해석 

결과를 종합하면 된다. 따라서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방식이지만 

여전히 2차원 유한요소법이 필요하며, 정확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다수의 2차원 유한요소해석이 요구되는 단점이 있다. 두번째 해석 

기법으로는 유한요소법을 기반으로한 FRM(field reconstruction 

method)이 있다. FRM은 먼저 전동기의 각 자속원(flux source)을 각각 

유한요소법을 이용하여 계산한 뒤, 각각의 해석 결과를 중첩의 

원리(superposition principle)를 적용하여 종합함으로써 전동기의 해석 

시간을 저감하는 방식이다. 해석 시간이 긴 3차원 유한요소법에 적용할 

경우 그 효과가 크기 때문에 AFPM 전동기의 해석 및 설계에 FRM이 

사용되고 있다 [42], [43]. FRM은 유한요소법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AFPM 전동기의 정확한 자속 분포를 계산할 수 있지만, 여전히 긴 해석 

시간이 필요한 유한요소법을 사용하고 자기 포화(magnetic satu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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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이 발생하는 경우 중첩의 원리가 적용되지 않아 큰 오차가 

발생한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AFPM 전동기의 해석 시간을 효과적으로 저감하기 위해 

자기등가회로법 [44]-[46]과 공간고조파법(space harmonic method: 

SHM) [47]-[54] 등의 해석적 기법이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다. 

공간고조파법은 푸리에 급수(Fourier series)를 사용하여 전동기 자계 

분포의 해석 해(analytical solution)를 구하는 해석적 기법의 한 

종류이다. 이러한 해석적 기법들은 AFPM 전동기의 해석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기 때문에 AFPM 전동기의 해석 및 설계에 많이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복잡한 형상을 고려하기 힘들기 때문에 고정자의 

슬롯(slot) 구조를 고려하지 못하거나 짧은 슬롯 오프닝(slot opening) 

구조가 적용된 경우에 한하여 해석적 기법의 정확성을 검증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AFPM 전동기는 고정자 적층(lamination) 구조 제작의 

어려움으로 인해 오픈 슬롯(open slot)의 고정자 구조를 갖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큰 슬롯 오프닝의 구조가 적용된 AFPM 

전동기에 적용이 가능하며 빠르고 정확하게 AFPM 전동기의 자속 

분포를 계산할 수 있는 해석적 기법을 제안하였고, 이를 3차원 

유한요소법과 시험용 AFPM 전동기의 실험을 통해 검증하였다. 

RFPM 전동기에서와 마찬가지로 회전자 오버행 구조는 AFPM 

전동기의 토크밀도를 효과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는 구조이다. 오버행 

구조를 갖는 AFPM 전동기 역시 정확한 전자계 해석을 위해서는 3차원 

유한요소법을 이용한 해석이 필수적이지만 긴 해석 시간으로 인해 

오버행 구조를 갖는 AFPM 전동기의 해석과 설계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AFPM 전동기의 오버행 

효과를 고려할 수 있는 해석적 기법에 관한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이와 관련한 연구 사례는 드물다. 먼저 공간고조파법을 이용하여 AF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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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기의 오버행 효과를 고려한 사례가 있지만, 슬롯 구조가 없는 

AFPM 전동기로 해석 범위가 제한된다는 한계점이 있다 [55]. 이후 

FRM을 이용하여 오버행 구조가 적용된 AFPM 전동기를 해석한 사례가 

있다 [56]. FRM을이용하여 AFPM 전동기의 오버행 효과를 정확히 

고려할 수 있지만 여전히 유한요소법을 이용한 해석이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유한요소법을 활용하지 않으면서도 

AFPM 전동기의 오버행 효과를 정확히 고려할 수 있는 해석적 기법을 

제안하였고, 이를 3차원 유한요소법과 시험용 AFPM 전동기의 실험을 

통해 검증하였다. 

전기기기 설계에서는 다양한 요구 조건을 만족시켜야 하고 

전기기기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설계 변수가 많기 때문에 최적화 

알고리즘을 이용한 최적 설계가 효과적이다. 최적화 알고리즘의 성능에 

따라 최적 설계에 필요한 시간과 설계 결과가 결정되기 때문에 우수한 

최적화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효율적으로 

최적해(optimal solution)를 찾기 위한 다양한 최적화 알고리즘이 

개발되고 있지만 기존의 최적화 알고리즘에서는 해집단이 단 하나의 

최적해로 수렴한다는 한계가 있다 [57]-[61]. 이를 극복하기 위해 

니체 기술(niche technique)이 개발되었고, 이를 이용해 다수의 

최적해를 보장할 수 있는 최적화 알고리즘들이 개발되었다 [62]-[79]. 

하지만 이러한 최적화 알고리즘은 다수의 최적해를 얻기까지 많은 함수 

호출 횟수가 필요하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다수의 

우수한 최적해를 보장하면서도 빠르게 전기기기의 최적 설계를 수행할 

수는 멀티모덜(multimodal) 최적화 알고리즘을 제안하였다. 여러 시험 

함수를 이용하여 기존의 멀티모덜 최적화 알고리즘과 비교함으로써 

제안하는 최적화 알고리즘을 성능을 검증하였다. 또한 AFPM 전동기의 

코깅 토크(cogging torque) 저감 설계에 제안하는 최적화 알고리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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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함으로써 실제 설계 문제에서의 활용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오버행 구조가 영구자석 전동기의 토크밀도 개선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고 제안하는 해석적 기법과 최적화 알고리즘을 

검증하기 위해 로봇 관절구동용 RFPM 전동기 1대와 전기 자동차 인 

휠 시스템용 AFPM 전동기 1대를 설계, 제작, 실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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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논문 구성 

 

본 논문은 총 6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장의 연구 범위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 1장에서는 연구 배경, 논문 구성에 대해 설명하였다. 

 

제 2장에서는 오버행 구조가 RFPM 전동기의 전자기적 특성과 열 

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먼저 오버행 구조가 없는 RFPM 

전동기에 적용할 수 있는 기존의 해석적 기법인 공간고조파법과 

자기등가회로법을 설명하였다. 그리고 RFPM 전동기의 오버행 효과를 

정확히 고려할 수 있는 해석적 기법을 제안하고 이를 설명하였다. 

제안된 해석적 기법은 3차원 유한요소법을 이용하여 검증되었다. 오버행 

구조가 RFPM 전동기의 열원 분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고, 오버행 

구조로 인해 변화된 전동기 내부의 열 전달 특성을 분석하였다. 또한 

오버행 구조가 RFPM 전동기의 열 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빠르게 고려할 

수 있는 열등가회로법을 제안하고 이를 설명하였다. 

 

제 3장에서는 오버행 구조가 AFPM 전동기의 전자기적 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먼저 오버행이 없는 AFPM 전동기의 

전자기적 특성을 계산할 수 있는 해석적 기법을 설명하였다. 그리고 

나아가 오버행이 적용된 AFPM 전동기의 전자기적 특성을 고려하는 

해석적 기법을 제안하고 이를 설명하였다. 제안된 해석적 기법을 3차원 

유한요소법을 이용하여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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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장에서는 전기기기 최적 설계에 적용할 수 있는 멀티모덜 

최적화 알고리즘을 제안하였다. 제안된 최적화 알고리즘의 성능을 

검증하기 위해 기존의 멀티모덜 최적화 알고리즘들을 여러 시험 함수를 

사용하여 제안하는 최적화 알고리즘과 비교하였다. 또한 AFPM 

전동기의 코깅 토크 저감 설계에 제안하는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최적 

설계 결과를 도출하였다. 

 

제 5장에서는 로봇 관절 구동용 RFPM 전동기 1대와 전기 자동차 

인 휠 시스템용 AFPM 전동기 1대를 각각 설계, 제작, 실험한 내용을 

설명하였다. 시험용 RFPM 전동기와 시험용 AFPM 전동기를 이용하여 

오버행 구조가 영구자석 전동기의 토크밀도 개선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였다. 또한 시험용 전동기의 실험 결과를 통해 제안된 해석적 

기법과 최적화 알고리즘을 검증하였다. 

 

제 6장에서는 본 논문의 결론과 향후 연구 계획을 기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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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오버행 구조를 갖는 RFPM 전동기의 

특성 해석 

 

2.1 RFPM 전동기 개요 

 

2.1.1 RFPM 전동기 개요 

 

RFPM 전동기는 그림 2.1과 같이 회전자 영구자석의 자속이 

반경(radial) 방향으로 향하는 전동기를 뜻한다. 이와 같은 RFPM 

전동기는 여러 장점들로 인해 전통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영구자석 전동기의 형태이다 [1]. 그림 2.2는 RFPM 전동기의 3차원 

구조를 나타낸다. 일반적으로 RFPM 전동기는 축 방향으로의 일정한 

전자기적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2차원 유한요소법을 이용하여 전동기의 

특성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다. 2차원 유한요소법은 3차원 

유한요소법에 비해 해석 시간이 짧기 때문에 RFPM 전동기의 설계가 

용이하다. 또한 구조적으로 적층을 적용하기 용이하기 때문에 제작이 

쉽다는 장점이 있다. RFPM 전동기의 고정자와 회전자 간에 발생하는 

방사방향의 힘은 일반적으로 축을 중심으로 서로 상쇄되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안정적이고 소음 및 진동에 유리한 특징이 있다. 

영구자석 성능의 발전과 더불어 다양한 타입의 RFPM 전동기가 

개발 및 연구되고 있다. 먼저 고정자와 회전자의 위치에 따라 그림 

2.3과 같이 내전형 RFPM 전동기와 외전형 RFPM 전동기로 구분할 수 

있다. 내전형 RFPM 전동기의 경우 회전축과 회전자가 바로 결합될 수 

있어 구조가 간단하고 고정자가 외부에 위치하기 때문에 외부 하우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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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RFPM 전동기의 구조 및 자속 방향 

Fig. 2.1 Configuration and magnetic flux path of a RFPM motor 

 

 

그림 2.2 RFPM 전동기의 3차원 구조 

Fig. 2.2 3-D configuration of a RFPM mo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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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내전형 RFPM 전동기 형상 

 

(b) 외전형 RFPM 전동기 형상 

 

그림 2.3 내전형 RFPM 전동기와 외전형 RFPM 전동기의 구조 

Fig. 2.3 Configuration of inner and outer rotor type RFPM motors 

 

통한 냉각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에 외전형 RFPM 전동기의 

경우 회전축과 회전자를 결합하기 위한 추가적인 구조가 필요하며, 

고정자가 회전자 내부에 위치하기 때문에 전동기 내측으로 냉각 채널이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다. 그리고 회전자가 고정자 외부에 위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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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다극의 회전자를 제작하기 용이하다. 또한 회전자의 회전 관성이 

크기 때문에 일정한 속도로 동작해야 하는 응용분야에서 활용도가 높다. 

그림 2.3 (b)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고정자 안쪽 공간을 활용함으로써 

넓은 슬롯 면적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RFPM 전동기는 회전자의 자석 배치 형태에 따라 크게 SPM 

전동기와 IPM 전동기로 구분할 수 있다. 그림 2.4와 같이 SPM 

전동기는 회전자 철심 표면에 영구자석이 부착되며, IPM 전동기는 

회전자 철심 내부에 영구자석이 매입된다. 영구자석의 자속(flux)이 

흐르는 방향을 고려하여 N극 영구자석의 가운데를 d축으로, 그리고 

d축으로부터 전기각으로 90도만큼 떨어진 위치를 q축으로 정의한다. 

영구자석의 투자율(permeability)은 공기의 투자율과 거의 같기 

때문에 영구자석이 회전자 철심에 부착되는 SPM 전동기의 경우 d축의 

자기저항과 q축의 자기저항이의 차이가 거의 없다. 따라서 SPM 

전동기는 d축 인덕턴스와 q축 인덕턴스의 차이로 발생하는 자기저항 

토크(reluctance torque)는 사용할 수 없고, 영구자석의 자속으로 

발생하는 자석 토크(magnetic torque)만을 사용한다. 따라서 SPM 

전동기의 토크는 q축 전류만을 사용하여 전동기 토크 제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제어기 구성이 쉽다는 장점이 있다 [80]. 

SPM 전동기는 공기의 투자율과 거의 같은 투자율을 갖는 

영구자석이 고정자 철심과 회전자 철심 사이에 위치하기 때문에 IPM 

전동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공극의 차이에 의한 전자기적 특성 변화가 

작다는 특성을 갖는다. 따라서 편심(eccentricity) 또는 제작 공차 등에 

따른 전동기의 성능 저하가 IPM 전동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영구자석이 고정자 권선에 의한 자계와 열에 직접 

노출되기 때문에 불가역 감자(irreversible demagnetization)의 

위험성이 높다. 또한 고속으로 회전 시에는 회전자에 부착된 영구자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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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표면부착형 영구자석 전동기의 회전자 형상 

 

(b) 매입형 영구자석 전동기의 회전자 형상 

 

그림 2.4 표면부착형 영구자석 전동기와 매입형 영구자석 전동기의 

회전자 형상 

Fig. 2.4 Rotor configuration of a SPM motor and an IPM mo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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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락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구조물이 요구된다. 

IPM 전동기는 영구자석이 회전자 철심 내에 매입되는 구조를 갖기 

때문에 d축의 자기저항과 q축의 자기저항의 차이가 발생한다. 따라서 

자석 토크와 더불어 자기저항 토크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더 큰 

토크를 낼 수 있다. 또한 약자속 제어(flux weakening control) 시에도 

자기저항 토크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SPM 전동기에 비해 더 넓은 

운전 속도 범위를 갖는다. 

IPM 전동기는 회전자의 철심과 고정자의 철심의 거리가 SPM 

전동기에 비해 매우 작기 때문에 공극의 차이에 의한 전자기적 특성 

변화가 크다. 따라서 정밀한 설계 및 제작이 요구되며, 편심이나 제작 

공차 등에 따라서 IPM 전동기의 성능이 크게 변화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IPM 전동기의 경우 영구자석을 공극의 자속 변화와 외부 열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도록 회전자 철심 내부에 배치함으로써 

영구자석의 불가역 감자 위험을 낮출 수 있다. 또한 추가적인 구조물 

없이도 회전자 내부 철심의 적절한 설계를 통해 고속 회전 시에도 

기계적인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 

 

 

2.1.2 오버행 구조를 갖는 RFPM 전동기 

 

그림 2.5와 같이 RFPM 전동기는 고정자의 위와 아래에 권선을 

감기 위한 공간이 필요하다. 이와 같이 권선 단부로 인해 회전자의 위와 

아래에는 여유공간이 발생한다. 회전자 오버행 구조는 이러한 여유 

공간을 활용함으로써 전동기의 토크밀도를 효과적으로 높일 수 있다. 

그림 2.6은 오버행 구조가 적용된 SPM 전동기의 형상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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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오버행 구조가 없는 SPM 전동기 형상 

Fig. 2.5 Configuration of a SPM motor without an overhang 

structure 

 

 

      

그림 2.6 오버행 구조를 갖는 SPM 전동기 형상 

Fig. 2.6 Configuration of a SPM motor with an overhang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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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M 전동기에 오버행 구조가 적용되면 오버행의 영구자석으로부터 

추가적인 자속이 발생한다. 이는 SPM 전동기의 무부하 쇄교 자속과 

무부하 역기전력의 증가로 이어진다. 부하 시 전류에 의한 전동기 

철심의 자기 포화 효과를 무시한다면, SPM 전동기의 토크와 파워는 

무부하 역기전력의 증가율만큼 커진다. 따라서 권선 단부로 인해 

발생하는 여유 공간을 활용함으로써 오버행 구조는 SPM 전동기의 크기 

증가 없이 효과적으로 토크밀도를 높일 수 있다. 

회전자 오버행 구조가 적용된 SPM 전동기는 기존 SPM 전동기와 

달리 축 방향으로의 일정한 전자기적 특성을 갖지 않는다. 따라서 

오버행 구조가 적용된 SPM 전동기의 전자기적 특성을 정확하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3차원 유한요소법(finite-element method)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3차원 유한요소법은 매우 긴 해석 시간을 요구하기 

때문에 전동기의 설계 단계부터 적용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SPM 전동기의 오버행 구조는 전동기의 열 특성에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 먼저 오버행 구조로 인해 증가된 무부하 쇄교 자속은 동일한 

부하 토크를 내기 위한 부하 전류 값을 낮춤으로써 동손(copper 

loss)은 감소하지만, 전동기 철심(iron loss)의 자속 밀도를 

증가시킴으로써 철손은 증가한다. 철손은 전동기의 회전 속도에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전동기 설계단계에서부터 전동기 회전 속도에 따른 

전동기 열원 분포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SPM 전동기의 회전자는 

기구적인 돌극성을 가지기 때문에 회전자 오버행 구조의 회전은 전동기 

내부 공기의 유동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자연 냉각(natural cooling) 

방식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정확한 전동기 열 특성 해석을 위해서 회전자 

구조가 전동기 내부 열 전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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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해석적 기법을 이용한 전자계 해석 

 

유한요소법은 복잡한 구조를 갖는 전동기의 전자기적 특성을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으며, 철심의 자기 포화 현상과 같은 비선형 

특성을 고려할 수 있다. 지속적인 컴퓨터 메모리와 CPU 성능의 발전과 

더불어 전동기의 해석 및 설계에서 유한요소법의 활용도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유한요소법은 전동기 해석 모델을 작은 요소들로 분할하여 

계산하기 때문에 여전히 긴 해석 시간이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다. 특히 

오버행 구조가 적용된 RFPM 전동기는 매우 긴 해석 시간을 요구하는 

3차원 유한요소법이 필요하기 때문에 초기 설계 단계에서 이를 

활용하기는 매우 어렵다. 

따라서 유한요소법의 대안으로 짧은 시간 내에 전동기의 전자기적 

특성을 해석할 수 있는 해석적 기법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 

자기등가회로법은 전동기의 자기적 특성을 회로 정수로 단순화하여 

해석하는 해석적 기법의 한 종류이다. 전동기를 하나의 등가회로로 

단순화함으로써 빠르게 해석할 수 있으며 복잡한 형상에 적용하기가 

용이하기 때문에 많은 전동기에서 자기등가회로법이 활용되고 있다 

[81]-[94]. 하지만 자기등가회로법은 전동기의 세밀한 자속 분포를 

파악하기 힘들다는 한계가 있다. 공간고조파법은 푸리에 급수를 

사용하여 전동기 자계 분포의 해석 해를 계산하는 해석적 기법의 한 

종류이다. 푸리에 급수를 통해 자계 분포를 해석하기 때문에 전동기의 

세밀한 자속 분포를 파악하기에 용이하다. 따라서 다양한 전동기에서 

공간고조파법이 활용되고 있지만 [95]-[108], 복잡한 전동기 형상에는 

적용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SPM 전동기의 오버행 효과를 정확하고 빠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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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할 수 있는 자기등가회로법과 공간고조파법을 결합한 해석적 기법을 

제안하고, 이를 3차원 유한요소법과 시험용 전동기의 실험을 통해 

검증하였다. 

 

 

2.2.1 기존의 해석적 기법 

 

2.2.1.1 자기등가회로법 

 

오버행 구조가 적용되지 않은 SPM 전동기의 자기등가회로는 R. 

Qu에 의해 제안되었다 [81]. 자기등가회로의 단순화를 위해 고정자의 

슬롯 효과와 자기 포화 현상을 무시하였고, SPM 전동기의 형상을 

단순화하기 위해 그림 2.7과 같이 선형 SPM 전동기를 해석 모델로 

정하였다. 여기서 𝑙𝑟은 회전자 철심 두께, 𝑙𝑠는 고정자 철심 두께, g는 

공극 길이, 𝑙𝑚은 영구자석 두께, 𝑤𝑚은 영구자석 길이, 𝑤𝑓는 영구자석 간 

거리를 나타낸다. 

그림 2.8은 선형 SPM 전동기의 자기등가회로를 보여준다. SPM 

전동기는 그림 2.7과 같이 3개의 자로(flux path)가 존재한다. 그 중 

N극의 영구자석으로부터 나와 고정자 철심을 지나 S극의 영구자석으로 

들어오는 자로는 공극 자속이 흐르는 경로이다. 반면 N극의 

영구자석으로부터 나와 고정자 철심을 지나지 않고 S극의 영구자석으로 

들어오는 자로는 영구자석 간의 누설 자속(leakage flux)이 흐르는 

경로이고, 각 영구자석에서 나와 고정자 철심을 지나지 않고 회전자 

철심으로 들어오는 자로는 영구자석과 회전자 간의 누설 자속이 흐르는 

경로이다. 그림 2.7에서 Φ𝑔는 공극 자속, Φ𝑚𝑚은 영구자석 간의 누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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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속, Φ𝑚𝑟은 영구자석과 회전자 간의 누설 자속을 나타낸다. 

SPM 전동기의 3가지 자로를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그림 2.8의 

자기 저항(magnetic reluctance)을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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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선형 SPM 전동기 형상 

Fig. 2.7 Configuration of a linear SPM mo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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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그림 2.7의 자기등가회로 

 
(b) 그림 2.8 (a)의 단순화된 자기등가회로 

 
(c) 그림 2.8 (b)의 단순화된 자기등가회로 

그림 2.8 선형 SPM 전동기의 자기등가회로 

Fig. 2.8 MEC of a linear SPM mo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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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ℜg는 공극 자기저항, ℜ𝑚𝑜는 영구자석 자기저항, ℜ𝑚𝑚은 Φ𝑚𝑚에 

대응하는 자기저항, ℜ𝑚𝑟은 Φ𝑚𝑟에 대응하는 자기저항, 𝑙𝑠𝑡는 축방향 두께, 

𝜇0 는 공기의 투자율, 𝜇𝑟 은 영구자석의 상대 투자율(relative 

permeability)을 나타낸다. 그림 2.8 (a)는 자기등가회로의 대칭성을 

이용하면 그림 2.8 (b)와 그림 2.8 (c)로 단순화시킬 수 있다. 그리고 

그림 2.8 (c)에서 ℜ𝑚은 아래와 같이 정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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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𝜂와 𝜆는 각각 영구자석과 회전자 간의 누설 특성과 영구자석 

간의 누설 특성을 나타내는 계수이다.  

