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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is paper deals with operation characteristics of a written-pole motor (WPM), having that of a permanent 

magnet (PM) synchronous motor and induction motor at once. The WPM also has a magnet layer on the surface of the 

rotor and the exciter pole that is a device to make the magnet layer magnetized during the operation. This study, 

introducing a fundamental structure and operation characteristics of a single-phase WPM, proposes a initial design 

method. With those ground, a 130W, single-phase WPM that is designed for a home appliance is presented and verified 

with a performance through the experi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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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단상 유도 동기는 고정자  회 자의 구조가 간단하고 

상용 원에서 운 이 가능하여 많은 가 용 기기에서 사용

되고 있다. 그러나 에 지 감을 한 최근의 주변 상황에 

응하기 해 단상 유도 동기보다 우수한 효율 성능을 갖

는 동기에 한 요구가 증하고 있다. 재의 유도 동

기를 고효율화하며 체할 수 있는 표  동기로서 

brushless DC (BLDC) 동기를 들 수 있다. BLDC 동기

는 계자로서 구자석을 사용함으로써 근본 으로 효율이 

매우 높고 가변속 운 이 가능하므로 시스템 효율이 크게 

개선된다. 그러나 동기 구동을 해 고가의 인버터가 필

요한 BLDC 동기의 단  때문에 가격경쟁이 극심한 가

기기분야에서 유도 동기를 선호하는 실정이다[1], [2]. 따

라서 별도의 부가 회로 없이 상용 압으로 운 가능하며 고

효율 운 이 가능한 다양한 형태의 유도기동형 동기 동기

가 제안되었고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  가장 

리 알려진 동기는 직입구동 구자석 동기 동기(line 

start permanent magnet synchronous motor, LSPM)로서 

유도기와 구자석 동기 동기를 결합한 형태를 가진다 

[3]-[5]. LSPM 동기는 BLDC 동기와 마찬가지로 구

자석을 가지고 있어 고효율 운 이 가능하지만, 기동과 가

속, 즉 비동기 속도 구간에서는 구자석의 향으로 제동토

크가 발생하여 동기의 기동특성을 크게 악화시킨다. 이는 

유도 동기를 LSPM 동기로 체하기에 가장 어려운 문

제로 남아있다[4],[5].

본 논문에서는 LSPM의 구자석 동기 동기의 특성을 

그 로 유지하며 제동토크문제를 효과 으로 개선시킬 수 

있는 동기인 written-pole motor (WPM)를 다룬다. 최  

WPM은 수십 마력이상의 삼상유도 동기를 고효율 단상유

도기로 처하기 해 발명, 개발되었다. 재 미국에서 농

업용 펌   송풍기 등의 용량기기에서 특수용도로 이용

되고 있으며 [6]-[9], 개발목 과 응용분야의 특성상, 재까

지 소형 동기로 용된 사례는 없다. 그러나 WPM의 독

특한 구조를 히 이용한다면 소형기기의 고효율에 응용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본 논문에서는 소형 가 용으로 

냉장고 운 에 합한 동기로 WPM의 용가능성을 검토

하고자 연구를 진행하 다. 먼  WPM의 운 특성을 소개

하고, 기본 설계방안을 제안함으로써 130W  모델을 설계, 

제작하 다. 제작된 WPM에 한 실험결과를 제시하 으며, 

이를 바탕으로 소형 가 용 WPM의 용 가능성을 고찰하

다.

2. WPM의 기본구조와 운 특성

2.1 기본구조

단상 WPM의 기본 구조와 구동회로를 그림 1에 나타내

었다. 고정자부분은 기존 단상유도 동기와 동일하게 주권

선과 보조권선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단상 원과 연결되어 

있다. 특이한 으로는 고정자 표면에는 회 자 표면의 자

석층을 착자할 수 있는 exciter pole이 존재하고 exciter 

pole의 권선 부는 입력 원과 병렬로 연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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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WPM의 구조  운 회로

Fig. 1 Structure and driving circuit of a WPM

WPM의 구조는 exciter pole을 제외하면 근본 으로 

LSPM의 구조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으나, 가장 큰 차이

은 다음과 같다. WPM의 자석은 구 (permanent) 착자를 

목 으로 하지 않고 운  에 exciter pole을 이용하여 탈, 

착자를 하게 된다. 따라서 WPM에 사용되는 자석은 기존 

PM형 동기 동기의 요구특성과 매우 다르다. WPM 동기

의 동작특성과 이에 따른 각 부분의 역할이 비교  복잡하

므로 운 모드별로 설명하고자 하며 다음과 같다.

