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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lbach magnet array 구조를 이용한 철도차량용 
구동 전동기의 출력밀도 향상 설계 방법

Output Density Increasing Design for Railway Vehicle Traction Motor 
using Halbach Magnet Array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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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Generally, traction motors for railway vehicles are inferior to that of electric vehicle in terms of output 

density. Traction motors for railway vehicles are relatively free of spatial constraints than motors electric vehicles, but in 

terms of whole system efficiency, increasing output density of traction motor is helpful. In this paper, using Halbach 

magnet array structure, output density of traction motor for 40kW class tram was elevated. This paper introduce detailed 

design process of the Halbach magnet array structure applied model, and check the affects on output characteristics by 

parameters like rotor shape, airgap diameter and pole ratio. Also, electrical output characteristics were compared between 

typical SPMSM model and Halbach magnet array model, which has same output s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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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기 일반  PMSM의 2D 단면도

Fig. 1 2D cross sectional view of the compared initial PMSM 

model

1. 서  론

기철도나 기 자동차와 같은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견

인용 동기는 체 시스템 효율 향상을 해 출력 도 향

상에 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 구자석 응

용 기술의 발 으로 최근 다양한 분야에서 구자석 동기

의 활용이 크게 늘어나는 추세이며, 이는 동기의 효율  

출력 도를 향상시키는데 커다란 기여를 하고 있다. 특히 

철도 차량용 구동용 동기 분야에서 출력 도 향상을 해 

구자석형 동기가 최근 경 철부터 고속철도까지 범

하게 사용되고 있는 추세이다. 

재까지 연구되고 있는 고출력 도 설계 기법으로는 희토

류 구자석을 이용한 동기의 자기장하를 증가시키는 방법, 

분할코어를 이용하여 률을 두 배 이상 증가시키는 기술 

등이 연구되었다[1,2]. 한 구자석형 동기(PMSM)에서 

최 의 극호율 선택으로 역기 력 고조  감을 통한 출력

도 향상 방법도 소개되어있다[3]. 그러나 기장하 증가는 시

스템의 사이즈  동손에 의한 효율 문제 등을 감안할 때, 출력

도 향상에 있어 한계 이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으며, 높은 

보자력을 지닌 희토류 구자석 재질 용을 통한 자기장하 

증가를 통한 출력 도 향상도 그 한계가 존재한다. 일반 으로 

알려진 견인용 동기의 출력 도는 고속철도의 경우 

0.7~0.8kW/kg, 일반철도의 경우 0.3~0.4kW/kg으로 기자동

차용 견인 동기의 일반  출력 도 1.5~2.0kW/kg에 비해 통

상 으로 많이 뒤떨어져 있는 값을 가진다. 

본 논문에서는 철도차량용 견인 동기의 출력 도 향상을 

한 방법으로 Halbach magnet array로 알려진 구자석 배

열을 이용하여 희토류 계열 구자석형 동기에서 추가 인 

출력 도 향상을 이끌어 내었으며, 자기  특성을 분석하여 

기존 비교 모델에 하여 Halbach magnet array 용을 통해 

어느 정도 수 의 출력 도 향상이 가능한지에 해 보 다.

2. 본  론

2.1 구자석형 동기 동기 기본모델 소개

그림 1은 기존 비교 상이 된 철도차량용 견인 동기의 사

양으로써, 본 논문에서는 노면 차  40kW 표면부착형 구

자석 동기(Surface permanet magnet synchronous motor)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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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 상으로 선정하 다. 가  우수한 잔류자속 도와 보

자력 특성을 고려하여 구자석은 SH N42 grade의 NdFeB 

구자석을 용하 다.

구자석 극호율은 고조  함유율과 토크 리  특성을 고려

하여 0.7로 선정하 다. 고정자 치의 형상  shoe 구조는 아래 

표 1에서 주어진 조건 안에 최  설계가 이루어 졌으며, 본 논문

에서 비교 상이 되는 Halbach magnet array구조 모델과 동일 

기장하를 용하기 해 슬롯 면 은 본 비교모델과 Halbach 

magnet array 모델에서 동일하다. 입력 류는 100Arms이며, 

이 때 류 도는 강제 공랭식 구조로 5A/mm2로 용하 다.

