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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G용 권선형 동기기의 설계 및 IPMSM과 특성 비교

Design of Wound Rotor Synchronous Machine for ISG and
Performance Comparison with Interior Permanent Magnet Synchronous Machine

이 동 수*․정 윤 호*․정 상 용†  

(Dongsu Lee․Yun-Ho Jeong․Sang-Yong Jung)

Abstract  -  This paper deals with Wound Rotor Synchronous Motor (WRSM) purposely designed for Integrated Starter 

and Generator (ISG) installed in 42V automotive electrical system. Not only design objective and specifications of WRSM, 

but its adaptive design to minimize torque ripple and back-EMF Total Harmonics Distortion (THD) are considered. 

Furthermore, design characteristics of designed prototype have been investigated numerically in terms of torque, back 

EMF, loss, and efficiency, which are verified by performance comparison with Interior Permanent Magnet Synchronous 

Machine based on Finite Element Analysis (F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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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차량의 연비 개선과 효율 향상을 한 ISG (Integrated 

Starter and Generator) 시스템은 정차 시 엔진을 정지시켜

(Idle stop) 공회 을 통한 연료의 낭비를 방지하며, 출발 시 

엔진의 크랭크축을 돌려 신속한 기동이 가능하게 한다. 

한, 운  에는 발 기 모드 는 회생제동을 통해 방 된 

배터리를 충 시키며, 가속 시 순간 으로 엔진의 토크를 보

조하기도 한다. 이와 같은 기능들을 구 하기 해 ISG용 

회 기의 설계사양은 기존 차량의 42V 시스템을 용하면

서 속 역에서의 고 토크를 만족하는 동시에 고속 역에

서의 정출력 운 이 가능하도록 설정되어야 한다. 하지만 

일반 으로 회 기의 특성상 높은 시동 토크와 범 한 속

도 역에 걸친 정출력 역을 동시에 만족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를 만족시키기 한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

는데[1], 제한된 압에서 요구되는 목표사양을 만족시키기 

해 성능 특성이 우수한 PMSM (Permanent magnet 

synchronous Motor)가 선호된다[2]. 특히, 회토류 자석을 사

용하여 사이즈 최소화  고효율 운 이 가능하고 구조 으

로 안정 인 IPMSM (Interior Permanent Magnet 

Synchronous)이 주를 이루지만, 최근 국의 자원수출 억제 

정책에 의한 희토류물질의 가격 상승으로 희토류물질의 수

에 한 우려와 함께 생산비용 상승의 문제가 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희토류 자석을 사용하는 IPMSM을 

체하여 비희토류 는 희토류 감형 모델의 개발  검

토가 필요한 실정이다. 일반 으로 희토류자석을 사용하는 

IPMSM은 성능 측면에서 자석의 와 류 손실  불가역감

자와 같은 문제 을 지니고 있으며[3], 특히, 고속운  역

에서 인버터가 제어성을 잃게 되어 발생되는 높은 무부하 

역기 력은 인버터와 배터리를 비롯한 체 인 시스템에 

치명 인 문제로 작용한다[4].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해서

는 설계 단계에서 무부하 역기 력이 배터리 압보다 낮도

록 설계되어야하는데 이 경우엔 동력성능을 만족하기 한 

상 으로 높은 류를 필요로 한다. 아울러, 고속운  시에

는 약자속 제어를 한 과도한 d축 류를 상시 인가해야하

는 어려움이 있다[5]. 