2.2 운 특성

2.2.1 기동특성

최  exciter coil이 off 상태에서 주 원이 인가되면 고

정자의 회 자계로 인해 농형회 자에서 유도 동기와 같은 

유도토크를 발생시킨다. 한편 회 자표면의 구자석은 

구자석 동기기에 일반 으로 사용되는 자석의 보자력보다 

작다. 따라서 비동기회 시에 고정자권선에 의한 회 자계

에 의해 탈, 착자가 반복되어 히스테리시스 상을 나타내며 

히스테리시스면 에 해당하는 에 지를 토크로 발생시키게 

된다.  이는 히스테리시스 동기의 운 원리와 동일하다[7]. 

만일 한 자석재료와 형상설계로부터 요구하는 바와 같

이 기동 시에 자석 층이 완  탈자될 수 있다면, LSPM의 

가장 큰 단 인 구자석에 의한 제동토크(braking torque) 

문제를 제거할 수 있으므로 기동성능이 크게 개선될 수 있

다. 한 유도기의 기동 류가 매우 큰 반면 히스테리시스

상을 동시에 이용하므로 기동 류가 감된다. 이 같은 

기동 시 속도 비 토크의 상 특성을 그림 2에 개략 으

로 제시하 다.

Torque

Resultant torque

Induction torque

Hysteresis torque

기동구간

Synchronous
Speed

그림 2 WPM의 기동시 토크 특성

Fig. 2 Torque characteristics of WPM during start up

2.2.2 정상상태 동기기운  특성

기동 후 동기속도 부근에 도달하면 그림 1의 exciter pole

권선의 스 치는 off에서 on으로 환된다. Exciter coil은 

원과 병렬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동기 권선과 동일한 주

수의 교류 류가 흐르며, 이로부터 발생한 교번기자력은 

동기속도부근으로 회 하고 있는 자석에 인가된다. 이 때 

exciter coil의 류와 기자력이 자석을 착자할 만큼 충분히 

크다면 고정자 극수만큼 회 자의 극수가 형성된다. 그림 3

은 원 압의 1주기 동안 회 자가 1회 할 때, 2 극기에 

해 회 자 치에 한 exciter의 기자력의 변화, 그리고 

이로 인한 착자 과정을 개략 으로 나타낸다. 

Magne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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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citer pole

.excHa

b

c

d m sω 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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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Exciter pole에 의한 착자과정 (a) Exciter와 회 자 

상 치 (b) 기자력과 공간  착자패턴 

Fig. 3 Magnetization process by using an exciter pole (a) 

Relative position between an exciter and rotor (b) 

magnetization patten and magneto-motive force

To rque

Resu ltan t to rqu e

In du ctio n  to rqu e

H ysteres is  to rqu e

Exciter  operatio n

Synch ronous
Speed

동 기 화 구 간

그림 4 Exciter 동작에 의한 토크특성

Fig. 4 Torque characteristics due to an exciter 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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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citer가 동작하는 동안 동기에 발생하는 회 력은 

exciter pole의 강한 기자력과 착자된 자석간의 자력의 합

성으로 매우 커지며 그림 4와 같이 토크가 발생하게 되어 

동기속도로 진입하게 된다.

