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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is paper proposes a method for reducing the negative spatial harmonics of the radial flux density of an 

interior-type permanent magnet (IPM) motor. The reliability of the motor is increased by minimizing its vibrations under 

dynamic eccentricity (DE) state and normal state due to reduction of a negative spatial harmonics component through the 

influx of a zero spatial harmonics component in the radial flux density. To minimize the vibrations, optimal notches 

corresponding to the distribution shape of the magnetic field are designed on the rotor pole face. The variations of 

vibration computation by finite element method (FEM) and the validity of the analysis and rotor shape design are 

confirmed by vibration and performance experi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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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친환경 에 지와 고성능․소형화에 한 심이 커

지게 되면서 산업용이나 차량 탑재용(EV, PHEV)으로 사용

되는 돌극 집 권의 IPM 동기에 한 연구와 사용이 증

가하고 있다. IPM 동기는 약 계자(Field Weakening) 운  

시 넓은 속도 범 를 가지고, d-q축 인덕턴스 차에 의한 돌

극성으로 릴럭턴스 토크가 부가되며, 원심력에 의한 구자

석의 비산을 방지한다는 장 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돌극 

집 권의 IPM 동기는 매우 큰 코깅토크와 토크리 로 인

해 SPM(Surface Mounted Permanent magnet) 동기에 비

해 큰 진동과 소음을 발생한다 [1]. 진동․소음의 발생은 

동기 구동시스템에서 제어 류의 왜곡뿐만 아니라 고장 발

생의 원인이 되므로, 동기시스템의 신뢰성  성능향상을 

해 IPM 동기의 진동․소음의 감을 주요 목표로 두고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IPM타입 BLDCM(Brushless DC Motor)은 커뮤테이션 토

크리 (Commutation torque ripple), 코깅토크  반경방향 

힘(Radial force)의 변동이 진동의 자기원이 된다. IPM 

동기의 코깅토크를 감하기 해서 회 자의 자속장벽

(Flux barrier) 형상이나 치를 변화시키는 연구가 주를 이

루고 있으나 자기포화 상을 고려하면 극수나 슬롯수가 변

경될 때마다 설계 결과가 달라지는 문제 이 있다 [2]. 

한 자속장벽을 설계 변수로 설정할 경우 코깅토크는 

감되지만 동기 진동을 주도하는 반경방향 힘의 변동 감

을 기 하기는 어렵다. 구자석 동기의 반경방향 힘에 

의한 진동해석과 련한 부분의 연구는 공극의 길이가 불

균일하거나 비 칭 인 경우 회 축과 베어링이 회 운동이 

편심운동을 한다고 가정하여 반경방향 힘의 변동을 해석하

여 진동으로 유추하고 있다 [3]. 그러나 이러한 연구의 문제

은 동기를 제작할 때 진동의 주원인인 반경방향 힘을 

직 으로 감하는 설계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다는 것이

다. 이 듯 진동․소음의 감을 한 실용 이고 합리 인 

연구는 상세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동기의 제작과정에

서 주로 발생되는 회 자 편심의 경우, 구자석 동기의 

자기 진동원인 코깅토크와 반경방향 힘의 변동에 따라 기

계  진동이 발생하게 되어 회 자의 편심율은 더욱 심화된

다. 더욱이 동 편심의 경우 자기 , 동 문제와 추가 인 

진동․소음, 그리고 토크리 의 발생 수 은 정 편심보다 

높게 발생한다. 그러나 재의 연구방법은 회 자의 편심 

진단과 검출에 집 하여 실질 인 편심 발생 시 동기 구

동시스템 측면에서 강하게 요구되는 고장허용 운 시간의 

상승을 한 연구는 상세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IPM 동기의 고장허용 운 시간 상승과 