그림 2.8 (c)에서 영구자석의 자속원 Φ𝑟은 4ℜg와 4ℜ𝑚으로 나뉘어 

흐르므로 아래의 수식과 같이 Φg를 계산할 수 있으며, 그림 2.8 (b)의 

자속 분배를 고려하면 아래와 같이 영구자석으로부터 나오는 Φ𝑚 을 

계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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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공극 면적 𝐴𝑔와 자석 면적 𝐴𝑚을 이용하여 공극 자속 밀도 𝐵𝑔와 

영구자석 자속 밀도 𝐵𝑚을 아래와 같이 계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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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m f stA w w l                     (2.12) 

m m stA w l                   (2.13) 

 

여기서 𝐵𝑟𝑒𝑠 은 영구자석의 잔류 자속 밀도(residual magnetic flux 

density)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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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자기등가회로와 2차원 유한요소법을 이용한 SPM 전동기의 해석 

결과 

Table 2.1 Results by MEC and 2-D FEM of SPM motor 

Variables MEC 2-D FEM Difference* 

𝐵𝑟𝑒𝑠 
(T) 

g 
(mm) 

𝑤𝑓 

(mm) 
𝐵𝑚(T) 𝐵𝑔(T) 𝐵𝑚(T) 𝐵𝑔(T) 𝐵𝑚(%) 𝐵𝑔(%) 

0.4 0.5 4.0 0.356 0.292 0.354 0.290 -0.61 -0.89 

0.4 0.5 5.0 0.356 0.281 0.353 0.279 -0.87 -0.76 

0.4 1.0 4.0 0.326 0.259 0.322 0.258 -1.35 -0.35 

0.4 1.0 5.0 0.326 0.249 0.321 0.249 -1.44 -0.24 

1.07 0.5 4.0 0.954 0.783 0.949 0.777 -0.47 -0.73 

1.07 0.5 5.0 0.954 0.753 0.946 0.747 -0.85 -0.74 

1.07 1.0 4.0 0.874 0.693 0.862 0.691 -1.32 -0.33 

1.07 1.0 5.0 0.873 0.668 0.861 0.667 -1.44 -0.21 

At 𝑙𝑠𝑡 = 100.0 mm, 𝑙𝑚 = 4.0 mm, 𝑤𝑚 = 20.0 mm, 𝜇𝑟 = 1.05 (𝐵𝑟𝑒𝑠 = 

0.4T), and 𝜇𝑟 = 1.0384 (𝐵𝑟𝑒𝑠 = 1.07T). 

*: Difference = (3-D FEM - MEC) / 3-D FEM   100. 

 

 

표 2.1은 자기등가회로를 이용하여 구한 SPM 전동기의 공극 자속 

밀도와 영구자석 자속 밀도 결과와 2차원 유한요소법을 이용한 결과의 

차이가 약 1.5% 이내임을 보여준다. 𝐵𝑟𝑒𝑠 값이 0.4T인 페라이트(ferrite) 

자석을 사용한 경우와 𝐵𝑟𝑒𝑠  값이 1.07T인 희토류 자석을 사용한 경우 

모두 자기등가회로가 정확한 자속 밀도 값을 계산함을 확인 할 수 있다. 

또한 g와 𝑤𝑓 의 값을 바꾸어 해석하였을 때도 자기등가회로의 결과가 

유한요소법의 결과와 잘 일치함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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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 공간고조파법 

 

공간고조파법은 푸리에 급수를 사용하여 자계 분포의 해석 해를 

구하는 방법이다. 먼저 자속원을 푸리에 급수로 정의하고 미지의 

상수들을 맥스웰 방정식(Maxwell’s equations)에 기반한 지배 

방정식(governing equation)과 경계 조건(boundary condition)을 

이용하여 도출한다. 복잡한 수식 계산과 많은 수의 고조파를 사용하여 

해석 해를 도출하기 때문에 많은 계산이 필요하지만 정밀한 자계 분포를 

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지배 방정식과 경계 조건을 

만족하도록 해석 해의 미지의 상수들을 구해야 하기 때문에 전동기의 

복잡한 구조나 비대칭성을 한번에 고려하기 힘들다. 따라서 전동기의 

형상을 여러 개의 세부 영역(subdomain)으로 나눔으로써 경계 조건을 

단순화하고 각 세부 영역에서 순차적으로 해석 해의 미지수를 도출해 

내는 방식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 

Z. Q. Zhu는 SPM 전동기의 영구자석의 극 반전 효과와 슬롯 

효과를 모두 정확하게 고려하는 해석 해를 도출하였다 [108]. 해석 

과정의 단순화를 위해서 비선형 요소는 배제하였다. 먼저 고정자와 

회전자 철심의 자기 포화 현상은 무시하였고, 고정자와 회전자의 철심은 

무한대의 투자율을 갖는다고 가정하였다. 또한 영구자석의 B-H 

곡선(B-H curve)은 선형적이라고 가정하였다. 경계 조건을 단순화하기 

위해 그림 2.9와 같이 SPM 전동기를 3개의 세부 영역으로 나누어 

해석하였다. 첫번째 영역(region 1)은 영구자석 영역, 그리고 두번째 

영역(region 2)은 공극 영역이다. 세번째 영역(region 3)은 고정자의 

슬롯 영역이며 각 슬롯마다 영역이 정의된다. 



 

 26 

 

그림 2.9 SPM 전동기의 3개의 세부 영역 

Fig. 2.9 Three types of subdomains of a SPM motor 

 

먼저 맥스웰 방정식에 기반한 자계 지배 방정식은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0H                    (2.14) 

H                     (2.15) 

 

여기서 𝜓는 자기 스칼라 포텐셜(magnetic scalar potential)을 나타낸다. 

첫번째 영역에서의 자속 밀도 �⃗� 는 영구자석의 잔류 자화 �⃗⃗� 이 

더해져서 아래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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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0rB H M                  (2.16) 

 

두번째 영역과 세번째 영역에서는 영구자석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아래와 

같이 자속 밀도 �⃗� 를 나타낼 수 있다. 여기서 𝜇0는 공기의 투자율, 𝜇𝑟은 

영구자석의 상대 투자율을 의미한다. 

 

0B H             (2.17) 

 

원통 좌표계(cylindrical coordinate system)에서 식 (2.16)과 

(2.17)은 각각 아래와 같이 식 (2.18)과 (2.19)로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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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9) 

 

앞서 설명한 지배 방정식을 바탕으로 3개의 세부 영역에서의 자기 

스칼라 포텐셜의 해석 해를 아래와 같이 가정할 수 있다. 여기서 𝑟은 

원통 좌표계에서 반경 길이, 𝜙는 원통자표계에서 각을 의미한다. 

 



 

 28 

   
 

 

   
 

 

1 1 1
2

1 1
2

cos
1

           sin
1

ckk k

k r

skk k

k r

M r
A k r B k r k

k

M r
C k r D k r k

k

 









 
   
 
 

 
   
 
 





   (2.20) 

     

     

2 2 2

2 2

cos

           sin

k k

k

k k

k

A k r B k r k

C k r D k r k

 







   

   




        (2.21) 

 3 3 sin
2

m mF F

oa
i i m i

sb sbm

r r b
C m F

R R
  

        
          

        
   (2.22) 

 0cosck k rM M k t k                  (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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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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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7) 

 

여기서 𝑘는 첫번째와 두번째 세부 영역에서의 고조파 차수, 𝑚은 세번째 

슬롯 영역에서의 고조파 차수, 𝜃0는 회전자의 초기각, 𝑤𝑟 은 회전자의 

각속도, 𝑏0 는 슬롯 오프닝 길이, 𝜙𝑖 는 𝑖 번째 슬롯이 위치한 각을 

나타낸다. 𝑀𝑟𝑘 와 𝑀𝜙𝑘 는 각각 반경 방향과 접선(tangential) 방향의 

영구자석의 잔류 자화를 의미하며, 반경 방향으로 영구자석이 착자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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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아래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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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8) 

0,         / 1,3,5,kM k p                 (2.29) 

 

여기서 𝛼𝑝 는 극호비(pole-arc-to-pole-pitch ratio), 𝑝 는 극 쌍 

수(pole pair number)를 의미한다. 식 (2.20)-(2.22)에서 𝐴1 , 𝐴2 , 

𝐵1, 𝐵2, 𝐶1, 𝐶2, 𝐷1, 𝐷2, 𝐶3𝑖는 미지의 상수들이며 3개의 세부 영역에서 경계 

조건들을 이용하여 그 값을 도출한다. 

먼저 두번째와 세번째 세부 영역의 경계면인 고정자 내부 표면(𝑟 =

𝑅𝑠)에서의 자기 스칼라 포텐셜은 각각 아래와 같이 계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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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면에서 자기 스칼라 포텐셜의 연속 조건(continuity condition)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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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하면 아래와 같이 𝜓𝑠를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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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2.30)-(2.35)를 이용하면 아래와 같이 미지의 상수들의 관계를 

정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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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 3 ,k k
s s stator i m si

i m

C R D R B C m m k           (2.41) 

 

회전자 철심이 무한대의 투자율을 갖는다고 가정하고 영구자석의 

외부 표면( 𝑟 = 𝑅𝑚 )에서 자기 스칼라 포텐셜의 연속 조건을 이용하면 

아래와 같이 𝜓2의 미지의 상수들을 정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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𝜓3𝑖 의 미지의 상수를 구하기 위해서 𝑖 번째 슬롯 오프닝의 

경계면( 𝑟 = 𝑅𝑠 )에서 반경 방향 자속 밀도의 연속 조건을 아래와 같이 

이용한다. 

 

2 3| |
s sr r R ir r RB B             (2.58) 

 

먼저 식 (2.21)과 (2.22)를 이용하여 아래와 같이 𝑖번째 슬롯 오프닝의 

경계면에서의 반경 방향 자속 밀도를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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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2.59)는 푸리에 급수를 전개하여 아래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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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2.62)-(2.65)를 식 (2.58)의 경계 조건에 적용하면 아래와 

같이 수식을 전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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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2.66)-(2.68)을 이용하여 아래와 같이 수식을 정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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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2.72)의 𝐶3𝑖 는 다른 슬롯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비선형 

방정식의 형태를 갖는다. 따라서 슬롯 간의 비선형적인 영향으로 인해 

해석 해가 반복적인 계산을 통해 수렴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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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전동기의 슬롯 간의 영향은 미미하기 때문에 이러한 영향을 

단순화함으로써 해석 해를 구하기 위한 계산량을 줄일 수 있다. 식 

(2.72)의 슬롯 간 영향을 단순화하고 행렬로 표현한 수식을 아래와 

같이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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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oa
st st

b
 


           (2.80) 

st stP K            (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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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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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𝑁𝑠는 슬롯의 수, 𝐾는 첫번째와 두번째 영역에서의 고조파 최대 

개수, 𝑀은 세번째 영역에서의 고조파 최대 개수를 나타낸다. 

식 (2.73)의 𝐶3𝑡는 행렬 계산을 통해 아래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1

3
T T

t t st st t st st t stC P Q Y    


               (2.84) 

 

여기서 𝜒𝑡 는 매우 큰 값을 갖는데, 이는 행렬 연산에서 

오버플로우(overflow)문제를 야기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𝐶𝑒𝑡을 사용하여 수식을 나타내었다. 

 

3et t tC C et t 3tC C             (2.85) 

1 2, , ,
s

T
T T T

et e e eNC C C C            (2.86) 

   3ei i mC m C m                     (2.87) 

1
3t t t t et et etC C W C            (2.88) 

 , , ,
s s

et e e e N N
W diag W W W


          (2.89) 

 e mW diag W             (2.90)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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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m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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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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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R R
W m

R R R






 


          (2.91) 

 

식 (2.34)와 (2.35)는 𝐶𝑒𝑖를 사용하여 아래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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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tor ei si

i m

A k C m m k     (2.92) 

     ,stator ei si

i m

B k C m m k     (2.93) 

 

따라서 영구자석의 극 반전 효과와 슬롯 효과를 고려하는 SPM 

전동기의 공극 자속 밀도를 아래와 같이 계산할 수 있다. 

 

   2 cos sinr rck rsk

k k

B B k B k         (2.94) 

   2 cos sinck 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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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B k B k           (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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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 

1 1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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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kk

m
B k k

s s s

k r R r
g A A

R R r R



      

      
      

      (2.103) 

 

공간고조파법의 정확성과 유용성을 검증하기 위해 그림 2.10과 

같이 두 개의 해석 모델을 사용하였다. 표 2.2는 두 해석 모델의 세부 

사양을 보여준다. 전동기의 권선법은 크게 정수 슬롯(integer slot)과 

분수 슬롯(fractional slot)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정수 슬롯을 적용한 

전동기는 영구자석의 자속이 그대로 쇄교 자속과 역기전력에 반영되기 

때문에 역기전력의 크기가 크지만 역기전력의 전고조파 왜곡률(total 

harmonic distortion: THD)이 크다는 단점이 있다. 반면에 분수 슬롯을 

적용한 전동기는 영구자석의 자속이 여러 권선에 위상차이를 가지며 

쇄교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역기전력의 크기가 작지만 역기전력의 

THD가 작다는 장점이 있다. 이처럼 정수 슬롯과 분수 슬롯을 적용한 

전동기가 서로 다른 전자기적 특성을 갖기 때문에 해석 모델 1과 해석 

모델 2는 각각 정수 슬롯인 8극 24슬롯과 분수 슬롯인 8극 9슬롯을 

적용하여 해석 기법의 정확성을 검증하였다. 또한 슬롯 공간고조파법이 

슬롯 효과를 정확히 고려하는 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해석 모델 1에는 

상대적으로 작은 슬롯 오프닝 1.4mm를 적용하였고, 해석 모델 2에는 

상대적으로 큰 슬롯 오프닝 3.4mm를 적용하였다. 

그림 2.11은 해석 모델 1과 해석 모델 2에서 반경 방향의 공극 

자속 밀도를 2차원 유한요소법과 공간고조파법을 이용하여 구한 결과를 

보여준다. 2차원 유한요소법과 공간고조파법을 이용한 두 해석 결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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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일치함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11 (b)는 상대적으로 큰 슬롯 

오프닝이 적용되었을 때도 공간고조파법이 슬롯 효과를 정확하게 

고려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2.2 2차원 해석 모델의 사양 (SPM 전동기) 

Table 2.2 Specifications of 2-D analysis models (SPM motor) 

항목 해석 모델 1 해석 모델 2 

극 수 / 슬롯 수 8 / 24 8 / 9 

회전자 외경 [mm] 77 77 

고정자 외경 [mm] 120 120 

적층 길이 [mm] 40 40 

공극 [mm] 0.5 0.5 

자석 두께 [mm] 3 3 

자석 극호비 0.8 0.8 

자석 𝐵𝑟𝑒𝑠 [T] 0.4 0.4 

슬롯 형상 반폐 슬롯 반폐 슬롯 

슬롯 오프닝 [mm] 1.4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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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해석 모델 1 

 

 

(b) 해석 모델 2 

 

그림 2.10 SPM 전동기의 2차원 해석 모델 

Fig. 2.10 2-D analysis models of SPM mo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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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해석 모델 1                   (b) 해석 모델 2 

 

그림 2.11 SPM 전동기의 반경 방향 공극 자속 밀도 

Fig. 2.11 Radial magnetic flux densities of SPM motors 

 

 

  

(a) 해석 모델 1                   (b) 해석 모델 2 

 

그림 2.12 SPM 전동기의 무부하 역기전력 

Fig. 2.12 No-load back electromotive force of SPM mo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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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2는 그림 2.11의 반경 방향 공극 자속 밀도를 이용하여 

구한 무부하(no-load) 역기전력(back electromotive force: EMF) 

파형을 보여준다. 해석 모델 1과 해석 모델 2 모두에서 2차원 

유한요소법과 공간고조파법을 이용하여 구한 무부하 역기전력의 모양과 

크기가 잘 일치함을 확인할 수 있다. 

무부하 역기전력은 전동기의 특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지표이다. 

먼저 무부하 역기전력의 최댓값은 전동기의 전압 제한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 필수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무부하 역기전력의 

기본파(fundamental harmonic) 크기는 전동기의 부하 토크의 크기를 

결정하기 때문에 이를 정확히 계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무부하 

역기전력의 THD는 역기전력의 파형이 얼마나 정현파에 가까운지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역기전력의 고조파는 전동기의 손실 및 진동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며 전동기의 정확한 제어를 어렵게 하는 

요소이므로 전동기 설계 단계에서 정확히 고려되어야 한다. 표 2.3은 

해석 모델 1과 해석 모델 2의 무부하 역기전력 해석 결과를 보여준다. 

공간고조파법을 이용하여 구한 무부하 역기전력의 최댓값, 기본파 크기, 

THD 모두 2% 이내의 차이로 2차원 유한요소법으로 구한 결과와 잘 

일치함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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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SPM 전동기의 무부하 역기전력 해석 결과 

Table 2.3 No-load back electromotive force results of SPM motors 

 2-D FEM SHM 차이* [%] 

해석 모델 1 

EMFpk [V] 12.7 12.9 -1.4 

EMF1 [V] 15.1 15.2 -0.6 

THD [%] 23.2 24.7 -1.5 

해석 모델 2 

EMFpk [V] 12.8 12.9 -0.8 

EMF1 [V] 14.3 14.5 -1.7 

THD [%] 10.9 11.7 -0.8 

EMFpk : 역기전력 최댓값, EMF1 : 역기전력 기본파 최댓값. 

*: EMFpk, EMF1 차이 = (2-D FEM - SHM) / 2-D FEM   100. 

*: THD 차이 = 2-D FEM – SHM. 

 

 

 

2.2.2 오버행 효과를 고려하는 해석적 기법 

 

2.2.2.1 SPM 전동기의 오버행 효과 

 

오버행 효과를 고려하는 해석적 기법을 논하기 이전에 SPM 

전동기에서 오버행 구조가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오버행 효과를 정확히 고려할 수 있는 3차원 유한요소법을 

이용하여 오버행 구조가 SPM 전동기의 무부하 역기전력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그림 2.13 (a)는 적층 길이가 60mm이고 오버행 구조가 적용되지 

않은 SPM 전동기 형상을 보여준다. 그림 2.13 (b)는 같은 적층 길이를 

갖고 12mm의 오버행 구조가 회전자 양측에 적용된 SPM 전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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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상을 보여준다. 그림 2.13의 해석 모델과 함께 오버행 길이 3mm, 

6mm, 18mm가 적용된 해석 모델을 이용하여 오버행 효과를 확인하였다. 

그림 2.14는 각각 오버행 길이 0mm, 3mm, 6mm, 12mm, 18mm가 

적용된 SPM 전동기의 무부하 역기전력 파형을 보여준다. 역기전력 

파형을 더 정확히 보기 위해 전기각 0도에서 180도 범위의 

역기전력만을 그림 2.14에 나타냈다. 먼저 오버행 길이가 길어짐에 따라 

역기전력의 크기가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오버행 길이가 

길어질수록 역기전력 크기의 증가량은 점점 포화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전동기 오버행 구조는 전동기 무게 및 비용을 증가 시키기 때문에 

전동기 설계 조건에 따른 적절한 오버행 길이 선정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a) 오버행이 없는 모델            (b) 오버행이 적용된 모델 

 

그림 2.13 SPM 전동기의 오버행 효과 분석을 위한 3차원 모델 

Fig. 2.13 3-D models for consideration of overhang effect of SPM 

mo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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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4 SPM 전동기의 오버행 길이에 따른 무부하 역기전력 파형 

Fig. 2.14 No-load back electromotive force waveform of SPM 

motors according to overhang length 

 

 

그림 2.15 SPM 전동기의 오버행 길이에 따른 정규화된 무부하 

역기전력 파형 

Fig. 2.15 Average normalized no-load back electromotive force 

waveform of SPM motors according to overhang leng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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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버행 길이에 따른 역기전력 파형의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그림 

2.14의 역기전력 파형을 각각의 평균값으로 정규화 시킨 역기전력의 

파형을 그림 2.15에 나타내었다. 그림 2.15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각기 

다른 오버행 길이가 적용되었을 때의 역기전력 파형이 오버행 구조가 

적용되지 않은 SPM 전동기의 역기전력의 파형과 거의 일치한다. 

따라서 오버행이 적용되지 않은 SPM 전동기의 역기전력 파형을 알고 

오버행 구조가 적용되었을 때 SPM 전동기의 역기전력의 증가량을 알고 

있다면, 3차원 유한요소법을 활용하지 않고도 오버행이 적용된 SPM 

전동기의 역기전력 파형을 구할 수 있다. 

오버행 구조가 적용되는 경우 축 방향으로의 일정한 전자기적 

특성이 없어지기 때문에 오버행 구조가 적용된 SPM 전동기의 자속 

분포를 해석적 기법으로 도출하기는 매우 어렵다. 따라서 오버행 구조가 

SPM 전동기의 자속 분포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오버행 구조가 SPM 전동기의 자속 크기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타당함을 알 수 있다. 즉, 오버행이 적용되지 않은 SPM 

전동기의 자속 분포를 해석적 기법으로 도출하고 오버행 구조가 SPM 

전동기의 자속 크기 증가에 미치는 영향을 해석적 기법으로 도출한 뒤 

각각의 결과를 종합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2.2.2.2 오버행 효과를 고려하는 해석적 기법 

 

본 논문에서는 SPM 전동기의 오버행 효과를 효과적으로 고려하기 

위해서 공간고조파법과 자기등가회로법을 결합한 해석적 기법(hybrid 

analytical method : HAM)을 제안한다. 공간고조파법은 복잡한 형상을 

고려하기 어렵지만 단순한 형상에 대한 정확한 자속 분포를 계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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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이하다. 따라서 제안하는 해석적 기법은 먼저 공간고조파법을 

이용하여 오버행이 적용되지 않은 SPM 전동기의 무부하 공극 자속을 

계산한다 [108]. 자기등가회로법은 전동기의 각 부분을 단순화한 회로 

정수를 사용하여 자기적 특성을 계산하기 때문에 복잡한 형상을 

고려하기 용이하며 해석 시간이 짧다. 따라서 오버행 구조가 적용되었을 

때 공극 자속의 증가 비율을 자기등가회로법을 이용하여 계산한다. 

오버행이 적용되지 않은 SPM 전동기의 자속 분포를 계산할 수 

있는 공간고조파법은 앞서 2.2.1.2 절에서 설명하였으므로 오버행 

구조를 고려할 수 있는 자기등가회로법에 대한 설명부터 시작한다. 

 

 

 

 

그림 2.16 회전형 SPM 전동기 형상 

Fig. 2.16 Configuration of a rotary SPM motor 

 

 



 

 48 

앞서 2.2.1.1 절에서 설명하였던 자기등가회로법은 선형 SPM 

전동기를 가정하였기 때문에 먼저 기존의 자기등가회로를 회전형 SPM 

전동기에 적용할 수 있도록 수정하여야 한다. 그림 2.16은 회전형 SPM 

전동기의 형상을 보여준다. 선형 SPM 전동기에서는 영구자석 길이 

𝑤𝑚와 영구자석 간 거리 𝑤𝑓가 어느 위치에서나 동일하지만 회전형 SPM 

전동기에서는 반경 방향 위치에 따라 그 값이 바뀌게 된다. 따라서 

회전형 SPM 전동기의 특성을 정확히 계산하기 위해서는 반경 방향 

위치에 따른 𝑤𝑚과 𝑤𝑓의 차이를 고려해야 한다. 

SPM 전동기에서 자속이 흐르는 경로는 크게 회전자 철심 외측 

반경부터 영구자석 외측 반경까지의 구간( 𝑅𝑟 < r < 𝑅𝑚 )과 공극 

구간(𝑅𝑚 < r < 𝑅𝑠)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첫번째 구간에서의 영구자석 

길이 𝑤𝑚𝑖와 영구자석 간 거리 𝑤𝑓𝑖를 아래와 같이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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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𝑅𝑟은 회전자 철심 외부 반경, 𝑅𝑚은 영구자석 외부 반경, 𝑝는 극 

쌍 수, 𝛼𝑝 는 영구자석의 극호비를 의미한다. 또한 두번째 구간에서의 

영구자석 길이 𝑤𝑚𝑜와 영구자석 간 거리 𝑤𝑓𝑜를 아래와 같이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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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𝑅𝑠는 고정자 철심 내부 반경을 의미한다. 

