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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강 의 벡터 자기특성 모델링을 한 

개선된 E&S Vector Hysteresis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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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Recently, several vector hysteresis models such as vector Preisach, vector Jiles-Atherton and dynamic E&S 

model have been proposed to describe vector magnetic properties of electrical steel sheets. However, it is still difficult to 

find an adequate vector hysteresis model in finite element application for both the Non-oriented and Grain-oriented 

electrical steel sheets under alternating and rotating field conditions. In this paper, an improved E&S vector hysteresis 

model is suggested to describe the vector magnetic properties of both Non-oriented and Grain-oriented electrical steel 

sheets under various magnetic field conditions including alternating and rotating magnetic field conditions. The validity of 

the proposed model is tested through comparisons with the experimental results under various magnetic field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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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서  론

근래에 기기기의 특성해석 과정에 기강 (electric 

steel sheet)의 벡터 자기특성(vector magnetic properties) 

는 2차원 자기특성(two-dimensional magnetic properties)

을 고려하기 하여 벡터 Preisach 모델, 벡터 

Jiles-Atherton 모델, Enokizono & Simoji 모델 (E&S 모델, 

일부 문헌에서는 변형된 chua-type 모델이라고도 함) 등이 

제안되었다 [1]-[6]. 기기기에서 발생하는 손실의 상당부

분이 기강  내부에서 발생하는 철손임을 고려하면 기

기기의 철손을 정량 으로 해석하기 하여, 그리고 철손을 

감하여 기기기의 효율을 개선하기 해서도 기강 의 

벡터자기특성은 정량 으로 모델링되고 유한요소법 등을 이

용한 특성해석에 반 되어야 한다. 그러나 재까지 제안된 

모델들은 기강 의 벡터자기특성의 모델링에 있어 정량

인 정확성이 떨어지는 실정으로, 보다 정교한 모델링에 한 

연구들이 진행 에 있다. 

E&S Model은 Chua-type 모델에 기 를 둔 것으로 정

 자속 도 조건에서 다양한 형태의 교번자계  회 자계

에 하여 측정된 실험 인 데이터로부터 자속 도(B)와 자

계세기(H)의 계를 정의하는 reluctivity 계수  

hysteresis 계수행렬을 구하고, 이로부터 임의의 자속 도 

형에 응하는 자계의 세기의 형을 모델링하는 방법이

다. 문헌에 의하면 이 방법은 비교  낮은 자속 도 조건 

(통상의 경우 등방성 기강 에 하여 1.2T 이하의 경우)

에서, 그리고 자속 도의 형이 정 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자속 도와 자계의 세기 계를 비교  정확

하게 모델링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3], [4]. 그러나 이 

방법은 자속 도가 높아짐에 따라, 그리고 자속 도의 형

이 정 에서 벗어남에 따라 모델링의 정확도가 하게 

떨어지는 문제 을 안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7].   

본 논문에서는 Chua-type Model(E&S 모델)을 개선하여 

교번자계  회 자계 하에서 자속 도가 높은 경우는 물론 

자속 도의 형이 정 에서 왜곡되는 경우에도 용할 

수 있도록 하 다. 특히 자속 도의 형이 왜곡되는 경우 

고조  성분의 자속 도 성분에 의하여 발생하는 와 류의 

향을 고려함으로써 모델링의 정확도를 유지하게 하 다. 

2. 종래의 E&S Vector Hysteresis 모델

스칼라 히스테리시스 상을 모델링하는 Chua model에 

따르면 자성체의 히스테리시스 상은 자속 도의 값과 그 

미분치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표  된다 [3].  

 


 (1)

여기서 와 는 시료에 따라 정해지는 상수이다. E&S 모델

에서는 이를 확장하여 벡터 히스테리시스 상의 모델링에 

용하며 자속 도와 자계의 세기의 계를 다음과 같이 가

정 한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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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정  자속 도의      표

Fig. 1  Definition of sinusoidal B-waveform by     

여기서 는 로 0부터 까지 값을 가지며, R과 T는 각각 

기강 의 압연방향(rolling direction)과 그에 수직인 방향

(transverse direction)을 나타내고,  , 와  , 는 각각 

릴럭턴스(magnetic reluctivity) 계수와 히스테리시스

(magnetic hysteresis)계수를 나타낸다.