진동 감을 통한 IPM 동기 구동시스템의 성능  신뢰성 

향상을 해 정상상태  동 편심상태 IPM 동기의 자

기 진동원의 감방법을 제안한다. 이에 회 자의 형상을 

설계하여 자기 진동원의 핵심발생 요소인 반경방향 공극 

자속 도에 상 공간 고조  성분을 유입하는 방법을 용

함으로써 IPM 동기의 진동 감을 도모하고자 한다. 회

자 형상설계의 변수는 회 자 자극 표면으로 설정하여 구

자석에 의한 공극 자속 도의 분포변동으로 반경방향 힘을 

분산시키는 동시에 코깅토크와 커뮤테이션 토크리 을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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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구조설계를 하 다. IPM 동기의 자기 진동원 해석

은 비선형 유한요소법(Finite Element Method)을 용하

으며 제안된 방법의 검증은 동기의 진동측정 실험  성

능평가 실험으로 검증하 다.

2. 공극 자속 도의 역상 공간 고조  감 방법

2.1. 기모델의 진동분석

표 1은 본 논문에서 용된 IPM 동기의 사양을 나타낸

다. 그림 1은 기모델에 선정된 IPM 동기의 고정자와 회

자의 구조를, 그림 2는 기모델의 반경방향  공극 자속

도의 분포특성을 나타낸다. 기모델의 반경방향 자속 도

를 분석한 결과, 자속 도의 역상성분인 2차 공간 고조 가 

크게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2차 공간 고조  성분의 

발생은 자속 도의 비정  분포의 확장을 가져오며 자속

도에 의해 발생된 코깅토크와 반경방향 힘의 분포특성을 

악화시키게 된다. 그림 3은 기모델 하나의 고정자 치에서 

d축과 q축의 심을 나타낸다. 기모델의 경우, d축에 치가 

존재할 때 회 자와 치 사이의 자기흡인력은 매우 큰 반면, 

q축에 치가 존재할 경우의 자기흡인력은 d축에 비해 상

으로 은 값을 가진다. 따라서 동기 1회 당 고정자 치

에서는 극수만큼의 자기흡인력 변동이 발생하여 고정자의 

진동을 유발하게 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동기 1회 당 반경방향 힘의 변

동량과 코깅토크를 감하기 해 회 자 d축에 Notch를 

설계하는 방법을 용하 다. 회 자 d축에 Notch를 설계하

면 반경방향 자속 도의 분산을 야기하여 자속 도의 상

성분과 같은 3차 공간 고조 를 유입하고, 이는 자속 도의 

상성분을 확장시켜 역상성분을 억제시킨다. 결론 으로, 

Notch에 의해 코깅토크의 역상성분은 감되며, 한 d축에 

치가 존재할 경우 반경방향 힘을 분산시켜 동기 1회 당 

반경방향 힘에 의한 고정자 진동을 감한다. 반경방향 자

속 도에 3차 공간 고조 를 유입하기 한 방법을 그림 4

에 나타내었다.

항목 제원 항목 제원

정격 압 [V] 42 잔류 자속 도 [T] 1.125

정격 류 [A] 4.5 공극 길이 [mm] 1

정격속도 [RPM] 2400 한 상당 턴수 60

표 1 해석모델의 사양

Table 1 Specifications of analysis model 

 

               

    (a) 고정자                (b) 회 자

   (a) Stator                 (b) Rotor

그림 1 기모델의 형상 (4극 6슬롯)

Fig. 1 Shape of initial model (4poles 6slo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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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반경방향 자속 도        (b) 공간 고조  성분

   (a) Radial flux density   (b) Spatial harmonic components 

그림 2 기모델의 반경방향 자속 도 특성

Fig. 2 Radial flux density characteristics of initial model

                  

(a) d축                 (b) q축

(a) d-axis               (b) q-axis

그림 3 기모델의 d, q축 형상

Fig. 3 d, q-axis shape of initial model

               