공극 자기저항 ℜg 와 영구자석 간의 누설 자기저항 ℜ𝑚𝑚 은 자속 

경로가 공극 구간을 지나기 때문에 𝑤𝑚𝑜 와 𝑤𝑓𝑜 를 사용하여 그 값을 

도출해야 한다. 반면에 영구자석 자기저항 ℜmo 과 영구자석과 회전자 

철심 간의 누설 자기저항 ℜ𝑚𝑟 은 자속 경로가 회전자 철심 외측 

반경부터 영구자석 외측 반경까지의 구간을 지나기 때문에 𝑤𝑚𝑖와 𝑤𝑓𝑖를 

사용해야 한다. 따라서 식 (2.1)-(2.4)는 아래와 같이 재정의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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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공극 면적 𝐴𝑔와 자석 면적 𝐴𝑚을 반경 방향 위치를 반영하여 

수정하면 아래와 같이 회전형 SPM 전동기의 공극 자속 밀도 𝐵𝑔 와 

영구자석 자속 밀도 𝐵𝑚를 도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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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7은 오버행 구조를 갖는 SPM 전동기의 𝑟 − 𝑧  평면에서의 

단면을 보여준다. 오버행이 아닌 회전자의 영구자석 자속은 고정자까지 

도달하기까지 공극 길이만큼의 거리를 지난다. 반면에 오버행 구조의 

영구자석 자속은 공극 길이보다 더 긴 거리를 지나서 고정자에 도달한다. 

공기의 투자율은 철심의 투자율에 비해 매우 작기 때문에 오버행 구조의 

영구자석 자속이 지나는 경로를 고려하여 유효 공극 길이(effective 

air-gap length)를 정확히 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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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7 오버행 구조를 갖는 SPM 전동기의 단면 

Fig. 2.17 Cross section of a SPM motor with an overhang structure 

 

 

본 논문에서는 오버행 영역에서의 유효 공극 길이를 그림 2.18과 

같이 정의한다 [30]. 오버행 구조의 영구자석 자속은 낮은 오버행 

높이(0 < 𝑧 ≤ g)에서는 직선(straight line)에 가까운 자속 경로를 가졌고, 

오버행 높이가 높아짐에 따라 원호(circular arc)에 가까운 자속 경로를 

가짐을 그림 2.19와 같이 유한요소법을 이용하여 확인하였다. 따라서 

첫번째 오버행 영역( 0 < 𝑧 ≤ g )에서와 두번째 오버행 영역( g < 𝑧 ≤

𝑙𝑜ℎ)에서의 유효 공극 길이를 아래와 같이 정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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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첫번째 오버행 영역의 자속 경로 모델 (직선) 

 

(b) 두번째 오버행 영역의 자속 경로 모델 (원호) 

 

그림 2.18 SPM 전동기의 오버행 영역과 고정자간 자속 경로 모델 

Fig. 2.18 Flux path modeling between overhang part and stator core 

of a SPM mo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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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9 유한요소법을 이용한 오버행 영역과 고정자간 자속 밀도 

해석 결과 

Fig. 2.19 Magnetic flux densities between overhang part and stator 

core by FEM 

 

 

오버행 구조가 적용되지 않은 SPM 전동기에서는 그림 2.20 (a)와 

같이 회전자의 위와 아래의 양 끝단에서 누설 자속이 발생한다. 

일반적으로 SPM 전동기는 공극의 길이가 영구자석 두께에 비해 짧기 

때문에 회전자 끝단에서의 누설 자속은 크지 않다. 특히 전동기 외경에 

비해 적층 길이가 더 긴 전동기의 경우 이러한 누설 자속은 매우 작기 

때문에 무시할 수 있다. 반면에 전동기 외경에 비해 적층 길이가 매우 

짧은 박형 전동기의 경우 주 자속에 대한 누설 자속이 비율이 커지기 

때문에 이러한 누설 자속 영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오버행이 

적용되지 않은 SPM 전동기에서는 아래와 같이 회전자 끝단에서의 누설 

자기저항을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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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19) 

 

여기서 𝑧는 고정자 끝단에서 아래 방향으로의 높이, 𝑑𝑧는 적층 방향의 

미소 두께, 𝑙𝑚은 영구자석 두께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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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오버행이 적용되지 않는 SPM 전동기의 누설 자속 경로 모델 

 

(b) 오버행이 적용된 SPM 전동기의 누설 자속 경로 모델 

 

그림 2.20 영구자석과 회전자 끝단 간의 누설 자속 경로 모델 

Fig. 2.20 Flux path modeling between permanent magnet and rotor 

end of a SPM mo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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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1 유한요소법을 이용한 영구자석과 회전자 끝단 간의 자속 

밀도 해석 결과 

Fig. 2.21 Magnetic flux densities between permanent magnet and 

rotor end by FEM 

 

 

그림 2.20 (b)와 같이 오버행이 적용되지 않은 SPM 전동기에 비해 

오버행이 적용된 SPM 전동기의 경우 오버행 영역의 영구자석에서 

회전자 끝단으로 가는 누설 자속 경로는 넓어지는 반면에 오버행 영역의 

영구자석에서 고정자 철심으로 가는 자속 경로는 길어지기 때문에 

회전자 끝단에서의 누설 자속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특히 오버행 

길이가 길어질수록 이러한 누설 자속의 영향은 증가하기 때문에 이를 

정확히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오버행이 적용된 

SPM 전동기의 영구자석과 회전자 끝단 간의 누설 자기저항은 아래와 

같이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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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𝑧는 고정자 끝단에서 위 방향으로의 높이,  𝑑𝑧는 적층 방향의 

미소 두께, 𝑙𝑜ℎ는 오버행 길이를 의미한다. 그림 2.20의 누설 자속 경로 

모델은 그림 2.21의 유한요소법 해석 결과를 바탕으로 하였다. 

영구자석과 회전자 끝단 사이의 자속 경로가 호의 형태임을 확인할 수 

있다. 

오버행 효과를 고려하는 자기등가회로는 앞서 설명하였던 유효 공극 

길이와 회전자 끝단에서의 누설 자속을 기존의 자기등가회로에 

적용함으로써 완성된다. 그림 2.22는 오버행 영역에서의 자기등가회로를 

나타낸다. 그림 2.22 (a)의 자기저항은 아래와 같이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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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공극 길이에 비해 오버행 영역에서의 유효 공극 길이는 오버행 

높이에 따라 훨씬 더 길어질 수 있다. 따라서 식 (2.1)과 (2.3)에서는 

누설 자속 경로의 범위를 공극 길이를 기준으로 사용하여 누설 

자기저항을 구할 수 있었다. 하지만 오버행이 적용되어 유효 공극 

길이가 공극 길이에 비해 매우 커지는 경우 유효 공극 길이를 기준으로 

누설 자속 경로의 범위를 정하게 되면 누설 자속의 크기가 실제보다 

과도하게 계산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식 

(2.121)과 (2.123)에서는 최솟값 함수 ‘min()’을 사용함으로써 유효 

공극 길이가 길어질 때에도 정확한 누설 자속 경로의 범위를 반영하도록 

하였다. 

그림 2.22 (a)는 자기등가회로의 대칭성을 이용하면 그림 2.22 

(b)와 그림 2.22 (c)로 단순화시킬 수 있다. 그림 2.22 (b)의 ℜ𝑚𝑡
′ 는 

아래와 같이 계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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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2 (c)의 ℜ𝑚
′ 는 아래와 같이 계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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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자기등가회로 

 
(b) 그림 2.22 (a)의 단순화된 자기등가회로  

 
(c) 그림 2.22 (b)의 단순화된 자기등가회로 

그림 2.22 SPM 전동기의 오버행 효과를 고려하는 자기등가회로 

Fig. 2.22 MEC considering overhang effect of a SPM motor 



 

 60 

그림 2.22 (c)에서 영구자석의 자속원 Φ𝑟
′ 는 4ℜg

′ 와 4ℜ𝑚
′ 으로 

나뉘어 흐르므로, 공극 면적과 자석 면적을 이용하여 공극 자속 밀도 

𝐵g
′를 아래와 같이 계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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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3 오버행 효과를 고려하는 해석적 기법 검증 

 

본 논문에서 제안한 오버행 효과를 고려하는 해석적 기법을 

검증하기 위해 5개의 해석 모델에 대해 제안된 해석적 기법과 3차원 

유한요소법의 해석 결과를 비교하였다. 그림 2.23은 오버행 구조를 갖는 

해석 모델 1, 2, 3, 5의 3차원 형상을 보여준다. 해석 모델 4는 해석 

모델 2와 형상이 동일하고 영구자석의 특성만이 다르므로 그림 

2.23에서 생략하였다. 표 2.4에 해석 모델의 사양을 나타냈다. 회전자 

외경, 고정자 외경, 공극 길이, 영구자석 두께, 영구자석 극호비를 각각 

77mm, 120mm, 0.5mm, 3mm, 0.8, 통일하였다. 전동기의 적층 길이와 

전동기의 외경의 비율에 따라 오버행 효과는 크게 변하기 때문에 해석 

모델 1, 2, 3은 각각의 적층 길이를 20mm, 40mm, 60mm로 다르게 

설정하여 전동기 적층 길이와 전동기 외경 비율에 따른 해석적 기법의 

정확도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또한 페라이트 자석에 비해 상대적으로 

잔류 자속 밀도가 높은 희토류 자석을 적용하였을 경우의 오버행 효과를 

확인하고 이때의 해석적 기법의 정확도를 확인하고자 해석 모델 4에는 

잔류 자속 밀도의 값이 1.07T인 영구자석을 적용하였다. 해석 모델 1, 

2, 3, 4에는 정수 슬롯 권선법을 적용하였고 해석 모델 5에는 분수 슬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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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법을 적용하여 권선법에 따른 해석적 기법의 정확도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해석 모델들 간의 적층 길이가 다르기 때문에 오버행의 길이는 

각 해석 모델 적층 길이의 10%, 20%, 30%로 정하였다.  

 

  

(a) 해석 모델 1                   (b) 해석 모델 2 

  

(c) 해석 모델 3                   (d) 해석 모델 5 

 

그림 2.23 오버행 구조를 갖는 SPM 전동기의 3차원 해석 모델 

Fig. 2.23 3-D analysis models of SPM motors with an overhang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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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 오버행 구조를 갖는 해석 모델의 사양 (SPM 전동기) 

Table 2.4 Specifications of analysis models with an overhang 

structure (SPM motor) 

항목 
해석 모델 

1 

해석 모델 

2 

해석 모델 

3 

해석 모델 

4 

해석 모델 

5 

극 수 / 슬롯 수 8 / 24 8 / 24 8 / 24 8 / 24 8 / 9 

회전자 외경 [mm] 77 77 77 77 77 

고정자 외경 [mm] 120 120 120 120 120 

적층 길이 [mm] 20 40 60 40 40 

공극 [mm] 0.5 0.5 0.5 0.5 0.5 

자석 두께 [mm] 3 3 3 3 3 

자석 극호비 0.8 0.8 0.8 0.8 0.8 

자석 𝐵𝑟𝑒𝑠 [T] 0.4 0.4 0.4 1.07 0.4 

슬롯 오프닝 [mm] 1.4 1.4 1.4 1.4 3.4 

오버행 길이 [mm] 0, 2, 4, 6 
0, 4, 8, 

12 

0, 6, 12, 

18 

0, 4, 8, 

12 

0, 4, 8, 

12 

 

 

표 2.5는 해석 모델의 오버행 길이에 따른 해석 결과를 보여준다. 

해석 모델 1, 2, 3의 3차원 유한요소법 해석 결과를 보면 전동기 적층 

길이와 전동기 외경의 비율에 따라 오버행 효과가 크게 달라짐을 확인할 

수 있다. 해석 모델 1과 같이 박형인 전동기는 오버행 구조를 

적용하였을 때 전동기 성능의 증가가 큼을 확인할 수 있었고, 

상대적으로 적층 길이가 긴 해석 모델 3의 경우 오버행 효과로 인한 

전동기의 성능 증가가 상대적으로 적음을 알 수 있다.  

모든 해석 모델에서 오버행 길이에 따른 역기전력의 증가량이 

포화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짧은 오버행이 적용되었을 때는 그 

효과가 크지만 점점 오버행 길이가 길어질수록 효과의 증가폭이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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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한다. 오버행 길이에 따른 효과가 선형적이지 않기 때문에 전동기 

설계 단계에서부터 오버행 효과의 포화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오버행 

길이를 선정하는 것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기존의 공간고조파법을 활용하여 오버행이 적용되지 않은 전동기의 

자속 분포 및 역기전력 파형을 정확히 계산할 수 있음을 2.2.1.1 절에서 

확인하였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자기등가회로법을 활용하여 오버행 

길이에 따른 역기전력 크기의 증가율을 정확히 계산할 수 있는지 

확인하였다. 또한 ℜ𝑚𝑟𝑒
′ 가 해석 정확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ℜ𝑚𝑟𝑒
′ 를 고려하지 않은 자기등가회로법과 ℜ𝑚𝑟𝑒

′ 를 고려하는 

자기등가회로법의 해석 결과를 표 2.5에 모두 나타내었다. ℜ𝑚𝑟𝑒
′ 를 

고려하지 않는 자기등가회로법의 해석 결과는 오버행의 길이가 적층 

길이의 10%인 경우에는 대체로 3차원 유한요소법으로 구한 해석 

결과와 약 1.1% 이내의 차이로 일치하였지만, 오버행 길이가 

길어질수록 그 차이가 커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해석 모델 3에서 

18mm의 긴 오버행 구조가 적용된 경우 그 차이는 -5.5%로 가장 컸다. 

반면에 ℜ𝑚𝑟𝑒
′ 를 고려하는 경우에는 모든 해석 모델에서 3차원 

유한요소법과 제안된 자기등가회로법을 이용하여 구한 해석 결과가 3% 

이내의 차이로 일치함을 확인하였다. 적층 길이의 20% 이하의 오버행 

길이를 적용하였을 때는 3차원 유한요소법과 제안된 자기등가회로법의 

차이가 2% 이내 임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ℜ𝑚𝑟𝑒
′ 를 고려하는 

자기등가회로법은 전동기 적층 길이와 전동기 외경의 비율이 다른 

경우에도 정확히 오버행 효과를 고려함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해석 모델 

4의 해석 결과를 통해 영구자석의 잔류 자속 밀도가 상대적으로 작은 

페라이트 자석뿐만 아니라 잔류 자속 밀도가 높은 희토류 자석을 

사용하였을 때에도 오버행 효과를 정확히 고려함을 확인할 수 있다. 

해석 모델 1, 2, 3, 4의 해석 결과와 해석 모델 5의 해석 결과는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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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 슬롯과 분수 슬롯을 적용한 경우에 제안된 자기등가회로법이 SPM 

전동기의 오버행 효과를 잘 고려함을 보여준다. 따라서 RFPM 전동기의 

오버행 효과를 정확히 계산하기 위해서는 ℜ𝑚𝑟𝑒
′ 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함을 확인할 수 있다. 

표 2.6은 오버행 구조를 갖는 SPM 전동기에 대한 3차원 

유한요소법과 제안하는 HAM의 해석 시간을 나타낸다. 여기서 HAM은 

공간고조파법과 제안하는 자기등가회로법을 결합한 해석적 기법을 

의미한다. 오버행 구조를 갖는 SPM 전동기를 해석하기 위해서 3차원 

유한요소법은 일반적으로 긴 해석 시간을 필요로 한다. 해석 모델 1, 2, 

3, 4는 주기 모델(periodic model)로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약 

2시간에서 7시간의 해석 시간이 각 해석 모델에서 소요되었다. 반면에 

해석 모델 5는 주기 모델로 해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약 18시간에서 

20시간의 해석 시간이 각 해석 모델에서 소요되었다. 공간고조파법을 

이용하면 오버행 구조가 없는 SPM 전동기의 무부하 역기전력을 10초 

이내에 계산할 수 있다. 또한 제안하는 자기등가회로법은 0.1초 이내로 

SPM 전동기의 오버행 효과를 계산할 수 있다. 표 2.6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제안하는 HAM을 이용하는 경우 3차원 유한요소법을 이용했을 

때에 비해 해석 소요 시간이 모든 해석 모델에서 약 99.9% 이상 

감소하였다. 3차원 유한요소법을 사용하였을 때에 비해 제안하는 해석적 

기법을 사용하였을 때의 해석 시간의 감소량을 고려하면 제안된 해석적 

기법이 유용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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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 오버행 구조를 갖는 SPM 전동기의 무부하 역기전력 해석 결과 

Table 2.5 No-load back electromotive force results of SPM motors 

with an overhang structure 

 3-D FEM MEC(ℜ𝑚𝑟𝑒
′  미고려) MEC(ℜ𝑚𝑟𝑒

′  고려) 

해석 

모델 

𝑙𝑜ℎ 

[mm] 

EMFpk 

[V] 
IR [%] IR [%] 차이* [%] IR [%] 차이* [%] 

1 

0 6.3 - - - - - 

2 7.2 14.5 15.6 -1.1 13.9  0.6 

4 7.8 24.0 25.2 -1.2 22.1  1.9 

6 8.2 30.4 32.6 -2.2 28.0  2.4 

2 

0 12.7 - - - - - 

4 14.2 12.2 12.6 -0.4 11.0  1.2 

8 14.9 18 19.5 -1.5 16.3  1.7 

12 15.4 21.4 24.9 -3.5 19.8  1.6 

3 

0 19 - - - - - 

6 20.9 10.2 10.9 -0.7 9.3  0.9 

12 21.7 14.3 16.6 -2.3 13.2  1.1 

18 22 15.8 21.3 -5.5 15.7  0.1 

4 

0 33.9 - - - - - 

4 37.9 11.8 12.6 -0.8 11.0  0.8 

8 39.9 17.5 19.5 -2.0 16.3  1.2 

12 41 20.8 24.9 -4.1 19.8  1.0 

5 

0 12.7 - - - - - 

4 14.3 11.9 12.6 -0.7 11.0  0.9 

8 14.9 17.1 19.5 -2.4 16.3  0.8 

12 15.2 19.5 24.9 -5.4 19.8  -0.3 

EMFpk : 역기전력 최댓값. 

IR (increase rate) : 오버행으로 인한 역기전력 증가율. 

*: 차이 = 3-D FEM IR – MEC 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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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6 오버행 구조를 갖는 SPM 전동기의 무부하 역기전력 해석 시간 

Table 2.6 Analysis time of no-load back electromotive force of 

SPM motors with an overhang structure 

 3-D FEM HAM 

해석 모델 𝑙𝑜ℎ [mm] 해석 시간 해석 시간 차이* [%] 

1 

0 2h  4m 

10s -99.97 

2 2h  6m 

4 2h 11m 

6 2h 19m 

총합 8h 40m 

2 

0 4h 12m 

10s -99.98 

4 4h 15m 

8 4h 22m 

12 4h 32m 

총합 17h 21m 

3 

0 6h 27m 

10s -99.99 

6 6h 31m 

12 6h 43m 

18 6h 58m 

총합 26h 39m 

4 

0 4h 57m 

10s -99.99 

4 5h  5m 

8 5h 19m 

12 5h 37m 

총합 20h 58m 

5 

0 18h 42m 

10s -99.99 

4 18h 45m 

8 18h 56m 

12 19h 20m 

총합 75h 43m 

h : 시간, m : 분, s : 초. 

*: 차이 = (HAM - 3-D FEM) / 3-D FEM   100. 

해석 컴퓨터 사양 : Intel Core i7-7700K CPU @ 4.2GHz, 32GB 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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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열등가회로법을 이용한 열 해석 

 

영구자석 전동기에서 권선 절연물(insulator)의 수명, 영구자석의 

감자(demagnetization), 출력(output power) 및 효율 등은 온도에 

의해 민감하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전동기의 설계 단계에서부터 

전동기의 온도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1], [109]. 

만약 전동기의 온도 상승을 실제 보다 낮게 잘못 예측한다면, 실제 

전동기 운전 시 목표 운전점(operating point)에서 동작하지 못하거나 

최악의 경우 전동기의 손상이 발생할 수 있다. 반대로 전동기의 온도 

상승을 실제 보다 높게 예측하는 경우, 전동기는 안정적으로 목표 

운전점에서 동작할 수 있지만 전동기의 크기와 냉각 장치가 필요 

이상으로 커질 수 있다. 최근 영구자석 전동기가 소형화, 경량화되고 

높은 토크밀도를 갖는 영구자석 전동기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영구자석 전동기의 열 특성 해석의 중요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전동기를 냉각하는 방식은 크게 자연 냉각 방식(natural cooling)과 

강제 냉각 방식(forced cooling)으로 나눌 수 있다. 자연 냉각 방식은 

별도의 냉각 장치 없이 전동기 하우징(housing) 표면을 통해 열을 

배출하는 방식이다. 이에 반해 강제 냉각 방식은 별도의 냉각 장치를 

사용하여 저온의 냉매가 전동기 내부로 유입되어 전동기에서 발생된 

열을 흡수하여 전동기 외부로 열을 방출시키는 방식이다. 자연 냉각 

방식의 경우 강제 냉각 방식에 비해 냉각 성능이 상당히 낮기 때문에 

외부 환경의 영향이나 전동기 동작 조건에 따라 전동기의 내부 온도가 

급격히 변할 수 있다. 따라서 자연 냉각 방식을 적용한 전동기의 

안정적인 동작과 수명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전동기의 열 특성 분석이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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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전동기를 포함한 전기기기의 열 해석을 위해 많은 연구가 

수행되었다. 열 해석은 해석 방식을 기준으로 수치 해석(numerical 

analysis)을 기반으로 하는 방식과 해석적 기법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 수치 해석을 이용하는 대표적인 방식으로는 전산 유체 

역학(computational fluid dynamics: CFD)이 있다. 전산 유체 역학은 

유체의 유동을 고려하기 위해 나비에 스토크스 방정식(Navier-Stokes 

equations)을 유한체적법(finite-volume method), 유한요소법, 

유한차분법(finite-difference method) 등에 접목한 수치 해석 방법을 

의미한다. 전산 유체 역학은 복잡한 해석 모델의 형상을 고려할 수 있고 

유체의 유동을 고려할 수 있기 때문에 전동기의 정확한 열 특성 해석이 

요구되는 경우에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다 [110]-[117]. 하지만 긴 

해석 시간이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다. 특히 전동기의 초기 설계 

단계에서는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 전동기의 제한 조건과 요구 조건을 

만족하는 설계 결과를 도출한다. 그러므로 전동기의 설계 단계에서 긴 

해석 시간을 요구하는 전산 유체 역학을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  

따라서 전동기의 열 해석을 빠르고 정확하게 수행할 수 있는 해석적 

기법으로 열등가회로법(lumped-parameter thermal network: 

LPTN)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 [118]-[123]. 전동기의 열 특성은 

열등가회로법에서 열원(heat source)과 열 저항(thermal resistance)의 

유기적인 결합으로 나타낼 수 있다. 전동기의 열원으로는 권선의 

동손(copper loss), 고정자와 회전자 철심의 철손(iron loss), 

영구자석의 와류손(eddy current loss)이 있다. 전동기의 주요한 열 

전달은 일반적으로 전도(conduction)와 대류(convection)를 통해 

발생한다. 따라서 복사(radiation)를 통한 열 전달은 전동기 열 특성 

해석에서 고려하지 않는 경우도 많지만, 자연 냉각 방식을 사용하는 

전동기의 경우 복사를 통한 열 전달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커지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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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기의 정확한 열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복사 열 전달을 고려하여 

열 해석을 수행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오버행 구조가 SPM 전동기의 열 특성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맞추었다. 오버행 구조는 전동기의 동손을 감소 시키는 

반면에 전동기의 철손을 증가시킨다. 철손은 전동기의 회전 속도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오버행 구조가 전동기의 열원 분포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전동기의 회전 속도에 따른 동손 및 철손 

발생량을 3차원 유한요소법을 이용한 전자계 해석을 통해 확인하였다. 

