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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라이트 영구자석을 이용한 회전형 전기기기의 

착자 형태에 따른 부분 감자의 영향

Effect of Magnetization Pattern on Partial Demagnetization 

of Rotary Electric Machines with Ferrite Magnets

김 관 호*․박 형 일*․유 대 준**․장 석 명***․최 장 영†

(Kwan-Ho Kim․Hyung-Il Park․Dae-Joon You․Seok-Myeong Jang․Jang-Young Choi)

Abstract - This paper examines the effect of the magnetization pattern on the partial demagnetization of a permanent magnet 

(PM) machine that uses a ferrite magnet. Although the use of halbach-magnetized PM (HMPM) arrays in PM machines has 

been dramatically increasing because of their attractive features, the demagnetization characteristics of HMPM arrays have not 

yet been examined. In this study, two analyses of the demagnetization characteristics of HMPM arrays and parallel magnetized 

PMs (PMPMs) are performed, with the demagnetization characteristics being analyzed using a finite element method. According 

to our results, partial demagnetization occurred dramatically in the HMPM arrays. Thus, it is important to consider the 

vulnerability of HMPM arrays when designing PM mach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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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영구자석을 사용한 전기기기 중에서 Nd-Fe-B 계열의 희토류 

영구자석을 이용한 기기들은 고 토크, 고성능, 소형 및 경량화 등

의 장점을 갖으며 최근에는 전기자동차, 가전기기, 풍력 발전기에

도 널리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희토류 영구자석의 경우 전량 수

입에 의존해야만하기 때문에 재료의 수급이 불안정하고, 단가가 

높아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희토류 영구자석의 대안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영구자석 

재료는 페라이트로 안정적인 재료 수급이 가능하고 단가가 희토

류 영구자석에 비해 매우 낮으며 영구자석에서 와전류 손실이 발

생하지 않는 등 여려 장점들을 갖는다[1]. 하지만 페라이트 영구

자석의 경우 희토류 영구자석에 비해 30% 수준의 잔류 자속 밀

도와 낮은 보자력으로 인해 전기기기의 설계 시 많은 어려움이 

발생한다. 특히 낮은 보자력으로 인해 영구자석의 감자 우려가 

크기 때문에 페라이트 영구자석으로 설계된 기기의 경우 감자 특

성 해석이 필수적이다[2].

 본 논문에서는 페라이트를 이용한 회전형 영구자석 기기의 

착자 형태에 따른 부분 감자의 영향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착자 

형태에 따른 감자 특성 비교를 위해 평행방향 착자와 halbach 

배열 착자를 갖는 영구자석 기기를 해석하였다. Halbach 배열 착

자의 경우 구조상 평행방향 착자에 비해 높은 공극자속밀도를 가

질 수 있기 때문에 전동기 효율을 높일 수 있고 공극에서의 자

속밀도 파형이 평행방향 착자에 비해 정현적이기 때문에 토크 리

플을 크게 감소시킬 수 있다[3-5]. 그러나 평행방향 착자와 달리 

halbach 배열 착자의 경우 각기 다른 방향으로 자화된 여러 편

의 영구자석이 모여 한 극을 이루기 때문에 보다 감자에 취약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기존의 감자 해석 연구들을 살펴보면 평

행방향 혹은 반경방향으로 착자된 모델들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halbach 배열 착자에 대한 연구는 거의 다루어지지 않았다[6, 

7].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평행 방향 착자와 halbach 배열로 착

자된 회전형 기기 중 감자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어떠한 착자 형

태가 감자에 취약한지를 유한요소 법을 이용하여 해석을 수행하

였다. 감자 특성 해석은 전류의 부하각을 조정 하여 인위적으로 

전기자 반작용 자계가 영구자석의 자속 방향과 반대가 되도록 하

는 전류를 인가하여 해석을 수행하였다. 이를 통해 착자 형태가 

영구자석의 감자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2. 영구자석 기기의 착자 형태에 따른 특성 해석

2.1 해석모델

그림 1은 본 논문에서 해석 할 착자 배열에 따른 페라이트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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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착자 배열에 따른 페라이트 영구자석을 이용한 동기전동

기의 구조: (a) 평행방향 착자 모델, (b) Halbach 배열 

착자 모델

Fig. 1 Schematic of PMSMs using ferrite PMs: (a) PMPM 

model, (b) HMPM model

표 1 페라이트 영구자석을 이용한 동기전동기의 사양

Table 1 Specifications of PMSMs using ferrite PMs

항  목
평행방향

착자 모델

Halbach 배열 착자 

모델

고정자 철심 외경 100 [mm]