교번  회 자계에 하여, 임의의 정  자속 도 

형은 그림 1과 같이 3개의 정수(parameter) 즉, 자속 도의 

최 값  , 방향각도(Inclination angle)   ( 기강 의 압

연방향과 가 이루는 각도) 그리고 축비(Axis ratio)  

(자속 도의 최 값과 최소값의 비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표 되고,

   ․  ․  ․ ․ ․ (3-1)

   ․ ․  ․ ․  ․ (3-2)

교번자계의 경우는 인 경우에 해당한다. 

임의의 정수    으로 표 되는 정  자속 도 

형은 퓨리에 변환 (Fourier transformation)을 이용하여 다

음과 같이 표 되고,  

       (4)

식(2)과 (4)로부터 자계세기는 다음과 같이 표 된다. 

   ․  
   ․  

(5)

한편 임의의 정수    로 표 되는 정  자속

도 형에 응하는 자계의 세기(H)의 형은 최근에 개발

된 2차원 SST(single sheet tester)를 이용하여 측정할 수 

있다. 통상 이 측정은 상용주 수에서 이루어지고, 따라서 

측정된 H의 형에는 기강 에 유기되는 측정주 수의 

와 류에 의한 자계의 세기가 포함되게 된다. 따라서 와

류에 의한 자계세기를 제거한 히스테리시스 상 만에 의한 

H의 형은 다음과 같다 [6].

 








  (6)

여기서 는 와 류에 의한 자계의 세기를 포함하는 측정된 

자계의 세기의 형이고, 는 와 류의 향이 제거된 자

계의 세기의 형이다. 한 는 측정 각 주 수를 의미하

며 와 는 각각 시료의 도율(∙)과 두께이다. 지  

와 류의 향이 제거된 자계세기의 형을 퓨리에 수로 

개하면 다음과 같이 표 되고,

 
  



   ․  
 
  



    ․  

(7)

여기서 은 고려하고자 하는 고조 의 개수이며, 와 

 는 각각 정수     의 함수가 된다.

식(5)와 식(7)로부터 자기 릴럭턴스(magnetic reluctivity)

계수 와 자기 히스테리시스(magnetic hysteresis)계수 

는 다음과 같이 표 된다. 

 


    
(8-a)

 
 

   
(8-b)

  
  



 

     
(9-a)

  
  



 

    
(9-b)

기존의 E&S 모델에 한 연구에서는 식 (7)  식 (9)의 

고조 의 차수를   는 과 같이 고정된 낮은 차

수의 고조 를 이용하여 모델링 하 고 [3]-[5], 최근에 자속

도가 심하게 포화되는 경우에 용하기 하여 임의의 고

조 까지 고려할 수 있도록 식 (9)을 변형한 다음식이 발표

되었다[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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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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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b)

종래의 E&S 모델에서 자계의 세기 형은 식 (1)과 식 

(8)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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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와  의 보간을 한 육면체 요소

Fig. 2 Hexahedral element for interpolation of   and 

  

표  1  육면체 요소에서  ,  , 의 정의

T ab le 1  Definition of  ,   and   in a hexahedral element

node  1 2 3 4 5 6 7 8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기존의 E&S 모델에서는 다양한 자속 도 형에 하여 

응하는 H의 형을 2차원 SST를 이용하여 측정하고, 이

로부터 식 (9)의       의 data 

base를 구축함으로써 임의의 자속 도 형에 한 자기 릴

럭턴스  자기 히스 티시스 계수를 산정하게 된다. 

2.1  자속 도  형이 정 인 경우의 자기특성의 

모델링

정수   로 표 되는 임의의 정  자속 도 

형에 하여 식 (8)을 이용하여 자기 릴럭턴스  자기 히

스 티시스 계수를 계산하기 해서는 식 (9)에서와 같이 

 에 응하는 와  에 한 정보가 필요

하며, 이는 이미 구축된 data base로부터 다음과 같이 구해

진다.

1) 그림 2와 같이 임의의 정  자속 도를 표 하는 정

수    을 포함하는 8개의 측정 데이터를 구하고 육

면체 요소(Hexahedral element)를 구성한다. 

2) 육면체 요소를 구성하는 8개의 에서의 와 

 을 이용하여 정수    에 해당하는 와 

 을 다음 식으로부터 구한다. 

    
  



     (12-1)

     
  



      (12-2)

여기서 와   는 각각 i-번째 에서의 값을 나

타내며, 는 -번째 에서의 형상함수 (Shape function)

를 나타낸다. 식 (12)의 형상함수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

 


 




(13)

여기서  ,  , 는 그림 2의 에 따라 변하는 상수로 표 

1과 같이 정의되고, 첨자 M과 N은 8개의 에서의 최

값과 최소값을 나타낸다.