그림 4 3차 공간 고조  유입 방법

Fig. 4 Influx method of spatial 3
rd
 harmonics

2.2. 회 자 형상 설계 과정

회 자 d축 Notch 설계를 통한 효율 인 진동 감을 

해서는 Notch의 형상 최 화 설계와 Notch의 형상에 따른 

정확한 분석이 요구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회 자 자

극 심, 즉 d축에 Notch를 설계하기 해 고정자 치 분포

와 구자석에 의한 반경방향 공극 자속 도의 공간  퓨리

에 분석을 통한 공간 고조  이론과 코깅토크 특성 식을 조

합하여 Notch의 형상 최 화 설계를 수행하 다 [4]. 그림 5

는 공간  퓨리에 분석을 한 기모델의 반경방향 자속

도의 등가형상이며, 그림 6은 회 자 d축의 Notch 용에 의

해 변화된 반경방향 공극 자속 도의 등가형상이다. 여기서 

Notch는 d축의 반경방향 공극 자속 도에 3차 공간 고조

를 유입하기 해 반경방향 자속 도의 데드 존 (Dead 

zone) 깊이 (δ), 데드 존 치 (α) 그리고 데드 존 폭 (γ)을 

가진다. [4]로 부터, Notch의 형상 설계 변수인 깊이, 치 

그리고 폭이 결정된 후의 회 자 형상은 그림 7에 나타내었

으며, Notch의 세부 인 형상 수치는 표 2에 나타내었다. 추

가 으로, 아크(Arc) 형상의 회 자는 자속장벽과 회 자 사

이의 포화도를 높여 코깅토크를 감시키기 해 용한 형

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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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기모델의 공간  등가 반경방향 자속 도

Fig. 5 Spatial equivalent radial flux density of initial model   

그림 6 Notch에 의한 공간  등가 반경방향 자속 도 

Fig. 6 Spatial equivalent radial flux density due to notch 

 

그림 7 설계된 Notch 타입 회 자 형상 

Fig. 7 Designed notch-type rotor shape 

표 2 Notch의 형상수치

Table 2 Shape numerical value of notch

형상변수 치(α) 폭(γ) 깊이(δ)

값 90[°] 7[°] 2.5[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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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α = 83°,  γ = 7°, δ = 2.5[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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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α = 90°,  γ = 7°, δ = 2.5[mm]

   (a) Notch의 치 변화 

  (a) Position change of not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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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α = 90°,  γ = 5°, δ = 2.5[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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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α = 90°,  γ = 8°, δ = 2.5[mm]

    (b) Notch의 깊이 변화          (c) Notch의 폭 변화 

   (b) Depth change of notch     (c) Width change of notch  

그림 8 Notch의 형상변화에 따른 코깅토크  

Fig. 8 Cogging torque according to shape change of notch

그림 8은 본 논문에서 결정된 Notch의 형상 수치를 검증

하기 해 Notch의 폭, 깊이, 치의 변화에 따른 코깅토크 

특성을 나타낸다. 해석 결과, 회 자 심인 90[°]에 Notch

를 시행하는 것이 공간  치에서는 코깅토크가 가장 크게 

감함을 알 수 있다. 한, 그림 8(b)은 회 자 심에 

Notch를 시행한 후 깊이에 따른 코깅토크 특성을 나타낸 것

으로, Notch의 깊이는  코깅토크에 유의미한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Notch의 폭은 본 논문에서 결정된 

수치인 7[°]에서 가장 은 코깅토크가 발생한다. 결론 으

로, 코깅토크 분석을 통해 본 논문에서 결정된 Notch의 형

상수치 타당성을 검증하 다.

3. 정상 상태 자기 진동원 분석 결과  

그림 9는 기모델과 본 논문에서 결정된 Notch의 형상 

수치가 용된 Notch모델의 반경방향 자속 도의 특성분석 

결과를 나타낸다. Notch모델의 자속 도는 격히 분산되어 

발생되며, 자속 도의 분산에 응하여 반경방향 자속 도의 

상성분인 3차 공간 고조  성분은 증가한다. 그리고 자속

도의 역상성분인 2차 공간 고조  성분은 감되어 발생

한다. 그림 10은 각 모델의 코깅토크 분석 결과를 나타낸다. 