또한 SPM 전동기의 회전자는 구조적인 돌극성을 가지기 때문에 오버행 

구조의 회전 운동은 전동기 내부 공기의 흐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오버행 구조의 회전 운동이 전동기의 내부 열 전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2.3.1 열원 해석 

 

오버행 구조가 SPM 전동기의 열 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그림 2.24에서와 같이 오버행이 적용되지 않은 SPM 전동기를 

해석 모델 1로 정하고 오버행이 회전자 위쪽 면에만 적용된 SPM 

전동기를 해석 모델 2로 정하였다. 표 2.7은 두 해석 모델의 상세한 

사양을 보여준다. 두 해석 모델의 설계 사양과 재질 특성은 동일하고, 

오버행 구조의 유무만이 유일한 차이점이다.  

두 전동기의 정격 토크 및 정격 속도는 각각 300mNm, 

3200r/min으로 정하였다. 속도에 따른 열원 분포의 변화와 전동기 내부 

열 전달의 변화를 보기 위해 정격 토크 조건에서 1600r/min, 

4000r/min의 회전 속도에 대한 전동기의 열 특성을 함께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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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해석 모델 1                   (b) 해석 모델 2 

 

그림 2.24 열원 해석을 위한 3차원 해석 모델 

Fig. 2.24 3-D analysis models for heat source calc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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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7 열원 해석을 위한 해석 모델의 사양 (SPM 전동기) 

Table 2.7 Specifications of analysis models for heat source 

calculation (SPM motor) 

항목 해석 모델 1 해석 모델 2 

극 수 / 슬롯 수 20 / 24 20 / 24 

회전자 내경 [mm] 25 25 

고정자 외경 [mm] 50 50 

적층 길이 [mm] 16 16 

강판 재질 35PN230 35PN230 

공극 [mm] 0.5 0.5 

자석 두께 [mm] 1.5 1.5 

자석 극호비 0.83 0.83 

자석 𝐵𝑟𝑒𝑠 [T] 1.3 1.3 

슬롯 오프닝 [mm] 0.5 0.5 

오버행 길이 [mm] 0 5 

 

 

 

두 해석 모델의 정확한 철손과 동손을 계산하기 위해 3차원 

유한요소법을 활용하여 전자계 해석을 수행하였다. 그림 2.25는 두 해석 

모델의 무부하 자속 밀도 분포를 3차원 유한요소법을 이용하여 구한 

결과를 보여준다. 해석 모델 2는 오버행 영구자석의 추가적인 자속으로 

인해 전동기 전반에서 자속 밀도가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해석 모델 2에서는 오버행 구조로 인한 높은 자속 밀도로 인해 해석 

모델 1에 비해 큰 철손이 발생할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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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해석 모델 1 

 

(b) 해석 모델 2 

 

그림 2.25 SPM 전동기의 무부하 자속 밀도 분포 

Fig. 2.25 No-load magnetic flux density distributions of SPM 

mo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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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격 토크 조건에서 각 회전 속도 별 철손을 표 2.8에 나타냈다. 

정확한 열원 계산을 위해 영구자석의 와류손을 계산하였다.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오버행이 적용된 해석 모델 2의 경우 해석 모델 1에 

비해 전반적으로 큰 철손이 발생했다. 이는 회전자 오버행의 

영구자석에서 나오는 추가적인 자속이 전동기 전반의 자속 밀도를 

높임으로써 발생되는 현상이다. 또한 전동기의 회전 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철손의 크기도 급격히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다. 

3차원 유한요소법을 이용하여 해석 모델 1, 2에서 정격 토크를 내기 

위한 전류의 rms(root mean square)값이 각각 2.48A, 2.21A임을 

확인하였다. 오버행의 영구자석의 추가적인 자속이 토크 발생에 

기여하기 때문에 해석 모델 2에서는 동일한 정격 토크를 내기 위한 

전류의 크기가 줄어든 것임을 알 수 있다. 앞서 구한 전류의 rms값과 

상온(25℃)에서의 권선 저항값을 이용하여 해석 모델 1, 2의 동손이 

각각 7.35W, 6.02W임을 계산하였다. 오버행 구조는 정격 토크 

조건에서 발생하는 동손을 약 18% 감소시킴을 알 수 있다. 권선의 

저항은 전동기 온도가 올라감에 따라 커지기 때문에 실제 전동기가 

동작하는 온도에서는 오버행 구조로 인한 동손의 감소량이 더 커진다.  

전동기의 철손은 전동기의 회전 속도에 따라 증가하며, 전동기의 

동손은 전동기 동작 시 권선 온도에 따라 증가하기 때문에 전동기의 

운전 조건이나 외부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오버행 구조가 

전동기의 열원 분포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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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8 정격 토크 조건에서 SPM 전동기의 철손 해석 결과 

Table 2.8 Iron loss results of SPM motors at the rated torque 

회전 속도 철손 해석 모델 1 해석 모델 2 

1600 r/min 

고정자 철손 [W] 1.57 1.77 

회전자 철손 [W] 0.12 0.15 

영구자석 와류손 [W] 0.11 0.01 

3200 r/min 

고정자 철손 [W] 4.57 5.12 

회전자 철손 [W] 0.38 0.48 

영구자석 와류손 [W] 0.34 0.05 

4000 r/min 

고정자 철손 [W] 6.37 7.15 

회전자 철손 [W] 0.57 0.71 

영구자석 와류손 [W] 0.45 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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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오버행 구조를 고려하는 열등가회로법 

 

전동기의 열 특성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그림 2.24의 

자성체(magnetic substance)인 회전자와 고정자 외에도 

비자성체(nonmagnetic substance)인 축(shaft), 하우징 등을 포함하는 

전체 구조를 고려해야 한다. 그림 2.26은 해석 모델 1, 2의 축과 하우징 

등을 포함하는 전체 구조의 단면도를 보여준다. 별도의 냉각 장치가 

없는 자연 냉각 방식이 적용되었고, 전동기 내부 공기는 하우징으로 

밀폐되는 구조이다. 해석 모델 1과 해석 모델 2는 오버행을 제외한 

나머지 구조가 동일하며, 해석 모델 2의 오버행 구조를 대신하여 해석 

모델 1은 황동 재질의 덮개를 사용하였다. 

그림 2.26의 전체 구조에서의 전도, 대류, 복사 열 전달을 고려하여 

열등가회로를 도출하였다. 그림 2.27과 그림 2.28은 각각 해석 모델 

1과 해석 모델 2의 열등가회로를 보여준다. 열등가회로에서 회색 원은 

전동기의 각 구조에 대응되며 재질과 크기에 따른 열 용량(thermal 

capacity)을 갖는다. 그림 2.27과 그림 2.28에서 회색 원의 각 

숫자들은 그림 2.26에서 각 구조물의 번호에 대응된다. 열등가회로에서 

흰색 원은 공기를 의미하며, 10, 11, 12의 숫자는 각각 공극의 공기, 

전동기 내부 공기, 전동기 외부 공기를 의미한다. 전도, 대류, 복사 열 

전달은 각각 흰색 사각형, 빨간색 사각형, 파란색 사각형으로 

표시하였다. 해석 모델 1은 오버행 구조가 없기 때문에 회전자에서 내부 

공기로의 직접적인 열 전달은 없는 반면에 해석 모델 2는 회전자 

오버행 구조와 내부 공기 간의 대류 열 전달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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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해석 모델 1 

 

(b) 해석 모델 2 

 

그림 2.26 SPM 전동기의 전체 단면도 

Fig. 2.26 Cross-sectional diagram of SPM mo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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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7 해석 모델 1의 열등가회로 

Fig. 2.27 LPTN of analysis model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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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8 해석 모델 2의 열등가회로 

Fig. 2.28 LPTN of analysis model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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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1 전도 (conduction) 

 

물질 간의 온도 차이가 존재하면 고온인 물질에서 저온인 물질로 열 

에너지가 전달된다. 이 중 전도에 의한 열 전달은 기체와 액체에서는 

분자의 불규칙한 운동에 의한 충돌과 확산에 의해 발생하고, 고체의 

경우는 격자 내부 분자의 진동과 자유 전자(free electron)의 운동에 

의해 발생한다. 기체와 액체의 전도 열 전달은 대류 열 전달에 포함되어 

계산되므로 본 논문에서 전도 열 전달은 고체인 경우로 한정한다. 

푸리에(Fourier)의 연구에 의하면 두 물체 간의 전도에 의한 열 

전달은 두 물체 사이의 온도 차이와 면적에 비례하고 거리에는 

반비례한다. 따라서 전도에 의한 열 저항과 열 전달 계수(heat transfer 

coefficient)는 아래의 수식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1

cond

cond i

R
h A

                    (2.130) 

 
air

cond

i

k
h

l
                  (2.131) 

 

여기서 𝑅𝑐𝑜𝑛𝑑 은 전도 열 저항, ℎ𝑐𝑜𝑛𝑑 는 전도 열 전달 계수, 𝑘𝑎𝑖𝑟 는 

공기의 열 전도도(thermal conductivity), 𝑙𝑖는 두 물체 간의 거리, 𝐴𝑖는 

두 물체의 접촉 면적을 의미한다. 

두 물체의 접촉 면적은 전동기 구조를 고려하여 쉽게 알 수 있지만, 

두 물체 간 거리는 직접 측정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재질의 단단함, 

접촉면에 가해지는 압력, 접촉면의 거친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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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2 대류 (convection) 

 

대류 열 전달은 기체나 액체에서와 같이 유체(fluid)의 운동에 의해 

이루어 진다. 따라서 대류에 의한 열 전달은 기본적으로 유체의 유동, 

즉 유체 역학(fluid dynamics)을 바탕으로 한다.  

대류는 크게 유체의 유동이 어떻게 발생되는지에 따라 강제 

대류(forced convection)와 자연 대류(natural convection)로 구분할 

수 있다. 강제 대류는 팬(fan), 펌프(pump) 등의 외부의 기계적인 힘에 

의해 유체의 유동이 발생되는 반면에, 자연 대류는 이러한 외부의 요인 

없이 유체의 온도 차이에 의한 밀도의 변화로 발생된다. 

본 해석 모델의 대류 열 전달은 다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1) 전동기 외부 공기에서의 대류 열 전달 

(2) 전동기 공극에서의 대류 열 전달 

(3) 전동기 내부 공기에서의 대류 열 전달 

 

본 논문의 해석 모델은 별도의 냉각 장치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전동기 외부 공기에서의 대류 열 전달은 자연 대류에 해당하며, 전동기 

공극과 내부 공기에서의 대류 열 전달은 회전자의 회전 운동에 의해 

공기의 유동이 발생하므로 강제 대류에 해당한다. 

먼저 전동기 외부 공기에서의 대류 열 전달은 외부의 기계적인 힘에 

의해 공기 유동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전동기의 구조에 따라 대류 열 

전달 계수가 결정된다. 그림 2.29와 같이 전동기가 설치된다고 가정하고 

전동기의 구조를 원통과 평면으로 단순화 시키면 전동기 외부 

공기에서의 대류 열 저항과 대류 열 전달 계수를 계산할 수 있다 [125]. 

먼저 외부 공기에서의 대류 열 저항과 대류 열 전달 계수를 아래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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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낼 수 있다. 

 

 _

_

1
conv oa

conv o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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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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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33) 

 

여기서 𝑅𝑐𝑜𝑛𝑣_𝑜𝑎 는 외부 공기에서의 대류 열 저항, ℎ𝑐𝑜𝑛𝑣_𝑜𝑎 는 외부 

공기에서의 열 전달 계수, 𝐴는 공기에 접하는 면적, 𝐷는 원통의 직경을 

의미한다. 𝑁𝑢𝑜𝑎 은 외부 공기에서 발생하는 대류 열 전달의 Nusselt 

수(Nusselt number)를 의미하고, Nusselt 수는 전도에 의한 열 전달에 

대한 대류에 의한 열 전달의 비율을 의미한다.  

 

 

 

그림 2.29 해석 모델의 외부 구조 

Fig. 2.29 External structure of analysis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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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판에서의 Nusselt 수는 아래와 같이 계산할 수 있다. 

  

 
1 4 4 90.59 ,    for 10 10oaNu Ra Ra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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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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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g𝑎 는 중력가속도(gravitational acceleration), 𝛽는 체적 팽창 

계수(cubical expansion coefficient), 𝑇𝑠는 표면 온도, 𝑇𝑎는 외부 공기 

온도, 𝜈 는 점성 계수(coefficient of viscosity), 𝑐𝑝 는 비열(specific 

heat), 𝜇𝑓 는 동점성 계수(fluid density)를 의미한다. 𝑅𝑎는 Rayleigh 

수(Rayleigh number)를 의미하고, 이는 중력장에서 자연 대류가 

일어나는 정도를 나타낸다. 외부 공기의 온도가 25℃이고 하우징 

표면의 온도가 45℃에서 125℃ 사이의 값을 갖는다고 가정하면, 𝑅𝑎는 

1.2×106에서 4.8×106 사이의 값을 갖는다. 따라서 (2.134)를 

이용하여 평판의 자연 대류 열 전달을 계산할 수 있다. 𝑃𝑟은 Prandtl 

수(Prandtl number)를 의미하며, 속도 경계층과 열 경계층의 비율을 

나타낸다. 여기서 𝛽 ,  𝜈 , 𝑐𝑝 , 𝜇𝑓  등의 기준 온도는 전동기 표면 온도와 

외부 공기 온도의 평균값으로 정하였다.  

원통에서의 Nusselt 수는 아래의 수식을 이용하여 계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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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𝑅𝑎 는 1.2×106에서 4.8×106 사이의 값을 

가지기 때문에 (2.137)를 이용하여 원통의 자연 대류 열 전달을 계산할 

수 있다. 

공극에서의 대류 열 전달은 회전자의 회전 운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전동기 내부에서 가장 많은 대류 열 전달이 발생한다. 과거 

유도기를 이용한 실험을 통해 공극에서 발생하는 대류 열 저항을 아래와 

같이 도출하였고 [121], 이를 본 해석 모델에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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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𝑅𝑐𝑜𝑛𝑣_𝑔는 공극에서의 대류 열 저항, ℎ𝑐𝑜𝑛𝑣_𝑔는 공극에서의 대류 

열 전달 계수, 𝑁𝑢𝑔는 공극에서의 Nusselt 수, 𝜌는 밀도(density), 𝜔는 

각속도(angular velocity), 𝑟𝑟𝑜 는 회전자 외부 반경, g는 공극 길이를 

의미한다. 𝑇𝑎 는 Taylor 수(Taylor number)를 나타내며, 유체의 

점성력에 대한 유체의 원심력의 비율을 의미한다.  

전동기 내부 공기에서의 대류는 회전자의 회전에 의해 많은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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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는다. 따라서 외부의 힘에 의해 유체의 대류가 발생하는 강제 대류로 

볼 수 있다. 과거 유도기의 열 해석 연구 사례에 근거하여 오버행 

구조가 적용되지 않은 해석 모델 1의 내부 공기에서의 대류 열 저항을 

계산하였다 [122]. 먼저 오버행 구조를 고려하지 않는 전동기 내부 

공기에서의 대류 열 저항 𝑅𝑐𝑜𝑛𝑣_𝑖𝑎1은 열 전달 계수 ℎ𝑐𝑜𝑛𝑣_𝑖𝑎1를 사용하여 

아래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_ 1

_ 1

1
conv ia

conv ia

R
h A

              (2.142) 

 

먼저 회전 운동을 하는 회전자와 전동기 내부 공기 사이의 열 전달 

계수는 아래와 같이 계산할 수 있다. 

 

  
0.650.65

_ 1 16.5conv ia roh r         (2.143) 

 

회전자는 직접 회전하며 내부 공기와의 열 전달이 발생하기 때문에 

회전자의 외부 반경과 회전 각속도로 열 전달 계수가 도출됨을 알 수 

있다. 

반면에 내부 공기와 접하는 고정자, 권선, 하우징은 회전자의 회전 

운동에 의해서 간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이를 고려하면 대류 열 전달 

계수를 아래와 같이 계산할 수 있다. 

 

  
0.60.6

_ 1 6.5 5.25conv ia roh r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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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M 전동기의 회전자는 영구자석이 회전자 철심에 부착되기 

때문에 구조적인 돌극성을 갖는다. 따라서 회전자의 오버행 구조가 

회전하면서 전동기 내부의 대류 현상을 촉진시키기 때문에 오버행 

구조를 갖는 전동기의 정확한 열 특성 해석을 위해서는 이러한 영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회전자의 오버행 구조가 회전 운동이 전동기 

내부 공기의 열 전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기 위해 식 (2.143)와 

(2.144)을 기반으로 식 (2.145)와 (2.146)를 제안한다. 먼저 오버행 

구조와 전동기 내부 공기 사이의 대류 열 전달 계수는 아래와 같이 

계산하였다. 

 

    
0.65 0.65

_ 2 16.5 5conv ia sal roh k r       (2.145) 

 

여기서 𝑘𝑠𝑎𝑙 은 회전자의 돌극성을 고려하기 위해 제안한 계수이다. 본 

해석 모델의 𝑘𝑠𝑎𝑙 값은 1로 정하였다. 

전동기 내부 공기와 고정자, 권선, 하우징 사이의 대류 열 전달 

계수는 아래와 같이 계산하였다. 

 

    
0.6 0.6

_ 2 6.5 5.25 3conv ia sal oh roh k k r          (2.146) 

 
oh

oh

so ro

l
k

r r



                 (2.147) 

 

여기서 𝑙𝑜ℎ는 오버행 길이, 𝑟𝑠𝑜는 고정자 외부 반경을 의미한다. 𝑘𝑜ℎ는 

회전자 오버행이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기 위해 제안한 계수이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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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수는 오버행 길이에 비례하고 회전자 외부 반경으로부터 고정자 외부 

반경까지의 길이에 반비례하도록 정하였다. 이는 회전자의 회전 운동이 

공기의 유동에 미치는 영향은 회전자 표면으로부터의 거리가 멀어지면 

감소한다는 것을 고려하기 위함이다. 제안된 식 (2.145)-(2.147)은 

전동기의 속도 별 온도 포화 실험을 통해 도출하였다. 

 

2.3.2.3 복사 (radiation) 

 

복사 열 전달은 중간 매질 없이 전자기파에 의해 열이 전달되는 

방식이다. 본 해석 모델의 경우 전동기 내부에서의 열 전달은 전도와 

강제 대류에 의해 주로 발생하며 복사 열 전달은 그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다. 따라서 전동기 내부에서의 복사 열 전달은 무시하였다. 본 해석 

모델은 자연 냉각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전동기 외부에서의 열 전달은 

자연 대류에 의해 주로 발생한다. 자연 대류는 전도와 강제 대류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 전달이 작기 때문에 전동기 외부에서의 열 전달 특성을 

정확하게 고려하기 위해서는 복사 열 전달을 고려해야 한다.  

전동기 주변에 구조물이 있는 경우 상호간의 복사 열 전달을 

고려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전동기가 큰 공간 내에 위치하고 주변의 

구조물에 의한 상호 복사 열 전달이 작다고 가정하였다. 이러한 가정을 

통해 전동기에서 방사되는 복사 에너지만을 고려하여 복사 열 전달을 

계산할 수 있다. 물체 표면에서 방사되는 복사 에너지는 절대 온도의 네 

제곱에 비례한다는 Stefan-Boltzmann 법칙을 사용하면 복사 열 저항 

𝑅𝑟𝑎𝑑와 열 전달 계수 ℎ𝑟𝑎𝑑를 아래와 같이 계산할 수 있다. 

 

 
1

rad

rad

R
h A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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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49) 

 

여기서 𝜎𝑆𝐵 는 Stefan-Boltzmann 상수, 휀𝑒 는 방사율(emissivity of 

surface)을 나타낸다. 방사율은 재질의 종류, 표면의 광택, 거칠기, 산화 

정도에 따라 그 값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여 그 값을 정해야 

한다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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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오버행 구조를 갖는 AFPM 전동기의  

특성 해석 

 

3.1 AFPM 전동기 개요 

 

3.1.1 AFPM 전동기 개요 

 

AFPM 전동기는 그림 3.1과 같이 회전자 영구자석의 자속이 축 

방향으로 향하는 전동기를 뜻한다. 축 방향 자속 기기는 M. Faraday가 

가장 먼저 개발한 전기기기의 형태이지만, 제작 기술의 한계, 높은 제작 

비용, 고성능 영구자석의 부재 등의 이유들로 인해 널리 사용되지 

못하였다 [126]. 대신 제작이 간편하고 구조가 강건한 반경 방향 자속 

전동기가 현재까지 널리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제작 기술의 발달, 

희토류 영구자석의 개발, 전동기 제어 기술의 발달 등과 더불어 

고토크밀도의 전기기기 수요가 증가하면서 AFPM 전동기의 사용이 

점점 증가하는 추세이다. 

AFPM 전동기는 그 구조적 특징으로 인해 RFPM 전동기에 비해 

유리한 점이 있다. 먼저 AFPM 전동기는 회전자와 고정자가 축 

방향으로 나란히 위치하기 때문에 효율적인 자속 경로를 갖는다. 반면에 

RFPM 전동기의 자속은 반경 방향으로 흐르기 때문에 내측 철심에서는 

외측 철심에 비해 자속의 병목 현상이 발생하기 쉽다. 따라서 AFPM 

전동기는 RFPM 전동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토크밀도를 가진다. 

또한 RFPM 전동기는 구조상 축 방향으로 권선 단부가 위치하고 회전자 

끝단에서의 누설 자속이 발생하기 때문에 전동기 외경에 비해 축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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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AFPM 전동기의 3차원 구조 및 자속 방향 

Fig. 3.1 3-D configuration and magnetic flux path of an AFPM 

motor 



 

 90 

길이가 짧은 경우 그 성능이 매우 저하된다. 반면에 AFPM 전동기는 

권선 단부가 반경 방향에 위치하고 축 방향의 누설 자속이 거의 없기 

때문에 전동기 외경에 비해 축 방향 길이가 짧은 경우에 성능 저하가 

거의 없다. 따라서 축 방향으로의 공간이 제한적인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hard disk drive), 인 휠 드라이브(in-wheel drive) 등의 

응용 분야에서는 AFPM 전동기의 고토크밀도 특성이 더욱 부각된다. 