변수 값 단

type SPMSM

phase / poles 3 / 6 -

number of slots 18 -

output 40 kW

rated speed 2000 rpm

stator outer diameter 288 mm

rotor diameter 126 mm

shaft diameter 30 mm

stack length 195 mm

input current limit 100 Arms

phase voltage limit 177 Vrms

core material S08 -

magnet material
NdFeB 

(Br=1.280T)
-

core material density 7.85 g/cc

magnet material density 7.5 g/cc

shaft material density 8 g/cc

pole ratio 0.7 -

표 1 기 일반  PMSM 설계사양

Table 1 Specifications of the initial PMSM model

그림 2는 본 비교모델의 자기  특성을 나타낸다. 그림 

2(a) 는 base speed 2,000rpm에서의 공극 토크로서, 

193.13Nm로 목표 출력인 40kW에 약간의 여유를 갖으며 만

족한다. 이 때, 토크 리 의 크기는 27.25Nm로 리 율은 

14.11%이지만 회 자의 기구  성을 고려했을 때 해당 크

기는 허용범  내로 볼 수 있다. 그림 2(b)는 base speed에

서의 역기 력 형으로 압제한 값 177Vrms를 넘지 않는

다. 그림 2(c)는 해당 속도에서의 철손  와 류 손 크기로 

각각 222.43W, 119.01W로 나타났다.

의 출력을 발생하기 한 기 일반  형상의 SPMSM

은 최  설계과정을 거친 결과 회 자 직경 126mm, 층길

이 195mm의 사이즈를 갖게 된다.

(a) torque

(b) induced voltage

(c) loss(core loss, eddy current loss)

그림 2 기 일반  PMSM 모델의 자기  특성

Fig. 2 magnetic characteristics of the compared initial PMSM 

model

2.2 Halbach magnet array 구조를 용한 PMSM 

회 자 구조

그림 3 Halbach magnet array의 회 자 구조

Fig. 3 rotor structure of Halbach magnet array magnet model

그림 3은 Halbach magnet array 구조를 용한 PMSM

회 자 구조를 나타낸다. 극, 슬롯 수는 비교 모델인 일반형 

IPMSM과 동일한 6극 18 슬롯 구조이다. 용된 Halbach 

magnet array 구조는 그림 3에서 회 자 N극과 S극 사이의 

회색으로 나타난 부분으로 N, S극의 착자 방향과 90°의 차

이를 가지고 있다. 그림에서 화살표의 방향은 각 magnet 

segment의 착자 방향을 나타내고 있다. 회 자 구조는 비 

자성체 재질인 shaft의 표면에 Halbach magnet array의 

구자석이 부착된 형상으로, shaft 직경은 이 모델과의 비교

를 해 비교 모델과 동일한 직경을 갖는다. Core, shaft  

NdFeB magnet 재질은 비교 상 모델과 같은 재질을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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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표 2는 Halbach magnet array 모델의 설계제약조건을 

나타낸다. 

변수 값 단

type SPMSM

phase / poles 3 / 6 -

number of slots 18 -

stack length 195 mm

shaft diameter 30 mm

input current limit 100 Arms

phase voltage limit 177 Vrms

core material S08 -

shaft material sus303 -

magnet material

NdFeB 

(SH_N42) 

(Br=1.280T)

-

core material density 7.85 g/cc

magnet material density 7.5 g/cc

shaft material density 8 g/cc

표 2 Halbach magnet array PMSM모델 설계제약

Table 2 Constraints of the Halbach magnet array PMSM 

model design

2.3 Halbach magnet array PMSM 회 자 구조의 

세부 설계

Halbach magnet array 용 모델의 회 자는 비교 상

이 되는 일반  SPMSM 모델에서와 동등한 두께의 shaft를 

갖는다. Halbach magnet array 용 모델은 구자석 자체

로 자속 흐름의 path가 생성되므로 비교 상의 SPMSM과 

같이 회 자의 core가 필요하지 않다. 때문에 shaft의 표면

에 바로 구자석을 부착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회 자 사

이즈의 축소가 가능하다. 이것은 동등 출력에서 체 부피

를 임으로써 출력 도 상승을 달성할 수 있게 한다. 

Halbach magnet array 모델의 회 자는 비자성체 shaft 재

질이 된다. FEM 해석 시 shaft 재질은 비교 상 SPMSM

과 Halbach magnet array모두 vacuum으로 설정하 다.

