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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최근 신재생에너지 및 직류 부하가 급증하면서 직류 배전 시스템이 재

조명 받고 있다. 이에 따라, 기기의 보호 및 제어를 담당하는 전기기기인

개폐기와 같은 직류 배전 보호 시스템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개폐기 중 하나인 전자 개폐기는 전자 접촉기와 과부하 계전기가 결합

된 부하 보호 기기이고, 이 중 전자 접촉기는 부하 회로의 On-Off 제어

를 담당하는 장치이다.

일반적으로 전자 접촉기의 조작부로는 솔레노이드형 전자석 액추에이터

가 사용된다. 솔레노이드형 전자석 액추에이터는 투입동작 완료 후, 투입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코일에 전류를 인가해주어야 하므로

전력 소모가 높아 유지비용이 많이 든다. 또한 전압 강하 시, 소음과 진

동이 발생하며 투입 동작시 일어나는 바운싱에 의하여 접점부가 손상됨

에 따라 안정성이 떨어지고 수명이 짧다는 단점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코일에 전류 인가 없이 영구자석의 전자기력만으로 투입

상태를 유지하는 직류 전자 접촉기용 영구자석형 전자석 액추에이터를

제안하였다. 제안된 영구자석형 전자석 액추에이터는 투입동작 완료 후,

전류의 인가 없이 영구자석의 전자력만으로 투입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

록 하여 유지 소비전력을 절감할 수 있다. 또한 전압 강하에 의한 진동

과 소음이 발생하지 않으며, 바운싱 지속 시간이 짧아 접점부 손상을 완

화할 수 있다. 따라서 제안된 영구자석형 직류 전자 접촉기는 안정성이

높고 수명이 길다.

제안된 직류 전자 접촉기용 영구자석형 전자석 액추에이터의 동작특성

해석을 위해서 유한 요소법과 시간 차분법을 이용하였다. 3차원 유한 요

소법으로 영구자석과 외부 전류원이 포함된 정자장 해석을 수행하였고,

시간 차분법을 이용해 회로 방정식과 운동 방정식을 계산하였다. 제안된

해석방법을 통하여 설계된 영구자석형 직류 전자 접촉기를 제작하여 실

험하였으며, 해석 결과와 실험 결과를 비교함으로써 동작특성 해석 방법

의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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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또한, 동특성 향상을 위한 최적 설계를 수행하였다. 최적

설계를 통해 설계된 최적 설계 모델의 동특성을 시험 모델의 동특성과

비교함으로써 최적 설계의 유용성을 검증하였다.

주요어 : 전자 접촉기, 전자 개폐기, 전자석 액추에이터, 유한 요소법, 시

간 차분법, 최적 설계

학 번 : 2013-20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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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1.1 연구 배경 및 목적

에디슨의 직류와 테슬러의 교류에 대한 논쟁 이후, 테슬러가 정립한 교

류의 장점이 부각 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송전 및 배전 시스템은 교류 방

식을 채택해왔다. 그러나 최근 직류부하와 신재생 에너지의 증가에 따라

직류 배전 시스템이 재조명받고 있다.

전 세계적인 에너지 위기로 인해 신재생 에너지원의 개발과 보급에 많

은 노력이 가해지고 있다. 풍력, 태양광, 연료전지 등으로 대표되는 신재

생 에너지원은 직류 전력을 발생시키는데, 신재생 에너지에서 발생하는

직류 전력을 기존의 교류배전 시스템에 공급하기 위해서는 직류를 교류

로 변환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 과정에서 에너지 손실이 발생한다[1].

또한, 기존의 교류 배전 시스템에서는 신재생 에너지원에서 출력되는 직

류 에너지를 이용하기 위해서 2번의 전력변환 단계가 필요하므로 신재생

에너지원의 에너지 이용률이 감소 할 수 있다.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휴대폰 등의 IT 관련 기기를 포함하여 TV, 컴

퓨터, AV기기, 태블릿 PC, FAX 등의 전자 제품의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기기들은 대부분 5V, 12V 24V와 같은 저 전압의 직류 전

원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가전 기기 부하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교류를 직류로 변환하고 다시 교류로 변환하는 과정을 필요로 하는데,

이 부분의 효율은 전체 시스템 효율에 큰 영향을 미친다[2]. 게다가, 이

러한 일련의 과정은 필터와 컨버터 등의 기기를 필요로 하므로 기기비용

이 추가로 발생한다.

에너지 저장 장치는 직류 특성을 가지므로 교류 배전 시스템에 연결 되

었을 때 보다 직류 배전 시스템과 연결 되었을 때 높은 효율을 갖는다.

그러므로 현재 주목받고 있는 전기자동차(Electric Vehicle, EV)와의 연

동에서도 직류 배전 시스템은 장점을 가질 수 있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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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교류 배전 시스템

Fig. 1.1 AC distribution system

그림 1.2 직류 배전 시스템

Fig. 1.2 DC distribu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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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언급한 이유 외에도 직류 배전 시스템은 교류 배전 시스템에 비

하여 시스템 효율, 신뢰성, 전력품질 측면에서 장점이 있는 것으로 알려

져 그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4].

이러한 DC 배전 시스템을 구성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전압 레벨의 표

준화, 대 전력 고효율 전력변환기술, AC/DC 배전망 연계 운영기술 등이

개발되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직류 보호 시스템에 대한 개발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 현재 직류 배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요구에도 불

구하고 보호 시스템에 관한 연구가 미흡하여 직류 배전 시스템의 실제적

인 적용은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5].

직류 배전 방식의 경우, 매 반주기마다 전류가 0이 되는 교류 배전 방

식과는 다르게 일정한 크기의 전류가 지속적으로 흐른다. 이러한 전기적

특성의 차이로 인하여 기존의 교류 보호 시스템을 직류 배전 시스템에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 하므로, 직류 보호 시스템은 개별적으로 연구되어

야 한다.

기기 보호 및 제어를 담당하는 전기기기인 개폐기는 이러한 전력 보호

시스템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 중 하나이다. 개폐기는 전력 시스템에서

전기 고장이 발생했을 때, 기기와 전원을 분리하여 동작을 멈추도록 하

여 기기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개폐기 중 하나인 전자 개폐기는 전자 접촉기에 과부하 계전기가 결합된

부하 보호 기기이다. 전자 접촉기(Magnetic Contactor, MC)는 접점의 폐

로와 개로를 통하여 부하 회로를 On-Off 제어하는 기기이며 접점부에

인가되는 전원의 종류에 따라 직류, 교류로 나뉜다.

영점이 없는 직류 전류를 On-Off 제어하는 직류 전자 접촉기는 교류

전자 접촉기에 비하여 전류 차단 시에 아크가 발생하는 시간이 길고 아

크 소호가 어렵다. 기존의 교류 전자 접촉기를 직류 전류 제어에 적용하

게 되면 과도한 아크로 인한 접점부 마모가 발생하여 접점부 저항 성분

이 커지고 동작 실패가 일어날 수 있다. 그러므로 직류전류 On-Off를

위한 직류 전자 접촉기는 교류 전자 접촉기와는 개별적으로 연구 및 개

발 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교류 전자 접촉기에 대한 연구는 활

발히 진행되어 온 것에 비하여 직류 전자 접촉기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상황이다.

전자 접촉기의 주된 연구 분야로는 접점부의 개폐 동작 시에 접점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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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발생하는 아크로부터 접점부를 보호하기 위한 아크 소호에 대한 연

구, 접점부의 손상을 최소화 하는 접점부 구성 물질에 대한 연구, 그리고

접촉기를 구동하는 조작부에 대한 연구 등이 있다. 이 중 조작부는 전력

소모를 적게 하는 구조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6].

전자 접촉기를 구성하는 전자 접촉기의 조작부로는 솔레노이드 타입의

전자석 액추에이터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 솔레노이드 타입 전자석

액추에이터는 구조가 간단하고, 제작 단가가 낮으며 직류와 교류 모두에

서 적용이 가능하고, 넓은 범위의 전압 레벨에서 사용된다.

그러나 솔레노이드 타입의 전자석 액추에이터는 투입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코일 전류를 지속적으로 인가해 주어야 하므로 에너지 소모가 많

고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7]. 또한 지속적인 전류인가로 인하여

코일 부에 열이 발생하며, 전압 강하 시 진동 및 소음이 일어난다. 따라

서 기존의 전자 접촉기는 수명이 짧고 유지비용이 많이 발생한다. 솔레노

이드 타입의 전자석 액추에이터는 투입 동작 시에 고정 철심과 가동 철

심이 충돌하여 바운싱이 일어나고, 이에 따라 접점부에 아크가 발생한다.

바운싱에 따른 아크로 인하여 접점부가 마모되고, 접점부의 저항 성분이

증가하고 동작 실패의 확률이 높아진다[8]. 동작실패에 따른 고장 전류의

차단실패는 화재 및 감전 등의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기존의

전자 접촉기는 순간 전정 등에 의하여 조작부 코일의 전류가 끊어지면

원하지 않는 개방 동작이 일어나게 된다. 이에 따라 시스템 전류가 차단

되어 시스템이 정지하고 큰 비용 손실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추가적인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 따라서 기존의 솔레노이드 타입 전자접촉기는 안

정성, 신뢰성이 낮다.

이러한 솔레노이드형 전자 접촉기의 단점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

가 수행되어 왔다. 바운싱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어 방법이 제안된 바 있

고[9], 전류 사용량을 감소시켜 에너지 소모를 줄이기 위한 연구도 진행

된 바 있다[10].

