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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is paper deals with characteristic analysis of axial flux permanent magnet (AFPM) machines with axially 

magnetized PM rotor using quasi-3-D analysis modeling. On the basis of magnetic vector potential and a 

two-dimensional (2-D) polar-coordinate system, the magnetic field solutions due to various PM rotors are obtained. In 

particular, 3-D problem, that is, the reduction of magnetic fields near outer and inner radius of the PM is solved by 

introducing a special function for radial position. And then, the analytical solutions for back-emf and torque are also 

derived from magnetic field solutions. The predictions are shown in good agreement with those obtained from 3-D finite 

element analyses (FEA). Finally, it can be judged that analytical solutions for electromagnetic quantities presented in this 

paper are very useful for the AFPM machines in terms of following items : initial design, sensitivity analysis with 

design parameters, and estimation of control parame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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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축 자속 구자석 동기는 팬 익 모양으로 구조가 단순하

고 콤팩트하여 체 당 출력 도가 높은 특징을 가지고 있으

므로, 최근 다양한 응용 처에서 반경방향 자속 구자석 

동기의 안으로 각 받고 있다 [1]. 특히, 소형 풍력발 시

스템용 속 구자석 발 기와 같이 많은 극  수를 필요로 

하는 곳이나  라이휠 시스템과 같이 높은 성을 만들기 

해 큰 외경을 필요로 하는 곳에 최근 들어 그 수요가 증

가하고 있다. 따라서 축 자속 구자석 동기의 설계/해석

에 한 심  수요가  세계 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

이다.   

  최근 수치해석 기반의 강력한 상용소 트웨어의 발달로 

유한요소법을 이용한 기기기의 해석  설계가 일반 으

로 이루어지고 있다. 유한요소 해석 기법은 기기기 특성

의 측에 있어서 포화 (자성체의 비선형) 등을 고려하여 

정확한 해석을 제공하지만, 시간을 많이 소비하는 단 을 갖

는다 [2]. 게다가, 축 자속 구자석 동기의 경우 기하학

인 구조에 의해 3차원 유한요소 해석이 필수 이기 때문에, 

더 많은 해석 시간을 요구한다. 반면에 자장 해석 기반의 

해석 해(analytical solution)를 이용한 방법은 해석 시간 측

면에서 매우 유리하며, 해석의 정확도 역시 다양한 기법들의 

도입으로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quasi-3D 해석 모델링을 이용하여 

ring-wound형 양측식 축 자속 구자석 동기의 특성 해

석을 수행하고자 한다. 먼 , 자기벡터자 와 2차원 극 좌표

계를 이용하여 무부하시 자계 분포특성식을 유도하 다. 특

히, 구자석 내/외 반경 근처에서의 자속 도 감소 상을 

고려하기 하여 특수함수를 도입하여 임의의 치   

어디에서도 3-D 유한요소 해석결과와 근사한 자속 도 해

석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유도된 자속 도 특

성식을 이용하여 역기 력  토크특성식 역시 유도할 수 

있었으며, 그 결과는 3-D 유한요소 해석결과와 매우 잘 일

치함을 확인하 다. 본 논문에서 제시된 해석해는 축 자속 

구자석기기의 기 설계, 설계변수에 따른 기기 특성의 민

감도 해석  제어 정수 도출에 매우 유용할 것으로 사료된

다.

        

2 . 축 자속 구자석 동기의 특성 해석

2 .1 구조   해석 모델 

  구조  에서, 축 자속 구자석 동기는 단측식/양

측식, 슬롯티드/슬롯리스 기자, 기자 코어의 유/무, 내/

외 형 구자석 회 자, 표면부착형/ 매입형 구자석 타입 

등으로 구분할 수 있고, 자기회로 구성조건에 따라 히 

조합되어 사용된다. 그림 1은 이러한 구조  특징들로 조합

된 표 인 축 자속 구자석 동기를 나타낸다. 그림 

1(a)는 양측식 외 형 구자석 회 자와 철심형 슬롯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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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자로 구성된 축 자속 구자석 동기로, 코깅토크가 없

고, 회 자와 고정자간의 흡입력이 이론 으로 0인 장 을 

갖는다. 반면에, 자기 공극 증 로 에 지 출력 도가 동일 

구조의 슬롯티드 타입보다 작다는 단 이 있다. 그림 1(b)는 

단측식 구자석 회 자와 슬롯티드 고정자로 구성된 축 자

속 구자석 동기로, 공극이 작아 에 지 도가 높다는 

장 이 있으나, 코깅토크  회 자와 고정자 간의 흡입력이 

존재한다는 단 을 갖는다. 마지막으로, 그림 1(c)는 양측식 

외 형 구자석 회 자와 공심형 슬롯리스 고정자로 구성

된 축 자속 구자석 동기로, 공심형으로 인해 그림 1(a)