고정자 철심 내경 44 [mm]

회전자 철심 외경 35 [mm]

회전자 철심 내경 12 [mm]

영구자석 두께 4 [mm]

축 방향 적층 길이 50 [mm]

극 수 4

극 당 자석 편 수 4 1

슬롯 수 12

슬롯당 턴 수 40

정격 속도 6000 [rpm]

출 력 2014 [W] 1950 [W]

구자석을 이용한 동기전동기의 구조를 나타낸다. 두 모델 모두 4

극 12슬롯에 분포권을 가지며, 회전자의 영구자석 착자 형태를 

제외한 다른 사양은 동일하도록 설계하였다. 설계된 동기전동기

의 사양은 표 1에 나타내었다. 평행방향 착자의 경우 역기전력을 

보다 정현적으로 만들기 위해 오프셋을 주었으며, halbach 배열 

착자의 경우 4편이 1극을 이루도록 배열하였다. 페라이트 영구자

석은 TDK사의 FB9N을 사용하였으며 감자 곡선은 그림 2와 같다. 

20[°C]에서 잔류 자속밀도는 0.46[T]이며, 보자력은 3.5[kOe]이

다. 페라이트 영구자석의 경우 저온 감자 특성을 갖기 때문에 온

도에 의한 감자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가정하고 20[°C]에서 전기자 

반작용 자계에 의한 감자만을 고려하여 감자 해석을 수행하였다. 

그림 2 FB9N 영구자석의 감자 곡선

Fig. 2 Demagnetizing curve of FB9N PM

2.2 영구자석의 감자 특성

그림 3은 영구지석 히스테리시스 루프중의 2사분면인 감자 특

성 곡선을 나타낸다. 영구자석은 1사분면에서의 초기 자화곡선을 

따라 착자 과정을 거친 후 2사분면에서 동작된다. 영구자석 자기

회로 단락시의 자속 과 개방 시의 기자력 는 각각 B-H 특

성 곡선에서 다음 식과 같이 잔류자속밀도 과 보자력 에 관

련된다.

그림 3 영구자석의 감자 특성 곡선 (B-H 특성 곡선)

Fig. 3 Demagnetizing curve of PMs



Trans. KIEE. Vol. 64, No. 12, DEC, 2015

페라이트 구자석을 이용한 회 형 기기기의 착자 형태에 따른 부분 감자의 향              1681

    (1)

   

   (2)

여기서, 은 영구자석의 단면적, 은 영구자석의 자기 저

항, 은 영구자석의 두께, 은 공기의 투자율(× ), 은 

자석의 비 투자율을 나타낸다. 과 에 공기의 투자율 을 

곱한 값을 이어주는 직선이 결국 영구자석이 외부 자기회로에 의

해 자속 밀도 과 자계 세기 으로 동작 될 수 있는 직선이

다. 이 직선의 기울기를 리코일 비 투자율이라 하고, 페라이트 자

석은 일반적으로 공기의 비 투자율과 거의 같은 1.0~1.1의 값을 

가진다. 그림 3에서 개방회로 동작점은 전동기의 전류가 인가되

지 않은 경우 영구자석의 동작점을 의미하는데, 이는 전동기 자

기회로에 의한 퍼미언스 곡선 과 영구자석의 감자곡선과의 교점

이다. 영구자석 전동기의 자기회로에서 전기 강판의 투자율은 무

한하고 모든 기자력 강하는 공극에서 발생된다고 가정할 경우 퍼

미언스 곡선의 기울기 Permeance Coefficient (PC)는 그림 3내

의 수식처럼 자속이 통과하는 영구자석과 공극만의 단면적 및 길

이에 의해 결정된다. 또한 전기자에 인가된 전류가 영구자석 자

속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경우, 그림 3과 같이 인가전류

에 의한 자계의 크기에 비례하여 퍼미언스 곡선이 수평 이동하여 

영구자석의 동작점이 변경되는데, 이 동작점을 부하 동작점이라

고 한다. 만약 인가전류가 커져 부하 동작점이 영구자석 감자 곡

선상의 굴곡점을 지나쳤다면 영구자석은 점선으로 표시된 리코일 

라인에서 동작된다. 이를 불가역 감자되었다고 하며, 영구자석의 

잔류자속밀도 및 보자력의 세기 모두 감소하여 성능이 저하되었

음을 알 수 있다. 불가역 감자를 복구하기 위해서는 영구자석을 

다시 착자 시켜야만 한다[8].

