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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속 영구자석 동기기의 기초자기회로설계

Initial Magnetic-Circuit Design of High Speed Permanent-Magnet 
Synchronous Mach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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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is paper presents mathematical models for high speed permanent-magnet synchronous machine. The 

mathematical method with two successive steps is used to estimate design parameter as well as the output power. At 

first, mathematical model for a linkage flux problem is employed to calculate the number of winding turns and stack 

length of armature core. The magnetic circuit model for an induced voltage and the electric circuit model for a current 

are modeled. The output powers of the electrical generator were evaluated by the mathematical techniques.  The results 

of this mathematical methods predict the specifications of the machine and can be applied in the design stage of the 

electrical mach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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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무인항공기(UAV, Unmanned Air Vehicle)나 인간형 로

(Humanoid Rotor) 등은 높은 에 지 도(Wh/kg)를 가지

는 휴 용 원공  장치가 필요하다. 지의 경우 출력

도는 높으나 에 지 도가 낮아 연속사용 시간이 짧다[1]. 

따라서 같은 무게의 지보다 20배나 큰 용량을 가지는 마

이크로 가스터빈 발 기에 한 심이 높아지고 있다. 일

본 Tohoku 학에서는 100 [W], 870,000 [rev/min] 가스터

빈 발 기를, 미국 Stanford 학에서는 420,000 [rev/min] 

압축기와 터빈을, 벨기에 K.U. Leuven 학에서는 44 [W], 

160,000 [rev/min] 가스터빈 발 기를 연구하 다[2]. 

마이크로 가스 터빈 시스템은 수십만 [rev/min]의 고속 

회 기로 압축기, 연소기, 터빈, 구자석 동기발 기로 구성

되어 있다[1]. 출력이 1 [kW] 이하인 마이크로 터빈은 소형

화, 경량화를 해서 높은 속도로 회 하는 터빈을 사용하고 

있다. 발 용 마이크로 가스터빈은 일반 으로 발 기의 회

형 계자(Field)와 터빈 날개(Turbine blade)가 일체형으로 

되어있어서 발 기 회 자는 터빈 날개와 같이 높은 속도로 

회 하게 된다[3]. 발 기 회 자는 높은 회 속도에서 만나

게 되는 단 응력(shear stress)을 견뎌야 한다. 그리고 

험속도(critical speeds)는 운 속도보다 아주 높아야 한다. 

 기동과 운  시에 발생하는 온도 상승과 원심력으로 팽

창과 이완 작용이 반복 으로 일어나 강성을 보장할 수 있

는 설계가 무엇보다 요하다. 그리고 고속회  발 기는 

단  체  당 출력이 크다는 장 이 있지만, 단  체  당 

손실 한 크다. 그래서 효율을 높이고 온도 상승을 억제하

기 해서 손실을 최소화하기 한 설계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마이크로 가스 터빈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구자석 동기발 기의 기 설계와 자기회로법으로 특성을 

해석하 다. 먼  복합-결합회로로 부하특성을 측하 고, 

측결과를 실험결과와 비교하 다. 

2. 본  론

2.1 고속 회 기기 개요

기기기를 설계할 때 기기의 형태, 크기, 재료, 특징 등

을 결정하게 되는데, 그 에서 고속 회 속도도 하나가 될 

수 있다. 회 속도를 높이면 체 치수를 작게 만들 수 있

고 따라서 고출력 도가 되고 별도의 냉각장치가 필요하게 

된다. 게다가 원심력(centrifugal forces)으로 발생하는 기계

인 응력(mechanical stresses)으로 인해 기계 으로 안

하게 설계해야 한다. 따라서 주변 속도(peripheral speed) 

는 회 자의 표면 선 속도(surface line speed)로 고속 회

기기를 정의하는데 지 까지 최  주변 속도는 367 [m/s]로 

보고되고 있다[4]. 고속, 고출력을 나타내는 방법으로 속도 

[rev/min] - 출력 [W] 지표가 편리하다[4],[5]. 재, 원통형 

회 자(solid rotor)를 사용한 기기기의 한계속도는 1×106 

[rev/min‧√kW]이고, 일반 으로 응용제품의 한계속도는 

1×10
5
 [rev/min‧√kW] 근처에 치한다. 1×10

5
 [rev/min‧√

kW]는 100 [kW] × 10,000 [rev/min] 는 1 [kW] × 

100,000 [rev/min]과 같은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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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고속, 고출력 기기기는 신소재(novel 

materials)를 사용해야 한다. 통 인 재료와 비교했을 때 

신소재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연 

자성 합 (soft magnetic alloys)의 경우 인장 강도(tensile 

strengths)가 605 [MPa] 까지는 손실이 5.7 [W/kg](400 

[Hz], 1 [T])보다 작지만 더 높은 인장 강도(최  800 

[MPa], 2.2 [T])에서는 손실이 커진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높은 온도에서 동작하면서 에 지가 높은 강자성 재료(hard 

magnetic materials)인 RecomaHT520은 최  550 [℃]에서

도 안정하게 동작하고 최  에 지(BHmax)는 230 [kJ/m
3
]