Notch에 의한 반경방향 자속 도의 역상성분이 어듦에 따

라 Notch모델의 코깅토크는 기모델보다 약 40[%] 감되

었으며, 코깅토크의 역상 공간 고조  성분인 2차 공간 고조

 한 격히 감되었다. 그림 11의 (a)는 정격 류 

(4.5[A])의 입력 시 고정자 체 치 표면에서 작용하는 반경

방향 힘의 변동을 나타내며, 그림 11의 (b)는 반경방향 힘에 

응되는 시간 고조  성분을 나타낸다. 반경방향 힘의 변

동량은 기모델보다 Notch모델에서 크게 감되어 발생하

고 고조  특성도 개선되어 나타난다. 여기서 X는 시간 고

해석모델의 정격 회 주 수 (40[Hz])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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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각 모델의 반경방향 자속 도 분석 결과

Fig. 9 Radial flux density analysis result of each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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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각 모델의 코깅토크 분석 결과 

Fig. 10 Cogging torque analysis result of each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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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각 모델의 반경방향 힘의 분석 결과

Fig. 11 Radial force analysis results of each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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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각 모델의 커뮤테이션 토크 결과 

Fig. 12 Commutation torque result of each model

그림 12는 각 모델의 커뮤테이션 토크특성을 나타낸다. 

Notch에 의한 코깅토크 개선으로 Notch모델의 토크리 은 

개선되어 발생한다.

4. 동 편심상태 자기 진동원 분석결과

 
그림 13은 IPM 동기의 고장종류  기계  고장범주에 

속하는 편심고장을 구분하여 나타내었다. 일반 으로 편심

의 경우, 정 편심 (Static eccentricity), 동 편심 (Dynamic 

eccentricity), 경사편심 (Inclined eccentricity), 혼합편심 

(Mixed eccentricity)으로 다시 구분된다. 편심의 발생은 축

의 구부러짐, 베어링의 조립 부 합, 불 평형 질량하 과 같

은 비 정  제조공정 과정에서 주로 발생하게 되며, 한 

동기 자체에서 발생하는 가진력에 의한 각각의 기계  요소

들의 공진 상에 따른 큰 진동발생에 의해 생성되어 진다.

그림 14는 본 논문에서 용한 동 편심 발생 시 회 자

와 고정자의 치를 나타낸다. OA는 고정자 심축, OB는 

회 자 회 축, OR는 회 자 심축을 나타낸다. 그리고 x, 

y는 동 편심에 의해 이동된 고정자 심축과 회 자 심

축 사이의 이격거리를 나타낸다. 

     

그림 13 편심고장의 블록 다이어그램

Fig. 13 Block diagram of eccentricity faults

                  

그림 14 동 편심상태의 고정자와 회 자 치 

Fig. 14 Stator and rotor position of DE state

동 편심의 경우 회 자의 회 축과 고정자의 심축은 

일치한다. 그러나 회 자의 심축은 동기 회   변동

하게 되며, 이는 공극 불 균일을 발생시켜 자기 진동원의 

향을 확장 시킨다 [5]. 본 논문에서는 동 편심상태의 확

장에 따른 코깅토크 특성분석을 해 DE_1 (x, y = 

0.2[mm])과 DE_2 (x, y = 0.35[mm]) 상태가 용되었으며, 

반경방향 힘과 커뮤테이션 토크분석은 DE_2 상태에서 이루

어졌다. 왜냐하면, 본 논문에서 해석한 동기의 공극 길이

는 1[mm]이므로 편심상태가 DE_2 보다 증가할 경우 시뮬

이션 해석 시 오류가 발생하게 되어서 편심상태의 확장거

리를 최  0.35[mm]로 결정하게 되었다. 그림 15는 DE_2 

상태에서 반경방향 자속 도의 특성분석 결과를 나타낸다. 