평행 방향 착자의 경우 극 당 자석 편수가 한 개 이나 halbach 

배열 착자의 경우 극 당 자석 편수가 여러 개로 이루어져 있어 

자석 편마다 영구자석과 공극의 단면적 및 길이가 다르기 때문에 

퍼미언스 곡선이 각 각 다르게 존재한다. 따라서 전기자 반자용 

자계로 인해 퍼미언스 곡선이 수평 이동하여 영구자석의 동작점

이 변경될 때, 자석 편에 따라 감자에 더 취약 할 수 있다.

2.3 유한요소해석법을 이용한 특성 해석 결과

본 논문의 동기전동기의 특성 해석은 상용 유한요소해석 프로

그램인 Ansys의 Maxwell을 이용하여 수행하였다. 그림 4(a)는 

6000[rpm]에서 두 모델의 감자 발생 이전의 무 부하 역기전력 

파형을 나타낸다. 두 모델의 무 부하 역기전력의 피크 값은 동일

하도록 설계하였으며, 정현적인 파형을 갖도록 설계하였다. 하지

만 그림 4(b)에서 보이듯이 halbach 배열 착자 모델에서 기본파 

성분의 크기가 더 크며, 보다 정현적인 역기전력을 가짐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림 5는 동일한 정현파 전류 인가 시 토크 해석 결

과를 보여준다. 기본파 성분의 크기가 보다 높았던 Halbach 배열 

착자 모델이 좀 더 높은 토크 결과를 보이며 두 모델 모두 비슷

한 수준의 토크 리플 결과를 보임을 확인하였다.

그림 4 감자 발생 이전의 특성 해석 결과: (a) 무 부하 역기전

력, (b) 무 부하 역기전력 FFT 해석 결과

Fig. 4 Analysis results before demagnetization: (a) no-load 

back-EMF, (b) FFT results of no-load back-EMF

그림 5 감자 발생 이전의 토크 해석 결과

Fig. 5 Analysis result of torque before demagnetization

2.4 영구자석의 감자 해석

본 논문에서는 그림 6에서와 같이 부하각을 인위적으로 조정

하여 전기자 반작용 자계가 영구자석의 자계 방향과 반대 방향이 

되도록 하는 전류를 인가하여 영구자석의 감자가 발생하는 상황

을 통해 감자 해석을 수행하였다. 감자해석 결과는 그림 7에 나

타내었다. 감자 해석 결과 감자가 발생하기 이전의 영구자석 최

대 자속 밀도는 0.43[T]이지만 두 모델 모두 감자가 발생하여 

최대 자속 밀도가 감소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하지만 평행방

향으로 착자된 모델의 경우 전체적으로 일정하게 감자가 발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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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감자를 발생시키기 위한 전기자 반작용 자계 인가 조건

Fig. 6 Required condition of armature reaction field for 

demagnetization

그림 7 착자 형태에 따른 감자 해석 결과

Fig. 7 Results of analysis of partial demagnetization for 

different magnetization patterns

그림 8 착자 형태에 따른 감자가 진행된 이후의 무 부하 역기전

력 해석 결과

Fig. 8 Analysis results of no-load back-EMF after 

demagnetization for different magnetization patterns

데반해 halbach 배열 착자 모델의 경우 전체적으로 자속이 감소

하였음은 물론 자석 편에 따라 부분 감자 현상이 좀 더 강하게 

발생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로 인해 그림 8에서와 같이 무 

부하 역기전력의 파형이 감자로 인해 변화된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전체적으로 자속밀도만 감소한 평행방향 착자 모델의 경우 

역기전력의 크기 값만 약간 감소한데 반해 부분적으로 감자가 심

하게 발생하였던 halbach 배열 착자 모델의 경우 크기의 감소뿐

만 아니라 고조파도 증가하였다. 고조파의 증가는 그림 9에서와 

같이 무 부하 역기전력의 FFT 분석을 통해서도 확인 할 수 있는

데 평행 방향 착자에 비해 halbach 배열 착자 모델에서 고조파

의 함유량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본파의 감소

량 역시 halbach 배열 착자에서 더 크게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기계적인 마찰과 풍손을 제외하면, PMSM의 전자기 토크는 

다음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3)

여기서, 은 각속도, 는 각 상의 입력전류이고, 첨자 a, b, c

는 A상, B상, C상을 표현한 것이다. 식 (3)으로부터 각상에 유기

되는 역기전력은 다음 식을 통해 계산되어진다.