2.2 자속 도  형이 비정 인 경우의 자기특성의 

모델링

자속 도 형이 비정 인 경우에는 앞서 정의된 정수 

   을 이용하여 주어진 자속 도 형을 식 (3)과 

같이 완벽하게 기술할 수 없기 때문에 주어진 비정  자

속 도 형을 히 근사화하는 정수    을 찾고 

이로부터 릴럭턴스  히스테리시스 계수들을 구해야 한다. 

한 왜곡된 자속 도 형에 포함된 고조  성분들은 각각 

해당하는 고조  성분의 와 류를 유기하고 이로 인하여 추

가 인 자계의 세기가 발생하기 때문에 모델링 과정에서 이

를 고려해야 한다.

2.2.1  비정  자속 도 의 정 수      산정 법

식 (8)의 릴럭턴스 계수 와 히스테리시스 계수 는 모

두 정수    의 함수이기 때문에    의 산정 

방법에 따라 모델링의 결과가 달라진다. E&S 모델에서는 

그림 3과 같이 비정  자속 도 형을 그 기본  성분으

로 근사화하여 다음과 같이 자계의 세기가 모델링된다.

 

       

   

 
 

(14)

여기서 는 의 정  성분이고, 그림 3에서 실선과 

선은 각각 비정  자속 도의 형과 기본  성분을 나

타낸다.

2.2.2 와 류에  의한 자계의 세기

E&S 벡터 히스테리시스 모델은 식 (11)과 같이 정  

자속 도 형에 하여 자계의 세기 형을 모델링하고 있

다. 그러나 부분의 기기기에서는 구동 조건과 기강

의 비선형 특성 등으로 인하여 자속 도가 완 한 정 로 

나타나지 않고 많은 고조 를 포함하게 된다. 자속 도의 

각 고조  성분은 그 고조 에 해당하는 와 류 성분을 발

생시키게 되고 이로 인한 추가 인 자계 세기가 발생하게 

된다. 

고조 성분의 자속 도에 의한 와 류로부터 발생하는 자

계 세기를 고려한 자계의 세기는 다음과 같이 표 된다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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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왜곡된 형의 기본  성분을 이용한 모델링 

Fig. 3 Distorted B-waveform and its fundamental component

그림 4  기존의 타원 자속 도의 계수 산정 방법

Fig. 4 Selection of corresponding point using previous 

method

그림 5  타원 자속 도의 수선과 일치하는 계수 설정

Fig. 5 Selection of corresponding perpendicular point of 

elliptic B-waveform

          





 ․


 

(15)

여기서 는 식 (14)에서와 같이 자속 도 의 정  

성분이고 다른 기호들은 식 (6)에서와 동일하게 정의된다. 

그림 4는 의 과정을 실험을 통하여 측정된 자속 도 

형에 용한 것으로, 측정된 자속 도 P1(), P2()  P3

()에 해당하는 릴럭턴스  히스테리시스 계수들은 식 (8)

과 식 (10)으로부터 각각 근사화된 정  자속 도 형에

서 동일한 시간 에 해당하는 E1(), E2()  E3()에 

응하는 값들을 갖게 된다. 이는 그림 4에서 보듯이 자속

도 P2()와 P3()가 매우 비슷한 값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

하고 이에 응하는 릴럭턴스  히스테리시스 계수들은 각

각 E2()와 E3()로부터 계산되어 결과 으로 모델링된 자

계의 세기에는 큰 차이가 있게 되는 결과를 래한다.

3. 개선된 E&S Vector Hysteresis 모델

본 논문에서는 비정  자속 도의 경우 모델링의 정확

도를 높이기 하여 개선된 모델을 제안하고 한 정수 

    의 새로운 산정법을 제안한다.

3.1  개선된 E&S vector hysteresis 모델

본 논문에서는 식 (15)과 식 (8)  식 (10)로부터 다음과 

같이 개선된 E&S vector hysteresis 모델을 제안한다. 

  

     ′  ′  
    ′  ′

 



 ․
  

(16)

여기서 모든 기호들은 식 (15)에서와 동일하게 정의되며, 

 ′와 ′의 물리 인 의미는 식 (8)과 식 (10)으로부터 

알 수 있듯이 왜곡된 자속 도 형상의 자속 도 값 

  에 응하는 릴럭턴스  히스테리시스 계수를 

구하기 한 자속 도 값을 어떻게 산정 하는지를 결정하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다음과 같이  ′와 ′을 정의하
다.

