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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자 분할에 따른 영구자석 동기전동기의 특성 해석

Characteristic Analysis on the Permanent Magnet Synchronous Motor 

with Segmented Phase Modular Sta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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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Stator tooth segmentation and back-iron segmentation is key solution to easing the burden of manufacturing 

process of permanent magnet synchronous motor.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he design and characteristic analysis of 

permanent magnet synchronous motor having the segmented phase modular stators. Using by two-dimensional finite element 

method, the static/no-load characteristic analysis of the permanent magnet synchronous motor is performed. The analysis has 

been performed considering the additional air gaps between stator modules. The analysis results were experimentally verified, 

and the validity of the proposed analysis method and feasibility of the machine was confirm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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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영구자석 동기전동기(Permanent Magnet Synchronous Motor)

는 고효율, 고역률, 높은 토크 등의 장점들로 인하여 가전 및 산

업응용 제품에 많이 활용되고 있다. 점점 더 다양해지는 산업사

회의 고급 시스템에서 전기기기의 신뢰성, 안정성, 유효성 등은 

매우 중요한 관심사가 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영구자석 동기전

동기의 성능을 향상시키고 단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많은 관심과 

연구들이 확대되는 추세이다. 최근에는 2010년 하반기부터 시작

된 영구자석 원료 가격의 급등으로 관련 산업에 많은 충격을 가

져오고 있으며, 전 세계 희토류 생산량의 97%를 책임지고 있는 

중국이 생산 제한과 수출 쿼터제를 실시하여 매년 8만 톤으로 

생산을 규제하고 있어 일본과 미국, 한국 등의 주요국들은 가격

상승과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더불어 최근 국제적인 금속 

재료 등의 원자재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전동기 재료비의 과도한 

상승이 발생되어 이에 따른 가격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이 치

열하게 이루어지고 있다[1]. 특히, 대형기나 대량 생산을 요구하

는 산업 분야에서는 고비용의 조달이 힘든 소재를 이용하여 적용

하기에는 비용적인 측면에서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공정이 중단

되는 상황에 직면할 경우, 사고에 의한 위험뿐만 아니라 큰 자산

손실을 초래하므로 제조 공정의 간편화는 이러한 단점들을 보완

할 수 있는 대표적인 방법들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2]. 

이에 따라 전동기의 고정자 치 분할, 백아이언 분할, 극 분할 

등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으며, 그 중 고정자 철심의 치 

분할은 고정자 권선의 단락(turn short)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였

을 때 큰 이점을 갖는 선행연구로 알려져 있다[3]. 권선의 단락

의 경우 열에 의해 권선의 절연 파괴가 더 많은 권선으로 쉽게 

전파되어 더 큰 손실을 초래하는 순환전류를 일으키므로 전동기

의 동작은 가능하나 초기에 문제점을 찾지 못하면 빠르게 절연 

파괴가 심화되는 특징을 갖기 때문에 전동기 효율에 큰 문제점을 

일으킬 수 있다[4]. 

본 논문에서는 고정자의 상분할이 가능한 표면부착형 영구자

석 동기전동기(SPMSM: Surface-mounted Permanent Magnet 

Synchronous Motor)모델을 제시한다. 상 집중권으로 권선 설계

되었으며, 각 상의 고정자 철심이 분할 가능한 구조를 가지고 있

어 전동기 고장 시 고정자 상 모듈을 교체할 수 있는 이점을 가

지고 있다. 유한요소해석 S/W인 Maxwell 2D v16을 통해 회전

자의 설계 및 제조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고정자 철심 

간의 공극을 고려한 설계를 진행하였고, 이를 통해 역기전력, 자

속밀도, 코깅토크, 정격 부하시 토크 특성 값 등을 해석/비교하였

다. 마지막으로 해석 결과 값을 통해 제작된 모델의 실험을 수행

하였고, 무부하시 측정된 역기전력 측정값을 통해 제안 모델의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2. 고정자 분할이 가능한 영구자석 동기전동기 설계

2.1 극/슬롯 조합 및 집중권 권선법 선정

영구자석 전동기는 회전자의 영구자석에 의해 고정자 권선에 

유기되는 기자력의 크기 및 역기전력의 파형에 따라 권선 배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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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할 수 있으며, 전동기의 상 수, 극 수, 슬롯 수의 상호 조합 등

을 고려하여 권선을 고정자 슬롯의 철심 코어에 배치할 수 있다.