하지만 AFPM 전동기의 복잡한 구조로 인한 제작의 어려움과 높은 

제작 비용은 여전히 앞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로 남아있다. 특히 

고정자의 적층이 반경 방향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이 AFPM 

전동기의 제작을 어렵게 하는 주요한 요인이 된다. 따라서 고정자 

철심이 없는 무철심형(coreless) AFPM 전동기를 사용하거나 고정자를 

분할하여 조립하는 등의 방식을 적용하는 AFPM 전동기 등이 사용되고 

있다. 

RFPM 전동기와는 달리 AFPM 전동기의 경우 유한요소법을 이용한 

전자계 해석에 긴 해석 시간이 요구되는데, 이는 AFPM 전동기의 

설계에 소요되는 시간을 증가시키는 주요한 요인이다. RFPM 전동기는 

일반적으로 축 방향을 기준으로 전자기적 특성이 일정하기 때문에 

2차원 유한요소법을 이용하여 빠르게 전동기의 전자기적 특성을 해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에 AFPM 전동기의 경우 축 방향으로의 

일정한 전자기적 특성이 없기 때문에 전동기의 정확한 전자기적 특성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3차원 유한요소법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3차원 

유한요소법은 2차원 유한요소법에 비해 긴 해석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AFPM 전동기의 설계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AFPM 전동기의 제작과 해석의 어려움으로 인해 

일반적으로 AFPM 전동기는 제한된 극 수 슬롯 수 조합을 사용한다. 

먼저 분할형 고정자에 적용할 수 있고 권선 제작 방식이 간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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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권(concentrated winding)을 적용할 수 있는 극 수 슬롯 수 조합이 

많이 사용된다. 또한 주기 모델을 활용함으로써 전동기의 해석 시간을 

감소시키기 위해 정수 슬롯 방식이 많이 사용된다. 하지만 이렇게 극 수 

슬롯 수 조합이 제한되는 경우 전동기 역기전력의 THD나 코깅 토크의 

크기가 커지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회전자의 

영구자석에 스큐(skew)를 적용하거나 영구자석의 위치 이동(shift)을 

적용함으로써 전동기의 성능을 개선할 수 있다. 

 

 

3.1.2 오버행 구조를 갖는 AFPM 전동기 

 

AFPM 전동기는 그림 3.2와 같이 전동기의 내경과 외경에 권선을 

감기 위한 공간이 필요하다. 따라서 RFPM 전동기와 마찬가지로 권선 

단부로 인한 여유 공간이 발생한다. AFPM 전동기의 회전자 오버행 

구조는 이러한 여유 공간을 활용함으로써 전동기의 토크밀도를 

효과적으로 높일 수 있다. 그림 3.3은 오버행 구조가 회전자 내측과 

외측 모두에 적용된 AFPM 전동기를 보여준다. 

오버행 구조를 갖는 AFPM 전동기의 전자기적 특성은 오버행 

구조를 갖는 RFPM 전동기의 전자기적 특성과 유사하다. AFPM 

전동기에 오버행 구조가 적용되면 오버행의 영구자석으로부터 추가적인 

자속이 발생하고 이는 AFPM 전동기의 무부하 쇄교 자속과 무부하 

역기전력의 증가로 이어진다. 철심의 포화 효과를 무시하면 AFPM 

전동기의 토크와 파워는 무부하 역기전력의 증가율만큼 커지기 때문에 

오버행 구조는 AFPM 전동기의 크기 증가 없이 효과적으로 토크밀도를 

높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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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위에서 바라본 형상 

 

 

(b) 측면에서 바라본 형상 

 

그림 3.2 오버행 구조가 없는 AFPM 전동기 형상 

Fig. 3.2 Configuration of an AFPM motor without an overhang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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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위에서 바라본 형상 

 

 

(b) 측면에서 바라본 형상 

 

그림 3.3 오버행 구조를 갖는 AFPM 전동기 형상 

Fig. 3.3 Configuration of an AFPM motor with an overhang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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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오버행 구조가 적용된 AFPM 역시 정확한 전자기적 특성 

해석을 위해서는 3차원 유한요소법을 이용한 해석이 필수적이다. RFPM 

전동기는 오버행 구조가 회전자의 위와 아래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경우에는 대칭성을 이용하여 3차원 유한요소법을 이용한 해석 시간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는 반면에, AFPM 전동기는 내측 오버행 구조와 

외측 오버행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오버행 구조를 갖는 RFPM 전동기에 

비해 더 긴 해석 시간이 요구된다. 오버행이 적용되지 않은 AFPM 

전동기의 전자계 해석에도 많은 해석 시간이 필요함을 고려하면, 오버행 

효과를 정확히 고려한 AFPM 전동기의 설계 및 제작이 매우 어려움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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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Quasi-3-D 유한요소법을 이용한 전자계 해석 

 

AFPM 전동기의 전자계 해석 시간을 감소시키기 위해 여러 

방식들이 적용되고 있다. 그 중 quasi-3-D 유한요소법(quasi-3-D 

finite-element method: Q3D FEM)은 다수의 2차원 유한요소법 해석 

결과를 조합하여 3차원 유한요소법 해석 결과를 근사계산하는 방식이다 

[37]-[41]. 

  

 

그림 3.4 Quasi-3-D 유한요소법을 위한 2차원 해석 모델 도출 방법 

Fig. 3.4 Method of deriving 2-D analysis models for  

quasi-3-D F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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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는 quasi-3-D 유한요소법을 위해 3차원 해석 모델을 

3개의 2차원 해석 모델로 변환하는 방식을 보여준다. 먼저 AFPM 

전동기를 반경 길이를 기준으로 균일하게 삼등분한 뒤, 나누어진 각 

부분에서 반경 길이를 기준으로 중심인 𝜙 − 𝑧 평면에서의 전동기 형상을 

이용하면 그림 3.4의 2차원 해석 모델들을 얻을 수 있다. 각 2차원 

해석 모델의 적층 길이는 AFPM 전동기의 내부 반지름에서 외부 

반지름까지의 거리를 삼등분한 길이로 정한다. 

일반적으로 AFPM 전동기는 효율적으로 권선을 감기 위해 그림 

3.4와 같이 균일한 슬롯 너비를 갖는다. 따라서 각각의 2차원 해석 

모델들은 그림 3.4와 같이 슬롯 너비와 고정자 치(tooth) 너비의 

비율이 다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차이를 정확히 해석하기 

위해서는 많은 수의 2차원 해석 모델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AFPM 

전동기의 자기 포화의 정도, 회전자 영구자석의 형상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2차원 해석 모델의 수를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림 3.5는 quasi-3-D 유한요소법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한 

3차원 해석 모델을 보여준다. 표 3.1은 해석 모델의 설계 사양을 

보여준다. 해석 모델은 무부하 시 자기 포화의 정도가 심하지 않고 

영구자석 형상이 단순하기 때문에 10개의 2차원 해석 모델을 사용하여 

quasi-3-D 유한요소 해석을 수행하였다. 본 해석 모델에서는 10개 

미만의 2차원 해석 모델을 사용하였을 경우 무부하 역기전력과 코깅 

토크의 해석 오차가 증가하였고, 10개를 초과하는 2차원 해석 모델을 

사용하였을 경우 해석 정확도의 개선이 미미한 반면 해석 시간이 2차원 

해석 모델의 수에 비례하여 증가하였다. 따라서 본 해석 모델에서는 

10개의 2차원 해석 모델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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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Quasi-3-D 유한요소법 검증을 위한 AFPM 전동기의  

해석 모델 

Fig. 3.5 Analysis model of an AFPM motor for verification of  

quasi-3-D FEM 

 

표 3.1 Quasi-3-D 유한요소법 검증을 위한 해석 모델의 사양 

(AFPM 전동기) 

Table 3.1 Specifications of analysis model for verification of 

quasi-3-D FEM (AFPM motor) 

항목 해석 모델 

극 수 / 슬롯 수 20 / 30 

전동기 내경 [mm] 150 

전동기 외경 [mm] 280 

공극 [mm] 1.5 

자석 두께 [mm] 3 

자석 극호비 0.8 

자석 𝐵𝑟𝑒𝑠 [T] 1.2 

슬롯 형상 오픈 슬롯 

슬롯 오프닝 [mm]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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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역기전력                      (b) 코깅 토크 

 

그림 3.6 AFPM 전동기의 무부하 해석 결과 

Fig. 3.6 No-load analysis results of an AFPM motor 

 

 

 

표 3.2 AFPM 전동기의 무부하 해석 결과 

Table 3.2 No-load analysis results of an AFPM motor 

 3-D FEM Q3D FEM 차이* [%] 

EMFpk [V] 132.0 132.5 -0.4 

EMF1 [V] 130.9 131.7 -0.6 

THD [%] 2.4 2.3 0.1 

Tc [Nm] 27.7 25.2 8.7 

EMFpk : 역기전력 최댓값, EMF1 : 역기전력 기본파 최댓값,  

Tc : 코깅 토크 최댓값과 최솟값의 차이. 

*: EMFpk, EMF1 , Tc 차이 = (3-D FEM – Q3D FEM) / 3-D FEM 

  100. 

*: THD 차이 = 3-D FEM – Q3D F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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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은 해석 모델의 무부하 역기전력과 코깅 토크를 보여준다. 

무부하 역기전력의 경우 quasi-3-D 유한요소법을 이용하여 구한 해석 

결과와 3차원 유한요소법을 이용하여 구한 해석 결과가 잘 

일치하였지만, 코깅 토크의 경우 상대적으로 해석 결과의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표 3.2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무부하 역기전력의 최댓값, 

기본파 최댓값, THD에서의 해석 결과의 차이는 1%이하인 반면에, 코깅 

토크의 해석 결과의 차이는 약 8.7%로 상대적으로 컸다.  

 이는 3차원 모델을 2차원 모델로 근사하면서 반경 방향의 자속을 

고려하지 못하였고, 10개의 2차원 해석 모델이 실제 3차원 해석 모델의 

자속 분포를 정확히 고려하지 못하였기 때문으로 판단할 수 있다. 

역기전력은 축 방향 자속만으로 계산할 수 있는 반면에 코깅 토크는 𝑟, 

𝜙 ,  𝑧  방향의 자속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산하기 때문에 역기전력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속 분포의 오차에 그 값이 민감하게 변할 수 있다. 

따라서 역기전력에 비해 코깅 토크의 해석 결과의 차이가 크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하지만 quasi-3-D 유한요소법을 사용함으로써 

AFPM 전동기의 해석 시간을 상당부분 줄일 수 있음을 고려하면 초기 

설계 단계에서 3차원 유한요소법을 대신하여 quasi-3-D 유한요소법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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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Quasi-3-D 해석적 기법을 이용한 전자계 해석 

 

Quasi-3-D 유한요소법은 3차원 유한요소법에 비해 AFPM 

전동기의 전자계 해석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 하지만 하나의 AFPM 

전동기를 해석하기 위해 다수의 2차원 해석 모델을 만들어야 하고 

여전히 긴 해석 시간을 요구하는 2차원 유한요소법을 사용해야 하는 

한계가 있다. 오버행 구조는 효과적으로 AFPM 전동기의 토크밀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 하지만 오버행 구조를 갖는 AFPM 전동기는 

회전자와 고정자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quasi-3-D 유한요소법을 

이용한 전자계 해석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먼저 오버행 구조가 없는 AFPM 전동기의 

전자계 해석 시간을 저감하기 위해 2.2.1.2 절의 공간고조파법을 활용한 

해석적 기법을 제안하였다. 또한 AFPM 전동기의 오버행 효과를 빠르고 

정확하게 고려할 수 있는 해석적 기법을 제안하였다. 제안하는 해석적 

기법의 정확성과 유용성을 3차원 유한요소법과 시험용 AFPM 전동기의 

제작 및 실험을 통하여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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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 Quasi-3-D 해석적 기법 

 

Quasi-3-D 유한요소법은 3차원 해석 모델을 여러 2차원 해석 

모델로 나누고 각각의 2차원 해석 모델을 2차원 유한요소법을 이용하여 

계산한 뒤 각각의 해석 결과들을 종합하여 3차원 유한요소법 해석 

결과를 근사계산하는 방법이다. 이때 각각의 2차원 해석 모델은 선형 

SPM 전동기의 형상과 같기 때문에 2.2.1.2 절의 공간고조파법을 

이용하여 각각의 2차원 해석 모델의 공극 자속 분포, 무부하 역기전력, 

코깅 토크 등을 계산할 수 있다 [108]. 여기서 구한 2차원 해석 모델의 

해석 결과를 종합하면 AFPM 전동기의 해석 결과를 얻을 수 있고, 

이러한 해석 방식을 quasi-3-D 해석적 기법(quasi-3-D analytical 

method: Q3D AM)이라 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quasi-3-D 해석적 기법에서 AFPM 

전동기의 2차원 해석 모델은 선형 SPM 전동기의 형태를 갖는다. 

따라서 회전형 SPM 전동기의 자속 분포를 계산하는 2.2.1.2 절의 

공간고조파법을 바로 적용할 수 없다. 회전형 전동기의 외경이 매우 

크고 극 수와 슬롯 수가 매우 많은 상황을 가정하면, 이 전동기의 공극 

자속 분포는 선형 전동기의 자속 분포와 거의 같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식 (2.94)-(2.103)을 이용하여 SPM 전동기의 극 

반전 효과와 슬롯 효과를 고려하여 공극 자속 밀도를 계산하였다. 또한 

회전자 외부 반경 𝑅𝑟, 영구자석 외부 반경 𝑅𝑚, 고정자 내부 반경 𝑅𝑠, 극 

쌍 수 𝑝를 충분히 크게 설정함으로써 선형 SPM 전동기의 자속 분포 

특성을 반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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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해석 모델 1                  (b) 해석 모델 2 

 

(c) 해석 모델 3 

 

(d) 해석 모델 4 

그림 3.7 오버행 구조가 없는 AFPM 전동기의 해석 모델 

Fig. 3.7 Analysis models of AFPM motors without an overhang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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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오버행 구조가 없는 AFPM 전동기의 해석 모델 사양 

Table 3.3 Specifications of analysis models of AFPM motors 

without an overhang structure 

항목 해석 모델 1 해석 모델 2 해석 모델 3 해석 모델 4 

극 수 / 슬롯 수 20 / 30 20 / 30 20 / 30 20 / 30 

전동기 내경 [mm] 150 150 150 150 

고정자 외경 [mm] 280 280 280 280 

공극 [mm] 1.0 1.5 1.5 1.5 

자석 두께 [mm] 3 5 3 3 

자석 극호비 0.75 0.8 0.8 0.8 

자석 𝐵𝑟𝑒𝑠 [T] 0.4 0.4 1.2 1.2 

슬롯 형상 반폐 슬롯 반폐 슬롯 오픈 슬롯 오픈 슬롯 

슬롯 오프닝 [mm] 3 3 10 10 

자석 스큐 [deg] - - - 4 

자석 이동 [deg] - - - ±1 

 

 

제안된 quasi-3-D 해석적 기법을 검증하기 위해 그림 3.7과 같이 

4개의 해석 모델을 정하였다. 표 3.3은 4개의 해석 모델의 사양을 

나타낸다. 해석 모델 1은 공극이 1mm로 작게 정하였다. 해석 모델 1과 

해석 모델 2는 영구자석의 잔류 자속 밀도가 0.4T인 페라이트 자석을 

적용하였다. 일반적으로 페라이트 자석은 잔류 자속 밀도가 희토류 

자석에 비해 낮기 때문에 두꺼운 영구자석 두께를 적용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해석 모델 2의 자석 두께는 5mm로 정하였다. AFPM 

전동기에서는 고정자 제작을 간편하게 하기 위해서 오픈 슬롯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해석 모델 1과 해석 모델 2에서는 슬롯 

오프닝 길이를 3mm로 작게 정하였고, 해석 모델 3과 해석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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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에서는 슬롯 오프닝 길이를 10mm로 큰 오픈 슬롯을 적용하였다. 또한 

영구자석에 스큐를 적용하고 영구자석의 위치를 이동시켰을 경우에 

제안된 해석적 기법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해 해석 모델 4에는 4deg의 

자석 스큐와 1deg의 자석 위치 이동을 적용하였다. 그림 3.8은 자석 

스큐와 위치 이동을 적용하는 방식을 보여준다. 

 

               

(a) 자석 스큐                 (b) 자석 위치 이동 

 

그림 3.8 AFPM 전동기에서 자석 스큐와 자석 위치 이동 

Fig. 3.8 Magnet skew and magnet shift of an AFPM motor 

 

그림 3.9와 그림 3.10은 각각 3차원 유한요소법과 제안된 quasi-3-D 

해석적 기법을 이용하여 구한 무부하 역기전력 파형과 코깅 토크 파형을 

보여준다. 표 3.4에는 해석 모델의 무부하 해석 결과를 정리하였다. 

3차원 유한요소법과 quasi-3-D 해석적 기법으로 구한 무부하 

역기전력의 최댓값과 기본파 크기의 차이는 모든 해석 모델에서 각각 

8%와 6%이내의 값을 갖는다. 역기전력 THD의 차이는 -4.8%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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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까지의 값을 가짐을 확인하였다. 3차원 유한요소법으로 구한 

역기전력의 THD가 클수록 해석 기법 간의 결과 차이가 컸으며, 3차원 

유한요소법의 THD가 작을수록 해석 기법 간의 차이가 작았다. 이러한 

경향은 그림 3.9를 보아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해석 모델 

역기전력의 THD가 충분히 작은 경우 제안하는 quasi-3-D의 해석 

정확도가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quasi-3-D 해석적 기법은 

전동기의 부하 시 토크 크기를 결정하는 역기전력 기본파의 크기를 6% 

이내의 차이로 계산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a) 해석 모델 1                 (b) 해석 모델 2 

  
(c) 해석 모델 3                 (d) 해석 모델 4 

 

그림 3.9 오버행 구조가 없는 AFPM 전동기의 무부하 역기전력 

Fig. 3.9 No-load back electromotive force of AFPM motors  

without an overhang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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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해석 모델 1                 (b) 해석 모델 2 

 
(c) 해석 모델 3                 (d) 해석 모델 4 

 

그림 3.10 오버행 구조가 없는 AFPM 전동기의 코깅 토크 

Fig. 3.10 Cogging torque of AFPM motors without  

an overhang structure 

 

 

그림 3.10을 보면 3차원 유한요소법과 quasi-3-D 해석적 

기법으로 구한 코깅 토크의 파형은 모든 해석 모델에서 비슷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역기전력에 비해 코깅 토크의 경우 두 해석 

기법간의 크기 차이가 더 커졌는데, 이는 공극 자속 밀도의 변화에 코깅 

토크가 더 민감하게 바뀌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코깅 토크에서의 두 

해석 기법간의 차이(3D FEM Tc – Q3D AM Tc)는 최대 8.0%이다. 

하지만 코깅 토크의 크기가 작아지면 해석 기법간의 코깅 토크의 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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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도 함께 작아진다. 따라서 코깅 토크를 저감하는 설계에 적용하는 

경우 두 해석 기법간의 절대적인 코깅 토크의 크기 차이는 작을 것으로 

예상된다. 

해석 모델 3과 해석 모델 4의 해석 결과를 비교하면 AFPM 

전동기에서 영구자석의 스큐와 위치 이동을 적용하였을 때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 먼저 역기전력의 최댓값과 기본파 크기는 자석의 

스큐와 위치 이동을 적용하였을 때 약간 감소하였지만, 역기전력의 

THD와 코깅 토크에서는 많은 성능 향상이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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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 오버행 구조가 없는 AFPM 전동기의 무부하 해석 결과 

Table 3.4 No-load analysis results of AFPM motors without an 

overhang structure 

 3-D FEM Q3D AM 차이* [%] 

해석 모델 1 

EMFpk [V] 55.9 57.2 -2.3 

EMF1 [V] 55.8 57.0 -2.2 

THD [%] 9.8 14.5 -4.8 

Tc [Nm] 2.2 2.1 4.6 

해석 모델 2 

EMFpk [V] 56.9 58.5 -2.9 

EMF1 [V] 58.4 60.1 -2.9 

THD [%] 4.0 8.5 -4.5 

Tc [Nm] 2.1 2.0 8.0 

해석 모델 3 

EMFpk [V] 132.0 140.2 -6.2 

EMF1 [V] 130.9 138.7 -6.0 

THD [%] 2.4 5.9 -3.5 

Tc [Nm] 27.7 28.9 -4.3 

해석 모델 4 

EMFpk [V] 128.6 138.6 -7.8 

EMF1 [V] 127.9 135.5 -5.9 

THD [%] 0.7 2.0 -1.3 

Tc [Nm] 11.5 11.6 -1.1 

EMFpk : 역기전력 최댓값, EMF1 : 역기전력 기본파 최댓값, 

Tc : 코깅 토크 최댓값과 최솟값의 차이. 

*: EMFpk, EMF1 , Tc 차이 = (3-D FEM – Q3D AM) / 3-D FEM   100. 

*: THD 차이 = 3-D FEM – Q3D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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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오버행 효과를 고려하는 quasi-3-D 해석적 기법 

 

3.3.2.1 AFPM 전동기의 오버행 효과 

 

AFPM 전동기의 오버행 효과를 고려하는 해석적 기법을 설명하기 

이전에 AFPM 전동기에서 오버행 구조가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3차원 유한요소법을 이용하여 오버행 구조가 

AFPM 전동기의 무부하 역기전력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그림 3.11 (a)는 전동기의 내경과 외경이 각각 150mm와 

280mm이고 오버행 구조가 적용되지 않은 AFPM 전동기 모델을 

보여준다. 그림 3.11. (b)는 3.11(a)와 같은 고정자를 갖고 6.5mm의 

오버행 구조가 회전자의 내측과 외측에 적용된 AFPM 전동기 모델을 

보여준다. 그림 3.11의 해석 모델과 함께 오버행 길이 3.25mm, 

9.75mm가 적용된 해석 모델을 이용하여 오버행 효과를 확인하였다. 

그림 3.12는 각각 오버행 길이 0mm, 3.25mm, 6.50mm, 

9.75mm가 적용된 AFPM 전동기의 무부하 역기전력 파형을 보여준다. 

그림 3.12의 해석 결과가 앞서 2.2.2.1 절에서 확인했던 오버행 구조가 

적용된 RFPM 전동기의 해석 결과와 유사함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오버행 길이가 길어짐에 따라 역기전력의 크기가 증가하였고, 오버행 

길이가 길어질수록 역기전력 크기의 증가량은 점점 포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오버행 구조는 전동기의 무게 및 비용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효율적인 AFPM 전동기의 설계를 위해서는 전동기 설계 조건에 따라 

적절한 오버행 길이를 선정할 필요가 있다. 