에 기술한 문제들의 해결방안으로 본 논문에서는 

WRSM (Wound Rotor Synchronous Motor) 모델을 제시하

고자한다. WRSM은 구자석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제작

가격을 월등히 낮출 수 있으며, 구자석으로 인한 와 류 

손실  불가역감자에 한 우려가 없다. 한, 계자 류를 

조 하여 계자 측 쇄교자속을 제어할 수 있기 때문에 

IPMSM과 달리 고속에서의 제어 문제가 발생 시 계자 류

를 차단하여 역기 의 발생을 억제 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약자속 제어의 경우 계자 류를 낮춤으로써 효과 으로 고

속 운 제어를 구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와 같은 성능을 구 하고자 FEA를 기

반으로 ISG용 WRSM의 설계  특성해석을 수행한 결과를 

나타내고자한다. 목표사양은 순시정격 10kW와 연속정격 

5KW이며, 표 인 두 운 을 기 으로 토크 특성해석을 

통하여 목표 성능 만족여부를 단한다. 특히, 역기 력  

손실 특성해석을 수행하여 해석된 결과를 바탕으로 동일한 

설계사양을 목표로 설계된 IPMSM과 성능비교 분석을 통해 

WRSM의 ISG로써의 경쟁력을 피력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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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  론

2.1 WRSM 모델링

2.1.1 지배방정식

WRSM과 IPMSM의 토크는 구자석  자기 항

(Reluctance)에 의해 발생하며, 속도별 운 특성은 아래 식 

(1)과 (2)와 같이 압  류 제한식에 의해 특성화된다. 

참고로, WRSM의 경우엔, 고정자측 압  류 특성은 

회 자 계자 류에 따라 상호 향을 받게 된다 [6]. 




≤max                       (1)


 

 ≤max                          (2)

여기서, 와 는 d-q축 압을, 그리고 와 는 d-q축 

류를 각각 나타내며, 상응하는 압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3)

  


                 (4)

여기서 는 상당 항, 은 기각 회 속도, 와 

는 d-q축 쇄교자속을 나타낸다. 특히, 는 계자자속에 의한 

고정자 코일의 쇄교자속으로, IPMSM의 경우 자석에 의한 

쇄교자속, WRSM의 경우, 계자 류에 의한 쇄교자속을 의

미한다. 참고로, 자계 토크와 기계  출력은 다음과 같이 

정의 된다 [7].

  




                   (5)

여기서 는 극수를 나타낸다.

식(5)의 첫째항은 회 자에 입력된 계자측 쇄교 자속과 q

축 류의 상호 작용에 의해 발생하는 구자석에 의한 토

크 성분이고, 두번째 항은 d, q축의 돌극성으로 인해 발생하

는 자기 항에 의한 토크 성분이다. 

참고로, 계자자속에 의한 d-q축 쇄교자속은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6)

                        (7)

d-q축 쇄교자속을 이용하여 자계 토크( )와 기계  출

력( )을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으며, 이는 비선형성이 

두드러지는 PMSM에서 개별 제어정수를 분리할 필요가 없

이 수치해석 으로 통합 추출할 수 있는 용이한 방법이다. 

  




                     (8)

  

                      (9)

2.1.2 회 자 구조  d-q축 정의

WRSM의 회 자는 슬립링을 통해 입력된 DC 류가 돌

극에 감겨진 권선을 따라 흐르면서 여자된다. 이 게 형성

된 계자를 통해 발 기 모드에서는 역기 력을 발생시켜 배

터리를 충 하고, 동기 모드에서는 q축 류와의 상호작

용을 바탕으로 한 토크를 생성한다. 

아래 그림 1, 2는 각각 IPMSM과 WRSM의 회 자 형상 

 d-q축 동기좌표계에 압제한 타원과 류제한 원에 의

한 동기 모드에서의 동작 을 나타내고 있다. 

(a) 회 자의 형상  d-q축 (b) 동작 (2상한)

그림 1 매입형 구자석 동기기 (IPMSM)

Fig. 1 Interior Permanent Magnet Synchronous Motor 

(IPMSM)

  

(a) 회 자의 형상  d-q축 (b) 동작 (1상한)

그림 2 권선형 동기기 (WRSM)

Fig. 2 Wound Rotor Synchronous Machine (WRSM)

IPMSM의 경우, 일반 으로 q축 인덕턴스가 크기 때문에 

식 (5)의 자기 항 토크 성분이 양수가 되기 해서는 d축 

류가 음의 방향이 되어야 하므로 그림 1(b)와 같이 운

이 2상한에 존재하게 된다. 반면, WRSM은 IPMSM과 달

리 d축 성분의 인덕턴스가 더 크기 때문에 d축 류는 양이 

되어, 운 이 그림 2(b)와 같이 1상한에 존재하게 된다.