와 (b) 모델처럼 고정자 철심에 발생하는 철손이 없다는 

이 가장 큰 장 이며, 코깅 토크 역시 존재 하지 않는다. 반

면에, 에 지 도는 그림 1(a)보다 더 작고, 회 자 간의 

흡입력이 존재한다는 것이 단 이다. 그림 1에 제시된 모델 

외에도 자기회로 구성조건에 따라 다양한 축자속 구자석 

동기 모델을 제시할 수 있다.

  그림 1에 제시된 축 자속 구자석 동기 모델들의 무부

하시 자계 분포 측을 한 해석모델은 그림 2와 같이 단

순화되어 표 된다. 특히, 그림 1(b)는 칭구조에 의해 그

리고 그림 1(c)는 이 좌표계에 의한 첩의 원리로 그림 2

의 해석 모델을 그 로 사용하여 무부하시 자계분포 해석이 

가능하다. 그림 2의 해석모델에 코일과 구자석은 공기와 

투자율이 같고 철심의 투자율은 무한이란 가정이 사용되었

다. 본 논문에서는 그림 1(a)의 구조를 갖는 축자속 구자

석기기에 을 맞추어 특성해석을 진행하고자 한다.

2 .2  무부하 자계 특성식  

2 .2 .1 자화 모델링

  그림 3은 축 방향 자화된 구자석의 자화모델링을 한 

푸리에 수 개모델을 나타낸다. 그림 3으로부터 식 (1)로 

표 되는 축 방향 자화된 구자석의 자화 특성식을 얻을 

수 있다.  

  

   


∞


      (1)

여기서    는 각각 n차 고조  차수  극 수를 의미

한다. 푸리에 계수 은 식 (2)와 같다.

   




 
       (2)  

여기서    는 각각 진공의 투자율과 구자석의 잔류

자속 도를 나타낸다. 극호비 는 식 (3)과 같다.

   


     (3)

여기서 은 구자석 한 극이 차지하는 기각이다.

그림 1 축 자속 구자석 동기의 종류: (a) 양측식 구자

석회 자 + 철심형 슬롯리스 고정자 조합, (b) 단측

식 구자석 회 자 + 슬롯티드 고정자 조합  (c) 

양측식 구자석 회 자 + 공심형 슬롯리스 고정자 

조합.

Fig. 1 Various types of AFPM motor: the combination of (a) 

a double-sided PM rotor and an Iron-cored slotless 

stator, (b) a single-sided PM rotor and a slotted 

stator and (c) a double-sided Pm rotor and a 

coreless stator. 

그림 2  무부하시 자계 분포 측을 한 단순화된 해석모델.

Fig. 2 Analytical model for the prediction of open-circuit 

field.

그림 3 축 방향 자화된 구자석의 자화모델링을 한 푸리

에 수 개모델.

Fig. 3 Fourier series expansion model for the magnetization 

modeling of axially magnetized PMs. 

2 .2 .2   지배방 정 식

  구자석 역에는 류가 없으므로 맥스웰 방정식에 의해 

∇×이므로 ∇×∇×
이 되고 여기에 벡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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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정의 ∇×를 입하여 풀면 구자석 회 자에 

의한 자계분포 측을 한 지배방정식은 식 (4)로 주어진

다 [3].

  




 
 


 
 


∇×

 (4)

여기서 은 벡터자  의 방향 성분으로 식 (5)로 표

된다.  

   


∞

 
     (5)

 

식 (4)에 식 (1)과 식 (5)를 입하여 정리한 후, 미분 방정

식의 해를 구하면 식 (6)  (7)과 같이 공극(I)  구자석

(II) 역에서의 자기벡터 자 를 얻을 수 있다.  

          

  
  

  

∞ 



 

   
       (6)

  

  
  

  

∞ 



 

   
 

 




                                                   (7)

  

한편, 벡터 자 의 정의 ∇×로부터 수직( )  수평 

( )방향 자속 도 성분은 식 (8)로 표 된다.