(a) 10극-9슬롯 영구자석 전동기 상집중권 권선 배치

(b) 10극 9슬롯 영구자석 전동기 기전력 페이저 성분의 벡터 합

그림 1 기전력 페이저 다이어그램

Fig. 1 EMF phasor diagram

권선 설계는 전동기의 동작 특성을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설

계 요소임과 동시에 구동부와 제어부에 영향을 미치므로 설계 시 

많은 복잡함과 어려움이 따른다. 권선법은 감는 방법이나 형태, 

코일피치 등의 요소에 따라 크게 집중권 권선 방식과 분포권 권

선 방식으로 나뉘며, 그 중 집중권 권선 방식은 권선 방법이 단

순하고 재료비 저감 등에 있어 효율적인 방법으로 알려져 있어 

소형 경량화를 필요로 하는 여러 분야에 적용되고 있다. 집중권 

방식은 고정자의 치에 권선이 감겨지는 방식이므로 분포권 방식

에 비하여 코일 단부의 길이가 짧고 고정자 코일의 저항이 작아 

이로 인한 고정자 동손이 저감 및 고효율화에 상대적으로 이점을 

갖고 있으며, 단층권에 비해 이층권이 코일엔드의 구현이 간단하

게 이루어질 수 있는 권선 구조로 주로 쓰이고 있다.

일반적으로 동일한 상 권선에서 유기되는 전압의 기하하적인 

벡터합과 산술합과의 비를 나타내는 권선계수 는 식 (1)과 같

이 분포계수  , 단절계수  , 스큐계수 의 곱으로 구할 수 있

다. 이는 직접적으로 전동기의 토크에 비례하는 상수이며, 식 (2)

는 분포계수 를 식 (3)은 단절계수 를 나타낸다. 집중권 권

선 방식의 경우 보통 제작 비용과 복잡함 등의 문제로 스큐를 

하지 않으므로 스큐계수 는 무시한다[6].

  ∙ ∙   (1)

 





sin



 (2)

  sin


 (3)

여기서  은 고정자 상 수, 는 매극 매상당 슬롯 수,  는 

단절각, 는 고조파 차수를 나타낸다. 또한 전동기의 상 수, 극 

수, 슬롯 수 선정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할 매극 매상당 슬롯수 

는 일반적으로 식 (4)와 같이 표현되며, 여기서 는 고정자 

슬롯 수,  은 고정자 상 수,  는 극 쌍수를 나타낸다. 고정자 

권선의 매극 매상당 슬롯수 는 정수 또는 분수의 형태로 표

현될 수 있으나, 값이 1보다 크거나 1과 같은 경우 고정자 권

선이 분포상태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단일치 집중권으로 설계

된 전동기의 경우, 값이 1보다 작으므로 항상 분수의 값을 가

지며, 이를 분수 슬롯형 권선 방식(Fractional slot winding)이

라고 한다[7]. 

×


 (4)

분수 슬롯형 권선 방식에서 고정자 각 코일의 분포에 따른 자

계의 분포를 각 슬롯의 유기된 전압의 페이저(EMF-phasor)로 

나타낼 수 있다. 기전력 페이저 성분은 각 슬롯의 코일을 대신하

여 각 도체에 유기되는 기전력의 총 합으로써 표현되며, 각 슬롯

의 기전력 페이저 벡터 성분은 식 (5)와 같이 표현된다[8]. 여기

서 는 각 슬롯의 기전력 페이저 벡터 성분,  는 슬롯 번호, 

 는 극 쌍수,  는 슬롯 수를 나타낸다.

  


 ∙ 
∙  

 (5)

그림 1(a)는 본 논문에서 다루는 10극 9슬롯 영구자석 전동기 

해석 모델의 형상을 나타내며, A, B, C상과 각 슬롯의 권선 배

치를 나타낸다. 해석 모델은 분수 슬롯형 극/슬롯 조합을 가지

며, 각 상이 집중되어 있는 상 집중권으로 권선구조가 설계되었

다. 각 슬롯의 페이저 성분들은 식 (5)를 통해 표현되며, 오일러 

방정식(Euler's equations)을 통해 유기된 전압의 각 페이저 벡

터 성분을 식 (6)과 같이 변환하여 슬롯마다 기전력을 도출할 수 

있다.

  cos
∙

∙

∙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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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집중권 극/슬롯 조합에 따른 권선계수 와 매극 매상