교류 전자 접촉기의 경우, 기존의 전자 접촉기의 단점을 해결하기 위하

여 영구자석형 전자석 액추에이터를 조작부로 하는 전자 접촉기가 연구

되었다. 이전 연구들을 통하여 영구자석형 전자 접촉기는 투입 시, 전류

를 인가하지 않으므로 에너지 소모가 절감되고, 코일 열이 감소하며 전압

강하에 의한 소음이 없음이 확인되었다 [11]~[14]. 기존의 전자 접촉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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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레노이드 타입 전자석 액추에이터를 영구자석형 전자석 액추에이터로

대체하였을 경우, 에너지 소모는 약 63% 절감할 수 있다[15]. 또한, 영구

자석형 전자 접촉기는 바운싱의 지속 시간이 감소하여 접점부의 마모가

완화된다[16]. 따라서 영구자석형 전자 접촉기는 기존의 전자 접촉기에

비하여 수명이 길다. 또한, 투입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전류 인가가 필요

하지 않으므로 순간정전에 의한 시스템 전류 차단이 발생하지 않아 추가

적인 보호 장치가 필요하지 않고 안정성과 신뢰성이 높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장점을 갖는 영구자석형 전자석 액추에이터를 직

류 전자 접촉기에 적용하는 새로운 구조의 직류 전자 접촉기를 제안하였

다. 솔레노이드 타입 전자접촉기에서 코일에 지속적으로 전류를 인가해줌

에 따른 전력손실을 없애기 위해 고정 철심 상부에 영구자석을 삽입하여

투입동작 완료 후 전류의 인가 없이 투입상태를 유지 할 수 있는 모델을

제시하였다.

제안된 영구자석형 직류 접촉기의 동작특성 해석을 위해서는 시간차분

법(Time Difference Method, TDM)이 적용된 유한요소법(Finite

Element Method, FEM) 및 회로방정식과 운동방정식을 사용하였다. 유

한요소법을 이용해 영구자석 및 외부 전원으로 부터 발생되는 자계를 해

석하여 전자력과 인덕턴스를 구하였다. 전자력과 인덕턴스는 회로방정식

및 운동방정식에 대입되어 최종적으로 전류와 이동자의 이동거리를 계산

하는데 사용된다. 제안된 방법의 타당성은 실험과 해석의 비교를 통하여

검증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또한, 액추에이터의 향상된 동작특성을 얻기 위한 최적설

계를 수행하였다. 최적설계된 직류 조작기는 기본 모델과의 비교를 통해

최적설계의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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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논문 구성

본 논문은 영구자석형 직류 전자 접촉기의 설계 및 해석 기법과 최적

설계에 중점을 두고 있다.

1장에서는 영구자석형 직류 전자 접촉기의 연구 배경과 그 내용을 간

단히 기술한다.

2장에서는 전자 접촉기의 개요와 영구자석형 직류 전자 접촉기의 구조

및 동작원리에 대해 설명한다.

3장에서는 영구자석형 직류 전자 접촉기의 동작특성 해석 방법을 설명

한다. 3차원 유한요소법을 이용하여 정자장 해석을 수행하고, 시간차분법

을 이용하여 회로방정식과 운동방정식을 계산하며 동작특성 해석 과정을

설명한다.

4장에서는 영구자석형 직류 전자 접촉기의 설계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제작하여 실험한 결과를 제시한다. 해석 결과와 실험 결과를 비교함으로

써 본 논문에서 제시한 동작특성 해석 방법과 설계 방법의 타당성을 검

증한다.

5장에서는 제안된 영구 자석형 직류 전자 접촉기의 최적설계를 수행한

다. 사용된 최적화 알고리즘에 대한 설명과 함께 최적화를 위한 설계 변

수와 목적 함수를 설정한다. 최적화 결과를 시험 모델과 비교함으로써

최적설계의 유용성을 기술한다.

6장에서는 연구 내용을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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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영구자석형 직류 전자 접촉기

2.1 전자 접촉기의 개요

전기 기기를 보호하기위해 전기회로를 개폐하는 장치를 개폐기라고 한

다. 개폐기 중 하나인 전자 개폐기(Magnetic Switch, MS)는 전자 접촉

기에 과부하 계전기가 결합되어 부하보호기능이 추가된 기기이다. 이 중,

전자 접촉기의 영문 명칭은 Contactor로서 접점의 개폐를 통하여 부하

전류를 On-Off 해주는 기기이다.

전자 개폐기는 다음과 같이 동작한다. 고장 전류가 발생하면 계전기는

이를 감지하여 신호를 발생시키고 이 신호는 전자 접촉기에 전달된다.

전자 접촉기에 전달된 외부의 신호는 접촉기 조작 코일의 전원을 제어한

다. 이에 따라 전자 접촉기가 동작하여 모터, 전등, 커패시터 등의 부하

회로를 개폐 하게 된다.

전자 개폐기와 전자 접촉기의 중요한 차이점은 On-Off 하도록 하는 신

호를 외부에서 줄 것인가, 아니면 그 기기 자체에서 신호를 줄 것인가

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전자 개폐기는 전자 접촉기와 과부하 계전기가

결합된 형태이므로, 과부하 계전기에서 발생되는 신호를 전자 접촉기에

전달하여 접점부를 개폐하도록 제어한다[17]. 즉, 전자 접촉기는 외부에

서 신호를 받아 작동하고, 전자 개폐기는 고장 전기가 발생했을 때, 기기

자체에서 신호를 발생하여 접점부를 개폐한다.

과부하 계전기는 정격 전류 값 이상의 전류가 흘렀을 때, 전자 접촉기

의 접점이 떨어지도록 하는 계전기로서 전자 접촉기에 조립되어 있다.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과부하 계전기에는 열동형 계전기가 있다. 열

동형 과부하 계전기는 열동형 소자인 바이메탈이 온도에 따라 한쪽 방향

으로 구부러지는 것을 이용하여 작동한다. 과부하에 의하여 부하 회로에

대 전류가 흐르면, 계전기 내에 위치한 가열 코일의 온도가 상승한다. 이

에 따라 가열 코일과 접촉해 있는 바이메탈이 구부러지면서 신호를 발생

한다. 이와 같이, 열동형 과부하 계전기의 바이메탈 소자는 전류의 양에

의하여 결정되는 온도 특성에 의하여 휘어지게 되고, 그 휘는 정도에 의

해서 설비를 보호하게 된다. 열동형 계전기 외에도 유도 작용에 의한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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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를 이용하는 유도형 계전기가 과부하 계전기로 사용된다.

그림 2.1 전자 개폐기의 구조

Fig. 2.1 The structure of magnetic switch

전자 접촉기는 전기적으로 제어되어 회로를 개폐하는 기기인데, 전자

접촉기는 형상 및 크기, 용량에 따라 그 종류가 다양하다[18]. 수 암페어

(Amperes)의 전류를 차단 할 수 있는 소용량 전자 접촉기부터 수천 암

페어(Amperes)의 전류를 차단하는 고용량 접촉기까지 전자 접촉기의 용

량은 여러 가지가 있다. 전압도 전자 접촉기 용량에 따라, 직류 24 볼트

에서 수천 킬로볼트(kilovolts)까지 차단이 가능하다.

전자 접촉기의 개폐에 의하여 부하를 제어 및 보호 하게 되는데, 전자

접촉기의 부하로는 모터, 히터 및 전열기와 같은 저항부하, 변압기, 전등

등이 있다. 전자 접촉기를 접점부에 인가되는 전원의 종류에 따라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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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 직류 전자 접촉기와 교류 전자 접촉기로 나뉜다.

일반적인 전자 접촉기의 구조는 그림 2.2에 나타나있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전자 접촉기는 크게 접점부와 조작부로 나뉜다. 접점부는 이동

접점과 고정 접점을 포함하는 부분이고, 조작부는 조작 코일, 가동철심,

고정 철심을 포함하는 부분인데, 일반적인 전자 접촉기의 조작부로는 솔

레노이드형 전자석 액추에이터가 사용된다.

조작부에 포함된 조작 코일은 전류 인가 시, 고정 철심 및 이동 철심과

함께 전자석을 구성하여 전자력을 발생시킨다. 가동철심과 고정 철심은

조작 코일에서 발생하는 자속이 지나는 경로를 구성하며, 전자력을 전달

하여 전자 접촉기를 구동하는 역할을 한다. 전자력이 발생하면 가동철심

은 고정 철심과 밀착되는 방향으로 이동한다. 개방 스프링은 조작 코일

에 전류를 끊어주었을 때 가동철심을 초기 상태로 복귀시키는 역할을 한

다. 접점부에는 부하 회로가 연결된다.

접점부와, 접점에서 발생하는 아크를 소멸하는 소호실, 접점 스프링 등

은 전자 접촉기의 상부 프레임에 취합된다. 하부프레임은 고정 철심, 조

작 코일, 조작 코일을 제어하는 드라이브 등을 포함하며 상부프레임과

함께 전자 접촉기의 외관을 구성한다.

그림 2.2 전자 접촉기의 구조

Fig. 2.2 The structure of a magnetic conta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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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솔레노이드 타입 액추에이터의 동작원리

Fig. 2.3 Operation principle of the solenoid-type actuator

일반적인 전자 접촉기는 조작부로는 솔레노이드 타입 액추에이터를 사

용한다. 솔레노이드 타입 액추에이터의 동작원리는 그림 2.3에 나타내었

다.

투입 상태는 두 접점이 밀착하여 전류가 통전되는 상태를 이르는데, 투

입 상태를 위한 투입동작은 다음과 같다. 조작 코일에 전압이 걸리면 코

일에 전류가 인가된다. 코일에 전류가 흐르면 코일을 쇄교하는 자속이

생성되고 투입방향으로 전자력이 발생하여 가동철심이 투입방향으로 움

직인다. 가동철심의 움직임에 따라 가동철심과 연결되어 있는 이동 접점

이 고정 접점과 밀착되는 방향으로 이동한다. 가동철심이 투입 측 끝단

까지 움직이고 나면 두 접점이 완전히 밀착되는 투입 상태가 된다. 투입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투입방향의 전자력이 계속적으로 공급되어야

하므로 전류가 지속적으로 인가된다.

