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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라이트 영구자석을 갖는 고속 매입형 영구자석 전동기의 

특성해석 및 설계

Design and Characteristic Analysis for High-speed Interior Permanent Magnet 

Synchronous Motor with Ferrite Mag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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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We propose an interior permanent magnet syhchronous motor (IPMSM) with arc-shape ferrite permanent magnets 

(PMs) as a substitute for the rare-earth permanent magnet, and determine its optimal design through parametric study. First, 

we use 2D finite element analysis to analyze 4-poles and 6-slots initial model according to performance requirements and 

design parameters. The current angle of the maximum average torque considered in the analysis is different compared with 

the current angle of the minimum torque ripple. Thus, the parametric study for optimal rotor design is performed by varying 

the thickness and the offset radius of the PMs according to current angle. In particular, a narrow bridge is required in 

conventional IPMSM for reducing flux leakage; however, the increase in cogging torque in the analysis model saturates the 

narrow bridge (large offset radius). Therefore, we suggest an appropriate shape considering limiting conditions such as DC link 

voltage, average torque, torque ripple, and cogging torque taking into account performance requir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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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고효율이면서 높은 출력밀도의 영구자석 동기기는 최근 고속, 

고효율 전동기 개발에 많이 응용되고 있으며, 기계적 안정성과 

출력 밀도 측면에서 고속 응용에 가장 적합한 전동기로 평가된

다. 그 중, 매입형 영구자석 동기 전동기는 마그네틱 토크만을 이

용하는 표면 부착형 영구자석 동기전동기와 달리 마그네틱 토크

와 d, q축 인덕턴스 차에 의한 릴럭턴스 토크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고 토크 및 고 효율 특성을 가지고 있어 컴프레서, 스핀

들과 전기자동차 등에 이용되고 있으며, 그 응용분야가 점차 확

대되고 있다. 또한, 매입형 영구자석 동기 전동기의 경우 약자속 

제어법을 이용하면 표면 부착형 영구자석 동기 전동기에 비해 고

속에서도 운전을 할 수 있다[1,2].

현재 영구자석 전동기의 회전자는 페라이트 계열, 희토류 계열

의 영구자석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페라이트 자석은 낮은 잔류

자속밀도를 갖지만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영구자석 전동기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 네오디뮴 영구자석은 강력한 자력을 갖기 

때문에 기기의 소형화에 기여하고 외부 감자계에 우수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최근 온도 변화에 강한 네오디뮴 자석이 개발되어 

고성능을 요구하는 전동기에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 또한 최

근 사마리움 코발트 영구자석을 회전계자로 하는 고속 전동기기

가 수십만 rpm 까지의 초고속화에 가장 적합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하지만 희토류계인 네오디뮴과 사마리움 코발트 영구자석

의 경우 가격이 비싸며 재료 수급에 있어 전량 수입에 의존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 현재는 희토류 가격이 어느 정도 안정 상태

에 있지만 2010년 중국에서의 희토류 자원 무기화로 인해 희토

류 가격이 크게 오른 적이 있고 현재도 중국은 희토류에 대한 

수출 쿼터제를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희토류 영구자석을 사용하

는 고속 전동기의 경우 높은 가격이나 재료 수급에 대한 불안정

성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대량 생산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희토류 영구자석을 대체하

기 위한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3-5]. 

고속 회전기의 경우 기계적인 안전성 및 회전자 냉각 등을 위

해 일반 전동기보다 큰 기계적 공극을 가지게 된다. 특히 표면부

착형 영구자석 동기 전동기의 경우 비교적 간단한 자기회로 설계 

및 제어 알고리즘 때문에 대부분의 고속회전기에 적용되고 있는 

추세이다. 하지만 표면부착형 영구자석 동기 전동기의 경우 고속 

회전시 자석의 비산을 막기 위해 슬리브로 회전자를 감싸게 되는

데, 이로 인해 자기적으로 유효 공극이 증가되어 동일한 기자력 

확보를 위해 영구자석 또는 권선 사용량이 늘어나게 되는 단점이 

있다[6].

따라서 본 논문은 페라이트 영구자석을 갖는 고속 매입형 영

구자석 전동기의 설계 및 특성해석에 대해 다루고자 한다.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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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자석 두께 변경에 따른 형상.