이후 exciter pole에 의해 자석이 착자되고 동기속도로 진

입하면, exciter coil의 스 치는 다시 off 상태가 된다. 동

기의 회 자계와 자석이 같은 속도로 회 하므로 자석의 착

자 상태는 변함이 없으며 WPM은 동기 동기와 같은 동작

을 하게 된다. 이후 운 을 마친 WPM의 회 자 구자석

은 완  착자가 유지된 상태이다. WPM을 다시 기동하면 

정지되어있는 자석에 고정자 권선에 의한 회 자계에 의해 

회 자의 자석은 탈자되어 최  운  시와 동일한 상태가 

된다.

3. WPM의 설계방안

본 연구에서는 가 용에 합하도록 정격출력 220V, 

60Hz, 2극 130W 의 단상 WPM을 설계하고자한다. WPM

의 설계를 해서는 착, 탈자가 가능한 구 자석형 동기

이므로 자석의 설계와 자석의 착자를 한 exciter부의 설계

로 나  수 있으며 다음과 같다. 

3.1 자석층 설계

WPM에 용되는 자석은 착, 탈자가 원활히 이루어져야

하므로 기존 구자석과는 다른 특성을 가져야하며, 특히 자

석 층의 두께와 B-H특성을 결정하는 것은 동기의 특성을 

결정하는 데 매우 요한 역할을 한다. WPM에 합한 

구자석의 특성을 표 하기 한 B-H 특성을 그림 5에 제시

하 다. 

그림 5 WPM용 자석의 요구특성

Fig. 5 Required characteristics of magnet for a WPM

WPM의 동작원리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WPM의 자석은 

기동 시에 감자가 일어나야 하므로 자석의 굴곡 에서의 자

계세기 Hknee는 기동시 인가기자력 Hb  이하이어야 한다. 반

면 exciter에 의한 착자이후 정상운  상태에서는 최 부하

가 인가될 때까지 감자되지 않아야하므로 최 부하운 시의 

기자력 Ha가 굴곡  Hknee 보다 커야한다. 추가 으로 고효

율을 해서는 높은 잔류자속 도 Br이 필요하다. 

이와 같이 WPM에 사용되는 자석은 타 동기의 구자

석과 달리 보자력, 잔류자속 도  두께 등의 자석과 련

한 설계변수가 매우 특정한 범 의 값을 가져야 하며 세심

한 설계가 필요하다. WPM에 사용되는 자석은 그림 1에 나

타낸 바와 같이 링(ring)타입 자석이므로 제작을 하여 

boned 타입 자석이 합하다. 재 상용화된 bonded 자석재

료  비교  잔류자속 도가 높고 보자력이 낮은 재료로 

알려진 마그넷퀜치(magnetquench) 社의 MQI-16-7 재료를 

본 연구에 용하 으며 재료의 특성을 그림 6에 나타내었

다. 그림으로부터 최  잔류자속 도가 약 0.8T, 리코일 투

자율은 1.44근방임을 알 수 있다. 

그림 6 용자석의 특성

Fig. 6 Characteristics of an applied magnet

그림 6의 자석재료를 이용하여 기동조건과 동기속도 운

에서의 조건을 만족하도록 자석의 두께를 설계한다. 자석의 

두께를 결정하기 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용하 다. 먼  

자석 층에 자석 층에 잔류자속이 없다는 가정으로 동기속도 

근방으로 가속될 때까지 유한요소해석을 수행하며, 이 때 자

석 층에 인가되는 최 기자력 정보를 취득한다. 다음으로 

동기속도운 에서 자석이 착자되었음을 가정하고 무부하로

부터 최 부하 인가 시까지 부하토크를 증가시킬 때, 자석에 

인가되는 기자력을 해석하고 자석에 인가되는 최 기자력을 

계산한다.