당 슬롯 수 

Table 1 Winding factor( ) and number of slots per pole 

per phase() with different pole and slot com- 

binations for concentrated winding

  Poles

Slot  
4 6 8 10 12 14 16 20

3
1/4

0.866

6
1/2

0.866

1/4

0.866

1/5

0.5

1/7

0.5

1/8

0.866

1/10

0.866

9
3/4

0.617

1/2

0.866

3/8

0.945

3/10

0.946

1/4

0.866

3/14

0.473

3/16

0.175

3/20

0.328

12
1/2

0.866

2/5

0.933

2/7

0.933

1/4

0.866

1/5

0.5

15
1/2

0.866

5/12

0.906

5/14

0.951

5/16

0.951

1/4

0.866

18
3/5

0.647

1/2

0.866

3/7

0.902

3/8

0.931

3/10

0.945

21
7/12

0.521

1/2

0.866

7/16

0.851

24
4/5

0.463

4/7

0.760

1/2

0.866

2/5

0.933

그림 1(b)는 변환된 각 페이저 성분의 벡터 합을 나타내며, 

 ′ 

 ′ 

 ′  에 권선계수 를 고려하면 최종적으로 각 상에 

대한 기전력 

 를 얻을 수 있다.

표 1은 집중권 권선 방식에 대해 설계가 가능한 극/슬롯 조합

을 나타내며, 각각의 조합에 대한 권선계수   값과 매극 매상당 

슬롯 수  값을 나타내었다. 본 논문에서 다루게 될 해석 모델은 

고정자의 상분할이 가능하도록 권선법이 설계되어야 하므로, 상

집중권 권선 설계가 가능한 극/슬롯 조합 중 제작비용 및 전동기 

크기 등을 고려하여 10극/9슬롯 조합을 해석 모델로 선정하였다.

2.2 상집중권 모듈형 고정자 영구자석 동기전동기 형상 설계

표 2는 해석 대상 영구자석 동기전동기의 기본 설계 사양을 

나타낸다. 해석 모델은 영구자석이 회전자의 표면에 부착되어 있

는 표면부착형 영구자석 동기전동기이며, 정격 출력 350 W, 정격 

속도 1,325 rpm, 정격 토크 2.5 N·m의 성능 조건을 가진다. 그

림 2(a)는 일반 10극 9슬롯 표면부착형 영구자석 전동기의 형상

을 나타내며, 그림 2(b)는 본 논문에서 제시 하는 고정자 상 분

할에 따른 영구자석 동기전동기의 특성을 해석하기 위한 해석모

델의 형상을 나타낸다. 해석 모델은 전동기의 고정자 모듈이 상 

집중권 권선배치를 통해 A, B, C상이 각각 하나의 모듈로 구성되

므로 각 상이 분할 가능한 구조를 갖는다. 

(a)일반 10극 9슬롯 영구자석 전동기
 

(b)고정자 상분할 시 영구자석 전동기

그림 2 해석 모델

Fig. 2 Analysis model

표 2 해석 모델의 기본 설계 사양

Table 2 Design specifications of analysis Model

Item Value

Power 350 W

Voltage 36 V

Current 9.2 Arms

Torque 2.5 N·m

Speed 1,325 rpm

Number of Slots 9

Number of Poles 10

Turns per slot 40

Series turns per phase 120

Stator winding double-layer CW

2.3 고정자 모듈 간 공극길이를 고려한 고정자 설계

그림 3(a)는 고정자 모듈 형상과 고정자 철심 모듈 간에 발생

하는 추가적인 공극을 나타낸다. 모듈형 고정자는 분할시 제작상

의 한계, 운전 시 진동 등의 요인으로 인해 모듈 간 추가적인 공

극이 발생하고 설계 시 이를 가정하여 고려해 줄 필요가 있다. 

해석 모델의 고정자는 고정자 철심 간에 발생하는 불규칙한 공극

을 0.05mm-0.2mm 로 가정하고 0.05mm 의 공극마다 해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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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적인 공극이 발생하지 않는 일반 영구자석 전동기와의 특성

을 비교하였다. 그림 2(b)는 해석 모델의 권선도를 나타낸다. 해

석 모델은 10극 9슬롯 분수 슬롯형 권선 구조를 가지며, 이층 집

중권으로써 상이 집중되어있는 권선 배치를 통해 고정자 모듈의 

각 상이 분리될 수 있는 권선 구조를 갖고 있다. 