Fig. 2 Shape of PM according to varying thickness.

그림 3 Offset 반지름 변경에 따른 형상.

Fig. 3 Shape of PM according to varying offset radius.

정격 및 제한 사양을 결정한 후, 4극 6슬롯의 초기 해석 모델에 

대한 특성해석을 진행하였다. 그 다음, 고정자 설계를 위해 고정

자 코어의 치와 백요크 두께에 따른 특성해석을 수행하였고, 회

전자 설계를 위해 회전자 영구자석의 두께와 Offset 반지름을 설

계변수로 정하고 전류각에 따른 특성해석을 수행하였다. 전체 모

델에 대한 기계적인 응력 해석을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회전자 

리브(Rib)의 두께는 고정하였다. 해석 결과의 맵핑을 통해 정격 

및 제한사양을 만족하는 최적 설계 포인트를 찾아내었다.

표    1. 정격 및 제한 사양.

Table 1. Rated conditon and limiting parameters.

항목 사양 및 단위 항목 사양 및 단위

극/슬롯 수 4극 6슬롯 냉각 방식 자냉식

구동 타입 PMSM 외기 온도 120 도

인가 전압 13.5 V 공극 길이 0.8 mm

정격 속도 30000 rpm 슬롯 개구폭 3 mm 이상

정격 토크 0.143 Nm
영구자석 

재질

Ferrite 12 

Grade

정격 출력 450 W 철심 재질 20PNF1300

외경 제한 120 mm 토크 리플 10 % 이하

축방향 길이 27 mm 코깅 토크 5 % 이하

그림 1 초기 해석 모델의 형상 및 설계 변수.

Fig. 1 Schematic and design parameters of initial analysis 

model.

2. 본  론

2.1 해석 모델

표 1은 해석 모델의 정격 및 제한 사양을 보여주고 있다. 구

동전압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회전 속도가 높아 정밀한 해석을 요

하기 때문에 2차원 유한요소 해석을 통해 특성해석을 진행하였

다. 전동기 작동 시 외기온도는 약 120도이지만 영구자석의 잔류

자속밀도 데이터는 상온(20도) 기준 데이터를 적용하였다. 사용된 

12 Grade의 페라이트 영구자석은 저온 감자 특성을 가지고 있어 

외기온도(120도) 이내에서 온도에 의한 불가역감자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그림 1은 초기 모델의 형상 및 설계 변수를 나타낸다. 초기모

델의 Offset 반지름은 33 mm이고 자석 두께는 2.5 mm이다. 일

반적인 고속 전동기는 구동주파수가 상대적으로 낮은 2극의 회전

자와 매극 매상 당 슬롯수가 1 이상인 분포권 회전자를 갖는 기

기가 많지만 본 논문에서 다룬 기기의 경우 4극 6슬롯 집중권 

모델이다. 4극 6슬롯 집중권 모델은 2극기보다 자기회로 구조가 

좋고 가진력 분포 측면에서 2극기는 주자속이 180도 대칭으로 

타원형의 가진력이 분포되는데 반해 4극기는 주 자속이 90도 대

칭으로 2극기에 비해 비교적 원형에 가까운 가진력 분포를 보이

기 때문에 진동과 소음에 대해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7]. 하지

만 집중권 기기의 구조적 한계로 여전히 진동과 소음이 문제가 

될 수 있기에 토크리플과 코깅토크에 대해 정확한 해석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회전자 변수의 경우 전체 모델에 대한 응력 해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회전자 리브의 두께는 고정하였고 영구자석의 

두께와 Offset 반지름에 따라 특성해석을 진행하였다. 매입형 영

구자석 전동기는 주로 Flat type과 V type이 많이 사용된다. 그 

중 V type은 회전자의 형상이 d축 전기자 반작용 자속의 자로를 

확보해 주기 때문에 영구자석에 대한 역자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 반면 Flat type은 d축 전기자 반작용 자속이 영구자석

을 감자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여 감자 내력이 약화된다[4]. 페

라이트 영구자석은 희토류계 영구자석에 비해 감자내력이 현저하

게 떨어지므로 Flat type보다 V type을 선택함으로써 설계에 대

한 여유를 둘 수 있다. 특히 본 논문에서는 V type과 자기회로 

측면에서 비슷하면서 자석사용량을 늘릴 수 있는 영구자석 형상

을 제안하였다. 일반적인 매입형 영구자석 전동기의 경우 브릿지

를 포화시킴으로써 누설자속을 최소화 하지만 본 연구에서 다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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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의 경우 고속 회전을 하기 때문에 브릿지 두께에 대한 기계

적 강성의 여유를 두고, Offset 반지름에 따라 브릿지 두께가 각

각 달라지기 때문에 브릿지 두께는 설계변수로 정하지 않았다. 