그림 7 기동시와 동기운 시의 자석 내 기자력최 치

Fig. 7 Maximum magneto-motive force in magnet during 

start up and synchronous operation

1mm∼2mm의 자석 두께에 해 에 설명한 방법으로 

해석을 수행하 으며 합한 자석의 두께가 1.5mm임을 알 

수 있었다. 그림 7은 자석두께가 1.5mm일 때의 해석결과를 

나타낸다. 그림에 제시한 바와 같이 기동시 자석의 최 기

자력은 -500kA/m인데 반해 동기기모드에서의 최 부하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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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기자력은 약 -400kA/m가 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자

석의 굴곡 은 -400kA/m 이상이어야 하며 보자력은 

-500kA/m이하가 될 때, 원하는 WPM동작을 구 할 수 있

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값은 그림 6의 용자석의 특성과 

비교할 때, 보자력의 경우 -550kA/m가량이므로 기동시 자

석의  부분을 완  탈자시키기는 어렵지만 크게 감자시킬

만한 수 이며, 굴곡 은 요구하는 수 과 거의 일치한다. 

따라서 자석두께를 1.5mm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단된

다. 

3.2 Exciter pole 설계

3.2.1 Exciter 권선 설계

자석을 착자하기 한 exciter의 구조를 그림 8에 나타내

었다. Exciter의 기자력은 류 i와 코일권수 n의 곱으로 표

되므로 류와 권수가 클수록 유리하다. 그러나 가정용 

기기에서 사용가능한 류의 최 치가 존재하므로 이를 고

려해야만 한다. 일반 으로 국내 가정용 원차단기는 30A

(실효치) 이상에서 동작한다. 그러나 WPM의 exciter와 같이 

매우 짧은 착자시간(이상 인 경우 1주기, 즉 1/60 )을 갖

는 경우 이보다 큰 류를 흘릴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50A를 최  순시 류로 가정하고 설계를 진행하 다. 

코일의 권수는  exciter 코일이 유하는 슬롯 면 이 결

정되어 있으므로 이에 한 고려가 동시에 필요하다. 즉,  

exciter의 기자력은 인가 압 (220V, 60Hz), 최 허용 류

(50A, peak) 그리고 결정된 슬롯면 의 함수가 되며 이를 

최 화 하는 것이 목 이 된다.  

그림 8 WPM의 exciter pole과 자석층

Fig. 8 Exciter pole and magnet layer of a WPM

Exciter의 기자력을 정성 으로 계산하기 해 exciter 권

선에 한 압방정식을 식(1)과 같이 나타내었다. 여기서 

Vs과 Iext는 phasor로 표 한 인가 압과 exciter 류이며, 

Rext과 Lext은 exciter 코일의 항과 인덕턴스이다.

( )s ext ext extR j Lω= +V I           (1) 

Exciter의 n turn의 코일에 의해 유되는 슬롯면 을 

Seff라 할 때, 코일 1개의 면 은 다음과 같다. 

eff
c

S
a

n
=

                   (2)

권선의 항은 식 (3)로 표 할 수 있으며, 여기서 leff는 

코일 1변의 유효길이, σ는 코일의 도 율을 의미한다.

2 eff
ext

c

l
R n

aσ
=

                    (3)

식 (2)을 식 (3)에 입하여 식 (4)을 얻을 수 있으며, 식

으로부터 r0가 층길이와 슬롯면 으로 표 된 정수

(constant value)가 되어 exciter 권선 항은 오로지 권수의 

제곱에 비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2 2
0

2 eff
ext

eff

l
R n n r

Sσ
⎛ ⎞

= =⎜ ⎟⎜ ⎟
⎝ ⎠              (4)

한 exciter 코일의 리액턴스는 권수의 제곱에 비례하므

로 식 (5)로 표 될 수 있다. 여기서ω 는 원의 각주 수, 

ℜ는 exciter 권선의 자기 항으로 주변 자성체의 형태와 재

질특성에 의해 결정된다. 즉 x0는 단 권수가 갖는 리액턴스

로서 고정된 값이 된다.

2 2
0extL n n xωω ⎛ ⎞= =⎜ ⎟ℜ⎝ ⎠               (5)

식 (4)과 (5)를 (1)에 입하여, 류에 해 풀면 식 (6)

이 되며, 기자력에 해서도 식 (7)과 같이 정리된다. 