개방 상태는 두 접점이 완전히 떨어져 전류가 차단된 상태를 말한다.

개방 상태에 이르기 위한 개방동작은 다음과 같다. 코일 전류를 끊어주

면 투입방향의 전자력은 제거되고, 개방방향의 스프링 힘이 가동철심에

가해진다. 이에 따라 가동철심이 개방방향으로 움직이면서 이동 접점이

고정 접점으로부터 멀어져 두 전극이 멀어지게 되고 부하 회로의 전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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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단된다.

솔레노이드 타입 액추에이터는 비교적 구조가 간단하고 단가가 낮기 때

문에 전자 접촉기 조작부로 많이 사용된다. 그러나 솔레노이드 타입 액

추에이터는 투입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코일에 지속적으로 전류를 인

가해 주어야 하므로 열이 발생하고 전력 소모가 높아 유지비용이 든다.

투입 상태에서에 전압 강하가 일어나면 소음, 진동이 발생하고 투입 동

작 시 바운싱에 의한 접점부 마모가 일어나므로 수명이 짧다. 또한 순간

정전등에 의하여 원하지 않는 차단 동작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안정성과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영구자석을 액추에이터에 삽입하여 전류

의 인가 없이 투입상태를 유지하는 영구자석형 전자석 액추에이터를 제

안하였다.

영구자석이 액추에이터에 삽입되면 투입 동작 완료 후 전류의 인가 없

이 영구자석에 의한 홀딩력으로 투입 상태를 유지하므로 에너지 소모가

절감된다. 또한 투입 과정에서 전류에 의해 발생한 자속 뿐 아니라 영구

자석에 의해 발생한 자속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큰 전자기력을 얻을 수

있고[19], 바운싱 시간이 감소되므로 접점부의 마모를 줄 일 수 있다.



- 12 -

2.2 영구자석형 직류 전자 접촉기의 구조 및 동작원리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에너지 소모 절감을 위한 영구자석형 직류 전자

접촉기 구조와 부속품별 명칭은 그림2.4와 같다. 제안된 영구자석형 직류

전자 접촉기는 접점부와 조작부로 구성되며 조작부는 고정철심, 가동철

심, 이동자, 코일 그리고 영구자석을 포함한다. 제안된 전자 접촉기는 일

반적인 전자 접촉기와 마찬가지로 투입 및 개방동작을 하여 접점부의 전

류를 제어한다. 그림 2.5(a)는 부하 회로의 전류가 차단되는 개방 상태를

나타내고, 그림 2.5(b)는 부하 회로의 전류가 통전되는 투입 상태를 나타

낸다. 이동 접점은 가동철심과 비자성체로 구성된 이동자의 움직임에 따

라 상하운동 한다.

조작부의 코일은 자속을 생성하여 전자력을 발생시킨다. 코일 여자 시

가동철심과 고정철심은 자로를 구성하고 전자력이 발생한다. 가동철심은

전자력에 따라 상하 운동하고 이에 따라 이동자 및 이동 접점이 움직인

다. 영구자석은 투입동작 시, 투입코일 전류에 의한 자속과 같은 방향의

자속을 공급하여 투입동작을 돕는다. 또한, 투입동작 완료 후에는 전류의

인가 없이 투입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전자력인 홀딩력을 발생한

다. 홀딩력은 가동철심에 작용하는 중력, 스프링 반발력 등을 극복할 만

큼 충분한 크기여야 한다.

그림 2.4 영구자석형 직류 전자 접촉기의 구조

Fig 2.4 The structure of PM-type DC magnetic contactor



- 13 -

그림 2.5 영구자석형 직류 전자 접촉기의 개방상태 및 투입상태

Fig. 2.5 Opened and closed state of PM-type DC magnetic contactor

그림2.6 등가회로

Fig. 2.6 Equivalent circu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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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자석형 전자석 액추에이터의 등가회로는 그림 2.6 과 같다. 투입 동

작 시에는 외부 직류 전원을 이용하여 동작한다. 투입 동작 시, 외부 전

원에 의한 전류는 투입 코일을 통하여 투입 코일에 연결된 커패시터로

흘러들어가고 커패시터에 에너지가 충전된다. 개방 동작 시에는 별도의

외부 전원 없이 커패시터에 저장된 에너지를 이용하여 동작한다.

투입동작의 경우, 외부 직류 전원에 의한 전류가 투입코일에 인가되면

투입방향의 전자력이 발생하여 가동철심이 투입방향으로 이동한다. 이

때 영구자석에서 발생하는 자속은 투입코일에서 발생하는 자속과 동일한

방향이므로, 영구자석은 전자력을 더하여 투입동작을 돕는 역할을 한다.

전자력에 의하여 가동철심과 이에 접촉한 이동자가 투입방향으로 이동하

게 되고, 스프링이 압축된다. 이동자와 접촉한 이동접점은 고정 접점과

점점 가까워지게 되고, 이동 접점이 고정 접점과 완전히 밀착되어 투입

상태가 된다. 투입 상태 시에는 접점부가 밀착하여 닫힌 상태가 되므로

부하 회로가 통전된다. 투입동작 중에 전원을 통하여 공급받은 에너지는

커패시터에 충전된다.

투입동작이 완료되면 투입코일의 전류가 끊어지고 영구자석의 흡인력

즉, 홀딩력에 의하여 투입상태를 유지한다. 이와 같이 영구자석형 직류

전자 접촉기는 전류 인가 없이 영구자석의 홀딩력에 의해서만 투입상태

를 유지하므로 투입 시 전력 소모가 없다.

개방동작은 다음과 같다. 개방동작의 경우 전원 없이 투입동작 동안 커

패시터에 저장되었던 에너지를 이용한다. 전류가 개방코일에 인가되면

개방코일에서 개방방향으로의 전자력이 발생한다. 개방방향으로 작용하

는 힘은 개방코일에 의한 전자력, 스프링 힘, 가동철심에 작용하는 중력

등의 합력인데, 이 개방방향 힘의 크기가 영구자석에 의한 전자력보다

커지면 가동철심과 이동자가 개방방향으로 움직인다. 이동자가 개방방향

으로 움직임에 따라 이동 접점이 고정 접점과 멀어지는 방향으로 움직이

게 된다. 개방동작에 따라 압축되어 있던 스프링은 초기 상태로 돌아간

다. 이동접점이 고정접점과 멀어지면 부하 회로에 전류가 더 이상 흐르

지 않는 개방 상태에 도달한다. 개방 상태에 도달한 후, 커패시터가 완전

히 방전되면 개방코일에 더 이상 전류가 흐르지 않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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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영구자석형 전자석 액추에이터의

동작특성 해석

영구자석형 직류 전자 접촉기의 전자석 액추에이터 동작특성을 해석하

기 위해서는 정자장 해석을 수행하고, 회로방정식 및 운동방정식을 계산

하여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3차원 유한 요소법을 이용하여 영구 자석

및 외부 전류원이 포함된 액추에이터의 정자장 해석을 수행하였다. 회로

방정식과 운동방정식에는 시간차분법을 적용하여 계산하였다. 시간차분

법은 전체 동작특성 해석 시간을 짧은 단위 시간을 갖는 여러 개의 스텝

으로 나누고, 각 스텝에서의 방정식을 계산하는 방법이다.

회로방정식과 운동방정식의 계산을 위해서는 코일을 쇄교하는 자속과

가동철심에 작용하는 전자력을 구해야 한다. 이 물리량들은 유한 요소법

을 이용한 정자장 해석을 통해 얻을 수 있다. 유한 요소법을 이용한 정

자장 해석에서는 맥스웰 방정식(Maxwell's equations)을 이용하여 코일

쇄교 자속을 계산하고, 맥스웰 스트레스 텐서(Maxwell stress tensor)법

을 이용하여 가동철심에 작용하는 전자력을 구한다.

회로방정식과 운동방정식은 시간차분법으로 계산되는데, 회로방정식

계산을 통해 코일에 흐르는 전류와 커패시터의 전압을, 운동방정식을 통

해 가동철심의 변위 및 속도를 계산할 수 있다.

3.1 유한요소법을 이용한 해석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회로방정식 및 운동방정식을 계산하기 위해서

는 코일을 쇄교하는 자속과 가동철심에 작용하는 전자력의 계산이 필요

하고, 이 물리량들은 정자장 해석을 통해 얻어진다.

정자장 해석시, 맥스웰 방정식 중 자속 보존의 법칙과 암페르의 주회

법칙은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20].

∇·   (3.1.1)

∇×   (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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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는 자속밀도(magnetic flux density), 는 자계강도(magnetic

field intensity), 그리고 는 외부 전류밀도(external current density)를

의미한다.

영구자석형 전자석 액추에이터는 외부 전류원 및 영구자석에 의하여 자

속이 공급되므로 자속밀도 는 다음의 식 (3.1.3)과 같이 나타낼 수 있

다.

     (3.1.3)

여기서, 는 자유 공간의 투자율(permeability of free space), 은 자

화율(magnetic susceptibility), 은 자화(magnetization)이다.

자속밀도 를 벡터 항등식(null identity)을 이용하여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 (3.1.4)

여기서, 는 자기 벡터 포텐셜(magnetic vector potential)을 의미한다.

식(3.1.2)~(3.1.4)를 정리하면, 영구 자석과 외부 전류원에 의해 발생하는

자기 벡터 포텐셜  는 다음의 식(3.1.5)로 계산하여 구할 수 있다.

∇×∇×  ∇×
 (3.1.5)

여기서, 는 투자율의 역수인 자기 저항율(reluctivity)로서, 식 (3.1.6)과

같이 정의된다.

식 (3.1.5)의 자기 벡터 포텐셜  는 유한요소법을 통하여 계산한다

[21]~[22].