그림 4 Halbach array 모델의 구자석 배열  극호율

Fig. 4 magnet array and pole ratio of Halbach array model

  

(a) ratio 0.4         (b) ratio 0.5 

(c) ratio 0.6       (d) ratio 0.7        (e) ratio 0.8

그림 5 Halbach magnet array 모델의 극호율 변화

Fig. 5 change of pole ratio of Halbach magnet array model

그림 4는 앞서 2.2에서 소개한 Halbach magnet array 

용 모델의 회 자 구자석의 pole ratio를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에 한 내용을 소개한다. 여기서 말하는 pole ratio

란, 구자석의 N극, S극이 차지하는 극호율과 사이의 

Halbach magnet array의 구자석이 차지하는 극호율의 비

율로 ( 구자석 N극이 차지하는 각도) / ( 구자석 N극이 

차지하는 각도 + Halbach magnet array 구자석이 차지하

는 각도)를 말한다. 극호율은 출력, 토크 리   기 력 

형 등에 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  하나로 Halbach 

magnet array 용 모델의 출력 도 상승을 해 고려되어

야 하는 주요한 요소이다. 본 논문에서는 pole ratio 0.4부터 

0.8까지 0.1씩 변화하며 pole ratio의 변화에 따른 특성을 검

토하 다. 

한 기기기에서 출력은 아래 식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공극 비의 제곱에 비례하므로 동일한 최외각 사이즈와 

기비장하를 제한으로 생각할 때 회 자 직경 역시 출력에 

가장 큰 향을 미치는 요소  하나이다. 










(D=공극 직경, l= 층 길이, ac= 기장하, B=자기장하, 

n=극 수)

때문에 동일 극호율에 해 회 자 반경이 변화함에 따라 

발생하는 출력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회

자 직경  pole ratio의 변화에 한 출력  토크 리

의 크기 변화를 확인하 으며, 그 결과가 아래 표 3에 함께 

나타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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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자 직경
30mm 35mm 40mm

극호율

0.4
Torque 173.55 185.51 205.58

Ripple 87.76 101.69 117.81

0.5
Torque 172.33 184.67 204.83

Ripple 58.54 68.84 79.56

0.6
Torque 167.81 179.89 209.47

Ripple 20.45 25.71 25.56

0.7
Torque 160.23 171.72 191.19

Ripple 67.20 76.23 83.52

0.8
Torque 149.64 160.19 165.91

Ripple 59.75 65.02 70.56

표 3 Halbach magnet array 모델의 회 자 직경  극

호율에 따른 출력 특성

Table 3 output characteristic of Halbach magnet model 

according to rotor diameter and pole arc ratio

 표 3은 pole arc의 변화에 따라 공극직경을 변화해 가

며 발생되는 토크  리 을 나타낸 것으로, pole arc는 0.4

부터 0.8까지, 공극 직경은 목표 출력인 40kW에 근 하는 

출력을 낼 수 있는 40mm 근방의 사이즈에 해 5mm단

로 확인하 다.  결과에서 목표 출력에 가장 근 한 결과

는 회 자 직경 40mm에 pole arc 0.6 모델이었다. 의 결

과와 비교되는 기  모델인 기존 SPMSM의 사양은 pole 

arc 0.7, 회 자 직경 60mm로 두 모델 모두 목표 출력의 

40kW에 거의 만족하 다. 의 결과에서 각 모델에서 발생

하는 토크 리 은 부분 40~50%에 육박하고 있으나 pole 

arc 0.6에서 만큼은 약 15% 정도로 다른 모델에 비해 매우 

작은 리  크기를 보이고 있다. 