2 2 2
0 0

s s
e

e e

V VI
R jX n r x

= =
+ +             (6)

2 2
0 0

s
e

VMMF nI
n r x

= =
+             (7)

식 (7)에서 r0와 x0가 단 권수에 해 고정된 값이므로 

exciter 권선의 슬롯면 이 결정된 상태에서 기자력은 권수

가 작을수록 비례 으로 커지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식 (7)로부터 권수가 작을수록 exciter 류가 상승하므로 궁

극 으로 exciter의 기자력을 최 화하는 문제는 최 허용

류 제한을 만족하는 권수를 결정하는 문제가 됨을 의미하게 

된다. 

그림 9 Exciter 류에 의한 자속분포도

Fig. 9 Flux distribution by exciter curr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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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수 결정 문제를 정량 으로 해석하기 하여 압원 유

한요소해석을 수행하 으며, 일례로 계산된 자계분포를 그림 

9에 나타내었다. 결정된 슬롯면 에 다양한 권수를 갖는 경

우에 해 기자력을 구하 으며, 코일의 권수 비 류와 기

자력을 그림 10에 나타내었다. 그림으로부터 해석  방법으

로 측한 바와 같이 코일권수가 감소할수록 기자력  

류는 증가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기 제한조건으로부터 

최 허용 류를 50A로 정하 으므로 이를 만족시키는 권수

는 208턴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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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Exciter 권수변화에 비 기자력크기  류

Fig. 10 Current and magneto-motive force with variance of 

coil turns

3.2.2 Exciter pole 형상 설계

기자력을 최 로 하기 한 Exciter의 권수를 208턴의 권

수를 갖는 것으로 설계하 으므로 이로부터 확보된 기자력

을 이용하여 회 자 표면의 자석내부 자계세기를 최 화하

기 한 극 형상을 결정해야한다. 자석내부 자계세기를 극

화하기 해서는 exciter pole을 통과하는 자속이 pole edge

를 통해 집 되어 자석 층에 인가되어야한다. 

그림 11 Exciter pole의 edge 폭 변화에 따른 자석 내 자계

의 세기

Fig. 11 Magnetic field intensities in magnet with variance of 

the edge with of a exciter pole

그림 8의 exciter의 edge 폭 w를 설계변수로 선택하고 w

의 변동에 따른 자석 내 자계세기를 정자계 유한요소해석을 

이용하여 분석하 다. 이 때 권수와 류는 이 내 결정된 

값인 208턴과 최 류 50A를 용하 다. 

Edge폭 w의 변화에 따른 자석내부의 자계세기를 그림 

11에 나타내었다. 그림으로부터 edge 폭이 2mm이상일 때는 

자속의 집 도가 약하므로 충분한 자계를 얻을 수 없으며, 

1mm 부근에서 자계가 가장 크다. 반면 1mm보다 작은 경우 

edge부분의 집 도는 매우 높으나 자석까지 도달하는 자속

량이 감소하여 오히려 자계가 감소하는 상이 나타남을 반

증한다. 따라서 최 의 edge폭으로 1mm로 결정하 다. 이 

때 자석 내 자계는 1260kA/m정도로서 이는 자석으로 사용

된 MQP-167 재료를 착자하여 약 0.7T의 잔류자속 도를 

얻을 수 있는 값이 된다. 따라서 exciter의 기자력과 형상이 

히 설계되었음을 알 수 있다.

4. 제작  실험결과분석

설계된 WPM을 제작하 으며 고정자와 exciter pole  

회 자를 그림 12에 각각 제시하 다. 회 자의 경우 농형

회 자에 링 자석을 삽입, 부착시켰고 이 때 자석제작의 용

이성을 고려하여 3개의 분할을 조합하여 부착하 다

         (a)               (b)              (c) 

그림 12 WPM의 고정자&회 자 (a) 고정자 (b) Exciter pole 

(c) 회 자 

Fig. 12 Stator and rotor of a WPM (a) Stator (b) Exciter 

pole (c) Rotor

Current probes

Capacitors and 
exciter switch

WPM

Current probes

Capacitors and 
exciter switch

WPM

그림 13 WPM 시험 장치

Fig. 13 Equipment for an experimental test

제작된 동기에 해 기동  exciter 운 을 시행하

으며, 시험 장치를 그림 13에 나타내었다. 기동이후 동기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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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근방에서 exciter에 원을 인가하 고 이때 각 권선에 흐