(a) 고정자 모듈 형상

(b) 해석 모델 권선도

그림 3 고정자 모듈 형상 및 권선도

Fig. 3 Shape of modular stator and winding

2.4 회전자 영구자석의 극호비() 설계

그림 4는 해석 모델의 고정자 및 회전자 단순화된 선형 형상

을 나타낸다. 회전자 설계 시 영구자석의 극호비()는 정현적

인 역기전력 파형을 얻고, 토크 리플 최소화 및 최대토크 등을 

얻기 위해 설계 시 고려되어야 하는 요소이다. 따라서, 해석 모델

의 최적점을 찾기 위해 회전자의 영구자석의 극호비()를 설

계 변수로 선정하고 1.0에서 0.8까지 극호율을 10%씩 감소하면

서 역기전력 파형을 비교하였다. 그림 5는 극호비()에 따른 

역기전력 해석 결과를 나타내며, 그림 6은 역기전력에 대한 THD 

분석 결과를 보여준다. 해석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듯이 극호비

()가 0.8일 때 역기전력의 최댓값은 유지한 채로 가장 정현

적인 파형과 작은 THD(%)값을 얻을 수 있었으며, 최적 설계점을 

선정할 수 있었다. 표 3은 극호비()에 따른 특성 해석 값을 

나타낸다. 

그림 4 회전자 형상(Pole-Arc Ratio: 80%)

Fig. 4 Shape of rotor(Pole-Arc Ratio: 80%)

그림 5 극호비()에 따른 역기전력 결과

Fig. 5 Back-EMF according to pole-arc ratio(%)

그림 6 극호비()에 따른 역기전력 THD(%) 비교

Fig. 6 THD of Back-EMF comparison according to pole -arc 

ra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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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반경 방향 자속 밀도

(b) 원주 방향 자속 밀도

그림 7 고정자 모듈간 공극에 따른 공극 자속 밀도

Fig. 7 Air-gap magnetic flux density according to additi 

onal air gaps between stator cores

그림 8 고정자 모듈 간 공극에 따른 역기전력 결과 

Fig. 8 Back-EMF according to additional air gaps  

between stator core

그림 9 고정자 모듈 간 공극에 따른 역기전력 THD(%) 비교

Fig. 9 THD of Back-EMF comparison according to a 

dditional air gaps between stator cores

표 3 극호비()에 따른 특성 해석 결과

Table 3 Characteristic analysis result according to pole-arc 

ratio(%)

Item
Pole-arc ratio

1.0 0.9 0.8

EMF(Vmax) 17.48 17.44 17.37

THD(%) 12.15 10.61 7.06

3. 고정자 모듈 간 공극에 따른 특성 해석 및 실험

3.1 공극 자속 밀도 및 역기전력 특성 해석

영구자석에 의한 코일에서의 쇄교 자속에 따라 발생하는 역기

전력은 전동기의 성능 파악에 있어 중요한 파라미터이다. 또한 

영구자석에 의한 쇄교 자속은 출력 특성과 토크 리플에 큰 영향

을 미치므로, 이에 따른 공극자속밀도 및 역기전력의 정확한 예

측 및 산정은 필수적이다. 전동기의 공극 자속 밀도는 반경 방향 

성분과 원주 방향 성분의 합으로 표현된다. 이는 각각 고정자와 

회전자 사이에 작용하는 흡인력 성분인 반경 방향 성분과 원하는 

토크 성분 외에 코깅 토크를 비롯한 토크 리플을 발생시키는 성

분인 원주 방향 성분을 의미한다. 반경 방향 성분은 원주 방향 

성분을 무시할 수 있을 정도의 훨씬 큰 값을 가진다[5]. 그림 

7(a)과 그림 7(b)는 각각 반경 방향 성분인 Normal한 공극 자속 

밀도 과 원주 방향 성분인 를 나타낸다. 고정자 모듈 간 공

극을 고려하여 0.05mm-0.2mm까지 0.05mm 단위로 늘려가며 특

성 해석을 수행했고, 고정자 철심 간 공극이 발생하지 않는 

0mm의 경우와 비교하여 철심 간 공극이 공극자속밀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비교하였다. 해석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듯이, 고정자 

철심 모듈 간 공극은 공극 자속 밀도에 거의 무시할 정도의 영

향을 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8은 고정자 모듈 간 공극에 따른 역기전력 해석 결과를, 

그림 9는 고정자 모듈 간 공극에 따른 THD(%) 결과를 나타낸

다. 고정자 모듈 간 공극이 커질수록 일반 영구자석 전동기(0mm 

gaps)에 비해 역기전력의 최댓값과 THD 기본파의 크기가 감소

하였으며, 이에 따라 THD(%)는 고정자 모듈 간 공극을 0.2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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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가정하였을 때 가장 큰 값인 8%를 나타내었다. 표 4는 고정

자 모듈 간 공극에 따른 역기전력 및 THD 특성 해석 값을 나타

낸다.