한편, WRSM에서 계자 류 제어에 따른 쇄교자속 의 

변화는 그림 2(b)에서 압제한 타원의 크기  심 의 

치에 향을 주어, 속도별 발생토크 특성을 다양하게 변화

시킬 수 있다. 따라서 계자 류, 고정자 류, d-q축 상각 

제어를 통하여 구동환경에 따른 다양한 운 제어가 가능하

여 고토크의 고속형 운 특성을 지닌 자동차 ISG용으로 

하게 응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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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권선형 동기 동기 설계

2.2.1 목표사양  설계제원

ISG의 설계 목표사양은 아래 그림 3과 같이 동기 모드

에서 순시정격 10kW와 발 기 모드에서 연속정격 5kW이

다. 특히, 설계 목표를 아래 표 1과 같이 표 인 운 인 

A(10kW@2000rpm)와 B(5kW@15000rpm)로 선정하여 해당 

운 에서 설계모델의 특성해석을 통해 목표성능 만족여부

를 단하 다.

그림 3 ISG의 설계 목표

Fig. 3 Design objective of ISG

표   1  표 운  A, B

Table 1 Representative operating point A and B

운
출력

[kW]

토크

[Nm]

속도

[rpm]

A 10 47.8 2000

B 5 3.2 15000

그림 4에는 설계 된 WRSM의 2차원 단면상의 구조  

운  A (47.8Nm@2000rpm)에서 운 시 자속 도  자기

력선 분포에 해 나타내고 있다. 설계된 WRSM는 최 속

도 15000rpm에서 인버터의 제어가능한 스 칭주 수를 고

려하여 6극을 채택하 으며, 슬롯수는 27로 매극매상 슬롯수 

1.5의 분수슬롯으로, 권선방식은 분포권을 선택하 다. 최외

경은 Φ144mm, 공극은 0.8mm로 설계 되었으며, 코어의 재

질은 S08 (35PN230, 포스코)으로 사용하 으며, 공랭식 구

조를 지닌다.

그림 4 WRSM의 자속 도 분포도

Fig. 4 Magnetic flux density of WRSM

2.2.2 토크리  감설계

ISG는 차량에 탑재되므로 소음  진동 특성이 요하며, 

이를 감시키기 해서는 가진력인 토크 리 을 감하는 

설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WRSM의 토크리  감을 하여 

아래 그림 5와 같이 회 자 극호 조 을 통한 설계를 수행 

하 으며, 이를 통해 평균토크가 4.6% 감소하 으나 토크리

을 11.2%로 감할 수 있었으며, 역기 력 THD 한 

1.3% 감시킬 수 있었다.

그림 5 토크리  감 설계

Fig. 5 Design for torque ripple reduction

2.2.3 WRSM 특성 분석

앞서 언 한 바와 같이 WRSM은 류크기  류 상

각 뿐만 아니라 계자 류에 의한 계자자속을 제어할 수 있

기 때문에, IPMSM에 비해 다양한 제어방식이 고려될 수 

있다. 제어방식에 따라 WRSM의 운 특성이 크게 좌우되므

로, 운 가능한 다양한 류조합에 따른 특성분석이 필요하

다. 

그림 6은 운  A (47.8Nm@2000rpm)의 성능을 만족하

는, 계자 류별 고정자 류크기  이에 따른 동손을 나타

낸 것이다. 이때 그림에서 나타난 고정자측 입력 류는 해

당 계자 류에서 운  A를 운 할 수 있는 최소의 류 

값이다. 각 류조합에 따른 토크리   철손의 향은 미

미했지만, 상 으로 류조합 변화가 동손에 미치는 향

은 컸다. 따라서 WRSM의 제어알고리즘을 결정 시 류 조

합에 따른 동기의 동손은 필수 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

다. 