         (3.1.6)

유한요소법을 이용하여 계산한 자기 벡터 포텐셜 를 식 (3.1.4)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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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하여 자속 밀도를 구한다. 자속 밀도 는 코일을 쇄교하는 자속과

전자력을 계산하는데 이용된다.

다음의 식 (3.1.7)과 같이 코일 쇄교 자속은 자속밀도의 면 적분으로 표

현된다.

 · (3.1.7)

여기서, 는 자속(magnetic flux), 는 자속이 통과하는 면적이다.

스토크스의 정리(Stokes's theorem)를 이용하면 식 (3.1.7)의 자속 밀도

의 면 적분은 다음의 식 (3.1.8)과 같이 자기 벡터 포텐셜의 선 적분으로

나타낼 수 있다.

 ∇×·  · (3.1.8)

여기서, 은 면를 감싸는 코일 경로의 길이이다.

회로방정식의 계산 시, 역기전력이 필요한데 역기전력은 패러데이 법칙

에 의해 총 코일 쇄교 자속의 시간에 대한 변화량으로 정의된다. 이를

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3.1.9)

여기서, 는 코일의 총 쇄교 자속이고 은 코일이 감긴 턴수를 의미한

다.

가동철심에 작용하는 전자력은 맥스웰 스트레스 텐서법을 이용하면, 식

(3.1.10)으로 계산할 수 있다[23].

  



·


  (3.1.10)

여기서,  은 가동철심에 작용하는 전자력, 은 가동철심 표면의 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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뱡향으로의 단위벡터를 의미한다. 는 가동철심을 둘러싸는 표면의 넓이

를 나타낸다. 맥스웰 스트레스 텐서법을 이용하여 구한 전자력은 가동철

심을 구동하는 주된 힘으로서, 스프링 힘 및 마찰력 등과 함께 운동방정

식을 계산하는데 사용된다.

3.2 시간차분법을 이용한 해석

본 논문에서는 직류 전자 접촉기의 전자석 액추에이터의 동작특성 해석

을 위해 시간차분법을 이용한다. 접촉기의 동작 전체 시간을 미소 시간

단위인 스텝으로 나누고, 각 스텝 마다 회로방정식 및 운동방정식을 계

산한다. 각 스텝에서, 회로방정식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구동회로를 포함

한 등가회로의 해석이 필요하고, 운동방정식 계산을 위해서는 조작부의

해석과 더불어 전자 접촉기 전체의 기계적인 운동에 대한 해석이 병행되

어야 한다.

3.2.1 회로방정식 계산

회로방정식은 전자석 액추에이터의 등가회로인 그림2.6을 이용하여 계

산한다. 여기에서, 는 전원 전압, 는 커패시터, 는 커패시터에 저

장된 전압을 나타낸다. 는 투입코일의 인덕턴스, 는 투입코일의

저항성분이다. 는 개방코일의 인덕턴스, 는 개방코일의 저항성분

이다. , 는 각각 투입 회로와 개방 회로의 On-Off를 제어하는 스위

치이다.

투입동작 시에는  스위치는 On,  스위치는 Off되어 투입코일이 여

자 되고 캐패시터의 전압이 충전된다. 커패시터는 초기에 전하가 충전되

지 않은 상태에서 전원에 연결되고, 커패시터에 전하가 충전된다. 전하가

일정량 이상 충전되어 커패시터 전압이 전원 전압에 근접하게 도달하게

되면, 더 이상 전류가 흐르지 않게 된다.

투입동작 시, 회로방정식은 식 (3.2.1)과 같이 표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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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1)

식 (3.2.1)의 두 번째 식에서, 우변의 세 번째 항은 커패시터의 전압을

나타내며, 다음의 식 (3.2.2)와 같이 계산할 수 있다.

    
   (3.2.2)

식 (3.2.1)에서 첫 번째 식의 우변의 두 번째 항은 코일에 발생하는 유

도 기전력을 의미한다.

코일에 발생하는 유도 기전력에는 전류 변화에 의한 기전력인 변압기

기전력(transformer emf)와 가동철심이 코일 내에서 움직임에 따라 발생

하는 기전력인 속도 기전력(motional emf)가 있다. 가동철심이 움직이지

않을 때에는 변압기 기전력만 고려해 주면 되고, 가동철심이 움직이는

경우에는 속도 기전력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유도 기전력 항을 인덕턴스 개념을 도입하여 정리하고,

이를 이용하여 회로방정식을 계산하였다. 코일 쇄교 자속은 전류 및 가

동철심의 변위에 따라 변하게 된다. 전류의 변화에 따라 자속이 변하는

정도, 즉 단위 전류 당 쇄교 자속으로 정의되는 인덕턴스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3.2.3)

여기서 는 전류 변화에 따른 쇄교 자속 변화의 정도를 의미하는 인

덕턴스이다.

가동철심의 움직임에 따라 발생하는 자속의 변화를 나타내기 위한 인덕

턴스는 다음의 식(3.2.4)로 표현할 수 있다[2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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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

여기서, 는 변위를 나타내고 는 가동철심의 변위에 따른 쇄교 자속

변화의 정도를 나타낸다.

전류가 인가되었으나 가동철심이 움직이지 않을 때에는 가 0이므로

회로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3.2.5)

전류가 인가된 후 가동철심에 작용하는 전자력이 가동철심을 움직일

만큼 충분히 커지면 가동철심이 움직이게 된다. 이 경우에는 를 고려

하여 회로방정식을 다음과 같이 표현한다.

    


 




   











 (3.2.6)

개방동작 시에는 스위치 은 Off, 는 On이 되어 개방코일에 전류가

흐른다. 개방코일 여자 시에는 전원 인가 없이 투입동작 시 충전된 캐패

시터 에너지를 이용한다.

개방시 회로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3.2.7)

투입동작의 회로방정식과 마찬가지로, 개방동작의 회로방정식에서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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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턴스 성분은 와를 이용하여 표현할 수 있다. 가동철심이 움직이

지 않을 때의 회로방정식과 자동 철심이 움직일 때의 회로방정식은 은

각각 식(3.2.8), 식 (3.2.9)으로 나타낼 수 있다.

   




  





 (3.2.8)

    


 




  











 (3.2.9)

3.2.2 운동방정식 계산

뉴턴의 제2법칙에 의하여 가속도에 질량을 곱한 물리량은 질량을 가진

물체에 작용하는 합력과 같다. 전자석 액추에이터 코일에 전류가 인가되

었을 시 움직이는 부분은 가동철심, 이동 접점 및 비자성체로 이루어진

이동자이다. 전자 접촉기의 동작에 영향을 미치는 힘으로는 코일 전류

및 영구자석에 의하여 발생하는 전자력, 스프링 힘, 그리고 마찰력이 있

다. 따라서 전자 접촉기 조작부의 운동방정식은 다음의 식 (3.2.10)과 같

다.





        (3.2.10)

여기서, 은 가동철심과 이동 접접, 이동자를 포함한 전자 접촉기의 이

동부 전체의 무게, 는 이동부의 변위, 는 중력가속도,  는 가동철

심에 작용하는 전자력,  은 스프링 힘,  는 마찰력을 의미한다.

식 (3.2.10)으로부터 가동철심이 개방, 투입동작시 움직이는 속도와 이동

거리의 관계식을 유도할 수 있다. 가동철심의 속도의 변화량 및 속도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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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식은 식 (3.2.11)과 식 (3.2.12)와 같다.

 

         (3.2.11)

     

         (3.2.12)

가동철심의 변위 증가량과 변위는 식 (3.2.13)과 식 (3.2.14)를 통해 각각

구할 수 있다.

     

 

        (3.2.13)

      

      

 

        (3.2.14)

액추에이터 전체 동작 시간에 대한 해석은 회로방정식과 운동방정식에

시간차분법을 적용하여, 각 스텝별로 순차적으로 계산하여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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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동작특성 해석 과정

영구자석형 전자석 액추에이터의 동작특성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회로

방정식과 운동방정식을 계산하여야 한다. 방정식에 필요한 코일 쇄교 자

속 및 전자력 등의 물리량은 유한 요소법을 통한 해석 과정에서 얻는다.

이러한 물리량들은 액추에이터 가동철심의 위치 및 코일 전류 등에 따라

그 값이 달라지므로, 전체 동작 시간을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나누어 여

러 스텝에 걸쳐 계산해 주어야 한다. 따라서 전자석 액추에이터의 동작

특성은 시간차분법을 이용하여, 일정 시간 간격 마다 유한 요소법 이용

하여 물리량을 계산한 후, 이를 회로방정식과 운동방정식에 대입하여 동

작특성을 해석한다.

인덕턴스는 코일 쇄교 자속의 전류에 대한 미분으로 나타 낼 수 있다.

쇄교 자속은 가동철심의 움직임에 따라 달라지므로 인덕턴스는 전류 변

화뿐만 아니라 가동철심의 변위에 의해서도 달라진다. 또한 조작부에서

자로를 구성하는 철심의 자화곡선은 비선형성을 띄므로, 입력 전류에 따

라 인덕턴스가 변하게 된다. 그러므로 회로방정식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인덕턴스 값을 매 스텝마다 계산해 주어야 한다. 인덕턴스 를 계산하

는 데 있어 이동자의 변위는 상수로 취급하여 가동철심 움직임에 의한

자속 변화를 배제시킨다. 따라서 각각의 스텝에서의 인덕턴스 는 다음

의 식 (3.2.15)를 통하여 계산한다.


  




 



  
(3.2.15)

여기서, 은 번째 스텝을, 
 은 번째 스텝에서의 쇄교 자속의 전류

에 대한 변화량, 즉 번째 스텝에서의 인덕턴스를 나타낸다.

를 계산함에 있어서는, 전류를 상수로 취급하여 전류에 의한 자속

변화는 없다는 가정 하에 계산한다. 각각의 스텝에서 는 식(3.2.16)로

계산 할 수 있다.