1) 정수 (   로 근사화된 정  자속 도 형 

 와  는 다음 식을 만족한다. 




  


 


  


  (17)

2) 릴럭턴스  히스테리시스 계수들을 구하는 과정에서 

왜곡된 자속 도 형의     은 근사화된 정

 형 상에서   ′  ′에 응하도록 한다. 

이때 ′은 다음 식을 만족하는 것으로 물리 으로는 그림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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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asured
 Least Square

-0.5

0.5

-1.5 1.5

BT

BR

 

 

그림 6 최소자승법을 이용한 왜곡된 자속 도 형의 정

 근사화

Fig. 6 Sinusoidal approximation of the distorted B-waveform 

using least square method

 Measured
 Inscribed approximation

-0.5

0.5

-1.5 1.5

BT

BR

 

 

그림 7  내 하는 타원으로 근사화한 정  자속 도의 형

Fig. 7 Approximation of the distorted B-waveform to an 

inscribed elliptic B-waveform

에서와 같이 근사화된 정  자속 도 형의 장축에  

P1과 동일한 수선의 발을 갖는 이다. 

 ′

  ′ ′ (18-1)

′

 ′  ′ (18-2)

실제의 계산에서  ′와  ′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1) 자속 도    을 각도 만큼 회 하여 얻

어지는 자속 도 ′ ′는 다음과 같이 표 된다. 

′     (19-1)

′     (19-2)

2) 식 (17)에 와   ′  (′≦인 경
우) 는     (′ 인 경우)을 입하여 

 을 구하고 (이 때 두 개의  에서    에 

더 가까운 으로 택한다),    을 만큼 회 하여 

 ′  ′을 구한다.
 ′     (20-1)

 ′     (20-2)

3.2 비정  자속 도 의       산정 법 고찰

종래의 E&S vector hysteresis 모델에서는 왜곡된 자속

도 형을 기본  성분으로 근사화하여 정수     을 

산정하 다. 본 논문에서는 몇 가지 다른 산정법들을 제안

하고 종래의 E&S vector hysteresis 모델과의 정확성 비교

를 통해 한 정수 산정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3.2.1  최 소 자승 법을 이용 한 정 수 산정 법(Least sq u are 

method)

최소자승법(Least square method)을 이용한 정수

     산정법은 왜곡된 자속 도 형  와  

에 하여 식 (22)과 같이 정의되는 최소자승 오차 을 구

성하고 이를 최소로 하는 정  자속 도 형  와 

 의 정수    을 구하는 방법이다 [8]. 

     
  



         



(21)

여기서 는 한 주기 당 표본 의 수이다. 그림 6은 원래의 

왜곡된 자속 도 형과 최소자승법을 이용하여 근사화된 

정  자속 도의 형을 비교한 것이다.

3.2.2 내 하 는  타 원 을 이용 한 정 수 산정 법(Inscrib ed 

ellipse method)

이 방법은 왜곡된 자속 도 형을 내 하는 타원으로 근

사화하는 방법으로, 근사화된 정  자속 도의 형을 

 와  라 할 때, 이를 정의하는 정수    는 식 

(22)을 최소화함으로써 구해진다.  

     
  



         



   ≧

  

  

(22)

일반 으로 식 (22)을 최소로 하는 정수   을 해석

으로 구하는 것은 쉽지 않으며, 본 논문에서는 역

(global) 최 화기법인 Particle swarm optimization기법을 

용하여 이용하여 구하 다 [9]. 그림 7은 내 하는 타원으

로 근사화된 정  자속 도의 형을 나타낸 것이다.

3.2.3 자속 도  형의 최 값을 이용 한 정 수 산정 법

(Max imu m B  method)

이 방법은 왜곡된 자속 도의 형  와  에서 자

속 도의 크기가 최 로 되는   을 정의하고, 이

로부터 정수 와 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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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asured
 Maximum B method

-0.5

0.5

-1.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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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자속 도의 최 값과 최소자승법을 이용한 정  

근사화

Fig. 8 Sinusoidal approximation of the B-waveform using 

maximum B-magnitude and least square method

정수 는 와 을 식 (23)의 값으로 고정하고 식 (21)을 

최소화함으로써 산정하는 방법이다. 그림 8은 이 방법을 이

용하여 근사화된 정  자속 도의 형을 나타낸다.