또한 일반적인 영구자석 기기는 영구자석의 폭이 성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만 본 연구는 희토류계 영구자석에 비해 잔류자속

밀도가 현저히 낮은 페라이트 영구자석을 적용했기 때문에 영구

자석의 폭을 줄이게 되면 리브와 브릿지가 완전히 포화되지 않아 

누설자속이 증가하여 기기의 출력밀도가 크게 감소하게 된다. 따

라서 영구자석의 폭은 리브의 두께를 유지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서 최대로 설정하였다. 그림 2과 그림 3는 설계 변수 변경에 따

른 형상 변화를 나타낸다.

그림 4 해석 모델의 정격 구동 시 자속밀도 분포.

Fig. 4 Flux density distribution of analysis model at rated 

condition.

        (a)                 (b)                 (c)

그림 5 고정자 치와 요크 두께에 따른 3가지 모델.

Fig. 5 Analysis model according to teeth width and yoke 

thickness of stator.

2.2 고정자 설계

그림 1에서 제시한 해석 모델의 전류밀도는 약  내외로 자연

냉각방식을 고려했을 때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그림 4는 그림 

해석 모델의 정격 구동 시 자속밀도 분포를 나타낸다. 치와 요크

두께가 얇음에도 불구하고 치 자속밀도가 강판재질 20PNF1300

의 굴곡점 자속밀도 약 1.5 T에 못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고정자 면적에 대한 여유가 있음을 나타낸다. 따라서 그림 5와 

같이 치와 요크 두께, 슬롯 면적의 변경을 통해 고 효율화 설계

를 진행하였다. 표 2는 그림 5의 해석 모델에 대한 해석 결과이

다. 3가지 해석 모델은 동일 점적률로 해석되었고, 세 모델에 대

한 전류 조건은 동손에 대해 동일비교 측면에서 상전류를 동일하

게 인가하여 해석하였다. 일반적으로 동일 용량에 대해 비교하는 

것이 맞으나, 상 전류를 동일하게 하더라도 출력면에서 매우 미

비한 차이를 보이고, 저항에 의한 전압 강하 성분은 상당 약 

0.2V 이내로 표 2의 3가지 모델에 대해 전압 강하 성분의 차이

는 상당 약 0.04V이내이기 때문에 서로 차이가 거의 없다고 판

단하여 동일 전류를 인가하여 특성해석을 진행하였다. 슬롯 면적

이 넓어질수록 또한 치가 얇아질수록 치 자속밀도가 증가하여 철

손이 증가하고 선경이 증가하여 동손이 감소함을 알 수 있다. 또

한 전자기 효율은 20도 기준으로 봤을 때 (c) 모델, 즉 코어의 

면적이 어느정도 확보 된 상태에서의 효율이 높은 것으로 보이나 

실제 구동온도 120도를 고려했을 때 동손이 증가하여 슬롯의 면

적이 큰 (a) 모델이 높은 반대의 양상을 보인다. 고속기의 경우 

치와 요크두께가 너무 얇아지면 기계적으로 불안정하여 진동 소

음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b) 모델로 결정하였다.

표    2 그림 5의 3가지 모델에 대한 유한요소 해석 결과.

Table 2 FE analysis results for the three model in Fig. 5.