    


∞ 











    (8a)

  

    


∞ 






 




    (8b)

 

한편, 축방향 자속 구자석 기기는 회 자와 고정자 사이의 

흡입력과 디스크 진동으로 인한 기계  제한조건 때문에 비

교  큰 기계  공극을 갖는다. 따라서 공극이 작은 기기와 

비교하여, 축방향 자속 구자석기기의 단부효과  자계의 

반경방향에 한 변화가 좀 더 두드러 진다 [4]. 특히, 본 논

문에서 다루는 그림 1(a)와 같은 구조는 슬롯리스 고정자로 

인해, 자기  공극이 커서 이러한 향이 더 심할 것으로 사

료된다. 그러나 식 (9)로 주어지는 보정함수를 사용하여, 

구자석 내/외 반경 주 에서의 자속 도 감소를 고려할 수 

있다.

   
 

 
      (9)

여기서 와 는 각각 구자석의 내/외 반경이고, 는 식 

(10)으로 주어진다.

  

 
   (10)

여기서    는 각각 구자석의 유효 반경과 자속 도

의 감소를 보정하는 계수이다. 그림 4는 식 (9)로 주어지는 

보정함수 G(r)의 반경방향 치에 따른 분포를 나타낸다. 

  한편, 식 (6)~식 (10)을 이용하여 공극(I)  구자석 (II)

역 에서의 자속 도는 식 (11)과 같이 얻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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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보정함수 G(r)의 반경방향 치에 따른 분포 특성.

Fig. 4 Distribution of correction function G(r) according to 

radial po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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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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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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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여기서 식 (11)에 포함된 미정계수 
~

는 한 경계

조건을 입하여 구할 수 있으며, 이 계수들과 연 된 함수

들이 부록에 제시되었다.

2 .3 역기 력  토크 특성식

  역기 력을 구하기 하여 먼  쇄교자속을 구해야 한다. 

상당 턴 수가 인 권선에 쇄교하는 자속량은 식 (12)에 의

해 구할 수 있다 [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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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는 코일 피치 각이고, 는 고정자 기  각으로 

로 표 할 수 있다. 은 축 자속 동기의 회 속도

이다. 식 (12)에 식 (11)를 입하여 정리하면 식 (13)으로 

간단히 된다.

     








 





   (13)

식 (13)에서 우변의 에 한 분항은 반경에 따른 자속

도의 감소가 고려되지 않은 즉,   인 경우의 쇄교자속

을 의미하기 때문에, 우변의 의 분 항이 그 감소분을 

고려하는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즉 그림 4에서 

  인 경우에 이 유효반경에서 차지하는 면  

비 실제 함수가 차지하는 면 으로부터 그 결과를 얻을 

수 있으므로, 해석  부담을 일 수 있으며 그 분 결과를 

간단히 상수 로 놓을 수 있다. 결과 으로 식 (14)로 표

되는 역기 력 특성식을 얻을 수 있다.

   


 

  


    (14)

여기서 m은 회 자 의 개수다.

  그림 5는 구자석 동기의 력 흐름을 나타낸다. 그림 

5로부터 구자석 동기의 토크는 역기 력과 류의 곱으

로 구할 수 있음을 알 수 있고, 만약 기계  마찰손이 없다

고 가정하면, 순시 토크는 식 (15)에 의해 구해진다 [6].

       

   

 
   (15)

여기서, 아래첨자   는 각각 a상, b상  c상을 나타낸

다. 여기서 각상 류는 식 (16)으로 표 될 수 있다.

    

    

        (16)

여기서 는 각 상 류의 최  값이다.

그림 5  구자석 동기의 입/출력 력에 한 개념도.

Fig. 5  Block diagram for the power flow of the PM motor.

3. 해석결과의 타당성 검증

3.1 해석모델 사양

  표 1은 축 자속 구자석 동기의 자기  특성 해석을 

해 도입된 설계변수 별 치수를 나타내며, 그림 6은 표 1에 

제시된 치수로 표 된 3-D 유한요소 해석 모델이다. 그림 6

에서 알 수 있듯이, 본 논문에서는 동일한 구자석 회 자

에 분포권  집 권 권선을 갖는 2가지 모델에 해 해석

결과의 타당성을 검증하고자 한다.  

표 1 축 자속 구자석 동기의 3-D 유한요소해석을 

해 사용된 설계변수 별 치수.

T ab le 1 Design parameters and their specifications employed 

for 3-D FE analyses of the AFPM motor

설계변수 치수 설계변수 치수

공극길이 ( ) 1mm 극 수 () 6

자석두께 ( ) 4mm 상당 턴 수 ( ) 60

코일두께 () 3mm 잔류자속 도 ( ) 1.23

구자석 내반경 ( ) 40mm 회 속도
1000r

pm

구자석 외반경 ( ) 80mm 극호비 1

  

그림 6 축자속 구자석 동기의 3차원 유한요소 해석모

델: (a) 집 권권선 타입  (b) 분포권 권선타입.