토크 리 에 기여하는 성분으로는 운  시 류에 의한 

성분 외에 코깅 토크에 의한 성분이 주요하다[4]. 코깅토크

는 자석의 심축과 슬롯 역 주변자계의 작용에 의해서 

발생되는 것이 주요 요인으로, 구자석에 의한 기자력의 고

조 와 슬롯에 의한 공극 퍼미언스 고조 의 상호작용에 의

해 발생한다[5]. 한, 자석의 심축이 고정자 치의 심이

나 슬롯의 심축에 일치할 때 발생하지 않고, 슬롯 단부와 

일치될 때 최 값을 갖는다.  표 3에서, pole arc 0.6 모델

은 radial 방향의 자속이 나오는 N, S극의 끝 부분이 각 극

과 조합을 이루는 슬롯 단부와 일치되어 있다. 반면, pole 

arc 0.6 이외의 모델은 구자석의 끝 부분이 슬롯 단부에 

걸쳐져 있다. 이 때문에 해당 구자석 부분에 의한 공극자

속과 고정자 치  슬롯과의 주변자속에 의한 맥동이 발생

하며[4], 이것으로 인해 타 pole ratio에서는 상 으로 큰 

토크 리 이 발생하게 된다. 토크 리 은 특히 동기의 출

력 도를 높이기 해 고 에 지의 자석을 사용하거나, 의 

경우처럼 자속 집 효과를 극 화하여 공극자속 도를 증가

하 을 때, 그 향이 더욱 증가한다. 때문에 본 논문에서 

제안된 Halbach magnet array 모델은 토크 리 이 크게 발

생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가  토크 리 을 감할 수 

있는 pole ratio 0.6을 선택하 다.

3 기존 SPMSM과 Halbach magnet array 

PMSM 모델의 특성 결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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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Halbach magnet array PMSM모델의 자기 특성

Fig. 6 magnetic characteristics of the Halbach magnet array 

PMSM model

그림 6은 Halbach magnet array 모델의 자기  특성을 

나타낸다. 그림 6(a) 는 base speed 2,000rpm에서의 공극 토

크로서, 209.47Nm로 목표 출력인 40kW에 약 10%정도의 여

유를 갖으며 만족한다. 이 때, 토크리 의 크기는 25.56Nm

로 리 율은 12.20%로, 27.25Nm의 크기로 약 14.11%의 리

율을 보 던 비교모델과 거의 동일한 정도이다. 그림 6(b)

는 base speed에서의 역기 력 형으로 종  모델과 비슷

한 수 으로 압제한 값 177Vrms를 넘지 않는다.

그림 6(c)는 해당 속도에서의 철손  와 류손 크기로 

각각 287.00W, 77.85W로 나타났다.

표 4에는 기존 SPMSM모델과 Halbach magnet array 모델에 

요구되는 재질의 도  부피에 따른 총 질량이 비교되었다. 

한 자기  출력과의 비교를 통해 두 비교모델간의 무게에 

따른 출력 도를 구하 다. 동등수  출력으로 비교하 을 때, 

총 질량은 Halbach magnet array모델이 기존 SPMSM모델에 

비하여 약 21.1% 작았다. 그 이유는 Halbach magnet array 구조

의 특성 상, 더 많은 구자석의 사용이 가능해 공극 자속 도가 

증가되어 동등 출력을 내기 한 공극 사이즈가 어들었으며, 

이에 따라 총 고정자 외경 한 어들어 Core의 사용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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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질
Typical 
SPMSM 
model

Halbach 
magnet 

array model
단

Magnet
재질 NdFeB(42grade)

도 7.5 g/cm^3

Core
재질 electrical steel(50PN1300)

도 7.6 g/cm^3

Coil
재질 copper

도 8.9 g/cm^3

Shaft
재질 stainless steel

도 8.06 g/cm^3

net. weight 86.62 68.34 kg

Output 40.45 43.87 kW

Output density 0.47 0.64 W/g

표 4 상모델의 출력 도 비교

Table 4 comparison of output density of the models

히 어들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동등 수  출력 내에서 

Halbach magnet array 모델은 기존 SPMSM모델에 비하여 약 

36.17%의 출력 도 증가를 보 다.

3.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일반 인 형상의 SPMSM 동기 모델에 

하여, Halbach magnet array 모델의 동기의 출력특성을 비교

하 다. 비교 상이 되는 Halbach magnet array 모델의 도출을 

하여, 동기 출력에 향을 미치는 설계변수의 향을 고려

하 으며, 특히 pole ratio 변화에 따른 토크리 에서의 향을 

집  검토하 다. 자속 집  효과를 극 화하여 공극 자속 도

를 최 화 한 의 Halbach magnet array 모델의 경우 비교 상

이 된 일반  형상의 표면부착형 구자석 동기에 비해 더 

큰 토크 리 이 발생할 수도 있으나, 한 pole ratio의 선택으

로 기존 모델과 거의 동등한 수 의 ripple ratio를 얻을 수 있었

다. Halbach magnet array 구조의 특성 상, 동일 사이즈 제약 

내에서 더 많은 구자석 사용이 가능하 다. 이에 따라 공극 

자속 도가 증가하여 동등 출력을 내기 해 필요로 하는 사이

즈가 어들었으며, 결과 으로 출력 도의 증가가 가능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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