항목 및 단위 (a) (b) (c)

치 폭(mm) 5.5 6.4 7.3

턴 수 5 5 5

병렬회로 1 1 1

상저항() 4.1 4.6 5

상전류() 39 39 39

선간전압의 최대값( ) 10.37 10.38 10.38

동손() 11.13 12.47 13.88

철손() 14.93 12.81 10.23

토크(∙) 147.1 147.5 147.7

속도() 30000 30000 30000

출력() 462 463 464

입력() 485 486 486

20도 기준 전자기 효율(%) 93.1 93.2 93.3

120도 기준 전자기 효율(%) 91.7 91.6 91.6

2.3 출력 토크

매입형 영구자석 전동기의 전압방정식은 식 (1)로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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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

cos (1.b)

여기서  , 는 각각 전기자 전압의 d, q축 성분이고  , 는 

각각 전기자 전류의 d, q축 성분이다. 또한  , 는 각각 d, q축 

인덕턴스, 와 는 각각 전기자 저항과 미분연산자, 와  , 는 

각각 전기각속도와 영구자석에 의한 쇄교자속, q축과 상전류간의 위

상차를 나타낸다. 매입형 영구자석 전동기의 토크 특성식은 식 (2)로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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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초기 해석 모델의 전류 위상각에 따른 토크 특성.

Fig. 6 Average torque and torque ripple of initial model 

according to current angle.

그림 7 출력토크 해석 결과.

Fig. 7 Output torque according to offset radius and magnet 

thickness.

  cos

 

sin (2)

여기서 는 극쌍수이다. 식 (2)의 우측 제 1항은 영구자석에 의

한 마그네틱 토크를 나타내고, 제 2항은 돌극성에 의해 발생되는 릴

럭턴스 토크를 나타낸다. IPMSM은     의 역돌극성이 존재하

므로, 음의 d축 전류가 인가되어야 양의 릴럭턴스를 얻게 된다. 그러

나 음의 d축 전류에 의해 d축 전기자 반작용 자속이 영구자석을 감

자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므로 영구자석의 불가역 감자에 대하여 주

의해야 한다[8-10].

그림 4는 초기 해석 모델의 전류 위상각에 따른 토크 특성을 나

타낸다. 여기서 전류 위상각이란 식 (1)에서 를 의미한다. 전류 위

상각이 약 15도 부근일 때 최대 토크가 발생하고, 전류 위상각이 양

의 방향으로 커질수록 릴럭턴스토크의 개입이 커지기 때문에 토크리

플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토크 리플 최소 지점과 최대 

토크 출력 지점이 다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정격 및 제한 조건을 

만족하는 상태에서 가장 성능이 우수한 설계 변수를 찾아야 한다.  

설계변수의 범위는 자석 두께는 2.3~3.1 mm, Offset 반지름은 25~50 

mm, 전류 위상각은 -20~40도까지 변경하여 해석을 진행하였다.

그림 7는 Offset 반지름과 전류 위상각에 따른 출력토크 맵을 나

타낸다. 최대 토크는 전류 위상각 가 약 5~20도 부근일 때 발생하

고 영구자석이 두꺼워질수록 평균토크가 커진다. 또한 Offset 반지름

이 커질수록 정격토크영역이 넓어짐을 확인할 수 있다.

2.4 토크 리플

그림 8은 Offset 반지름과 전류각에 따른 토크리플 맵을 나타

낸다. 자석 두께가 두꺼워질수록 토크리플이 대체적으로 커짐을 

알 수 있고, 전류각이 변함에 따라 릴럭턴스토크의 비율이 커질

수록 토크 리플이 커진다. 또한 Offset 반지름이 커질수록 토크리

플이 작아짐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전류각과 Offset 반지름에 따

른 토크리플 최적 포인트가 존재한다.

그림 8 토크리플 해석 결과.

Fig. 8 Torque ripple according to offset radius and magnet 

thickness.

그림 9 토크리플 해석 결과.

Fig. 9 Torque ripple according to offset radius and magnet 

thickness.

2.5 전압 제한

전동기에 인가할 수 있는 최대 고정자 전압 
max는 직류 링

크 전압 에 의해 결정되고, 주어진 직류링크 전압 하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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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설계 가능 영역.

Fig. 10 Available area for design.

그림 11 해석 모델의 무부하 시 자속밀도 분포.

Fig. 11 Flux density distribution of analysis model at no- 

load condition.

그림 12 슬롯 개구폭과 Offset 반지름에 따른 코깅토크 해석 결과.

Fig. 12 Cogging torque analysis results according to slot 

opening and offset radius.