오버행 길이에 따른 역기전력 파형의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그림 

3.12의 역기전력 파형을 각각의 평균값으로 정규화 시킨 역기전력의 

파형을 그림 3.13에 나타내었다. 각기 다른 오버행 길이가 적용되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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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의 역기전력 파형이 오버행 구조가 적용되지 않은 AFPM 전동기의 

역기전력 파형과 거의 일치함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오버행이 

적용되지 않은 AFPM 전동기의 역기전력 파형과 오버행 구조가 

적용되었을 때의 역기전력의 증가량을 구할 수 있다면, 오버행 구조를 

갖는 APFM 전동기를 직접 해석하지 않더라도 오버행 효과를 고려한 

역기전력 파형을 계산할 수 있다. 오버행 구조를 갖는 AFPM 전동기의 

자속 분포를 해석적 기법으로 도출하기는 매우 어렵기 때문에, 오버행 

구조로 인해 증가되는 자속 크기를 계산하는 것으로 문제를 단순화 

시키는 것이 합리적이다. 즉, 오버행이 적용되지 않은 AFPM 전동기의 

자속 분포를 해석적 기법으로 도출하고 오버행 구조가 AFPM 전동기의 

자속 크기 증가에 미치는 영향을 해석적 기법으로 도출한 뒤 각각의 

결과를 종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a) 오버행이 없는 모델           (b) 오버행이 적용된 모델 

 

그림 3.11 AFPM 전동기의 오버행 효과 분석을 위한 3차원 모델 

Fig. 3.11 3-D models for consideration of overhang effects of 

AFPM mo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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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 AFPM 전동기의 오버행 길이에 따른 무부하 역기전력 파형 

Fig. 3.12 No-load back electromotive force waveform of AFPM 

motors according to overhang length 

 

 

그림 3.13 AFPM 전동기의 오버행 길이에 따른 정규화된 무부하 

역기전력 파형 

Fig. 3.13 Average normalized no-load back electromotive force 

waveform of AFPM motors according to overhang leng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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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2 오버행 효과를 고려하는 quasi-3-D 해석적 기법 

 

본 논문에서는 AFPM 전동기의 오버행 효과를 효과적으로 

고려하기 위해서 3.3.1 절의 quasi-3-D 해석적 기법과 

자기등가회로법을 결합한 quasi-3-D 해석적 기법(quasi-3-D hybrid 

analytical method : Q3D HAM)을 제안한다. 먼저 3.3.1 절의 quasi-

3-D 해석적 기법을 이용하여 오버행이 적용되지 않은 AFPM 전동기의 

무부하 공극 자속을 계산한다. 그리고 자기등가회로법을 활용하여 

AFPM 전동기에 오버행 구조가 적용되었을 때 공극 자속의 증가 

비율을 계산한다. 

 

 

       

(a) 𝜙 − 𝑧 평면과 AFPM 전동기     (b) 𝑟 − 𝑧 평면과 AFPM 전동기 

 

그림 3.14 슬롯이 없고 오버행 구조가 적용된 AFPM 전동기의 형상 

Fig. 3.14 Configuration of a slotless AFPM motor with an overhang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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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5 𝑟 축에서 바라본 AFPM 전동기의 단면 

Fig. 3.15 Cross section viewed from the 𝑟–axis of an AFPM motor 

 

 

먼저 그림 3.14를 통해 선형 SPM 전동기와 AFPM 전동기 사이의 

유사성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14 (a)에서 𝜙 − 𝑧  평면에 투영되는 

AFPM 전동기의 형상을 평면으로 단순화시키면 그림 3.15와 같다. 또한 

그림 3.14 (b)에서 𝑟 − 𝑧 평면에 투영되는 AFPM 전동기의 형상은 그림 

3.16과 같다. 따라서 2.2.2 절의 자기등가회로법을 이용하여 AFPM 

전동기의 오버행 효과를 고려할 수 있다. 단, AFPM 전동기의 경우 반경 

방향 위치에 따라 전동기의 너비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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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6 𝜙 축에서 바라본 오버행 구조가 적용된 AFPM 전동기의 

단면 

Fig. 3.16 Cross section viewed from the 𝜙–axis of an AFPM motor 

with an overhang structure 

 

 

여기서 ℜg는 공극 자기저항, ℜ𝑚𝑜는 영구자석 자기저항, ℜ𝑚𝑚은 Φ𝑚𝑚에 

대응하는 자기저항, ℜ𝑚𝑟은 Φ𝑚𝑟에 대응하는 자기저항, 𝑑𝑟는 반경 방향의 

미소 두께, 𝜇0는 공기의 투자율, 𝜇𝑟은 영구자석의 상대 투자율(relative 

permeability), 𝑤𝑚은 영구자석 길이, 𝑤𝑓는 영구자석 간 거리, 𝑝는 극 쌍 

수, 𝛼𝑝는 영구자석의 극호비를 의미한다. 

그림 2.8의 자기등가회로를 이용하면 아래와 같이 반경 방향의 

위치가 𝑟인 경우의 공극 자속 밀도를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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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 

 g m fA w w dr                     (3.10) 

m mA w dr                   (3.11) 

 

여기서 𝐴𝑔는 공극 면적, 𝐴𝑚은 자석 면적, 𝐵𝑟𝑒𝑠은 영구자석의 잔류 자속 

밀도를 의미한다. 

오버행 영역에서의 공극 자속 밀도를 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오버행 

구조의 영구자석과 고정자 철심 간의 유효 공극 길이 𝑔𝑒 를 정의해야 

한다. AFPM 전동기에서 오버행 구조의 영구자석 자속은 낮은 오버행 

높이( 0 < 𝑟 ≤ g )에서는 직선에 가까운 자속 경로를 가지고, 오버행 

높이가 높아짐에 따라 원호에 가까운 자속 경로를 가진다. 따라서 그림 

3.17와 같이 오버행 구조와 고정자 철심 간의 자속 경로를 오버행 

위치에 따라 직선과 원호를 이용하여 정의하였다. 첫번째 오버행 

영역( 0 < 𝑟 ≤ g )에서와 두번째 오버행 영역( g < 𝑟 ≤ 𝑙𝑜ℎ )에서의 유효 

공극 길이는 아래와 같이 정의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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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첫번째 오버행 영역의 자속 경로 모델 (직선) 

 

 

(b) 두번째 오버행 영역의 자속 경로 모델 (원호) 

 

그림 3.17 AFPM 전동기의 오버행 영역과 고정자간 자속 경로 모델 

Fig. 3.17 Flux path modeling between overhang part and stator core 

of an AFPM mo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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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M 전동기에서는 회전자의 위와 아래의 양 끝단에서 누설 자속이 

발생한다. 반면에 AFPM 전동기는 전동기 내경과 외경에서 이와 같은 

누설 자속이 발생한다. 따라서 이를 반영하여 식 (2.119)를 수정하면 

오버행이 적용되지 않은 AFPM 전동기에서의 회전자 끝단에서의 누설 

자기저항은 아래와 같이 계산할 수 있다. 

 

 

0

3
2 ,   for 0

m

mre

m

l r

r g
w dr







                (3.13) 

 

ℜ𝑚𝑟𝑒를 고려하여 AFPM 전동기의 공극 자속 밀도를 계산하면 더욱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AFPM 전동기에서 회전자 

끝단에서의 누설 자속은 공극을 지나는 주 자속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해석의 정확도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반면에 오버행이 

적용된 AFPM 전동기는 오버행 길이에 따라 유효 공극 길이가 

길어지고 오버행 영역의 영구자석에서 회전자 끝단으로 가는 누설 자속 

경로는 넓어진다. 따라서 오버행 구조의 영구자석과 회전자 끝단 간의 

누설 자속을 고려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SPM 전동기의 축 방향이 

AFPM 전동기의 반경 방향에 대응되는 것을 반영하여 식 (2.120)을 

수정하면 오버행이 적용된 AFPM 전동기의 영구자석과 회전자 끝단 

간의 누설 자기저항은 아래와 같이 계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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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3.12)에서 정의했던 유효 공극 길이를 이용하면 반경 방향의 

위치가 𝑟인 경우에 오버행 영역에서의 자기 저항을 계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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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0의 자기등가회로를 이용하면 아래와 같이 반경 방향의 

위치가 𝑟인 경우에 오버행 영역에서의 공극 자속 밀도를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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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3 오버행 효과를 고려하는 quasi-3-D 해석적 기법 검증 

 

본 논문에서 제안한 AFPM 전동기의 오버행 효과를 고려하는 해석적 

기법을 검증하기 위해 4개의 해석 모델에 대해 제안된 해석적 기법과 

3차원 유한요소법의 해석 결과를 비교하였다. 그림 3.18은 오버행 

구조가 적용된 AFPM 해석 모델을 보여준다. 표 3.5에는 해석 모델의 

사양을 나타냈다. 오버행 구조가 없는 경우의 해석 모델의 사양은 3.2 

절의 해석 모델의 사양과 같다. 오버행 길이는 각 해석 모델 고정자의 

반경 방향 적층 길이의 5%, 10%, 15%인 3.25mm, 6.50mm, 

9.75mm로 정하였다. 일반적으로 고정자 철심을 사용하는 AFPM 

전동기의 경우 권선 제작이 용이하도록 집중권 방식을 많이 사용한다. 

이런 경우 AFPM 전동기의 권선 단부 길이가 분포권 방식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아진다. 이를 고려하여 해석 모델의 최대 오버행 길이를 

9.75로 제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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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해석 모델 1                  (b) 해석 모델 2 

 

(c) 해석 모델 3 

 

(d) 해석 모델 4 

그림 3.18 오버행 구조를 갖는 AFPM 전동기의 해석 모델 

Fig. 3.18 Analysis models of AFPM motors with an overhang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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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 오버행 구조를 갖는 AFPM 전동기의 해석 모델 사양 

Table 3.5 Specifications of analysis models of AFPM motors  

with an overhang structure 

항목 해석 모델 1 해석 모델 2 해석 모델 3 해석 모델 4 

극 수 / 슬롯 수 20 / 30 20 / 30 20 / 30 20 / 30 

전동기 내경 [mm] 150 150 150 150 

고정자 외경 [mm] 280 280 280 280 

공극 [mm] 1.0 1.5 1.5 1.5 

자석 두께 [mm] 3 5 3 3 

자석 극호비 0.75 0.8 0.8 0.8 

자석 𝐵𝑟𝑒𝑠 [T] 0.4 0.4 1.2 1.2 

슬롯 형상 반폐 슬롯 반폐 슬롯 오픈 슬롯 오픈 슬롯 

슬롯 오프닝 [mm] 3 3 10 10 

자석 스큐 [deg] - - - 4 

자석 이동 [deg] - - - ±1 

오버행 길이 [mm] 
0, 3.25, 

6.5, 9.75 

0, 3.25, 

6.5, 9.75 

0, 3.25, 

6.5, 9.75 

0, 3.25, 

6.5, 9.75 

 

 

표 3.6은 해석 모델의 오버행 길이에 따른 해석 결과를 보여준다. 

오버행 구조가 적용된 SPM 전동기와 마찬가지로 모든 AFPM 전동기의 

해석 모델에서 오버행 길이에 따른 역기전력 증가량이 포화되는 경향을 

보인다. 따라서 AFPM 전동기 설계 단계에서부터 오버행 효과의 포화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오버행 길이를 선정할 필요가 있다. 

3.3.1 절에서 오버행이 적용되지 않은 AFPM 전동기의 공극 자속 

분포 및 역기전력 파형을 정확히 계산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자기등가회로법을 활용하여 오버행 길이에 따른 역기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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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기의 증가율을 정확히 계산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였다. 표 3.6에서와 

같이 모든 해석 모델에서 3차원 유한요소법과 제안된 자기등가회로법을 

이용하여 구한 해석 결과가 약 1.5% 차이 이내로 일치함을 확인할 수 

있다.  

공극 길이, 영구자석 두께, 영구자석 극호비, 영구자석의 잔류 자속 

밀도의 값을 바꾸었을 때도 제안된 자기등가회로법이 정확하게 오버행 

효과를 예측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해석 모델 4와 같이 영구자석에 

스큐와 위치 이동을 적용하였을 때도 제안된 자기등가회로법을 이용하여 

오버행이 무부하 역기전력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하게 계산하였다.  

표 3.7은 오버행 구조를 갖는 AFPM 전동기에 대한 3차원 

유한요소법과 제안하는 Q3D HAM의 해석 시간을 나타낸다. 여기서 

Q3D HAM은 quasi-3-D 해석적 기법과 제안하는 자기등가회로법을 

결합한 해석적 기법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AFPM 전동기를 해석하기 

위해서 3차원 유한요소법은 긴 해석 시간을 필요로 한다. 또한 오버행 

구조가 적용되는 경우 해석 영역의 크기가 더 커지기 때문에 더 긴 해석 

시간이 필요하다. 해석 모델 1, 2, 3, 4는 약 1시간에서 4시간의 해석 

시간이 각 해석 모델에서 소요되었다. 제안하는 quasi-3-D 해석적 

기법은 100초 이내에 오버행 구조가 없는 AFPM 전동기의 무부하 

역기전력 및 코깅 토크의 파형을 계산할 수 있다. 또한 제안하는 

자기등가회로법은 0.1초 이내로 AFPM 전동기의 오버행 효과를 계산할 

수 있다. 표 3.7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제안하는 Q3D HAM을 이용하는 

경우 3차원 유한요소법을 이용했을 때에 비해 해석 소요 시간이 모든 

해석 모델에서 약 99% 이상 감소하였다. 제안하는 해석적 기법은 

3차원 유한요소법에 비해 AFPM 전동기의 해석 시간을 대폭 

감소시키면서도 오버행 효과를 정확히 고려할 수 있기 때문에 

고토크밀도를 요구하는 응용 분야에서의 활용도가 높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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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 오버행 구조를 갖는 AFPM 전동기의 무부하 역기전력 해석 

결과 

Table 3.6 No-load back electromotive force results of AFPM 

motors with an overhang structure 

 3-D FEM MEC 

해석 모델 𝑙𝑜ℎ [mm] EMFpk [V] IR [%] IR [%] 차이* [%] 

1 

0.00 55.9 - - - 

3.25 59.5 6.4 6.3 0.1 

6.50 61.3 9.6 9.6 0.1 

9.75 62.2 11.3 11.7 -0.4 

2 

0.00 57.0 - - - 

3.25 60.9 6.8 7.0 -0.2 

6.50 63.3 11.2 10.9 0.3 

9.75 64.7 13.6 13.5 0.1 

3 

0.00 132.0 - - - 

3.25 140.2 6.2 6.7 -0.5 

6.50 144.5 9.5 10.3 -0.8 

9.75 146.8 11.2 12.6 -1.4 

4 

0.00 128.6 - - - 

3.25 136.4 6.1 6.7 -0.6 

6.50 140.6 9.3 10.3 -1.0 

9.75 142.9 11.1 12.6 -1.5 

EMFpk : 역기전력 최댓값. 

IR (increase rate) : 오버행으로 인한 역기전력 증가율. 

*: 차이 = 3-D FEM IR – MEC 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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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7 오버행 구조를 갖는 AFPM 전동기의 무부하 역기전력 해석 

시간 

Table 3.7 Analysis time of no-load back electromotive force of 

AFPM motors with an overhang structure 

 3-D FEM Q3D HAM 

해석 모델 𝑙𝑜ℎ [mm] 해석 시간 해석 시간 차이* [%] 

1 

0.00 1h 31m 

1m 40s -99.58 

3.25 1h 36m 

6.50 1h 41m 

9.75 1h 46m 

총합 6h 34m 

2 

0.00 1h 28m 

1m 40s -99.56 

3.25 1h 32m 

6.50 1h 36m 

9.75 1h 45m 

총합 6h 21m 

3 

0.00 1h 40m 

1m 40s -99.61 

3.25 1h 44m 

6.50 1h 48m 

9.75 1h 57m 

총합 7h  9m 

4 

0.00 3h 24m 

1m 40s -99.81 

3.25 3h 35m 

6.50 3h 45m 

9.75 4h  5m 

총합 14h 49m 

h : 시간, m : 분, s : 초. 

*: 차이 = (Q3D HAM - 3-D FEM) / 3-D FEM   100. 

해석 컴퓨터 사양 : Intel Core i7-7700K CPU @ 4.2GHz, 32GB 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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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AFPM 전동기의 최적 설계 

 

대부분의 전기기기 설계에는 기기의 성능을 결정하는 많은 설계 

변수가 존재하는 동시에 달성해야 하는 여러 요구 조건 및 성능들이 

존재한다. 따라서 전기기기 최적 설계 문제는 다변수(multivariate) 

다중 목적 함수(multi-objective) 최적화 문제이다. 이러한 최적화 

문제의 최적해를 찾기 위해서는 많은 함수 호출 횟수가 필요하다. 

하지만 전기기기의 함수 호출은 일반적으로 많은 해석 시간을 요구하는 

유한요소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전기기기의 최적 설계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함수 호출 횟수를 최소화 하면서도 우수한 최적해를 도출 

할 수 있는 최적화 알고리즘 개발이 중요하다. 

다중 목적 함수 최적화 알고리즘은 한번에 여러 목적 

함수(objective function)를 고려하여 최적해를 도출하는 최적화 

알고리즘이다 [127]-[131]. 따라서 전기기기의 최적 설계에 다중 목적 

함수 최적화 알고리즘을 적용하면 다양한 요구 성능을 동시에 고려하는 

최적 설계가 가능하다. 하지만 목적 함수가 늘어남에 따라 최적해를 

도출하기 위한 함수 호출 횟수가 증가하며 여러 목적 함수의 값을 모두 

계산해야 하기 때문에 최적 설계에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멀티모덜(multimodal) 최적화 알고리즘이 그 대안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다 [62]-[79]. 멀티모덜 최적화 알고리즘은 하나의 목적 

함수를 이용하여 최적화를 수행한다. 하나의 최적해를 찾는 

유니모덜(unimodal) 최적화 알고리즘과는 달리 멀티모덜 최적화 

알고리즘은 여러 최적해를 확보할 수 있다. 따라서 멀티모덜 최적화 

알고리즘은 먼저 하나의 목적 함수를 이용하여 다양한 최적해를 확보한 

뒤, 우수한 최적해들에 대해서 설계 제한 조건 만족 여부, 목적 함수 

외의 주요한 성능 등을 다양하게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가장 우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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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적해를 선정한다. 따라서 최적화 시간을 효과적으로 단축하면서도 

여러 요구 조건을 고려한 최적 설계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유전 알고리즘(genetic algorithm), differential evolution(DE) 

[57], particle swarm optimization(PSO) [58], ant colony 

optimization(ACO) [59], artificial bee colony(ABC) [60], grey wolf 

optimizer (GWO) [61] 등은 자연 현상, 동물의 행동 특성 등을 모사한 

최적화 알고리즘이다. 이러한 최적화 알고리즘들은 하나의 최적해를 

찾는 데는 우수한 성능을 보이지만, 다수의 최적해를 확보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니체(niche) 개념이 도입되었다. 

니체는 원래 생태계에서 특정 생물이 살기 적합한 장소를 의미하는데, 

최적화 알고리즘에서 니체는 다수의 최적해를 효과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해 집단을 특정한 기준으로 구분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니체를 이용하여 

해 집단을 구분하는 방식은 크게 거리에 기반한(distance-based) 

방식과 기하학적 구조에 기반한(topology-based)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거리에 기반한 방식은 니체 반경(niche radius)을 이용하여 해 

집단을 구분하는 반면에, 기학학적 구조에 기반한 방식은 크기와 모양이 

변하는 니체 범위를 이용하여 해 집단을 구분한다. 니체 개념을 최적화 

알고리즘에 적용함으로써 다양한 최적해들을 확보할 수 있는데, 이러한 

최적화 알고리즘을 멀티모덜 최적화 알고리즘이라 한다 [62]-[79].  

멀티모덜 최적화 알고리즘은 다양한 최적해를 확보할 수 있지만, 

기존의 최적화 알고리즘에 비해 수렴 속도가 느리고 많은 함수 호출 

횟수가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근사 

모델(surrogate model)을 활용한 멀티모덜 최적화 알고리즘이 

개발되었다 [132]-[134]. 근사 모델은 함수 호출을 통해 구한 목적 

함수값들을 기반으로 하여 전체 목적 함수값을 보간한 것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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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사 모델을 이용하면 목적 함수의 전반적인 모양을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우수한 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영역을 우선적으로 

탐색함으로써 최적화 알고리즘의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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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멀티모덜 최적화 알고리즘 

 

본 논문에서는 서브 그룹 개념과 크리깅 근사 모델을 활용하는 멀티 

모덜 알고리즘(multimodal optimization algorithm using a subgroup 

concept and a Kriging surrogate model: MS)을 제안한다. 크리깅 근사 

모델은 비선형성이 큰 복잡한 함수에서도 보간 성능이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 [135], [136]. 따라서 [135]에서 제안하는 크리깅 근사 

모델을 근거로 하여 해 집단을 다수의 서브 그룹으로 나누었다. 또한 

최적화 알고리즘이 간단하고 직관적인 GWO을 기반으로 하여 최적화 

알고리즘을 수행하였다. 

그림 4.1은 MS의 순서도를 나타낸다. MS는 두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첫번째 단계(stage 1)에서는 크리깅 근사 모델을 기반으로 

정확한 서브 그룹을 찾는데에 초점을 맞춘다. 따라서 이 단계에서 

최적해들의 수렴 속도는 늦어질 수 있지만 해의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반면에 두 번째 단계(stage 2)에서는 해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것을 최소화 하고 최적해들의 수렴 속도를 높이도록 하였다. 

먼저 첫번째 단계에서의 최적화 진행 과정은 아래와 같다. 

 

(Step 1-1) 기본 파라미터(parameter) 설정 

이 단계에서는 전체 해집단의 수, 정찰병(scout)의 수, 전체 설계 

변수의 범위를 정한다. 그리고 탐색(exploration)과 

수렴(exploitation)의 균형을 맞추는 역할을 하는 상수인 𝑎의 값을 2로 

초기화 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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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MS의 순서도 

Fig. 4.1 Flow chart of MS 

 

 

 

(Step 1-2) 초기 샘플(sample) 생성 

앞서 정한 설계 변수 범위 내에서 전체 해집단의 수만큼의 초기 

샘플을 무작위로 생성하고 그 목적 함수의 값을 계산한다. 

 

(Step 1-3) 크리깅 근사 모델 계산 

앞서 정한 설계 변수 범위에서의 크리깅 근사 모델을 계산한다. 

이때 지금까지 계산했던 목적 함수 값들을 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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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1-4) 최적해 및 서브 그룹 결정 

최댓값을 찾는 최적화 문제라고 가정하면 크리깅 근사 모델의 

정점들이 곧 근사 모델로 구한 최적해가 된다. 근사 모델이기 때문에 

초기에는 실제 최적해와 근사 모델로 구한 최적해의 차이가 크지만, 

반복 횟수(iteration number)가 늘어날수록 근사 모델의 최적해는 실제 

최적해에 수렴한다. 