  




 



  
(3.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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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번째 스텝에서 쇄교 자속의 가동철심 변위에 대한 변화량을 나

타낸다. 이동자가 움직이기 않는 경우에는, 이동자 변위에 따른 쇄교 자

속 변화량이 0이므로 
 역시 0이 된다.

투입동작시, 회로방정식 (3.2.6)를 시간차분법을 이용하면 다음과 같다.


     

  





  





 (3.2.17)

여기에서, 는 시간차분법에서의 단위 시간으로 정해진 값이고, 저항 

은 미리 알고 있는 상수 값으로 모든 스텝에서 같은 값을 갖는다. 마찬

가지로, 가동철심이 움직이지 않는 경우에는 
를 0으로 두고 계산한

다.

각 스텝에서 커패시터에 걸리는 전압은 식 (3.2.2)로부터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3.2.18)

여기에서, 커패시턴스 는 변하지 않는 값이므로 상수이며, 모든 스텝

에서 같은 값을 갖는다.

회로방정식인 식 (3.2.17)과 식 (3.2.18)을 정리하여 각 스텝에서의 전류

변화량을 식 (3.2.18)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3.2.19)

이와 같이, 각 스텝에서 유한 요소법 이용하여 얻은 쇄교 자속을 인덕

턴스로 변형하여 및 회로방정식에 대입하여 계산하면 전류의 변화량을

얻을 수 있다. 식(3.2.19) 계산 시에도 가동철심이 움직이지 않는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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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을 0으로 두고 계산한다.

개방동작시, 회로방정식 (3.2.9)에 시간차분법을 적용한 식은 다음과 같

다.


     

  





  




(3.2.20)

개방동작시의 회로방정식인 식 (3.2.20)을 정리하여, 각 스텝에서의 전류

변화량을 식 (3.2.21)로 표현 할 수 있다.

 
  


    

  

(3.2.21)

투입동작 및 개방동작 해석 시 첫 번째 스텝에서는 식 (3.2.19)와 식

(3.2.21)을 이용하여 전류 증가량을 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두 식은 단

위 시간과 이전 스텝의 인덕턴스를 알고 있는 상황에서 이용되는 식인

데, 첫 번째 스텝에서는 이전 스텝의 인덕턴스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

서 첫 번째 스텝에서는 전류 증가량을 강제로 부여한 뒤, 식(3.2.15)를 이

용하여 인덕턴스를 구하고, 식(3.2.5)와(3.2.7)을 에 대한 식으로 정리하

여 첫 번째 스텝에서의 시간 변화량을 구한다. 두 번째 스텝에서부터 식

(3.2.19)와 (3.2.21)을 계산하여 미소 전류량을 구한다.

액추에이터 이동부의 속도 및 이동거리에 대한 식인 식(3.2.11), (3.2.12),

(3.2.13), (3.2.14)에 시간차분법을 적용하면 각각 아래 식(3.2.22), (3.2.23),

(3.2.24), (3.2.25)와 같이 다시 나타낼 수 있다.



 

 
 


 

 



    (3.2.22)

         (3.2.23)

 

   

 




 



 



  (3.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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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25)

전자력은 유한 요소법을 이용한 정자장 해석을 통해 매 스텝마다 계산

된다. 각 스텝에서 얻어진 값들은 다음 스텝에서 기존 값을 새로운 값으

로 갱신하는데 이용된다.

회로방정식과 운동방정식에 시간차분법을 적용한 동작특성 해석 과정은

그림 3.2의 순서도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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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작

종 료

와  업데이트

  

초기 조건 설정

Yes

No

 , 
 ,  ,  계산

첫 스텝의  결정

 계산 및  업데이트

 계산 및  업데이트

만큼 이동자의 위치 이동

 계산

 계산

와  업데이트

 ,  , 계산

 ≥ 

Yes

No

그림 3.1 동작특성 해석 순서도

Fig. 3.1 Flowchart of dynamic characteristic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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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설계 및 실험

4.1 전자석 액추에이터의 설계

전자 접촉기는 크게 접점부와 조작부로 구성된다. 조작부에서는 조작

코일에 전류 인가 시 전자계 에너지 발생하고, 이 에너지는 운동에너지

로 변환되어 접점부로 전달된다. 접점부로 전달된 운동 에너지는 이동

접점을 운동하게 하여 접점부가 개폐되고, 접점부의 개폐로 부하 회로의

전류가 On-Off 제어 된다.

전자 접촉기의 동작특성은 전자석 액추에이터에서 발생하는 전자력과

접점부에 부착된 스프링 힘, 접점을 포함한 이동부에 가해지는 중력 등

의 합력에 의하여 결정된다. 또한, 전자 접촉기에서 발생하는 힘을 받아

운동하는 부분은 접점부, 이동자, 가동철심이므로, 이동 부 전체의 질량

이 동작특성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전자석 액추에이터 설계 시에는

접점부에 작용하는 힘을 고려해 주어야 하며, 가동철심의 형상, 크기 및

질량 외에도 접점부 포함한 질량을 고려해 주어야 한다.

전자석 액추에이터의 설계를 위하여 접점부의 스트로크와 압점력, 동작

완료 요구시간을 분석하여 설계해야 한다[26]. 접점부의 요구 압점력은

전자석 액추에이터의 홀딩력 설정에 적용된다. 접점의 접촉이 잘 이루어

지지 않으면 접촉 저항이 증가함에 따라 접점부에 전류가 흐를 시 열이

발생하여 접촉면의 도체가 손상 받게 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접점

부에 충분한 압점력이 요구된다[27]. 접점부 압점력은 차단 전류의 용량

에 따라 결정되는데, 차단 전류 용량이 클수록 필요 압점력은 증가하게

된다. 대부분의 제조사는 부품 공용화를 위해 정격 용량별로 압점력을

그룹화하고 있다. 압점력과 함께 접점부에서 고려해 주어야 하는 스트로

크는 액추에이터의 구동거리 결정에 사용된다. 동작 완료 요구 시간의

경우 동작에 따른 접점부의 손상 정도를 고려하여 결정된다. 개방 동작

시 접점부가 서로 멀어짐에 따라 접점부 접촉 면적이 감소하여 접촉 저

항이 증가한다. 이때 접점부 전류에 의하여 열과 아크가 발생하고 접점

부가 손상된다. 이에 따라 동작 완료 시간이 길어지면 열 및 아크의 지

속시간이 길어지고 접점부의 손상 정도가 심화된다. 따라서 접점부의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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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을 고려한 동작 완료 요구 시간 내에 동작이 완료되어야한다. 동작 완

료 요구 시간은 인가 전류 설정에 영향을 준다.

접점부에 장착된 스프링의 경우, 자유장 상태에서의 길이는 12.5mm이

고 이때에는 스프링에 어떠한 압력도 가해지지 않으므로 스프링 힘이

0N이다. 스프링이 최대로 압축 상태에서의 길이는 4.25mm이고 이때 스

프링 한 개에서 발생하는 스프링 힘은 5.8N이며, 총 두 개의 스프링이

존재하므로 스프링 힘은 총 11.6N이다. 스프링 힘이 압축 길이에 따라

선형적으로 변한다는 가정 하에 액추에이터를 설계하였다.

접점부를 분석한 후, 영구자석형 전자석 액추에이터를 세부적으로 설

계한다. 액추에이터의 설계는 홀딩력 설계와 코일부 설계로 나뉜다. 홀딩

력 설계 시, 코일에 전류를 인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영구 자석의 힘만으

로 전자접촉기의 투입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고정 철심, 가동철심, 그

리고 영구자석을 설계한다. 코일 부 설계 시에는 전류를 인가하여 발생

하는 기자력으로 개방, 투입동작을 할 수 있도록 코일 부를 설계한다.

홀딩력을 만족하는 전자석 액추에이터 설계 시, 동일한 특성을 갖는 자

석과 철심을 사용한다고 가정했을 때 홀딩력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

소는 영구자석의 크기이다. 영구자석의 크기는 공극과 이동자를 통과하

는 자속밀도를 결정하기 때문에 영구자석에 의한 전자력인 홀딩력의 크

기를 결정한다. 따라서 자속 밀도 포화를 고려하여 고정 철심과 가동철

심의 크기를 정하고, 주어진 홀딩력을 만족하는 영구자석의 크기를 설계

한다. 홀딩력 설계 시, 접점 요구 압점력 외에도 스프링 힘, 이동부의 무

게에 의한 중력 및 외부 진동이나 지진, 충격과 같은 요소를 고려하여

여유를 두어 설계 한다. 그림 4.1은 6mm, 6.5mm, 7mm, 7.5mm의 영구

자석의 반지름에 대하여, 두께에 대한 홀딩력의 변화를 보여준다. 홀딩력

은 영구 자석의 부피가 일정 할 때, 반지름이 커질수록 증가한다. 즉, 영

구자석의 두께의 변화 보다는 반지름의 변화가 홀딩력에 더 많은 영향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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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영구자석 크기에 따른 홀딩력의 변화

Fig. 4.1 Holding force variation according to permanent magnet size

코일부의 설계는 액추에이터가 코일 전류 최댓값 및 요구 동작 완료

시간 등의 제한조건을 만족하도록 해야 한다. 동작 완료 시간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접점부의 손상 정도를 고려한 제한 조건을 만족해야한

다. 코일 전류 최댓값의 경우, 전자 접촉기의 조작부를 제어하는 드라이

브의 스위칭 소자가 허용하는 최대 전류보다 작은 값을 가져야한다. 드

라이브의 스위칭 소자는 허용 전류가 커질수록 비용이 증가하므로, 전자

접촉기의 제작 가격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가격의 스위칭 소자를 결정한

후, 스위칭 소자의 허용 가능한 최대 전류 값을 코일 전류 최댓값으로

설정한다.