전류제어에 사용된 PWM(Pulse Width Modulation) 기법에 따라 

고정자 전압의 최대 크기는 달라진다. 본 연구에서 다룬 전동기

는 공간 벡터 PWM로 구동되기 때문에 선형적으로 얻을 수 있는 

최대 고정자 전압은 가 되며, 이 값이 최대 고정자 전압이 된

다. 공간 벡터 변조 방식의 PWM을 사용하고, 제어의 안정성을 

고려하면 델타결선 전동기가 선형적으로 얻을 수 있는 최대 고정

자 전압은 식 (3)으로 간단히 표현될 수 있다[11].

  
max (3)

여기서 는 제어 여분을 조정하는 상수로써 대개 0.9~0.95 정

도이다. 그림 9은 Offset 반지름과 전류각에 따른 전압제한 맵을 

나타낸다. 전압제한은 DC 링크 전압 13.5V에 전동기 단부효과에 

의해 결정되는 누설인덕턴스와 저항강하, 스위칭소자의 전위장벽

을 고려하여 11V로 결정하였다. 여기서 부하 시 역기전력의 최대

값은 자석 형상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Offset 반지름이 커질수록 부하 시 역기전력 최대값이 작아진다. 

즉, Offset 반지름이 커질수록 전압제한에 대한 여유가 커진다고 

할 수 있다.

2.6 설계 가능 영역

그림 7은 전압제한치를 고려한 운전가능영역, 토크리플 10% 

이내 영역, 정격토크를 만족하는 영역을 Offset 반지름과 전류각

에 따라 비교하여 설계 가능 영역을 표시하였다. 여기서, Offset 

반지름은 도표상 35mm 이상, 전류각 마진을 고려했을 때 40mm 

내외로 설계해야 한다. 또한 영구자석의 두께가 두꺼워질수록 운

전 가능영역의 마진이 커지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10은 상온

을 기준으로 해석 된 결과이며 외기온도(약 120도)를 고려하면 

자기장하 보상을 위해 자석 두께가 2.7mm 이상이 유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크리플이 작아지는 방향으로 전류각을 벡터제어 한

다면 전압제한을 만족하는 범위에서 최저 토크리플 운전점을 찾

을 수 있다.

2.7 코깅 토크

코깅토크는 공극 자기저항 변화에 의해 발생한다. 일반적으로 

표면부착형 영구자석 전동기에서는 고정자의 치-슬롯 구조에 따

른 자기저항 변화에 의해 코깅토크가 발생하는데, 매입형 영구자

석 전동기는 회전자의 역돌극성에 따른 릴럭턴스 토크를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자기저항의 차이가 표면부착형 영구

자석 전동기에 비해 크기 때문에 큰 코깅토크 특성을 갖는다. 특

히, 코깅토크는 모터의 고속 운전 시 진동, 소음의 원인이 되므로 

코깅토크 저감 설계가 필요하다.

앞서 고정자 설계 단계에서 코어의 치와 요크 두께 사양은 

결정하였지만 고정자의 설계변수 중 전동기의 성능에 큰 영향을 

미치는 슬롯 개구폭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영구자석 기기에서는 전기자의 에너지밀도에 비해 계자의 에너

지밀도가 크므로 슬롯 개구폭이 작을수록 주 자속의 쇄교량이 

커지므로 전동기의 성능면에서 유리할 수 있다. 또한 슬롯 개구

폭이 작아질수록 공극 자기저항의 변화가 줄어들게 되므로 코깅

토크도 대체적으로 작아진다. 하지만 집중권 권선타입을 갖는 

일체형 코어의 전동기는 제작성을 고려할 경우 자동권선기의 노

즐과 권선경보다 큰 슬롯 개구폭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다룬 

모델의 경우 슬롯 개구폭 최소 조건이 3 mm이므로 슬롯 개구

폭에 따른 코깅토크 특성해석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그림 11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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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최종 모델의 유한요소 해석 결과

Table 3 FE analysis results of final model

항목 사양

속도 30000 rpm

토크 143 mNm

토크리플 10 %

코깅토크 4.5 %

용량 450 W

코일 당 턴수 5

병렬회로 1

상 저항 0.0048 Ohm

동손 19.6 W

철손 12.13 W

전자기 효율 93.3 %

그림 13 해석 모델의 무부하 시 자속밀도 분포.