그림 6 계자 류에 따른 고정자 류  동손 특성

Fig. 6 Stator current and copper loss versus field curr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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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토크특성 비교

Table 2 Torque characteristics comparison results

구분 IPMSM WRSM

A

입력 류 1721[Apk]
1440[Apk]

(665[AT])

평균 토크 47.8[Nm] 47.8[Nm]

토크 리 5.9[%] 5.6[%]

B

입력 류 207[Apk]
186 [Apk]

(225[AT])

평균 토크 3.2[Nm] 3.2[Nm]

토크 리 9.4[%] 5.8[%]

2.3 WRSM과 IPMSM 특성비교

2.3.1 자기포화특성 비교

그림 7은 설계 된 WRSM와 성능비교를 해 검토된 

ISG용 IPMSM의 2차원 단면상의 구조  운  A 에서 

운 시 자속 도  자기력선 분포에 해 나타내고 있다. 

IPMSM의 회 자는 V-형상에 단층 구조이며, 자석은 

38MGOe 의 NdFeB 계열의 희토류 자석이 사용되었다. 극

수  슬롯수를 비롯하여 외경과 공극길이는 WRSM와 동

일하며, 마찬가지로 고정자 코일 사양  류 도 등도 동

일하다. 특히, IPMSM의 경우엔 WRSM에 비해 높은 토크

도를 나타내어, 층길이가 약 40% 감소되었다. 

그림 7 IPMSM의 자속 도 분포도

Fig. 7 Magnetic flux density of IPMSM

2.3.2 토크특성 비교

표 2는 운  A(47.8Nm@2000rpm)와 운  

B(3.2Nm@15000rpm)에서 두 동기의 평균 토크와 토크 리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참고로, WRSM의 입력 류는 해

당 운 에서 동손을 가장 낮게 발생시키는 류 조합으로 

고려하 다. 두 운 에서 설계목표를 만족하는 평균토크

를 발생하기 한 류 크기는 WRSM이 낮게 나타났는데, 

정토크 운 에서는 계자 류를 상승시키고(665AT), 고속 약

자속 운 에서는 계자 류를 여 IPMSM과 같이 불필요한 

d축 류를 일 수 있었기 때문이다. 

토크 리  측면에서는 운  A에서 0.3%만큼의 근소한 

차이에 불과했지만, 고속 운  B에서는 3.6%로 WRSM의 

결과가 우수하 다. 이는 약자속 제어시에 고조  향으로 

인한 IPMSM의 높은 토크 리  문제 에 한 유효한 해결

책으로 평가될 수 있겠다. 참고로, 그림 8과 9에는 각 운

에서는 IPMSM과 WRSM의 토크 특성을 비교하 다.

그림 8 운  A에서의 토크 리  특성비교 형

Fig. 8 Torque ripple waveform at the operating point A

그림 9 운  B에서의 토크 리  특성비교 형

Fig. 9 Torque ripple waveform at the operating point B

2.3.3 코깅토크 특성 비교

표 3에는 코깅 토크 해석결과를 비교하여 나타내고 있다. 

WRSM의 경우엔 최악의 조건을 고려하고자, 계자 류를 운

 A에서 필요로 하는 최  계자 류 665AT를 고려하

다. 결과 으로 WRSM이 1.3Nm 게 나타났으며, 이에 

한 구체 인 결과가 그림 10에 나타나 있다. 