르는 류를 측정하여 그림 14에 나타내었다. 그림으로부터 

exciter 류의 최  최 치는 48A로서 설계치인 50A와 거

의 같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시간이 지나면서 류가 감쇠

하는 상을 나타내는데, 이는 상당히 큰 exciter 류에 권

선 항에서 큰 손실과 격한 온도상승이 발생하기 때문이

다. 한 그림에서 주목할 것은 exciter 동작시 주권선 류

의 변화이다. Exciter 동작직 의 주권선 류는 exciter 동

작과 더불어 진 으로 감소하는데 이는 WPM이 이 구간

에서 동기속도로 진입함을 나타낸다. 즉 자석층 착자에 의

해 동기화가 성공했음을 실험 으로 보여주고 있으며 해석 

 설계의 타당성을 증명한다. 자석층이 착자에 성공하 으

므로 exciter가 off된 이후에도 동기속도에서 운 되며 주권

선 류는 감소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14 Exciter 운 시 류 형

Fig. 14 Winding current waveforms during exciter operation

Exciter 동작으로 자석층의 착자와 동기화가 성공함을 알 

수 있었으며, 실제 자석의 착자량을 분석하기 해 주권선에 

유도되는 역기 력을 측정하 고 그림 15(a)에 나타내었으

며 약 250[V]이다. 한 착자된 자석은 기동시 권선기자력에 

의해 탈자 혹은 감자되어야하므로 이를 확인하기 해 기동

운  후 역기 력을 다시 측정하 다. 결과를 그림 15(b)에 

나타내었으며 약 120[V]로 크게 감자되었음을 알 수 있다. 

Peak  2 4 8 [V ]

RM S  1 6 3 [V ]

Peak  1 2 4 [V ]

RM S  7 9 [V ]

(a)                       (b) 

그림 15 WPM 역기 력 형 (a) 착자 직후 역기 력 (b) 

기동 직후 역기 력 

Fig. 15 Back EMF waveforms of a WPM (a) After exciter 

magnetization (b) Before exciter magnetization

마지막으로 WPM를 동기속도로 운 시키면서 부하특성

을 실험하 으며 부하별 효율을 그림 16에 나타내었다. 

WPM과 동 의 단상유도 동기를 상으로 특성을 비교하

다. 그림으로부터 130[W] 의 동기 정격부하인 0.3[Nm]

에서 유도 동기의 경우 81[%]인데 반해 WPM의 효율은 

약 89[%]로 성능이 월등히 우수함을 알 수 있다. 단 WPM

의 경우 0.5[Nm] 부하에서 동기속도를 이탈하기 시작하여 

효율이 격히 악화되는 상이 발생하는데 이는 자석의 착

자상태가 완 하지 못하며, 부하변동에 따라 부분 감자상태

에 진입함에 따른 것으로 사료되므로 향후 exciter 설계 개

선을 통한 해결이 필요하다. 

그림 16 부하 비 효율특성

Fig. 16 Efficiency characteristics with load variance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가 용 소형 동기로서 WPM이라는 독

특한 동기의 용가능성을 다루었다. 동기의 기본 운  

패턴을 기반으로 자석과 exciter pole의 정량  설계방안을 

제시하 으며 이로부터 가 용에 합한 출력 의 단상 

WPM을 기  설계하 다. 설계모델을 제작하고 성능을 측

정하 으며 기존 단상유도 동기에 비해 효율이 크게 향상

됨을 알 수 있었다. 단 최 토크성능이 기존 유도 동기에 

미치지 못함을 확인하 으며 이에 한 원인을 분석하 다. 

향후 연구를 통해 이 같은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 많은 용

분야에 해 WPM이 용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지속 인 

연구가 요구된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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