첫 번째로 코일 전류 최댓값은 인가되는 전원의 전압이 일정 할 시 코

일 사양에 의하여 결정된다. 코일부의 설계 변수는 코일의 직경과 턴 수

이다. 코일의 턴수의 경우, 코일이 감기는 코일부의 폭과 높이 그리고,

코일의 직경에 의하여 정해진다. 코일의 직경 및 턴수에 따라 코일의 전

체 길이와 넓이가 정해지고, 저항 값이 결정되며, 이 저항은 전류 크기를

결정하는 주요한 요소이다.

전자석 액추에이터는 제한된 동작 완료 시간 내에 개방 및 투입동작을

완료해야 하는데, 동작 완료 시간은 코일의 턴 수와 코일 한 턴에 흐르

는 전류의 크기의 곱으로 정의되는 기자력에 의하여 결정된다. 코일부의

폭과 높이가 일정할 때 코일부에 감기는 코일의 직경이 커지면 턴 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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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항이 감소하고 전류는 증가한다. 이 때, 어느 수준까지는 코일의 직경

이 커질수록 턴 수의 감소량보다 전류의 증가량이 커져 전체 기자력이

증가하고 동작 속도가 개선된다. 그러나 코일 직경이 어느 수준 이상이

되면, 코일 직경 증가에 의한 전류의 증가량보다 동일 슬롯에 감을 수

있는 코일 턴 수의 감소량이 커져서 오히려 기자력이 작아지고 동작 속

도가 느려진다.

개방동작 시에는 커패시터에 저장된 에너지에 의하여 액추에이터가 동

작하며, 영구자석에 의한 전자력이 부하로 작용한다. 따라서, 전자석 액

추에이터가 제한 조건을 만족할 수 있도록 개방코일의 직경 및 턴수, 커

패시터 용량을 결정해야 한다.

전자석 액추에이터를 설계하는 과정은 그림 4.2의 설계 흐름도에 나타

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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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설계 흐름도

Fig. 4.2 Design flowch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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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제작 및 실험

본 논문에서는 50A급 직류 전자 접촉기용 영구자석형 전자석 액추에이

터를 설계하여 제작하였고, 제작된 전자석 액추에이터를 실험하였다. 실

험 결과를 해석 결과와 비교하여 제안된 해석 방법의 타당성을 검증하였

다.

전자 접촉기의 설계사양은 다음과 같다. 액추에이터의 스트로크는

10.9mm이고, 영구자석의 힘만으로 투입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홀딩력은 39N이다. 동작 완료 시간 및 전류 최댓값의 제한은 각각 30ms

와 3A이다.

다음의 그림 4.3은 설계 및 제작된 전자석 액추에이터의 형상이다. 형상

에서 볼 수 있듯이 가동철심은 코일 부 안쪽에 위치한다.

그림 4.3 제작된 액추에이터의 형상

Fig. 4.3 Manufactured electromagnetic actu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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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된 전자 접촉기의 모습은 그림 4.4과 같다. 그림 4.4(a)는 접점부,

스프링, 영구자석, 고정 철심의 상부가 취합되어 있는 상부 프레임이다.

그림 4.4(b)는 코일부를 보호하는 보빈과, 가동철심, 드라이브가 취합되

어 있는 하부 프레임의 모습이다. 그림 4.4(c)는 상부 프레임과 하부프레

임이 조립된 전자 접촉기를 보여준다.

(a) 상부 프레임

(b) 하부 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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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조립된 전자 접촉기

그림 4.4 제작된 영구자석형 직류 전자 접촉기의 형상

Fig. 4.4 Manufactured model of PM-type DC magnetic contactor

투입 시 구동 전압은 직류 100V이고, 설계 결과, 투입코일은 직경

0.29mm의 코일을 사용하여 907턴을 감았고 저항은 23.5Ω이다. 투입 시

홀딩력은 약 40N으로 설계되었다.

개방동작 시에는 별도의 전압 인가 없이 커패시터 에너지를 이용하는

데, 개방동작이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면서 완료되도록 하는 커패시터 용

량은 220µF이다. 개방코일은 직경 0.39mm의 코일을 2295턴을 감아 23Ω

의 저항을 갖는다.

전자석 액추에이터의 시험용 모델의 설계 결과는 표 4.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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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시험용 모델의 설계 결과

Table 4.1 Design result of test model

구 분 사 양

투입 홀딩력[N] 40N

액추에이터 스트로크 [mm] 10.9

전자석

액추에이터

크기

폭[mm] 41.7

깊이[mm] 48.5

높이[mm] 66

투입코일

직경[mm] 0.29

저항[Ω] 23.5

턴수 907

개방코일

직경[mm] 0.39

저항[Ω] 23

턴수 2295

커패시터 용량[µF] 220

그림 4.5 전자 접촉기의 실험 장비를 세팅한 모습이다. 전자 접촉기의

구동을 위하여 전원공급기를 직류 100V의 직류 전원을 공급하였다. 전

자 접촉기의 동작특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전자석 액추에이터의 개방전

류, 투입전류를 오실로스코프를 이용하여 측정하고, 전류가 드라이브에서

허용하는 전류 값 내에서 작동하는지 확인하였다. 레이저 센서를 이용하

여 변위를 측정하여 전자석 액추에이터가 요구 동작 시간을 만족하는지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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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 실험 장비

Fig. 4.5 Experimental equipment

그림 4.6는 전자 접촉기의 투입동작 시 스트로크에 대한 실험 결과와

해석 결과를 비교하여 나타낸 그래프이다. 투입동작의 완료시간은 해석

결과 13.2ms가 나왔고 실험의 경우 13.8ms이로 약 4.5%의 오차를 갖는

다. 투입동작 완료 후에는 전류의 인가 없이 영구자석의 전자력에 의하

여 투입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4.7의 그래프는 투입코일 전류에 대한 실험 결과와 해석 결과를

나타낸다. 해석 결과에서는 투입동작 시 전류의 최댓값이 2.91A이고 실

험의 경우에서는 전류의 최댓값이 2.86A이다. 최대 전류의 경우 해석 결

과와 실험 결과의 오차는 약 1.9%이다.

전자 접촉기 개방동작 시 스트로크에 대한 실험 결과와 해석 결과는 그

림 4.8의 그래프와 같다. 개방동작 완료시간은 해석결과 13.8ms가 나왔

고 실험 결과는 14.5ms이고 오차는 약 5%이다.

개방동작 시 개방코일 전류에 대한 해석 결과와 실험 결과는 그림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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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그래프와 같다. 해석의 경우 코일전류의 최댓값은 2.27A이고, 실험에

서의 전류 최댓값은 2.24A로 약 1.3%의 오차를 보인다.

그림 4.6 투입동작 스트로크 비교

Fig. 4.6 Comparison of stroke during the closing operation

그림 4.7 투입코일 전류 비교

Fig. 4.7 Comparison of current during the closing 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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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8 개방동작 스트로크 비교

Fig. 4.8 Comparison of stroke during the opening operation

그림 4.9 개방코일 전류 비교

Fig. 4.9 Comparison of stroke during the closing 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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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류와 동작 시간에 대한 해석 및 실험결과를 비교해 보았을 때, 두 결

과가 유사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하여 본 논문에서 제안한

해석 방법의 타당성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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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영구자석형 전자석 액추에이터의

최적설계

본 논문에서는 직류 전자 접촉기용 영구자석형 전자석 액추에이터의 동

작특성 해석 프로그램에 최적화 알고리즘을 붙여 최적설계를 수행하였

다. 전기기기 설계 문제에서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활용한 설계에서는 많

은 시간이 소요된다. 설계자의 경험에 근거한 설계 방법은 시행착오에

따른 시간 소요가 많이 발생하며, 설계자가 설계에 앞서 변수에 따른 결

과의 변화 양상을 미리 알고 있어야 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최적화 알고리즘을 통한 최적설계가 전기기기의 최적설계를

사용되고 있다[28]~[29]. 최적화 알고리즘으로는 유전 알고리즘(Genetic

Algorithm, GA)을 사용하여 최적설계를 수행하였다. 유전 알고리즘의 목

적 함수는 전자석 액추에이터의 동작 완료 시간이며, 전류 최댓값의 제

한은 3A이다. 동작 완료 시간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최적설계를 수행

한다.

5.1 최적화 목적함수 및 제한조건

영구자석형 전자석 액추에이터의 설계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점은 코일 전류의 최댓값과 동작 완료 시간이다.

먼저 코일 전류의 최댓값이 제어 코일부의 제어 회로인 드라이버의 전

류 최대 허용치인 3A를 넘기지 않도록 전자석 액추에이터를 설계해야

한다.

전자석 액추에이터의 동작 완료 시간은 코일에 전압이 인가된 후, 가동

철심이 움직이기 시작하여 반대편 끝단에 도달하여 개방 또는 투입이 완

료되는 시간을 의미한다. 전자석 액추에이터의 동작 완료 시간에 따라

접점의 개폐가 완료되는 시간이 결정되는데, 접점부의 개폐 동작 시간은

접점부에서 발생하는 아크의 발생시간에 주요한 영향을 준다. 접촉기가

개폐 동작을 할 때 접점부에서는 아크가 발생하게 되는데, 접점부의 아

크에 의한 손상을 줄이기 위해서는 개폐 동작이 빠른 시간 내에 완료되

게 하여 접점부에서 아크가 발생하는 시간이 감소되도록 해야 한다.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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욱이, 영점이 없는 직류 전류의 특성상 직류 전자 접촉기의 아크 발생

시간은 교류 전자 접촉기의 아크 발생 시간 보다 오랜 시간 지속되므로,

직류 전자 접촉기 설계 시 빠른 동작 완료 시간이 요구된다.