표   3  코깅토크 특성비교

Table 3 Cogging torque comparison results

구분 IPMSM WRSM

코깅 토크(pk-pk) 1.35[Nm] 0.05[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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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역기 력 특성비교

Table 4 Back-EMF characteristics comparison results

구분 IPMSM WRSM

역기 력 

(15000rpm)
36.0[Vrms_ll] 46.6[Vrms_ll]

역기 력

상수
0.0024[Vrms_ll/rpm] 0.0031[Vrms_ll/rpm]

THD 3.4[%] 1.6[%]

그림 11 무부하 역기 력 특성비교

Fig. 11 No-load back-EMF waveform

그림 10 코깅토크 특성비교 형

Fig. 10 Cogging torque comparison

2.3.4 무부하 역기 력 특성비교

표 4와 그림 11은 최고속도 15000rpm에서의 무부하 역기

력 해석결과를 비교하여 나타내고 있다. IPMSM는 상온

조건의 구자석 성능이 고려되었으며, WRSM의 경우 계자

류에 따라 역기 력이 가변 이므로 운  A를 만족하

기 해 필요로 하는 최  계자 류 665AT가 고려되었다. 

선간 RMS 기 의 무부하 역기 력은 WRSM이 

10.6Vrms_ll 높지만 THD는 1.8% 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 

구자석에 의한 자속량의 효과를 실감할 수 있으며, 반면 

한 WRSM 설계를 통해 역기 력의 공간고조  감을 

구 할 수 있었다.

IPMSM의 경우, 앞서 언 하 듯이 고속 운 에 따른 

압제한을 고려하면, 무부하 역기 력이 높아 기자 코일 턴

수가 슬롯당 수회 정도에 불과하여, 높은 입력 류가 요구

되거나 설계의 자유도가 떨어지게 된다. 반면, WRSM는 계

자 류 조 을 통해 무부하 역기 력을 임으로 조정이 가능

하므로 이와 같은 제약으로부터 자유롭다.

2.3.5 손실  효율 특성비교

표 5는 운  A와 B에서의 손실 해석결과  이를 바탕

으로 계산된 자계 효율을 나타내고 있다. WRSM은 계자

류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두 운  모두 동손이 높게 

나타난다. 철손의 경우엔 WRSM이 고속 운 에서 매우 낮

은 값을 나타내었다. 이를 고려하여, 효율을 산정해보면, 

속 운  A에서는 IPMSM의 효율이 높게 나타났고, 고속 

운 B에서는 WRSM의 효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 

IPMSM은 속의 고토크 운 에 합한 높은 토크 도형이

며, WRSM은 고속 운 에 합한 높은 출력 도형으로 구

분된다. 참고로, 그림 12와 13은 고속 운  B에서의 철손

분포도를 나타내고 있는데, 두 모델 모두 부분의 철손이 

고정자에 분포하고 있으며 회 자에서는 공극 근처의 표면

에서 국부 으로 발생하고 있다.

표  5 손실 특성비교

Table 5 Loss characteristics comparison

구분 IPMSM WRSM

운 A B A B

동손
1573.3

[W]

22.8

[W]

2022.1

[W]

87.6

[W]

철손
69.0

[W]

555.9

[W]

95.0

[W]

248.4

[W]

총손실
1642.3

[W]

578.7

[W]

2117.1

[W]

336.0

[W]

효율
83.0

[%]

89.6

[%]

79.1

[%]

93.7

[%]

그림 12 운  B에서의 IPMSM의 철손 분포도

Fig. 12 Iron loss density of IPMSM at the operating point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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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운  B에서의 WRSM의 철손 분포도

Fig. 13 Iron loss density of IPMSM at the operating point B

3. 결  론

본 논문에서는 FEA를 통하여 특성해석을 기반으로 자동

차 ISG용 WRSM의 설계를 수행하 으며, 특성해석 결과를 

IPMSM과 비교 분석하 다. 제안된 WRSM은 차량의 소음 

 진동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토크 리 , 코깅 토크, 역기

력 THD, 철손 등에서 우수한 성능을 보 으며, 계자 류 

제어를 통한 계자자속 조 에 따른 역기 력 특성변화와 약

계자 제어성 증 는 최 의 장 이다. 이를 통해, 희토류 

구자석을 사용하지 않는 측면에서, WRSM은 IPMSM의 

체 모터로 경쟁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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