표 4 고정자 모듈 간 공극에 따른 역기전력 및 THD 특성 해

석 결과

Table 4 Characteristic analysis result of Back-EMF and THD 

according to additional air gaps between stator cores

Item

Additional Air gaps

0mm 

gaps

0.05mm 

gaps

0.1mm 

gaps

0.15mm 

gaps

0.2mm 

gaps

EMF(Vmax) 17.37 16.91 16.78 16.66 16.55

THD(%) 7.24 7.44 7.65 7.81 8.02

3.2 코깅 토크 및 정격부하 토크 특성 해석

그림 10은 정격 부하 시 고정자 모듈 간 공극을 고려한 토크 

특성 곡선을 나타낸다. 정격 전류를 인가하고 인가 전류에 따른 

정격 토크와 토크 리플을 해석하였다. 고정자 철심 간 공극이 발

생하지 않는 일반 영구자석 전동기에 비해 공극이 넓어질수록 정

격 토크 값이 감소하였으며, 0.2mm의 추가적인 공극을 고려했을 

경우 가장 작은 토크 값을 가진다. 그림 11은 무부하 시 고정자 

모듈 간 공극을 고려한 코깅 토크 특성 곡선을 나타낸다. 고정자 

모듈 간 공극이 발생하지 않을 때 코깅 토크의 peak to peak 값

은 11.9mN·m였으나 고정자 철심 간 공극이 커질수록 코깅 토크

의 크기는 증가하였으며, 모듈 간 공극을 0.2mm로 가정했을 때

는 28.8 mN·m로 거의 두 배 이상의 차이를 보였다. 표 5는 고

정자 모듈 간 공극에 따른 토크 특성 해석 결과를 나타낸다. 해

석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듯이, 고정자 모듈 철심 간 공극이 넓어

질수록 정격 토크 값이 감소하며, 코깅 토크 값은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10 고정자 모듈 간 공극에 따른 정격 부하시 토크 해석 결과

Fig. 10 Rated load torque according to additional air gaps 

between stator cores

그림 11 고정자 모듈 간 공극에 따른 코깅 토크 해석 결과

Fig. 11 Cogging torque according to additional air gaps 

between stator cores

표 5 고정자 모듈 간 공극에 따른 토크 특성 해석 결과

Table 5 Characteristic analysis of torque according to a 

dditional air gaps between stator cores

Item

Additional Air gaps

0mm 

gaps

0.05mm 

gaps

0.1mm 

gaps

0.15mm 

gaps

0.2mm 

gaps

Max. 

Torque(N·m)
2.52 2.5 2.49 2.47 2.46

Avg. 

Torque(N·m)
2.47 2.46 2.44 2.43 2.41

Ripple(N·m) 0.092 0.09 0.088 0.086 0.085

Ripple Ratio 3.65% 3.6% 3.53% 3.48% 3.46%

Cogging 

Torque(mN·m)
11.9 16.5 20.9 25.2 28.8

3.3 제작 및 실험

본 논문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상분할형 전동기 모델의 검증을 

위해 전동기를 실제 제작하고, 무부하 시 역기전력 시험을 수행

하였다. 그림 12는 특성 해석 결과를 통해 제작된 상분할형 영구

자석 전동기의 형상을 나타낸다. 그림 12(a)는 제작 모델의 반경 

반향 단면 형상이며, 12(b)는 제작 모델의 3D 예측 형상을 나타

낸다. 그림 12(c)는 실제 제작된 전동기의 고정자 상분할 시 반

경 방향 형상을 나타내며, 고정자 치 하나에 권선이 집중권으로 

감겨있어 손잡이에 의해 상 모듈이 분할 가능하도록 제작되었음

을 알 수 있다. 고정자 치에 감긴 권선의 직경은 1.295, 턴 수

는 40turn이다. 그림 12(d)는 제작된 모델의 고정자 상분할 시 

상단에서 바라본 형상 사진이며, 고정자 철심이 각 상마다 분리

가 가능함을 알 수 있다. 그림 13은 무부하 역기전력 시험을 위

한 시험 환경 사진이다. 무부하 역기전력은 전동기의 단자를 오

픈시키고 모터 드라이브를 통해 임의의 속도로 샤프트를 회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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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반경방향 단면 형상 