그러므로 직류 전자 접촉기의 동작 완료 시간은 최소화 하고, 코일의

전류 최댓값은 3A를 넘기지 않도록 하는 최적설계 과정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영구자석형 전자 접촉기의 최적설계는 유전 알고

리즘을 이용하여 수행하였다. 동작 완료 시간을 유전 알고리즘의 목적함

수로 두었고, 코일 전류의 최댓값은 3A로 제한하였다.

5.2 유전 알고리즘을 이용한 최적설계

전자석 액추에이터의 동작 완료 시간은 코일 전류의 크기와 코일 턴수

의 곱으로 정의되는 기자력에 의해 결정된다. 인가전압이 일정한 경우,

전류의 크기를 결정하는 주된 요소는 코일의 직경과 코일 턴 수이다. 이

중 코일의 턴수는 코일이 감기는 코일부의 폭, 높이 그리고, 코일 직경에

의해 결정된다. 인가전압이 일정 할 때, 코일의 직경이 커질수록 전류의

크기는 증가하고, 코일 턴수는 감소한다. 그러므로 코일 직경은 기자력

및 전자석 액추에이터의 동작 완료 시간을 결정하는 주요 요소가 된다.

코일 전류의 최댓값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은 인가전압, 코일 직

경 그리고, 코일 턴 수인데 여기서, 코일 턴 수는 코일부의 폭, 높이와

코일 직경에 의하여 결정된다. 그러므로 인가전압의 크기가 일정할 경우

에는 코일 직경과 코일부의 폭, 높이에 의하여 전류 최댓값이 결정된다.

본 논문의 전자석 액추에이터의 경우, 인가전압이 직류 100V로 고정된

값을 가지므로, 전자석 액추에이터의 최적설계는 코일 직경, 코일부의

폭, 너비 그리고, 코일의 턴수를 변화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된다.

본 논문에서는 영구자석형 전자석 액추에이터를 위하여 그림 5.1과 같

이 전자석 액추에이터의 변수를 설정하였다. 그림에서 A1은 코일의 직

경, A2는 코일부의 폭, A3는 코일부의 높이, A4는 액추에이터의 폭 그

리고 A5는 액추에이터의 높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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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 최적화를 위한 설계 변수

Fig. 5.1 Design variables for optimization

가동철심의 폭과 고정 철심의 깊이는 자계 포화를 고려한 수치로 고정

하였다. 코일의 턴 수는 코일부의 폭과 높이, 코일의 직경에 의하여 결정

된다. 코일의 턴수를 계산 할 때는 주어진 직경을 가진 코일이 코일부에

최대로 감길 수 있는 턴수로 계산한다. 계산된 턴수에 의해 코일의 길이

가 정해지면, 코일의 단면적 및 길이에 의해 결정되는 코일 저항 값을

계산한다.

전자석 액추에이터의 홀딩력 보존을 위하여 전체 부피, 즉 액추에이터

고정 철심의 폭과 높이 그리고, 깊이를 곱한 값은 일정하도록 하였다. 이

중, 고정 철심의 깊이는 자계 포화를 고려한 수치로 고정된 값을 가지므

로 폭과 높이의 곱이 일정한 값으로 유지되도록 하였다.

최적설계를 위한 설계 변수의 범위는 표 5.1과 같다. 설계 변수의 범위

는 최초 가설계로 제작된 실험 모델에 기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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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 최적화를 위한 설계 변수의 범위

Table 5.1 Range of design variable for optimization

설계 변수 최솟값 [mm] 최댓값 [mm]

A1 0.3 0.55

A2 7 9

A3 48 54

A4 41 45

A5 60 66

유전 알고리즘을 통한 전자석 액추에이터의 최적화 결과, 해집단의 수10

개로 지정 하였을 때 115번의 함수 호출 후 동작 완료 시간이 최종적으

로 12ms 에 수렴하여 시험 모델에 대하여 동작 완료 시간이 약 13% 감

소하였다. 최적설계된 모델의 전류 최댓값은 1.68A로 시험 모델에 비하

여 여자 전류 최대 값이 약 26% 감소하였다. 유전 알고리즘을 통해 최

적설계된 영구 자석형 액추에이터의 설계 결과는 표 5.1과 같다.

최적설계된 전자석 액추에이터의 해석 결과를 통하여, 최적설계된 전자

석 액추에이터의 동작 완료 시간과 전류 크기가 개선되었음을 확인 하였

다.

최적설계된 전자석 액추에이터와 기존의 시험 모델의 동작 완료 시간

및 코일 전류에 대한 비교는 그림 5.2와 그림 5.3에 나타내었다.

표 5.2 시험 모델과 최적화 모델의 비교

Table 5.2 Comparison between test model and optimized model

설계 결과 시험 모델 최적설계 모델

A1 [mm] 0.39 0.36

A2 [mm] 7 8.2

A3 [mm] 54 50.9

A4 [mm] 41.7 44.1

A5 [mm] 66 62.5

코일 턴수 2295 2568

코일 저항 [Ω] 23 26.4

동작 완료 시간 [ms] 13.8 12

전류 최대 값 [A] 2.27 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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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 시험 모델과 최적설계 모델의 스트로크 비교

Fig. 5.2 Comparison between test model and optimal model strokes

그림 5.3 시험 모델과 최적설계 모델의 전류 비교

Fig. 5.3 Comparison between test model and optimal model curr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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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직류 전자 접촉기용 영구자석형 전자석 액추에이터와 그

설계 기법 및 해석 기법을 제안하였다. 제안된 기법을 통하여 설계된 영

구자석형 전자석 액추에이터를 제작하여 실험하였고, 동특성 향상을 위

한 최적설계를 수행하였다.

직류 전자 접촉기용 영구자석형 전자석 액추에이터의 동작특성은 3차원

유한 요소법과 시간차분법을 이용하여 해석하였다. 3차원 유한 요소법을

통하여 영구자석과 외부 전원에 의한 전자장 해석을 수행하였고, 액추에

이터의 동작특성 해석을 위하여 시간차분법을 적용하여 회로방정식과 운

동방정식을 계산하였다. 제안된 해석 방법을 이용하여 설계된 전자석 액

추에이터를 제작하여 실험하였으며, 실험 결과를 통하여 제안된 전자석

액추에이터가 동작특성 요구 조건을 만족함 검증하였다. 또한, 실험 결과

를 해석 결과와 비교하여 제안된 해석방법의 타당성을 입증하였다.

제안된 영구자석형 전자 접촉기의 최적설계는 최적화 알고리즘을 해석

프로그램과 연동하여 수행하였다. 최적설계를 위한 알고리즘으로는 유전

알고리즘이 사용되었으며, 최적설계를 통하여 액추에이터의 코일 전류는

전류 최댓값 제한을 만족하고, 동작시간은 최소화 하도록 하였다.

일반적으로 솔레노이드 액추에이터를 조작부로 사용하던 전자 접촉기에

외부 전원의 인가 없이 영구자석의 전자력만으로 투입 상태를 유지하는

영구자석형 전자석 액추에이터를 적용함으로써 전력 소모를 줄일 수 있

다.

이와 같이 저전력 소모 및 안정성, 신뢰성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영구

자석형 전자석 액추에이터를 직류 전자 접촉기에 적용함으로써, 보호기

기의 미흡함으로 지연되고 있는 직류 배전의 보호시스템의 일환으로 활

용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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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A 유전 알고리즘

A.1 유전 알고리즘의 개요

최적화 알고리즘은 크게 결정론적 기법과 확률론적 기법으로 나눌 수

있다. 결정론적 기법은 최적화 초기 조건이 같을 경우 항상 같은 경로로

최적점을 찾고, 같은 결과로 수렴한다. 확률론적 기법은 무작위성을 가지

므로 시작점이 동일하더라도 매번 다른 경로를 따라 최적점을 찾는다.

결정론적 최적화 기법은 빠른 수렴성을 보이는 반면, 국소 최적점으로

수렴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국소 최적 점이 존재하거나 존재 여부를 모

르는 목적함수에 대한 최적화는 확률론적 최적화 기법을 사용한다.

유전 알고리즘은 존 홀랜드(John Holland)에 의해 1975년에 개발된 최

적화 기법으로 확률론적 최적화 기법 중 하나이다[30].

생물학에서 유전 물질은 염색체(chromosome)이다. 개체들은 교차에 의

해 염색체를 부분 결합하고 돌연변이에 의해 미소하게 변화된 새로운 염

색체를 가진 새로운 개체들을 만들어낸다. 개체들은 환경에 적응하기 유

리한 정도에 따라 선택적으로 번성한다. 유전 알고리즘의 기본 구조는

이러한 생물의 진화 과정을 문제 해결 과정으로 옮겨 놓은 것이다.

유전 알고리즘에서는 문제 해결상의 임의의 해를 염색체로 정의하고,

정해진 수의 염색체 집단을 해집단(population)이라 하고, 염색체상의 각

인자를 유전자(gene)라 한다. 유전 알고리즘에서는 유전자가 최소 단위

가 된다.

유전 알고리즘의 구조는 그림 A.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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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개의 초기 염색체 생성;

repeat {

for i=1 to k {

두 염색체 p(1), p(2) 선택;

offspring = crossover(p(1),p(2));

offspring = mutation(offspring);

}

offspring(1),...,offspring(k)를 population내의 k개의 염색체와

대치;

}until(정지조건 만족);

남은 해 중 최상의 염색체를 return;

그림 A.1 유전 알고리즘의 구조

Fig. A.1 The structure of a genetic algorithm

유전 알고리즘은 대부분 정해진 수의 해로 구성되는 해집단을 갖는다.

해집단에서 해의 수가 n인 경우에는 먼저 n개의 해를 임의로 생성한다.