회 자 Notch에 의한 2차 공간 고조 의 감과 3차 공간 

고조 의 증가 상은 동 편심상태에서도 유지가 되어 동

기의 진동 감을 기 할 수 있다. 그림 16은 DE_2 상태에서 

고정자의 체 치 표면에서 작용하는 반경방향 힘의 분포를 

나타낸다. Notch모델의 경우 Notch에 의한 자속 도의 국부

 집 에 의해 반경방향 힘 한 국부 으로 집 되는 

역이 발생하나 체 인 변동량은 기모델보다 크게 감

이 된다. 한 동 편심에 의한 공극의 불 균일에 의해 반

경방향 힘의 분포는 기존의 4극의 분포가 아닌 5극을 가지

는 분포형상을 발생하게 된다. 그림 17은 동 편심상태에서

의 코깅토크 분석 결과를 나타낸다. DE_1 상태에서 Notch

모델의 코깅토크 특성은 반경방향 자속 도의 역상성분 제

거에 의해 기모델보다 개선되어 발생하나 동 편심이 심

화된 상태인 DE_2 상태에서는 큰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는 동 편심이 심화되면서 Notch에 의한 반경방향 자속

도의 국부  집 크기가 정상상태보다 증가하게 되며, 따라

서 회 자의 편심율이 심화됨에 따른 공극 불균일과 자속

도의 국부  집 크기의 증가에 의해 코깅토크 증가폭 한 

Notch모델이 크게 증가되어 나타난다. 그러나 DE_2 에서 

Notch모델의 코깅토크 발생 형은 자속 도의 역상 공간 고

조  성분 감소에 따라 기모델보다 정 인 양상을 가지

므로 커뮤테이션 토크의 변동을 감할 수 있다. 그림 18은 

동 편심상태의 각 모델의 커뮤테이션 토크특성을 나타낸

다. DE_2 상태에서의 코깅토크의 정  형출력에 따라 

커뮤테이션 토크의 변동은 Notch모델이 개선되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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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DE_2 상태의 반경방향 자속 도 분석 결과

Fig. 15 Radial flux density analysis result under DE_2 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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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DE_2 상태의 반경방향 힘 분포 

Fig. 16 Radial force distribution result under DE_2 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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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동 편심상태 코깅토크 특성

Fig. 17 Cogging torque characteristics under DE 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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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DE_2 상태 토크 특성

Fig. 18 Torque characteristics under DE_2 state

5. 진동측정 실험의 분석과 결과

5.1. 무 부하상태 진동측정실험

본 논문에서 제시한 진동의 자기원 감에 따른 진동 

감을 평가하기 해서 제작된 회 자와 고정자 코어를 그

림 19에 나타내었으며, 코깅토크와 무 부하상태 진동 측정을 

한 실험장비는 그림 20에, 그리고 코깅토크 실험결과를 그

림 21에 나타내었다. 코깅토크 실험결과, 기모델의 코깅토

크에 비해 Notch모델의 코깅토크는 감되어 발생함을 알 

수 있으나 실험의 결과가 해석의 결과보다 다소 은 코깅

토크가 발생한다. 이는 Notch모델의 코깅토크는 매우 어 

Notch에 따른 철심 각부의 자기포화 상과 측정 시 회 자

를 기계 각 1[°]씩 회 을 하면서 토크를 측정하므로 계측기

의 측정범 에 포함될 정도의 은 값으로 단되어진다. 

그림 22는 회  주 수의 변화에 따른 선방향 진동성분과 

반경방향 진동성분의 체 인 값을 나타낸다. 실험결과, 

Notch모델의 경우 코깅토크와 커뮤테이션 토크의 개선에 의

한 선방향 진동성분과 반경방향 힘의 개선에 의한 반경방

향 진동성분이 기모델보다 감되어 발생한다.