Fig. 13 Flux density distribution of analysis model at no-load

condition.

해석 모델의 무부하 자속밀도 분포를 나타낸다. 페라이트 영구

자석의 잔류자속밀도가 희토류계 영구자석에 비해 현저하게 낮

기 때문에 고정자의 자속밀도분포가 비교적 낮고 코어 재질 

20PNF1300 b-h 커브의 선형 구간에 존재한다. 따라서 영구자

석의 두께 변화에 대한 쇄교자속의 변화는 선형적인 관계를 가

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슬롯 개구폭과 Offset 반지름에 대

한 코깅토크 특성해석을 수행하였다. 그림 12는 슬롯 개구폭과 

Offset 반지름에 따른 코깅토크 해석 결과를 보여준다. 여기서, 

코깅토크의 %는 정격 토크 대비 코깅토크의 크기를 나타낸다. 

슬롯 개구폭이 작아질수록, Offset 반지름이 작아질수록 코깅토

크가 작아짐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슬롯 개구폭은 최소조건인 3

mm로 결정하였다.

그림 13은 Offset 반지름과 자석 두께에 따른 코깅토크 맵을 

나타낸다. Offset 반지름이 작아질수록 코깅토크가 작아짐을 알 

수 있다. 또한 자석 두께가 두꺼워질수록 대체적으로 코깅토크가 

작아짐을 알 수 있다. 그림 10의 설계 가능 영역을 참고하면 

35mm 이하의 Offset 반지름에서는 성능을 만족하기 어렵다. 따

라서 코깅토크를 제외한 운전 가능 영역에서 코깅토크가 최저인 

부분을 코깅토크 최저 영역, 즉 적정 설계 영역으로 표시하였다.

2.8 최종 모델

그림 13을 참고하여 최종 모델의 설계 변수 사양은 Offset 반

지름 37 mm, 자석 두께 2.9 mm로 결정하였다. Offset 반지름 35

mm, 자석 두께 2.7 mm가 적정 설계영역 중 영구자석 사용량이 

가장 작은 사양이지만 외기온도와 제작공차를 고려하여 조금 더 

출력에 대한 여유를 두었고 Offset 반지름을 키워 전류각에 대한 

운전범위의 여유를 두었다. 표 3은 최종 모델에 대한 해석 결과

이다.

3. 결  론

본 논문은 페라이트 영구자석을 갖는 고속 매입형 영구자석 

전동기의 특성해석 및 설계에 대해 다루었다. 정격 및 제한사양

에 따라 4극 6슬롯 해석 모델에 대한 특성해석을 진행하였다. 회

전자 설계를 위해 회전자 영구자석의 두께와 Offset 반지름을 설

계변수로 정하여 전류각에 따른 특성해석을 수행하였고, 고정자 

설계를 위해 슬롯 면적과 치, 요크의 두께를 변경하여 손실 비 

변경을 통한 특성해석을 통해 고 효율화 설계를 수행하였다. 특

성해석 결과를 토대로 최적 설계 포인트를 제시하였다. 회전자 

설계 시 고정자 사양을 고정한 채 설계 및 특성해석을 진행하였

기 때문에 제시한 설계 포인트가 최적점이 아닐 수 있으나 전류

밀도가 낮은 자연냉각방식의 전동기이고 페라이트 자석을 적용했

기 때문에 자속밀도가 비교적 낮게 분포하여 고정자 설계변수에 

대한 특성 변화가 크지 않다. 또한 페라이트 자석을 적용한 매입

형 영구자석 동기 전동기의 해석 및 설계 방법을 제시한 것에 

의의를 둘 수 있다. 향후 제작된 모델의 실험과 유한요소 해석 

결과와 비교를 통해 그 타당성을 검증할 예정이다.

감사의 글 

이 논문은 2016년도 정부(미래창조과학부)의 재원으로 한

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기초연구사업임. (No.2014 

R1A1A1A05002745)

References

[1] I. S. Jang, S. J. Kim, C. S. Jin, K. C. Kim, J. Lee, “Study 



전기학회논문지 65권 11호 2016년 11월

1812

on the Characteristic of Ld, Lq Parameter for Interior 

Permanent Magnet Synchronous Motor in different 

barrier width,” KIEE Trans., Vol. 58, no. 3, pp. 496-501, 

2009.