  
   

∞

sin  (4)

  
   

∞

sin

  
   

∞

sin

여기서, 은 쇄교 자속의 n차 고조파의 최댓값, n은 n차 고

조파 차수, p는 극 상수를 나타낸다. 만약 입력전류가 기본파 성

분만을 가진다면, 각 상에 입력되는 전류는 다음 식과 같이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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낼 수 있다.

  sin (5)

  sin
  sin

여기서, 은 입력전류의 기본파 성분의 최댓값이다. 따라서 

토크에 관한 식 (3)은 식 (6)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cos×cos
 


 
   

∞

 cos×cos

 (6)

식 (6)에서 첫 번째 항은 평균토크를 나타내며, 두 번째와 세 

번째 항은 토크 리플을 나타낸다. 이는 n이 3의 배수 이외의 홀

수 차수에서 토크 리플이 발생한다는 것을 보여준다[9]. 그림 9

에서 나타나듯이 감자 진행 유·무에 따른 무 부하 역기전력의 

FFT 분석 결과 halbach 배열 착자 모델에서 5, 7, 11차 고조파

의 크기가 크게 증가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따라서 Halbach 배

열 착자 모델에서 보다 큰 토크 리플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9 착자 형태에 따른 감자가 진행된 이후의 무 부하 역기전

력 FFT 해석 결과

Fig. 9 FFT results of no-load back-EMF after demagnetiza- 

tion for different magnetization patterns

그림 10 착자 형태에 따른 감자가 진행된 이후의 토크 해석 결과

Fig. 10 Analysis results of torque after demagnetization for 

different magnetization patterns

표 2 감자 특성 해석 결과

Table 2 Analysis results of demagnetization

평행방향 

착자 모델

Halbach 배열 

착자 모델

정상 

상태

감자 

상태

정상 

상태

감자 

상태

Back-EMF 

THD
0.058 0.065 0.04 0.14

Torque 

[N.m]
3.1 2.94 3.2 2.92

최종적으로, 감자 이전의 상태에서의 토크와 감자가 진행된 이

후의 토크를 그림 10에서 비교하였다. 감자 발생 유·무에 따른 

전고조파 왜율과 토크 특성 해석 결과를 표 2에 정리하였다. 감

자 발생 이후 평행방향 착자 모델에 비해 halbach 배열 착자 모

델에서 전고조파 왜율이 매우 크게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다. 감

자 이전의 상태에서는 halbach 배열 착자 모델의 토크가 더 컸

으나 감자 이후의 토크는 큰 폭으로 감소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토크 리플 역시 halbach 배열 착자 모델에서 큰 폭으로 증가함

을 확인하였다.

3.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영구자석의 착자 형태에 따른 감자의 영향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평행방향 착자와 halbach 배열 착자에 대한 

감자 해석은 유한요소법을 통해 수행하였다. 착자 형태를 제외한 

모든 조건이 동일한 동기 전동기에 대하여 감자가 발생하도록 부

하각을 변동시켜 해석을 수행하였다. Halbach 배열 착자의 경우 

전기기기에서 많은 장점들을 갖지만 1극을 이루기 위해 여러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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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자석들이 모여야만 한다. 또한 각 각의 자석 편들이 모두 각

기 다른 방향으로 자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감자에 더 취약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감자 해석 결과 평행방향 착자에 비해 halbach 

배열 착자에서 부분 감자 현상이 강하게 발생하였으며 그로 인해 

무 부하 역기전력 파형의 고조파 성분도 크게 증가함을 확인하였

다. 또한 기본파 성분의 감소가 평행방향 착자에 비해 더 크게 

발생하여 감자 이후 토크의 감소량 역시 크게 증가함을 확인하였

다. 이를 통해 여러 편으로 이루어진 halbach 배열 착자의 경우 

전기자 반작용 자계에 의한 감자에 보다 더 취약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halbach 배열 착자를 이용한 전기기기를 설계함

에 있어서 감자에 대한 부분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것으로 사

료된다. 향후 halbach 배열 착자를 이용한 전기기기의 설계 시 

감자에 보다 강건할 수 있는 설계 방법에 대해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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