                

  (a) 고정자     (b) 기 회 자  (c) Notch 타입 회 자 

  (a) Stator      (b) initial Rotor   (c) Notch-type Rotor 

그림 19 제작된 고정자와 회 자 

Fig. 19 Designed stator and rotor

   

그림 20 코깅토크와 진동측정 실험장비

Fig. 20 Test equipment for cogging torque and vib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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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코깅토크 실험결과

Fig. 21 Experimental result of cogging torq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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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진동성분의 체 인 값

Fig. 22 Overall value of vibration compon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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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부하상태 진동측정실험

일반 으로 동 편심상태의 동기는 제작이 어렵기 때문

에 본 논문에서는 정상상태의 동기 구동아래 다이나모 실

험에 의한 부하상태에서의 진동 측정 실험으로 체하 다. 

다이나모 실험에 의한 부하상태의 실험은 동 편심에 의한 

진동의 상승을 체 할 수 있다. 그림 23은 부하상태 실험

을 한 장비들을 나타내며 그림 24는 다이나모 장비와 

IPM 동기를 커 링(Coupling)으로 결합한 상태에서 단축 

가속도 센서를 사용하여 측정된 진동실험 결과이다. 여기서 

실험에 용된 회  주 수는 54[Hz]이며 다이나모 장비의 

부하 값은 0.5[Nm]이다. 

실험결과, 864[Hz]의 역과 1480[Hz] 역의 진동성분을 

제외하고 Notch 모델의 진동성분은 부분 감되었다. 그

러나 864[Hz] 역의 진동성분은 d축 Notch에 의한 3차 공간 

고조 의 유입에 의해 감소되지 않으며 한 1480[Hz] 역

의 진동성분은 다이나모 장비에 의한 외부진동 달에 의해 

발생되어 지는 것으로 단된다. 

  

그림 23 부하실험을 한 실험장비

Fig. 23 Test Equipment for load test   
           

       (a) 기모델              (b) Notch모델

      (a) Initial model            (b) Notch model

그림 24 0.5[Nm] 부하상태에서의 진동실험 결과

Fig. 24 Vibration test results under 0.5[Nm] load condition

             (a) 기 모델           (b) Notch 모델

            (a) Initial model         (b) Notch model

그림 25 동기 성능측정 실험 결과

Fig. 25 Test results of motor performance

그림 25는 IPM 동기의 성능측정 실험결과를 나타낸다. 

Notch모델의 무 부하 속도는 기모델보다 약 150[RPM] 증

가하 으며, 효율 한 약 2[%]정도 상승하 다. 이는 Notch

에 의한 d축 유효공극의 증가로부터 d축 인덕턴스는 감소하

며 d축 인덕턴스의 감소결과로 부터, d, q축 인덕턴스 차이

에 의해 발생하는 릴럭턴스 토크는 증가하기 때문이다. 따라

서 Notch모델의 약 계자 역은 증가하게 되어 동기의 효

율 한 상승하게 된다. 실험의 결과로부터 진동의 자기원

인 코깅토크와 반경방향 힘의 변동 감을 해 회 자 d축

에 Notch를 형상 설계한 IPM 동기의 진동이 격히 감

되며 효율의 상승 한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인하 다.

6. 결  론

본 논문은 IPM 타입 BLDCM의 성능과 신뢰성 상승을 

해 정상상태 IPM 동기의 자기 진동원의 동시 감방

법을 제안한다. IPM 동기의 자기 진동원 감을 해 

본 논문에서는 회 자 d축 Notch 설계를 통한 반경방향 공

극 자속 도에 3차 공간 고조  유입하여 2차 공간 고조

를 제거하는 방법을 용하 다. 회 자 Notch설계에 의한 

반경방향 공극 자속 도에 3차 공간 고조  유입 결과, 진동

의 자기원은 정상상태와 동 편심상태에서 극명하게 감

되는 것을 유한요소법과 진동  성능측정 실험으로 검증하

다. 따라서 본 논문은 IPM 타입 BLDCM의 신뢰성  성

능 향상을 달성하기 한 진동 감 방법으로 자계 상

과 기계  상이 결합된 새로운 설계방법을 제안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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