근사 모델의 모든 정점들은 각각 초구(hypersphere) 형태의 

영역(subregion)을 가지며, 이 영역을 아래와 같이 정의한다.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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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여기서 𝑟𝑖 는 𝑖 번째 정점의 초구(hypersphere) 반지름, 𝑑𝑖 는 𝑖 번째 

정점과 그 정점에서 가장 가까운 정점 사이의 유클리드 거리(Euclidian 

distance), 𝑓𝑖 는 𝑖 번째 정점의 실제 목적 함수값, 𝑓𝑖_𝑛𝑒𝑎𝑟𝑒𝑠𝑡 는 𝑖 번째 

정점에서 가장 가까운 정점의 실제 목적 함수값을 나타낸다. 

각 정점의 서브 그룹은 각 정점의 영역 내에 속하는 모든 해집단을 

의미한다. 그림 4.2는 2차원 변수의 최적화 문제인 경우에 각 정점들과 

그 서브 그룹이 정해지는 예를 보여준다. 여기서 각 정점들은 빨간색 별 

모양으로 표시하였고, 해집단은 검정색 점으로 표시하였다. 네 개의 

정점들을 𝑃1, 𝑃2 , 𝑃3 , 𝑃4로 구분하고, 각 정점들의 영역을 파란색 원으로 

표시하였다. 𝑓1과 𝑓2의 값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𝑃1과 𝑃2는 거의 같은 

크기의 영역을 갖는다. 반면에 𝑓4는 𝑓3에 비해 크기 때문에 𝑃4의 영역이 

𝑃3의 영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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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정점들과 서브그룹의 예 

Fig. 4.2 Example of subgroup determination of each peak 

 

 

(Step 1-5) 수렴 확인 1 

이 단계에서는 모든 정점이 수렴하였는지를 확인한다. 만약 찾은 

정점의 수가 2번의 반복 동안 연속으로 일치하고 모든 정점에서 이전 

반복에서의 위치와 현재 반복에서의 위치가 미리 정한 수렴 기준값 휀1 

보다 작다면 첫번째 단계를 종료하고 두번째 단계로 넘어간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다음 스텝이 진행된다. 

 

(Step 1-6) 𝑎의 값 갱신 

𝑎 는 MS에서 탐색과 수렴의 균형을 맞추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만약 𝑎가 커진다면 탐색 과정이 더 촉진된다. 반면에 𝑎가 작아진다면 

최적해의 수렴 속도가 빨라진다. 따라서 최적화의 수렴 정도에 따라 

적절하게 𝑎의 값을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크리깅 근사 모델의 정확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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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함으로써 아래와 같이 최적화의 수렴 정도를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_

1

1 n
i i estimated

conv

ii

f f
deg

n f


                  (4.2) 

 

여기서 𝑑𝑒𝑔𝑐𝑜𝑛𝑣는 최적화의 수렴 정도를 나타내는 상수, 𝑛은 정점의 수, 

𝑓𝑖_𝑒𝑠𝑡𝑖𝑚𝑎𝑡𝑒𝑑는 크리깅 근사 모델을 이용하여 추정한 𝑖번째 정점의 목적 

함수값을 의미한다. 𝑑𝑒𝑔𝑐𝑜𝑛𝑣 를 이용하면 최적화 수렴 정도를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𝑎의 값을 정할 수 있다. 

 

min(2,  2 )conva deg                     (4.3) 

 

(Step 1-7) 전체 그룹과 서브 그룹에서의 계층(social hierarchy) 

결정 

해집단에서 각각의 해가 가지는 목적 함수값으로 해집단의 계층을 

분류할 수 있다. 전체 그룹은 전체 해집단을 의미한다. 전체 그룹에서 

가장 우수한 3개의 해를 차례로 𝛼𝑚 , 𝛽𝑚 ,  𝛿𝑚이라고 정한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각 서브 그룹에서 가장 우수한 3개의 해를 차례로 𝛼𝑠_𝑖 , 

𝛽𝑠_𝑖, 𝛿𝑠_𝑖라고 정한다. 이 과정은 모든 서브 그룹에서 시행된다. 

 

(Step 1-8) 포위(encircling prey), 사냥(hunting), 정찰 

(scouting)을 통한 해집단의 갱신 

포위와 사냥을 통한 해집단의 갱신은 GWO에서 사용되었다 [61]. 

GWO에서의 포위와 사냥은 간단하고 효과적이기 때문에 근사 모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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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사용하기에 적합하다. 먼저 먹이를 포위하는 과정은 아래와 같이 

수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 1) ( )pX t X t A D                      (4.4) 

A aR                         (4.5) 

( ) ( )pD X t X t                      (4.6) 

 

여기서 𝑡는 현재의 반복 수, 𝑋 𝑝는 먹이의 위치 벡터, 𝑋 는 현재의 위치 

벡터, �⃗� 은 -1에서 1사이의 랜덤 벡터를 의미한다. 

사냥은 우수한 목적 함수값을 갖는 𝛼𝑚 , 𝛽𝑚 ,  𝛿𝑚 , 𝛼𝑠_𝑖 , 𝛽𝑠_𝑖 ,  𝛿𝑠_𝑖에 

의해서 진행된다. 𝛼𝑚 , 𝛽𝑚 ,  𝛿𝑚 , 𝛼𝑠_𝑖 , 𝛽𝑠_𝑖 ,  𝛿𝑠_𝑖의 위치 벡터를 각각 𝑋 𝛼𝑚
, 

𝑋 𝛽𝑚
, 𝑋 𝛿𝑚

, 𝑋 𝛼𝑠_𝑖
, 𝑋 𝛽𝑠_𝑖

, 𝑋 𝛿𝑠_𝑖
라고 정한다. 전체 그룹에는 속하지만 어떤 

서브 그룹에도 속하지 않는 해들은 아래의 식을 통해 다음 위치로 

이동한다.  

 

1 2 3
( 1)

3

X X X
X t

 
                     (4.7) 

1 1( )
m m

X X t A D    , ( ) ( )
m m

D X t X t              (4.8) 

2 2( )
m m

X X t A D    , ( ) ( )
m m

D X t X t              (4.9) 

3 3( )
m m

X X t A D    , ( ) ( )
m m

D X t X t             (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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𝑖번째 서브 그룹에 속하는 해들은 식 (4.8)-(4.10) 대신 아래의 

수식을 사용하여 다음 위치로 이동한다.  

 

_ _1 1( )
s i s i

X X t A D    , 
_ _

( ) ( )
s i s i

D X t X t          (4.11) 

_ _2 2( )
s i s i

X X t A D    , 
_ _

( ) ( )
s i s i

D X t X t          (4.12) 

_ _3 3( )
s i s i

X X t A D    , 
_ _

( ) ( )
s i s i

D X t X t           (4.13) 

 

기존의 GWO는 유전 알고리즘의 변이와 같이 랜덤한 탐색 과정을 

사용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의 해의 다양성은 높일 수 있지만 

불필요하게 많은 함수 호출 횟수를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효율적으로 미탐색 영역을 탐색할 수 있는 정찰병 개념을 

도입하였다. 

2차원 문제에서 정찰병의 위치는 현재 해들 중 3개를 선택하여 

그릴 수 있는 원 중에서 가장 큰 원의 중심점으로 정한다. 이때 원 안에 

다른 해들이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 따라서 정찰병은 해들이 가장 적게 

분포하는 영역의 가운데 지점을 효율적으로 탐색할 수 있다. 그림 4.3은 

정찰병의 위치 선정의 한 예를 보여준다. 여기서 정찰병은 파란색 

사각형으로 표시하였고, 3개의 해로 그릴 수 있는 가장 큰 원을 빨간색 

점선의 원으로 표시하였다. N차원의 문제에서는 가장 크게 그릴 수 있는 

N차원의 초구의 중심점이 정찰병의 위치가 된다. 정찰병은 효과적으로 

해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135 

 

그림 4.3 정찰병 위치 선정의 예 

Fig. 4.3 Example of scout positioning process 

 

 

첫번째 단계의 수렴 조건이 만족하면 두번째 단계가 시작된다. 

두번째 단계의 세부 과정은 아래와 같다. 

 

(Step 2-1) 각 영역에서 크리깅 근사 모델 계산 

크리깅 근사 모델의 격자 간격을 작게 만들면 고해상도의 근사 

모델을 얻을 수 있다. 그리고 고해상도의 근사 모델을 이용하면 더욱 

정확하게 정점의 위치와 목적 함수값을 예측할 수 있다. 하지만 근사 

모델의 격자 간격이 작아질수록 더욱 많은 메모리가 필요하고 더욱 많은 

행렬 계산을 수행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각 

영역에서 각각의 크리깅 근사 모델을 계산하는 방식을 제안하였다. 이를 

통해 계산량을 과도하게 증가시키지 않으면서도 더욱 정확한 크리깅 

근사 모델을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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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2-2) 정점의 위치 이동 

더욱 정확한 크리깅 근사 모델을 이용하여 각 영역에서 정점의 

위치를 새로 갱신한다. 

 

(Step 2-3) 수렴 확인 2 

이 단계에서는 모든 정점들이 정확하게 수렴하였는지를 확인한다. 

만약 모든 정점에서 이전 반복에서의 위치와 현재 반복에서의 위치가 

미리 정한 수렴 기준값 휀2  보다 작다면 최적화 알고리즘을 종료한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다음 스텝이 진행된다. 

 

(Step 2-4) 𝑎의 값 갱신 

첫번째 단계의 step 1-6에서와 같은 방식으로 𝑎의 값을 계산한다. 

 

(Step 2-5) 서브 그룹에서의 계층 결정 

두번째 단계에서는 탐색 과정을 지양하고 해의 수렴 속도를 

향상시켜야 한다. 따라서 이 단계에서는 각 서브 그룹에서의 계층만을 

결정한다. 첫번째 단계에서와 같은 방식으로 각 서브 그룹에서 가장 

우수한 3개의 해를 차례로 𝛼𝑠_𝑖 , 𝛽𝑠_𝑖 ,  𝛿𝑠_𝑖라고 정한다. 이 과정은 모든 

서브 그룹에서 시행된다. 

 

(Step 2-6) 포위와 사냥을 통한 해집단의 갱신 

각 서브 그룹에서의 포위와 사냥은 아래와 같이 수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_

1 2
( 1)

2
s i

X X
X t


                    (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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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 _1 1( )
s i s i

X X t A D    , 
_ _ _

( ) ( )
s i s i s i

D X t X t         (4.15) 

_ _2 2( )
s i s i

X X t A D    , 
_ _ _

( ) ( )
s i s i s i

D X t X t         (4.16) 

 

해의 수렴 속도를 높이기 위해 전체 그룹에서의 포위와 사냥을 

배제하였고, 각 서브 그룹에서의 포위와 사냥도 𝛿𝑠_𝑖 가 𝛼𝑠_𝑖 와 𝛽𝑠_𝑖 의 

위치로 이동하도록 하였다. 즉, 각 서브 그룹에서 단 한번의 효율적인 

포위와 사냥이 수행된다. 

그림 4.5는 Griewank function을 시험 함수로 사용하였을 때의 

MS의 최적화 과정을 나타낸다. 그림 4.5 (a)는 초기 샘플을 무작위로 

생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크리깅 근사 모델을 도출한 것을 보여준다. 

그림 4.5 (b)는 크리깅 근사 모델을 활용하여 정점들과 서브 그룹들을 

결정한 것을 나타낸다. 그림 4.5 (c)는 정찰병이 미탐색 영역에 생성된 

것을 보여준다. 그림 4.5 (d), (e), (f)는 각각 반복 횟수가 2, 4, 7일 

때의 최적화 과정을 나타낸다. 최적화 과정이 반복됨에 따라 크리깅 

근사 모델이 정확해지고 정점의 수와 위치를 정확하게 예측함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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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영역 분할을 통해 고해상도의 근사 모델을 구하는 과정 

Fig. 4.4 Procedure of constructing high-resolution surrogate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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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초기 샘플 생성, 반복 횟수: 1   (b) 서브 그룹 결정, 반복 횟수: 1 

  
(c) 정찰병 생성, 반복 횟수: 1           (d) 반복 횟수: 2 

   
(e) 반복 횟수: 4                 (f) 반복 횟수: 7 

그림 4.5 MS의 최적화 과정 

Fig. 4.5 Optimization process of 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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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시험 함수를 이용한 멀티모덜 최적화 알고리즘 검증 

 

제안하는 멀티모덜 최적화 알고리즘은 2개의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첫번째 단계는 해의 다양성 확보를 우선시 하여 모든 정점을 확보하는 

단계이고, 두번째 단계는 전 단계에서 확보한 정점들에서 보다 정확한 

정점의 위치와 목적 함수 값을 찾기 위해 빠르게 수렴하는 단계이다. 

제안하는 알고리즘에서 두 단계의 정확성을 모두 검증하기 위해서 먼저 

첫번째 단계 만을 이용하여 시험 함수의 모든 정점들을 찾는지를 먼저 

확인하였다. 그리고 첫번째와 두번째 단계 모두 이용하여 정확한 정점의 

위치를 찾는지를 추가적으로 확인하였다. 

 

 

 

표 4.1 시험 함수 그룹 1 

Table 4.1 Test function group 1 

Test function Search range 
No. of 

peaks 

𝐹𝑃1_1: Proposed in [134] 

      

  

2 2

1_1( , ) 900 5 10cos 2 5 5

                   10cos 2 5

PF x y x x y

y





      

 
 

1.8 , 8.2x y   49 

𝐹𝑃1_2: Rastrigin function 

    2 2
1_ 2 ( , ) 20 10 cos 2 cos 2PF x y x y x y       

2.5 , 2.5x y    25 

𝐹𝑃1_3: Griewank function 

2 2

1_ 3 ( , ) 1 cos cos
4000 4000 2

P

x y y
F x y x

 
      

 
 

0 , 30x y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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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시험 함수 그룹 1의 최적화 결과 

Table 4.2 Optimization results of test function group 1 

 Performance MS BB MOA AT NGA NGA 

𝐹𝑃1_1 
No. of FEs 418 487 6792 9848 

SR [%] 99.3 99.2 98.3 92.7 

𝐹𝑃1_2 
No. of FEs 274 329 5011 8112 

SR [%] 100 99.4 98.4 92.5 

𝐹𝑃1_3 
No. of FEs 310 384 5932 8235 

SR [%] 100 99.5 98.4 92.5 

No. of FEs : Number of function evaluations, SR : Success rate. 

 

 

 

제안하는 알고리즘의 첫번째 단계의 성능을 확인하기 위해 표 

4.1의 시험 함수 그룹 1을 사용하였다. 𝐹1_1은 [134]에서 제안된 시험 

함수이고, 𝐹1_2 와 𝐹1_3 은 멀티 모덜 최적화 알고리즘을 검증하기 위해 

널리 사용되고 있는 시험 함수이다. 

멀티모덜 최적화 알고리즘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niching genetic 

algorithm(NGA) [71]과 auto-tuning NGA(AT NGA) [72]를 

제안하는 알고리즘과 비교하였다. 또한 근사 모델을 활용하여 높은 

성능을 보이는 멀티 모덜 최적화 알고리즘인 Big-Bang Big-Crunch 

multimodal optimization algorithm (BB MOA)과 제안하는 알고리즘을 

비교하였다 [134]. 

NGA의 해집단 수, 교차 확률, 변이 확률은 각각 100, 90%, 10%로 

설정하였다. AT NGA의 해집단 수, 교차 확률, 변이 확률은 각각 20, 

90%, 10%로 정하였다. BB MOA와 MS의 해집단의 수는 40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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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였고, MS의 정찰병 수는 5개로 정하였다. 최적화 알고리즘의 종료 

조건은 step 1-5를 적용하였으며, 휀1 는 변수 범위의 1/100로 

설정하였다. 

표 4.2는 시험 함수 그룹 1에서의 최적화 결과를 보여준다. 표 

4.2는 [134]에서 멀티모덜 최적화 알고리즘 간의 성능 비교 결과를 

근거로 하였다. 제안하는 알고리즘이 다른 알고리즘에 비해 더 적은 

함수 호출 횟수로도 더 정확하게 시험 함수의 정점들을 찾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제안하는 알고리즘의 첫번째와 두번째 단계를 모두 활용하였을 

때 정점의 정확한 위치를 찾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표 4.3의 시험 함수 

2를 사용하였다. 검증의 타당성을 위해 멀티 모덜 최적화 알고리즘 

검증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는 다양한 시험 함수들로 시험 함수 2를 

구성하였다. 

과거부터 널리 사용되고 있는 니체 기법인 DIS(distance-based 

method)와 최근에 제안되어 높은 성능을 보이는 니체 기법인 hill-

valley(HV) [74]-[76], recursive middling(RM) [77], [78], 

history-based topological speciation(HTS) [79]를 제안하는 

알고리즘과 비교하여 그 성능을 검증하였다. DIS는 고정된 니체 반경을 

사용하는 니체 기법을 의미하고, HV, RM, HTS는 모양과 크기가 변하는 

니체 영역을 활용하는 니체 기법이다. DIS-,DIS+는 DIS의 니체 반경 

크기의 1/5, 5 배의 니체 반경 크기를 가지며, 니체 반경 크기에 따른 

최적화 성능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모든 알고리즘의 해집단 수는 50으로 정하였고, MS에서 정찰병 

수는 5로 정하였다. 모든 알고리즘은 함수 호출 횟수가 500회가 될 때 

종료되며, MS에서 휀1는 변수 범위의 1/200로 정하였다. 

표 4.4는 시험 함수 2의 실제 정점과 최적화 알고리즘을 통해 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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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의 위치 오차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보여준다. 표 4.4는 [79]에서 

멀티모덜 최적화 알고리즘 간의 성능 비교 결과를 근거로 하였다. 모든 

항목에서 제안된 알고리즘이 우수한 성능을 보임을 확인할 수 있다. 

 

 

 

표 4.3 시험 함수 그룹 2 

Table 4.3 Test function group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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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AFPM 전동기의 최적 설계 

 

AFPM 전동기는 토크밀도와 파워밀도가 높은 특성이 있지만 

구조적 특징으로 인해 제작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권선을 

제작하기 용이한 집중권 방식이 많이 사용되고, 고정자 구조를 간단히 

하기 위해 오픈 슬롯을 적용한 고정자 형태가 많다. 하지만 집중권이 

가능하도록 극 수와 슬롯 수 조합이 제한되고 슬롯 오프닝이 커지게 

되면 AFPM 전동기 무부하 역기전력의 THD가 커지고 코깅 토크 및 

토크 리플이 커질 수 있다. 특히 높은 에너지밀도를 갖는 희토류 자석을 

AFPM 전동기에 적용하는 경우 앞서 언급한 문제가 더욱 악화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제작이 간단한 집중권과 오픈 슬롯을 적용한 

AFPM 전동기에서 코깅 토크 저감을 목적 함수로 결정하였다. 먼저 

MS를 이용한 멀티모덜 최적화를 통해 목적 함수값이 우수한 

최적해들을 도출하고, AFPM 전동기 토크 크기를 결정하는 무부하 

역기전력의 기본파 크기와 AFPM 전동기의 효율과 제어 성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역기전력 THD를 함께 고려하여 최적 설계 모델을 최종 

선정하도록 한다. AFPM 전동기의 최적 설계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3.3.1 절의 quasi-3-D 해석적 기법을 이용하여 AFPM 전동기의 

무부하 특성을 계산하였다. 

영구자석의 극호비는 AFPM 전동기의 전반적인 성능에 큰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영구자석의 스큐와 위치 이동은 AFPM 전동기의 코깅 

토크와 역기전력 THD를 효과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다. 따라서 

영구자석 극호비 (0.7 ≤ 𝛼𝑝 ≤ 0.9) , 스큐 (0 ≤ 𝜃𝑠𝑘𝑒𝑤 ≤ 10) , 5단 위치 

이동(0 ≤ 𝜃𝑠ℎ𝑖𝑓𝑡 ≤ 1.8)을 설계 변수로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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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5는 총 1387 번의 함수 호출 횟수를 통해 도출한 멀티 모덜 

최적화 결과를 보여준다. 3개의 후보 모델 중 코깅 토크 특성은 후보 

2가 가장 좋았고, 역기전력 기본파 크기는 후보 1이 가장 컸다. 그리고 

역기전력 THD 특성은 후보 2와 3이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3가지의 

성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후보 2가 역기전력 기본파 크기는 후보 

1에 비해 약간 작았지만 코깅 토크와 역기전력 THD 성능이 우수했다. 

따라서 후보 2를 최적 설계 모델로 선정하였다.  

 

 

 

 

표 4.5 MS를 이용한 최적 설계 결과 

Table 4.5 Optimal design results using MS 

 Candidate 1 Candidate 2 Candidate 3 

𝛼𝑝 0.745 0.800 0.820 

𝜃𝑠𝑘𝑒𝑤 2.75 2.00 1.75 

𝜃𝑠ℎ𝑖𝑓𝑡 1.215 1.200 1.215 

Tc [Nm] 0.20 0.14 0.80 

EMF1 [V] 253.5 251.7 242.9 

THD [%] 0.7 0.4 0.4 

Tc : 코깅 토크 최댓값과 최솟값의 차이, EMF1 : 역기전력 기본파 최댓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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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로봇용 RFPM 전동기와 전기 자동차용 

AFPM 전동기의 설계, 제작, 실험 

 

본 논문에서는 제안된 해석적 기법의 정확성과 유용성을 확인하고 

멀티모덜 최적화 알고리즘을 이용한 최적 설계 결과를 검증하기 위해 

RFPM 전동기와 AFPM 전동기를 각각 설계, 제작, 실험하였다. 