[2] Y. S. Lee, K. T. Kim, J. Hur, “Dynamic Analysis Algorithm 

of Irreversible Demagnetization of IPM-type Brushless 

DC Motor,” KIEE Trans., Vol. 62, no. 12, pp. 1661-1667, 

2013.

[3] T. Miura, S. Chino, M. Takemoto, S. Ogasawara, A. Chiba, 

and N. Hoshi, “A ferrite permanent magnet axial gap 

motor with segmented rotor structure for the next 

generation hybrid vehicle,” in Proc. Int. Conf. Elect. 

Mach., pp. 1-6, Rome, Italy, Sep. 2010.

[4] D. S. Jung, “Optimal Design of Magnet Shape of Interior 

Permanent Magnet Synchronous Motor,” Ph.D. Thesis, 

Hanyang University, 2009.

[5] D. G. Dorrell, M.-F. Hsieh, and A. M. Knight, “Alternative 

rotor designs for high performance brushless permanent 

magnet machines for hybrid electric vehicles,” IEEE 

Trans. Magn, vol. 48, no. 2, pp. 835–838, Feb. 2012.

[6] S. I. Kim, G. H. Lee, C. H. Lee, J. P. Hong, “Design and 

Experimental Verification of an Interior Permanent 

Magnet Motor for High-speed Machines,” KIEE Trans., 

Vol. 59, no. 2, pp. 306-310, 2010.

[7] G. W. Cho, S. H. Ji, K. W. Park, K. B. Jang, G. T. Kim, “The 

Optimization of Rotor Shape for Constant Torque 

Improvement and Radial Magnetic Force Minimization,” 

KIEE Trans., Vol. 61, no. 1, pp. 64-69, 2012.

[8] Z. Xu and M. F. Rahman, “An adaptive sliding stator flux 

observer for a direct-torque-controlled IPM synchronous 

motor drive,” IEEE Trans. Ind. Electron., vol. 54, no. 5, pp. 

2398-2406, Oct 2007.

[9] K. C. Kim, “A Study on the Optimal Design and Control 

Performance of Interior Permanent Magnet Synchronous 

Motor for EV/HEV,” Ph.D. Thesis, Hanyang University, 

2008.

[10] E. C. Lab., “Design and Control of IPMSM,” Kyobo Book 

Centre Co., Ltd., 2010.

[11] S. K. Sul, “The Control Theory of Electric Machines”, 

Hongrling Co., Ltd., 2009.

저   자   소   개

박 형 일 (Hyung-Il Park)

1986년 1월 10일생. 2010년 충남대학교 전

기전자통신공학교육과 학사졸업. 2012년 동

대학원 전기공학과 석사졸업. 2016년 동대학

원 전기공학과 박사 졸업.

Tel : 042-821-7601

Email : phi1201@cnu.ac.kr

신 경 훈 (Kyung-Hun Shin)

1990년 3월 6일생. 2014년 충남대학교 전기

전자통신공학교육과 학사졸업. 2016년 동대학

원 전기공학과 석사졸업. 2016년 3월~현재 동

대학원 전기공학과 박사 과정.

Tel : 042-821-7601

Email : sinkyunghun@cnu.ac.kr

양 현 섭 (Hyun-Sup Yang)

1975년 11월 8일생. 1998년 충남대학교 전

기공학과 졸업, 2000년 동대학원 전기공학과 

석사졸업. 2002년~2008년 삼성테크윈 과정. 

2008년~현재 한온시스템 기술연구소 선행부

품개발팀 차장.

Tel : 042-821-7601

Email : hyang10@hanonsystems.com

최 장 영 (Jang-Young Choi)

1976년 10월 20일 생. 2003년 충남대학교 

전기공학과 학사졸업. 2005년 동대학원 전기

공학과 석사졸업. 2009년 동 대학원 전기공

학과 박사 졸업. 2009년 1월~2009년 8월 

한라공조 기술연구소. 2009년 9월~현재 충

남대학교 전기공학과 부교수.

Tel : 042-821-7610

E-mail : choi_jy@cnu.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