3.3 모델링 방 법의 정 확도  정

왜곡된 자속 도 형의 정  근사화 방법  본 논문

에서 제안된 개선된 E&S vector hysteresis 모델을 실험

으로 측정된 자속 도 형에 용하여 자계의 세기를 모델

링하고 그 결과를 실험 으로 측정된 자계의 세기의 형과 

비교하여 모델링 기법의 정확도를 검증한다. 본 논문에서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 방법으로 모델링 기법의 정확도를 비

교하 다.

1) 철손 비교를 통한 정확도 비교

실험 으로 측정된 자속 도    과 자계의 세기 

   로부터 철손을 계산하고, 이를 모델링에 의하

여 계산된 철손과 비교하여 정확도를 비교한다. 규소강 의 

철손 은 자속 도와 자계의 세기로부터 다음과 같이 정의 

된다 [3].  

 
 



 
 

 

    (24)

여기서 는 시료의 도이며 는 주기이다. 이 방법에 의하

면 경우에 따라서는 모델링이 잘못된 경우에도 규소강 의 

압연방향과 수직인 방향의 철손이 서로 상쇄되어 측정값에 

가까운 손실이 계산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2) 자계의 세기 형 오차를 통한 정확도 비교

모델링 결과를 정확히 비교하기 하여 다양한 자속 도 

형에 하여 실험 으로 측정된 자계의 세기와 모델링을 

통하여 구해진 자계의세기를 직  비교한다. 자계의 세기의 

오차 (H-waveform error) 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  (25)

여기서  와   는 각각 시간 에서 자계세기의 측정

값과 모델링된 값이고, 와 은 각각 측정된 자계의 

세기의 최  크기와 최소 크기이다.

4 . 모델링 결과

종래의 E&S vector hysteresis 모델과 본 논문에서 제안

된 모델, 그리고 왜곡된 자속 도 형을 근사화하기 한 

정수    의 산정법에 따른 모델링의 정확도를 몇 가

지 자속 도 형에 용하여 실험 인 측정을 통하여 얻어

진 결과와 비교하 다.  

그림 9는 등방성 기강 인 35PN440 시료에 하여 2차

원 SST를 이용하여 측정된 자속 도 형이다. 그림 10은 

그림 9의 자속 도 형에 응하는 자계의 세기의 형을 

모델링 한 것으로, 본 논문에서 제안된 모델이 종래의 E&S 

모델에 비하여 더 정교하게 모델링함을 알 수 있다. 표 2는 

그림 9의 자속 도 조건에서 종래의 E&S 모델링 결과와 본 

논문에서 제안된 모델의 모델링 결과를 철손과 자계의 세기 

오차  을 통하여 비교한 것이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모델이 종래의 E&S 모델과 비교하여 하게 자계의 세기 

오차가 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철손 한 실험을 통하

여 측정된 결과와 유사하게 계산되어짐을 알 수 있다. 자속

도 형의 정수      산정법을 비교하면 철손과 자

계의 세기 오차 을 동시에 고려할 때 측정된 자속 도의 

최 값과 최소자승법을 이용한 근사화기법(Maximum B 

method)이 가장 좋은 결과를 나타냄을 알 수 있다.

그림 11은 역시 35PN440 기강  시료에 하여 측정된 

왜곡된 자속 도 형 2를 나타내며, 그림 12는 모델링된 자

계의 세기의 형을 나타낸다. 이 경우 자속 도의 크기가 

작기 때문에 그림 상으로 큰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철손과 

자계의 세기의 오차율()을 동시에 고려하여 비교하여 보

면 표 3에서와 같이 자속 도의 최 값과 최소자승법을 이

용한 근사화기법(Maximum B method)이 가장 우수함을 알 

수 있다. 

그림 13은 방향성 기강 인 35PN440 시료에 하여 측

정된 왜곡된 자속 도 형 3을 나타내며, 그림 14는 각각의 

방법으로 모델링된 자계의 세기의 형을 비교한 것이다. 측

정된 자계의 세기의 형과 비교할 때, 이 경우에도 자속

도의 최 값과 최소자승법을 이용한 근사화기법(Maximum 

B method)이 가정 정확하게 모델링함을 알 수 있다. 표 4은 

이 때 자계의 세기 오차와 철손을 각각의 방법에 하여 비

교한 것이다. 