 

 

5.1 시험용 RFPM 전동기: 로봇 관절구동용 전동기 

 

시험용 RFPM 전동기의 요구 조건과 상세 설계 사양을 표 5.1에 

나타냈다. 시험용 전동기의 정격 부하 토크는 300mNm이고 정격 속도 

및 최대 속도는 각각 3200r/min과 4000r/min이다. 오버행 구조가 

RFPM 전동기의 전자기적 특성과 열 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오버행이 없는 회전자 1개와 5mm 길이의 오버행이 적용된 회전자 

1개를 각각 제작하였다. 회전자 외의 구조는 1개로 제작하였고 두 

회전자를 교체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그림 5.1은 오버행 구조가 없는 

회전자를 적용한 전동기와 오버행 구조를 갖는 회전자를 적용한 

전동기의 3차원 형상을 보여준다. 시험용 RFPM 전동기의 회전자 

구조는 회전자 위쪽에만 적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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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 시험용 RFPM 전동기의 요구 조건 및 설계 사양 

Table 5.1 Requirements and specifications of test RFPM motor 

항목 RFPM 전동기 

요구 조건 

정격 출력 [W] 100 

정격 토크 [mNm] 300 

정격 속도 [r/min] 3200 

최대 속도 [r/min] 4000 

설계 사양 

극 수 / 슬롯 수 20 / 24 

회전자 내경 [mm] 25 

고정자 외경 [mm] 50 

적층 길이 [mm] 16 

오버행 길이 [mm] 0, 5 

공극 [mm] 0.5 

자석 두께 [mm] 1.5 

코어 재질 35PN230 

영구자석 재질 
ND44SH 

(𝐵𝑟𝑒𝑠 : 1.3T) 

 

 

       

그림 5.1 시험용 RFPM 전동기의 3차원 형상 

Fig. 5.1 3-D configuration of a test RFPM mo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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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회전자 및 축 구조                (b) 고정자 구조 

 

(c) 전체 구조 

 

그림 5.2 시험용 RFPM 전동기의 구조 

Fig. 5.2 Structure of a test RFPM motor 

 

 

그림 5.2는 제작된 시험용 전동기 구조를 보여준다. 전동기의 시험 

세트는 그림 5.3에 나타냈다. 인버터(inverter)는 시험용 전동기를 

제어하는 하고, 부하기(load machine)는 시험용 전동기에 부하를 

인가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전동기의 온도 측정기(thermometer)를 

이용하여 시험용 전동기의 온도를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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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 RFPM 전동기의 시험 세트 

Fig. 5.3 Test set for experiment of a RFPM motor 

 

 

그림 5.4는 1000r/min의 속도로 회전할 때 오버행이 없는 RFPM 

전동기의 무부하 역기전력 해석 결과와 실험 결과를 보여준다. 그림 

5.5는 1000r/min의 속도로 회전할 때 오버행을 적용한 RFPM 

전동기의 무부하 역기전력 해석 결과와 실험 결과를 보여준다. 해석 

결과는 3차원 유한요소법을 이용하여 도출하였다. 오버행이 없는 경우 

해석을 통해 구한 역기전력의 최댓값과 실험을 통해 측정한 역기전력의 

최댓값은 6.13V로 동일했다. 오버행이 적용된 경우 해석을 통해 구한 

역기전력의 최댓값은 6.73V이고, 실험을 통해 측정한 역기전력의 

최댓값은 6.69V이다.  

오버행이 없는 경우 해석을 통해 구한 역기전력의 rms값과 실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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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측정한 역기전력의 rms값은 각각 4.66V와 4.47V로 그 차이가 약 

-4.2%로 나타났다. 또한 오버행이 적용된 경우 해석을 통해 구한 

역기전력의 rms값과 실험을 통해 측정한 역기전력의 rms값은 각각 

5.12V와 4.87V로 그 차이가 약 -5.1%로 나타났다. 해석 결과와 실험 

결과에서의 역기전력 파형의 차이로 인해 약 5%의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해석과 실험에서 역기전력 파형이 달라진 원인은 제작 

공차와 영구자석의 불균일한 착자로 추정된다. 

실험을 통해 오버행 구조가 시험용 RFPM 전동기의 무부하 

역기전력 크기를 약 9.1% 증가시킴을 확인하였다. 2.2.2 절의 해석적 

기법을 통해 구한 역기전력의 증가율은 16.8%로 실험을 통해 측정한 

역기전력의 증가율과 큰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시험용 RFPM 

전동기는 무부하 조건에서도 회전자와 고정자 철심에서 포화 현상이 

발생하는데, 제안하는 해석적 기법은 철심의 포화 효과를 고려하지 

못하기 때문에 실험과 제안하는 해석적 기법 간의 차이가 크게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동일한 정격 부하 조건에서 오버행을 적용한 전동기가 오버행이 

없는 전동기에 비해 약 7% 더 낮은 전류로 동작함을 실험을 통해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오버행 구조가 RFPM 전동기의 토크밀도를 

개선시킴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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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해석 결과 

 

(b) 실험 결과 

 

그림 5.4 오버행이 없는 RFPM 전동기의 무부하 역기전력 

Fig. 5.4 No-load back electromotive force of a RFPM motor without 

an overhang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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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해석 결과 

 

(b) 실험 결과 

 

그림 5.5 오버행을 적용한 RFPM 전동기의 무부하 역기전력 

Fig. 5.5 No-load back electromotive force of a RFPM motor with an 

overhang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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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버행 구조가 RFPM 전동기의 열 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1000r/min, 3200r/min, 4000r/min의 속도에서 전동기의 온도를 

측정하였다. 정격 토크 300mNm를 부하로 인가하였고 전동기의 온도가 

충분히 포화되도록 90분 동안 온도 측정을 하였다. 표 5.2는 RFPM 

전동기의 온도 측정 결과를 보여준다. 권선의 온도를 정확히 측정하기 

위해 고정자 제작 시 열전대(thermocouple) 온도 센서를 권선 내에 

설치하였다. 또한 하우징의 온도를 측정하기 위해 하우징 외부에 열전대 

온도 센서를 부착하였다. 2.3 절의 열등가회로법을 이용하여 구한 

전동기의 온도와 실험에서 측정한 전동기의 온도의 차이는 모든 

경우에서 8.5% 이하였다. 따라서 제안하는 열등가회로법이 속도에 따른 

오버행 구조의 영향을 잘 고려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오버행 구조를 

RFPM 전동기에 적용할 경우 전동기의 온도가 전반적으로 낮아짐을 

실험을 통해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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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 시험용 RFPM 전동기의 온도 측정 결과 

Table 5.2 Temperature rise results of a test RFPM motor 

회전자 종류 
회전 속도 

[r/min] 
측정 위치 

온도 [℃] 

LPTN 실험 

오버행 

 

미적용 

1600 

권선 90.1  93.6  

하우징 62.6  63.8  

외부 공기 25.0  25.2  

3200 

권선 112.8  113.0  

하우징 76.5  74.3  

외부 공기 25.0  25.0  

4000 

권선 126.3  127.9  

하우징 84.8  79.5  

외부 공기 25.0  25.2  

오버행 

 

적용 

1600 

권선 79.7  87.1  

하우징 56.8  61.6  

외부 공기 25.0  25.0  

3200 

권선 103.3  108.3  

하우징 71.3  70.9  

외부 공기 25.0  24.9  

4000 

권선 117.6  119.0  

하우징 80.1  75.5  

외부 공기 25.0  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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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시험용 AFPM 전동기: 전기차 인 휠 시스템용 전동기 

 

   

   

(a) 오버행 미적용 전동기               (b) 오버행 적용 전동기 

 

그림 5.6 시험용 AFPM 전동기의 3차원 형상 

Fig. 5.6 3-D configuration of a test AFPM motor 

 

 

시험용 AFPM 전동기의 요구 조건과 상세 설계 사양을 표 5.3에 

나타냈다. 시험용 전동기의 정격 부하 토크는 120Nm이고 정격 속도는 

400r/min이다. 4.3 절의 최적 설계를 통해 시험용 AFPM 전동기의 

회전자 형상(후보 2)을 결정하였다. 오버행 구조가 AFPM 전동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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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기적 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오버행이 없는 회전자 

1개와 3.5mm 길이의 오버행이 회전자 내측과 외측에 적용된 회전자 

1개를 각각 제작하였다. 회전자 외의 구조는 1개로 제작하였고 두 

회전자를 교체하여 실험하였다. 그림 5.6 (a)는 오버행 구조가 없는 

AFPM 전동기를 보여준다. 그림 5.6 (b)는 오버행 구조가 회전자 

내측과 외측에 적용된 AFPM 전동기를 보여준다. 

 

 

 

표 5.3 시험용 AFPM 전동기의 요구 조건 및 설계 사양 

Table 5.3 Requirements and specifications of a test AFPM motor 

항목 RFPM 전동기 

요구 조건 

정격 출력 [kW] 5 

정격 토크 [Nm] 120 

정격 속도 [r/min] 400 

설계 사양 

극 수 / 슬롯 수 20 / 30 

전동기 외경 [mm] 280 

축 길이 [mm] 90 

오버행 길이 [mm] 0, 3.5 

공극 [mm] 1.5 

자석 두께 [mm] 3 

고정자 코어 재질 35PN230 

회전자 코어 재질 S45C 

영구자석 재질 
Shinetsu N36Z 

(𝐵𝑟𝑒𝑠 : 1.2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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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회전자 구조 

 

(b) 고정자 구조 

 

그림 5.7 시험용 AFPM 전동기의 구조 

Fig. 5.7 Structure of a test AFPM motor 

 

 

그림 5.7은 제작된 시험용 전동기의 회전자와 고정자 구조를 

보여준다. AFPM 전동기의 시험 세트는 그림 5.8에 나타냈다. 부하기는 

시험용 전동기에 부하를 인가하고 센서리스(sensorless) 제어기를 

이용하여 시험용 전동기를 제어하였다.  



 

 159 

 

 

그림 5.8 AFPM 전동기의 시험 세트 

Fig. 5.8 Test set for experiment of an AFPM mo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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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9는 400r/min의 속도로 회전할 때 오버행이 없는 AFPM 

전동기의 무부하 역기전력 해석 결과와 실험 결과를 보여준다. 그림 

5.10은 오버행 구조를 적용한 AFPM 전동기의 무부하 역기전력 해석 

결과와 실험 결과를 보여준다. 무부하 역기전력 해석 결과는 3차원 

유한요소법을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오버행이 없는 경우 해석을 통해 

구한 역기전력의 최댓값은 118.5V이고, 실험을 통해 측정한 값은 

118.1V이다. 오버행이 적용된 경우 해석을 통해 구한 역기전력의 

최댓값은 126.2V이고, 실험을 통해 측정한 값은 123.6이다. 오버행이 

적용된 경우에는 오버행이 없는 경우에 비해 해석 결과와 실험 결과의 

차이가 커짐을 확인할 수 있다. 

오버행이 없는 경우 해석을 통해 구한 역기전력의 rms값과 실험을 

통해 측정한 역기전력의 rms값은 각각 83.9V와 82.9V로 그 차이가 약 

-1.2%로 나타났다. 또한 오버행이 적용된 경우 해석을 통해 구한 

역기전력의 rms값과 실험을 통해 측정한 역기전력의 rms값은 각각 

89.4V와 85.2V로 그 차이가 약 -5.0%임을 확인하였다. 무부하 

역기전력의 해석 결과와 실험 결과의 차이는 오버행이 있는 경우 더 

증가하였는데, 이는 제작 공차로 인해 공극 길이가 달라졌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실험을 통해 오버행 구조가 시험용 AFPM 전동기의 무부하 

역기전력 크기를 약 4.6% 증가시킴을 확인하였다. 3.3.2 절의 해석적 

기법을 통해 구한 역기전력의 증가율은 7.1%로 실험을 통해 측정한 

역기전력의 증가율과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전동기의 제작 공차로 인한 공극 길이의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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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해석 결과 

 

(b) 실험 결과 

 

그림 5.9 오버행이 없는 AFPM 전동기의 무부하 역기전력 

Fig. 5.9 No-load back electromotive force of an AFPM motor 

without an overhang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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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해석 결과 

 

(b) 실험 결과 

 

그림 5.10 오버행을 적용한 AFPM 전동기의 무부하 역기전력 

Fig. 5.10 No-load back electromotive force of an AFPM motor with 

an overhang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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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1은 오버행이 없는 AFPM 전동기의 코깅 토크 해석 

결과와 실험 결과를 보여준다. 코깅 토크 해석 결과는 3차원 

유한요소법을 이용하여 도출하였다. 오버행이 없는 경우 해석을 통해 

구한 코깅 토크 최댓값과 최솟값의 차이 Tc는 1.36Nm이고, 실험을 

통해 측정한 Tc는 2.39Nm이다. 오버행이 없는 경우 Tc의 해석 결과와 

실험 결과의 차이는 약 1.03Nm이고, 이는 정격 토크의 약 0.9%에 

해당한다. 코깅 토크의 크기와 파형에서 차이가 발생한 주요한 원인은 

전동기의 제작 공차라고 판단된다. 4.3 절에서 해석적 기법을 통해 구한 

Tc와 3차원 유한요소법을 이용하여 구한 Tc의 차이는 약 1.22Nm이고, 

이는 정격 토크의 약 1.0%에 해당한다.  

그림 5.12는 오버행 구조를 적용한 AFPM 전동기의 코깅 토크 

해석 결과와 실험 결과를 보여준다. 오버행이 적용된 경우 해석을 통해 

구한 Tc와 실험을 통해 측정한 Tc와 는 각각 1.45Nm와 3.01Nm로 그 

차이가 약 1.56Nm임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차이는 정격 토크의 약 

1.3%에 해당한다.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전동기의 제작 공차가 코깅 

토크의 크기와 파형의 차이를 발생시키는 주요한 원인으로 판단된다. 

동일한 정격 부하 조건에서 오버행이 없는 전동기는 32.1A의 

전류를 사용하였고, 오버행이 적용된 전동기는 28.6A의 전류를 

사용했다. 이 때 전류의 감소율은 약 10.9% 인데 이는 무부하 

역기전력의 증가율에 비해 다소 큰 값이다. 센서리스 제어기는 센서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전동기의 전류 제어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부하 시 입력 전류의 오차가 커진 것으로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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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해석 결과 

 

(b) 실험 결과 

 

그림 5.11 오버행이 없는 AFPM 전동기의 코깅 토크 

Fig. 5.11 Cogging torque of an AFPM motor without  

an overhang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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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해석 결과 

 

(b) 실험 결과 

 

그림 5.12 오버행을 적용한 AFPM 전동기의 코깅 토크 

Fig. 5.12 Cogging torque of an AFPM motor with  

an overhang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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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결론 및 향후 연구 계획 

 

6.1 결론 

 

회전자 오버행 구조는 영구자석 전동기의 토크밀도를 효과적으로 

높일 수 있는 구조이다. 하지만 오버행 구조가 적용된 영구자석 

전동기의 특성을 정확하게 고려하기 위해서는 긴 해석 시간을 요구하는 

3차원 유한요소법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오버행 구조가 적용된 영구자석 

전동기의 해석 및 설계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오버행 구조가 적용된 RFPM 전동기의 

전자기적 특성을 해석할 수 있는 해석적 기법을 제안하였다. 제안된 

해석적 기법은 공간고조파법과 자기등가회로법을 결합함으로써 기존의 

해석 방법에 비해 빠르고 정확하게 오버행 효과를 계산할 수 있다. 

제안된 해석적 기법을 통해 유한요소법을 이용한 해석 없이도 정확하게 

오버행 구조가 적용된 전동기의 공극 자속 밀도 분포, 무부하 

역기전력을 계산할 수 있었다. 제안하는 해석적 기법의 정확성을 3차원 

유한요소법과 시험용 RFPM 전동기의 실험을 통해 확인하였다. 

또한 오버행 구조가 RFPM 전동기의 열 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빠르게 고려할 수 있는 열등가회로법을 제안하였다. 먼저 

오버행 구조가 열원 분포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고, 오버행 구조가 

전동기 내부 열 전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는 열등가회로를 

도출하였다. 제안하는 열등가회로법을 시험용 RFPM 전동기의 온도 

실험을 통해 검증하였다. 

AFPM 전동기의 경우 축 방향으로의 일정한 전자기적 특성이 없기 

때문에 해석에 많은 시간이 요구된다. 따라서 기존의 해석 방법에 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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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고 정확하게 AFPM 전동기의 전자기적 특성을 해석할 수 있는 

quasi-3-D 해석적 기법을 제안하였다. 또한 오버행 구조가 적용된 

AFPM 전동기를 고려하기 위해 quasi-3-D 해석적 기법과 

자기등가회로법을 결합한 해석적 기법을 제안하였다. 제안된 해석적 

기법을 통해 3차원 유한요소법을 이용한 해석 없이도 정확하게 AFPM 

전동기의 무부하 특성을 계산할 수 있었고, 이를 3차원 유한요소법과 

시험용 AFPM 전동기의 실험을 통해 확인하였다. 

전기기기 최적 설계에는 다양한 최적해들을 확보할 수 있는 

멀티모덜 최적화 알고리즘이 적합하지만, 이러한 최적화 알고리즘은 

많은 함수 호출 횟수가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다양한 최적해들을 확보하면서도 함수 호출 횟수를 저감할 

수 있는 멀티모덜 최적화 알고리즘을 제안하였고 그 성능을 여러 시험 

함수를 이용하여 검증하였다. 제안된 최적화 알고리즘을 AFPM 

전동기의 코깅 토크 저감 설계에 적용하였고, 우수한 최적 설계 결과를 

도출하였다. 

로봇용 RFPM 전동기 1대와 전기 자동차용 AFPM 전동기를 설계, 

제작, 실험하였고, 이를 통해 오버행 구조가 영구자석 전동기의 

토크밀도 개선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였다. 또한 실험 결과를 통해 

제안하는 해석적 기법과 최적화 기법을 검증하였다. 

본 논문은 오버행 구조를 갖는 RFPM 전동기와 AFPM 전동기의 

해석과 설계의 전반적인 부분을 다루었고 이를 유한요소법 해석과 

실험으로 검증하였다. 따라서 향후 오버행 구조를 갖는 고토크밀도의 

영구자석 전동기의 해석 및 설계에 많은 도움을 주리라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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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향후 연구 계획 

 

오버행 구조는 효과적으로 영구자석 전동기의 토크밀도를 

개선시키지만, 오버행 길이가 길어질수록 그 효과가 포화된다. 따라서 

오버행 구조와 고정자 간의 유효 공극 길이를 낮출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고정자에 철심 구조를 추가함으로써 추가적인 자속 

경로를 만들 수 있다면 오버행의 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본 논문의 시험용 전동기는 제작의 용이성을 위해 영구자석을 

착자한 뒤 회전자에 부착하는 방식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영구자석이 

균일하게 착자될 수 있다. 하지만 전동기의 양산시에는 회전자에 

영구자석을 부착한 뒤 영구자석을 착자하는 방식을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영구자석을 균일하게 착자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불균일한 영구자석의 착자로 인한 전동기의 성능 

저하를 고려하여 설계 요구조건에 여유를 두고 전동기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전동기의 불균일하게 착자된 영구자석을 정확히 고려할 수 

있는 해석적 기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전동기는 무부하 시에는 전동기 철심의 포화 현상이 

심하지 않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해석적 기법은 포화 현상을 

고려하지 않는다. 하지만 매우 높은 토크밀도를 갖는 전동기의 경우 

무부하 시에도 철심 포화가 발생할 수 있다. 회전자와 고정자 철심에 

자속 포화 현상이 발생하는 경우 해석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다. 따라서 

자속 포화를 고려하는 해석적 기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부하 특성을 직접계산하지 않고 무부하 해석 결과를 

기준으로 간접적으로 부하 시 성능을 예측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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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정확한 부하 시 성능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영구자석의 쇄교 

자속과 전류에 의한 자속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특히 무부하에 

비해 부하 시에는 전류에 의한 자속이 더해지기 때문에 철심의 포화 

현상이 발생하기 쉽다. 따라서 이를 고려하는 해석적 기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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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haracteristic Analysis and Optimal Design  of 

High-Torque-Density Surface-Mounted 

Permanent-Magnet Motor with Overhang 

Structure 
 

Han-Kyeol Y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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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ently, permanent-magnet (PM) machines have widely been 

used in various applications such as electric vehicle traction drives, 

robot joint modules, and wind power generations, which require 

high torque and high power within a limited space. Therefore, 

demand of high-torque-density PM machines has increased 

steadily. An overhang structure, that is, rotor stack length is longer 

than stator stack length, can be used for effectively enhancing 

torque density of a PM machine by utilizing redundant space 

resulting from windings. However, a significantly time-consuming 

3-D finite-element method (FEM) is necessary in order to 

precisely analyze electromagnetic characteristics of PM machines 

with the overhang structure. In this paper, I proposed analytical 

methods considering overhang effects on electromagnetic 

characteristics of radial-flux permanent-magnet (RFPM) motors 

and axial-flux permanent-magnet (AFPM) motors accurately as 

well as quickly. Moreover, influences of the overhang structure on 

thermal characteristics of RFPM motors were investigated.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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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mped-parameter thermal network (LPTN) which can consider the 

overhang effects quickly and precisely was proposed as an 

analytical method.  

A hybrid analytical method combining two analytical methods 

was proposed for effectively considering overhang effects of RFPM 

motors. Firstly, magnetic flux density distributions of a non-

overhang RFPM motor can be calculated by using a space harmonic 

method (SHM). Then, the increase rate of the average magnetic 

flux density when an overhang structure is applied to the RFPM 

motor is estimated by using a magnetic equivalent circuit (MEC). 

Finally, the electromagnetic characteristics of the RFPM motor such 

as the air-gap magnetic flux densities, the linkage flux, and the 

back electromotive force (EMF) can be rapidly and accurately 

calculated by combining each result from the SHM and the MEC. 

The proposed hybrid analytical method was verified via a 3-D FEM 

and experiments of a test RFPM motor. 

An overhang structure affects not only electromagnetic 

characteristics of RFPM motors but also thermal characteristics of 

those. Since temperature of PM motors directly affects their 

performances and life time, it is important to consider the thermal 

characteristics of the PM motors at early design stage. In this paper, 

heat transfer characteristics of RFPM motors with an overhang 

structure was investigated as well as influences of an overhang 

structure on heat source distributions of RFPM motors. Moreover, a 

LPTN which can quickly and precisely consider the overhang 

effects on the thermal characteristics of the RFPM motors was 

proposed and verified experimentally via a test RFPM motor. 

AFPM motors have high torque densities and are suitable in the 

case where axial space is limited. However, since AFPM mo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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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ve no axial symmetry, computationally expensive 3-D FEM is 

necessary for analyzing the electromagnetic characteristics of the 

AFPM motors. Therefore, I proposed a quasi-3-D analytical 

method that can quickly and accurately analyze the electromagnetic 

characteristics of AFPM motors in this paper. Moreover, a hybrid 

analytical method combining the quasi-3-D analytical method 

thereof and a MEC was proposed, which can effectively consider 

overhang effects on electromagnetic characteristics of AFPM 

motors. The proposed hybrid analytical method was verified via a 

3-D FEM and experiments of a test AFPM motor. 

It is effective to design electric machines using an optimization 

algorithm because it is necessary to satisfy various requirements 

and consider many design parameters affecting performances. Since 

performance of an optimization algorithm affects results of optimal 

design and time required for that, it is important to develop an 

efficient and reliable optimization algorithm. In this paper, I 

proposed a multimodal optimization algorithm that can secure 

multiple optimal solutions while effectively reducing the number of 

function calls required for optimization by using subgroup concept 

and Kriging surrogate model. The performances of the proposed 

optimization algorithm were verified by comparing it with 

conventional multimodal optimization algorithms using various test 

functions. Moreover, the feasibility of the application of the 

proposed algorithm for the optimization of a practical problem is 

validated via the optimal design of an AFPM motor. 

A test RFPM motor for robot joint module and a test AFPM 

motor for electric vehicle in-wheel system were designed, 

fabricated, and tested. Through both the test RFPM and AFPM 

motors, it is confirmed that an overhang structure can eff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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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rove torque densities of PM motors. Moreover, the proposed 

analytical methods and optimization algorithm were experimentally 

verified through the two test motors. 

 

 

Keywords: Radial-flux permanent-magnet motor, Axial-flux 

permanent-magnet motor, Rotor overhang structure, Magnetic 

equivalent circuit, Lumped-parameter thermal network, Multimodal 

optimization algorith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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