(b) 제작 모델 3D 형상 

(c) 고정자 상분할 시 반경 방향 형상

(d) 고정자 상분할 시 상단 방향 형상

그림 12 제작 모델 형상

Fig. 12 Shape of Manufactured model 

그림 13  무부하 시험 환경

Fig. 13 No-load experiment environment

(a) FEM 역기전력 해석 결과

(b) 역기전력 측정 결과

그림 14 속도(rpm)별 역기전력 특성 비교

Fig. 14 Back-EMF comparison by speed(rpm)

킬 때 발생하는 전동기의 전압을 의미한다[9]. 본 논문에서는 전

동기의 속도를 500rpm부터 1300rpm까지 200rpm의 간격으로 

무부하 역기전력 시험을 진행하였으며, 시뮬레이션을 통한 역기

전력 특성 해석 값과 비교하였다. 그림 14(a)는 FEM을 통해 해

석된 속도(rpm)별 역기전력을 특성해석 값을 나타내며,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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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b)는 계측기를 통해 실제 측정된 역기전력 값을 나타낸다. 표 

6에는 각 속도별로 FEM과 실체 측정값의 역기전력 최댓값 오차

를 비교하였다. 저속 구간인 500rpm 구간에서는 코일 단부의 누

설자속과 고조파 성분에 의해 15%정도의 비교적 큰 오차를 보였

으나 정격속도에 가까워질수록 5% 내외로 오차가 감소하였고, 

정현적인 곡선에 가까운 파형을 얻을 수 있었다.

표 6 속도(rpm)별 역기전력 최댓값 비교

Table 6 Back-EMF(Vmax) comparison by speed(rpm)

Speed(rpm) 500rpm 700rpm 900rpm 1100rpm 1300rpm

FEM(V) 6.76 9.47 12.17 14.88 17.59

Measured(V) 7.8 11 13.4 16.4 18.6

그림 15 정격 속도 동작 시 역기전력 비교

Fig. 15 Back-EMF comparison in rated speed(@1325rpm)

그림 15는 제작 모델의 정격 속도 동작 시 역기전력 특성 비

교 결과이다. 고정자 간 공극이 없는 경우와 고정자 모듈 철심 

간 공극을 0.2mm로 가정하였을 때, 그리고 실제 정격 속도로 운

전 시 측정된 값을 비교하였으며, 실제 측정된 역기전력 값은 고

정자 모듈 간 공극이 없는 경우와 비교하였을 때 5% 이내의 오

차를 보였으며, 고정자 모듈 간 공극을 0.2mm로 가정하였을 때

의 영향은 거의 미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고정자 상 모듈이 분할 가능한 영구자석 동기

전동기의 특성해석 결과를 제시하고, 실험을 통해 검증하였다. 고

정자 상분할 영구자석 전동기 모델은 10극 9슬롯의 분수 극/슬

롯 조합을 가지고 있으며, 상 집중권 권선 설계로 고정자 상 모

듈이 각각 분리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고정자 권선에 문제가 발

생했을 경우 고장 진단 및 유지보수에 매우 유리한 구조적 이점

을 가지고 있다. 전동기 설계 과정으로 극호비에 따른 역기전력 

및 THD 분석을 통해 회전자 영구자석의 최적 설계점을 찾았으

며, 운전 시 제작상의 한계 및 진동 등에 의해 불규칙하게 발생

하는 고정자 철심 간 공극을 고려하여 고정자 철심 간 공극을 

최소 0.05mm부터 최대 0.2mm까지 가정하고, 그에 따른 특성 해

석을 수행하였다. 유한요소해석(FEM) S/W인 Ansys Maxwell 2D 

v16을 통해 일반 10극 9슬롯 영구자석 동기전동기와 고정자 상

분할시 영구자석 동기전동기의 공극자속밀도, 역기전력, THD, 정

격부하 시 토크, 코깅토크 값 등을 비교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실제 제작 및 실험을 통해 상분할형 영구자석 동기전동기의 타당

성을 검증하였다. 실험 결과 측정된 역기전력 값은 정격 속도 운

전 시 설계된 모델과 5% 이내의 오차를 보였으며, 고정자 모듈 

간 공극의 영향 또한 거의 받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고

정자의 상분할이 가능한 전동기 모델은 향후 고정자 권선 고장 

시 고장난 상판별 및 검출에 큰 구조적 이점을 가질 것으로 사

료되며, 가격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다양한 극/슬롯 조합에 유리

하게 적용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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