표  2 왜곡된 자속 도 1의 모델링 결과

T ab le 2 Modeling results for B-waveform 1

Modeling method    (%)
Loss 
(W/kg)

E&S Model (1.3,0.78,0.6) 8.4991 2.4168

Suggested 
models

Least square (1.32,0.78,0.6) 3.5745 2.3596

Inscribed (1.18,0.79,0.6) 3.8984 2.6540

Maximum B (1.18,0.7,0.73) 3.7645 2.4693

Measured ․ 2.4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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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1  왜곡된 자속 도 형 2

Fig. 1 1  Distorted B-waveform 2

 Measured
 conventional E&S model
 Least Square method

-100

100

-100 100

HT

HR

 

 

(a) modeling results 1 

 Measured
 Inscribed ellipse method
 Maximum B method

-100

100

-100 100

HT

HR

 

 

(b) modeling results 2

그림 1 2 왜곡된 자속 도 형 2의 모델링 결과

Fig. 1 2 Modeling results of B-waveform 2

표  4  왜곡된 자속 도 3의 모델링 결과

T ab le 4  Modeling results for B-waveform 3

Modeling method   (%)
Loss 
(W/kg)

E&S Model (1.15,0.05,0.09) 6.0315 1.2817

Suggested 
models

Least 
square

(1.05,0.03,0.12) 5.9927 1.2611

Inscribed (0.94,0.05,0.08) 7.8568 1.2854

Maximum B (0.15,0.06,0.08) 2.9642 1.1899

Measured ․ 1.1349

-1.5

1.5

-1.5 1.5

BT

BR
 

 

그림 9  왜곡된 자속 도 형 1

Fig. 9  Distorted B-waveform 1

 Measured
 conventional E&S model
 Least Square method

-250

250

-250 250

HT

HR

 

 

(a) modeling results 1 

 Measured
 Inscribed ellipse method
 Maximum B method-250

250

-250 250

HT

HR

 

 

(b) modeling results 2

그림 1 0  왜곡된 자속 도 형 1의 모델링 결과

Fig. 1 0  Modeling results of distorted B-waveform 1

표  3 왜곡된 자속 도 2의 모델링 결과

T ab le 3 Modeling results for distorted B-waveform 2

Modeling method   (%)
Loss 
(W/kg)

E&S Model (0.39,0.14,0.46) 2.0727 0.3144

Suggested 
models

Least square (0.38,0.09,0.48) 1.9267 0.3142

Inscribed (0.34,0.15,0.48) 3.8445 0.3165

Maximum B (0.39,0.29,0.48) 2.3684 0.3070

Measured ․ 0.3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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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3 왜곡된 자속 도 형 3

Fig. 1 3 Distorted B-waveform 3

 Measured
 conventional E&S model
 Least Square method

-150

150

-150

150

HT

HR

 

 

(a) modeling results 1 

 Measured
 Inscribed ellipse method
 Maximum B method

-150

150

-150

150

HT

HR

 

 

(b) modeling results 2

그림 1 4  왜곡된 자속 도 형 3의 모델링 결과

Fig. 1 4  Modeling results of distorted B-waveform 3

5 . 결  론

본 논문에서는 기강 의 vector hysteresis 특성을 모델

링함에 있어 종래의 E&S vector hysteresis 모델을 개선한 

모델링을 제안하 다. 제안된 방법은 등방성 기강  

(Non-orient electrical steel sheet)은 물론 이방성 기강

(Grain-orient electrical steel sheet)에도 용이 가능한 기

법이다. 제안된 모델링 기법은 실험 으로 얻어진 다양한 

형태의 자속 도 형에 용한 결과 기강 의 종류에 상

없이 기존에 연구되었던 모델보다 정확한 모델링 결과가 

얻어짐을 확인하 다.

교번 는 회 자계에서 정 의 자속 도 조건에서의 

모델링은 자계의 세기 형에 포함된 고조  성분을 임의 

의 차수까지 고려할 수 있도록 일반화함으로써 기존의 모델

에 비하여 자계의 세기의 오차와 철손 측면에서 정확도가 

증가함을 확인하 다. 

왜곡된 자속 도 조건에서의 모델링은 새로운 모델링 기

법을 제안함으로써 릴럭턴스 계수와 히스테리시스 계수의 

산정과정을 체계화 하 고, 특히 여러 가지 정  형 근

사화법을 비교한 결과 왜곡된 자속 도의 최 값과 최소자

승법을 이용한 근사화기법(Maximum B method)이 가장 우

수함을 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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