Fig. 6 3-D FE analysis model for the AFPM motor: (a) 

concentrated winding type and (b) distributed winding 

type.

3.2  무부하시  자계분 포

  그림 7은 구자석 내 반경  외반경의 앙에 해당하는 

반경 치에서 z방향에 따른 자속 도 분포에 한 해석  

결과와 3차원 유한요소 해석결과의 비교를 나타낸다. 그림 

8 한, 공극 앙에서 반경방향 치에 따른 자속 도 분포

에 한 해석  결과와 유한요소 해석결과의 비교를 수행한 

것이다. 그림 7과 8의 결과로부터, 본 논문에서 제시한 축 

자속 구자석 동기의 해석방법이 매우 타당함을  알 수 

있으며, 반경 방향  축 방향 어느 치에서도 원주방향의 

자속 도 분포가 측 가능함을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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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r=60mm에서 z방향 치에 따른 (a) 수직  (b) 수

평자속 도에 한 해석결과와 3-D 유한요소해석결

과의 비교.

Fig. 7 Comparison of predictions with 3-D FE results for 

(a) Normal and (b) tangential flux density according 

to z- direction position at r=60mm.

3.3 역기 력  토크특성

  그림 9는 분포권  집 권 권선을 갖는 축방향 자속 

구자석기기의 역기 력 특성에 한 해석  결과와 3차원 

유한요소 해석결과를 비교한 것이다. 공간고조 법에 의한 

해석  결과는 3차원 유한요소 해석결과와 매우 잘 일치하

므로, 해석해의 타당성이 다시 한 번 입증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림 6에서 알 수 있듯이, 분포권의 경우 권이지

만, 집 권의 경우 1/3 단 권이기 때문에 그림 9(b)의 결과

에서 알 수 있듯이, 집 권 권선에 유기되는 역기 력의 고

조 에는 3의 배수 성분이 없다. 이로 인해 THD 역시 분포

권에 비해 낮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0은 그림 9의 결과를 

이용하여 얻어진 분포권  집 권 권선을 갖는 축방향 자

속 구자석기기의 토크 특성에 한 해석  결과이다. 그

림 10(b)로부터, 집 권의 평균토크가 분포권에 비해 작은 

신에, 토크 리  역시 작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토크리

이 6차고조  성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  류가 인

가되었다고 가정하면, 토크리 에 기여하는 역기 력의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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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공극에서 반경방향 치에 따른 (a) 수직  (b) 수

평자속 도에 한 해석결과와 3-D 유한요소해석결

과의 비교.

Fig. 8 Comparison of predictions with 3-D FE results for 

(a) Normal and (b) tangential flux density according 

to radial position at air-gap.

 차수는 5차, 11차, 17차 고조 와 같은 3의 배수가 아니

면서 홀수인 고조  성분이 된다는 사실을 뒷받침 해 다.

4 . 결  론

  본 논문은 자장기반 해석법을 이용하여 양측식 축 자속 

구자석 동기의 특성 해석을 수행하 다. 먼 , 자기벡터

자 와 2차원 극 좌표계를 이용하여 무부하시 자계 분포특

성식을 유도한 후, 구자석 내/외 반경 근처에서의 자속

도 감소 상을 고려하기 하여 보정함수를 도입하여 임의

의 치    어디에서도 3-D 유한요소 해석결과와 근

사한 자속 도 해석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검

증된 자속 도 특성식을 이용하여 정확성을 갖는 역기 력 

 토크특성식 역시 유도하 다. 본 논문에서 연구한 결과

는 축 자속 구자석 동기의 기설계  설계변수 민감

도 해석에 매우 유용한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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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분포권  집 권 권선에 따른 역기 력 특성에 

한 해석 결과  3차원 유한요소 해석결과와의 비

교: (a) 형 비교  (b) 각 고조   THD 비교.

Fig. 9 Comparison of predictions with 3-D FE results for 

back-emf according to winding type: (a) waveform 

and (b) FFT analysis results.

부  록

식 (11)의 미정계수들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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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분포권  집 권 권선에 따른 토크 특성에 한 

해석 결과 : (a) 형 비교  (b) 평균토크  토

크 리  비교.

Fig. 10 Torque analysis results according to winding types: 

(a) waveform and (b) average and ripple torq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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