이 해집단으로 부터 k개의 새로운 해를 만들어 내는데 각각의 해는 선

택(selection), 교차(crossover), 변이(mutation)의 단계를 거쳐 만들어진

다. 이렇게 만들어진 k개의 해는 해집단 내의 기존의 k개의 해와 대치된

다. 이러한 과정을 수렴 조건이 만족될 때까지 수행한 후 해집단에 남은

해 중 가장 좋은 해를 답으로 삼는다. 위에서 상수 k는 해집단이 한 번

에 얼마나 많이 대치되느냐를 결정하는데 k/n를 세대차(generation gap)

라 한다. 세대차가 1에 가까운, 즉, 절대 다수의 해가 대치되는 경우를

세대형 유전 알고리즘(generational GA)이라고 하고, 세대차가 1/n에 가

까운 방식을 안정 상태 유전 알고리즘(steady-state GA)이라 한다.

유전 알고리즘을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쳐 진행된다.

Step1. 초기해 생성

유전 알고리즘의 초기 단계에서는 n개의 초기해를 생성하여 초기 해집

단을 구성한다. 여기서, n이 클수록 최적화 과정에서의 판단 자료가 되



- 52 -

는 샘플의 수가 늘어나 최적화의 정확도가 상승할 수 있으나, 최적화수

행에 오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적당한 수의 해를 발생해야한다.

Step2. 선택(selection)

유전 알고리즘의 연산자들 중 선택 연산자는 교차를 위해 해집단에서

임의의 해를 선택하는 연산자인데 일반적으로 우수한 해에게 선택될 확

률을 높게 준다. 여기서 선택된 해를 부모해(parent)라고 한다. 우수한

해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각 해의 적합도(fitness)를 계산하고 가장 적합

도가 높은 해를 선택하도록 한다. 적합도 계산 방법에는 룰렛 휠 선택

(roulette wheel selection), 토너먼트 선택(tournament selection), 순위

기반 선택(ranking-based selection) 등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수행 속도가 빠른 토너먼트 선택 방법을 이용하여 적합

도를 계산하였다. 토너먼트 선택은 두 개의 염색체를 임의로 선택하여

[0,1)범위의 난수를 발생시킨 다음 이것이 임의의 파라미터 t보다 작으면

두 염색체 중 품질이 좋은 것을 선택하고 그렇지 않으면 품질이 나쁜 것

을 선택한다. 일반적으로 t는 0.5보다 큰 값을 사용한다.

Step3. 교차(crossover)

교차는 두 개의 부모해의 특징을 부분 결합하여 새로운 자식해

(offspring)를 하나 만들어 내는 연산자이다. 교차 연산 중 대표적인 연

산자는 일점 교차(one-point crossover), 다점 교차(multi-point

crossover), 균등 교차(uniform crossover), 산술적 교차(arithmatical

crossover)등이 있다. 일점 교차는 두 개의 부모해에 대하여 한 개의 자

름 선을 이용하여 부모해를 두 부분으로 나누고, 각 부모해로부터 한 부

분씩만 가져온 다음, 이를 합쳐 새로운 해를 만드는 교차 방법이다. 다점

교차는 여러 개의 자름 선을 이용하여 부모해를 여러 부분으로 나눈 후,

두 부모해로부터 번갈아가며 복사하여 새로운 해를 만드는 방법이다. 균

등 교차는 임계 확률 P0를 설정한 뒤, 두 부모해 s1,s2의 각각의 유전자

위치에 대하여 난수를 발생한 다음 그 값이 P0이상이면 s1의 같은 위치

로부터 유전자를 복사해오고 그렇지 않으면 s2의 같은 위치로부터 복사

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실수 염색체를 사용하는 경우에 사용가능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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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렴 속도가 빠른 교차 연산자인 산술적 교차를 이용하여 교차 연산을

수행하였다. 산술적 교차는 염색체의 각 위치에 대해 두 부모 염색체의

두 유전자의 값의 평균을 내어 자식해의 해당 위치의 값으로 배정하는

연산자이다. 다음의 그림은 간단한 산술적 교차의 한 예를 보인다.

s1 : 1.98 3.31 20.43 12.01 -2.34 8.34 98.86

s2 : 11.28 2.21 12.39 1.44 2.45 3.55 87.44

자식해 : 6.63 2.76 16.41 6.73 0.06 5.95 93.15

그림 A.2 산술적 교차의 예

Fig. A.2 An example of arithmatical crossover

Step4. 변이(mutation)

변이는 해를 임의로 변형시키는 연산자이다. 교차가 두 부모해에 있는

속성들을 부분적으로 이용하는 역할을 하는 반면, 변이는 부모해에 없는

속성을 도입하여 해의 다양성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교차는 두 부모해

의 속성을 부분 복사함으로써 새로운 해를 생성하므로, 교차로 인해 만

들어지는 해의 유전자들을 모두 부모해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다. 교차 연

산자에 의하여, 부모해의 유전자들을 좋은 방향으로 결합하는 것은 가능

하지만 이로 인해 염색체들이 서로 닮아가게 되고, 최적화 결과가 국소

최적점에 빠질 수 있다. 그러므로 부모해에 없는 유전자를 도입하는 과

정이 필요한데, 이 역할을 하는 것이 변이 연산자이다. 변이의 확률을 높

이면 보다 다양한 해를 생성해낼 수 있어 유전 알고리즘의 역동성은 늘

어나지만 해집단의 수렴성이 떨어져 최적화 속도가 느려진다. 그러므로

돌연변이는 낮은 확률로 일어나도록 한다. 변이에 의해 발생한 해 중 실

패한 변이는 점차 사라지게 되고, 가끔 발생하는 성공적 변이는 집단의

품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를 하게 된다. 전형적인 형태의 변이 연산자는

각각의 유전자에 대하여 [0,1) 범위의 난수를 생성하여 미리 정한 임의의

임계값 미만의 수가 나오면 해당 유전자를 임의로 변형시키고 그 이상의

수가 나오면 그냥 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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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5. 대치(replacement)

세대형 유전 알고리즘의 경우에서는, 해집단의 대다수가 대치되므로 대

치가 어려운 부분이 아니다. 그러나 안정 상태 유전 알고리즘은 대치가

유전 알고리즘의 성능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본 논문에서 전자석 액추에이터 최적설계를 위한 유전 알고리즘의 대치

연산에 대하여는 해 집단 내에서 가장 품질이 낮은 해를 대치하도록 하

였다.

Step6. 수렴 여부 판단

유전 알고리즘이 정지하기 위한 조건은 일반적으로 두 가지 방법이 있

는데, 첫 번째는 repeat-until루프를 일정 횟수만큼 수행한 다음 정지시

키는 방법이고 두 번째는 해 집단에 있는 해들의 다양성이 어느 정도 이

하로 떨어지는 시점에서 정지시키는 방법이다. 첫 번째 방법인

repeat-until 루프를 사용하면 유전 알고리즘의 경우 그 정도면 해들이

어느 정도 수렴할 것이라는 경험적 짐작이 있어야 한다. 또한, 수렴한 이

후에도 정해진 repeat-until 루트를 돌려 함수 호출이 많아지고 효율성이

저하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세대가 지나도 최적 해의 값이 크게 변

하지 않고 어느 수렴 범위 내에 들어오면 프로그램을 종료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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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2 알고리즘 검증

본 연구를 위하여 유전 알고리즘을 이용한 최적화 프로그램이 사용되었

으며, 그 검증을 위하여 알고리즘을 시험 함수에 적용하였다

우선 간단한 구조를 가지는 다음과 같은 시험 함수에 알고리즘을 적용

하여 수렴성을 확인하였다.

    
(5.2.1)

이 함수는 그림 A.3과 같은 형상을 가지며 0을 최소값으로 갖는다. 해

집단의 해의 수를 20, 종료조건을 10
-4
로 설정한 뒤 최적화를 수행한 결

과, 16번의 iteration과 180번의 함수 호출을 거친 후, 종료조건인 10-4에

수렴하였다.

그림 A.3 시험 함수 1

Fig. A.3 Test function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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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국소 최적점을 가지는 시험 함수의 경우에도 좀 더 많은 iteration

과 해 집단의 크기를 통해 최적점을 찾아갈 수 있다. 아래 시험 함수의

경우 그림 A.4와 같이 많은 국소 최적점을 갖고 있다.

        cos  cos (5.2.2)

해집단의 해의 수를 50, 종료조건을 10
-4
로 설정한 뒤 유전 알고리즘을

수행 한 결과, 35번의 iteration과 645의 함수 호출 후 최소값으로 수렴하

였다.

그림 A.4 시험 함수 2

Fig. A.4 Test function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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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demand for a DC power distributed system is increasing as

renewable energy sources and DC electrical load are proliferating. For

the DC　power distributed system, a magnetic contactor is required.

The conventional magnetic contactors are mostly equipped with a

solenoid magnetic actuator. For these conventional magnetic

contactors to maintain the closed state, it is required to apply current

continuously. Thus, the conventional magnetic contactor has problems

with continuous power consumption and heat generation. For these

reasons, Conventional magnetic contactors have low level of stability

and short life cycle. To address these problems, a permanent

magnet(PM)-type DC magnetic contactor is proposed to generate

enough holding force to maintain the closed state without exciting the

coil so that it reduces electrical power consumption.

The operating characteristics of the proposed PM-type DCMC are

calculated by a three dimensional(3D) Finite Element Method(FEM)

with the combination of a circuit equation, motion equation, and the

Time Differential Method(TDM). The magnetic field of actuator is

analyzed by using the 3D FEM and the TDM is applied to circuit

equation and motion equation to be calculated for the analysis of

dynamic characteristics. By using this analysis method, a PM type

electromagnetic actuator for a DC magnetic contactor is designed and

manufactured. The validity of design and analysis method are verified

by comparing simulation results with experimental results.

Also, for the improvement of the dynamic characteristics, the optimal

design process is performed.

Key Words : magnetic contactor, magnetic switch, electromagnetic

actuator, finite element method, time difference method, optimal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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