이다. 권선 재료로 개발된 가벼운 알루미늄 리츠 와이어

(lightweight aluminum-based Litz wire)는 고강도

(high-strength), 고 도성 구리합 (high-conduction copper 

alloys)으로 0.3 [%]의 Al203이 포함되어 있고, 국제 구리 표

(international annealed copper standard)의 92 [%]에 도

달했다는 보고가 있었다. 냉각성능을 높이기 해서 높은 

열 도성(high thermal conduction, 3.49 [W/m×K])을 가진 

실리콘계 수지(silicon-based resins)를 사용할 수 있다. 이 

수지는 최  220 [℃]에서 사용 가능한 도체의 연물로 사

용한다. 구자석으로 만들어지는 고속 회 자는 원심력에

서 보호하기 해서 Inconel 718과 탄소 유리 섬유(carbon 

fiber composites)와 같은 항복강도(high yield strength)가 

큰 재료를 보호 (sleeve)으로 사용한다. 탄소 유리 섬유는 

항복강도가 3.4 [GPa] 이지만 무게는 Inconel 보다 10배 작

다. 실리콘 질화물(silicon nitride-based)을 사용하면 가벼운 

식 고속 베어링(high-speed contact-type bearing)을 만

들 수 있다. 지능형 제어 능동 자기 베어링(active magnetic 

bearings)을 사용하면 유지 보수(maintenance)가 거의 필요 

없고 가혹한 환경(harsher environments)에서 사용 가능하

다. 에어 포일 베어링(air foil bearings) 한 성공 으로 사

용되어왔다. 

항공 우주 분야에서 사용하는 고속 회 기기는 구자석

형(permanent magnet, PM type)과 릴럭턴스형

(synchronous reluctance, SR type)으로 성능은 22,000 

[rev/min], 250 [kVA]에 이르 다. 자동차 부문에서는 기 

엔진을 사용한 기 자동차가 인기를 얻고 있다. 기 자동

차에는 구자석형, 릴럭턴스형, 유도기형(induction 

machine, IM type)을 고려하고 있다. 60 [kW], 100,000 

[rev/min] 제품들이 보고되고 있다. 해양 분야에는 고출력

(2-5 [MW]) 구자석 기기가 발 기에 직  연결된 형태로 

만들어지고 있다. 육상에서는 분산발 용으로 200 [kW], 

53,000 [rev/min] 마이크로 터빈 발 기가 사용되고 있다. 

라이-휠 기반 력계통 주 수 조정시스템으로 300 [kW], 

최  속도 36,000 [rev/min] 고속 발 기가 상용화되었다.

고속으로 운 이 가능한 기기기들(IM, PM, SR)은 각각 

장단 이 있다. 유도기와 구자석기기는 고속회 에서 회

자 형태를 유지해야 하고 회 자 와 류손실을 고려해야 

한다. 릴럭턴스형 기기의 회 자는 고속회 에서도 특별한 

문제가 없다. 하지만 토크 리 , 역률, 무게를 이기 한 

자기 인 최  설계가 필요하다. 고속 회 을 하는 기

기기를 설계하기 해서는 자기 인 설계뿐만 아니라, 

력 자 회로 설계, 냉각 설계, 기계 인 설계를 포함하는 

종합 인 근방법이 필요하다[4],[5].

기기기는 속도와 출력으로 고속 회 기기와 고속 회

기기로 분류할 수 있다. 1995년에 Maeda, Tomita, 

Miyashita는 속도와 출력으로 고속기와 고속기를 분류하

다[6]. 이들은 속도와 출력의 계식을 아래 식(1)과 같이 

제안하 다. 

××(1) (1)

여기서 N은 회 속도 [k‧rev/min], P는 출력 [kW]을 나타

낸다. 이 수식은 1995년 당시 조사된 유도기 정보로 얻은 

결과이다. 수식 (1)을 그래 로 나타내면 그림 1의 선과 

같다. 그래 의 가로축은 회  속도를 나타내고 세로축은 

출력을 나타낸다. 속도-출력 그래 에서 가로축은 상용 수

(log)로 나타내는 것이 합하다. 속도-출력 특성 그래 는 

회 기기의 출력과 속도의 한계를 나타내는 데 유용하게 쓰

인다. 1985년 이 에 만들어진 유도기들의 특성은 부분 

선의 왼쪽에 치하 다. 따라서 1980년  유도기의 속도

와 출력의 한계는 수식 (1)과 같았다. 명확하게 규정할 수는 

없지만, 선의 왼쪽 역은 고속기, 오른쪽 역은 고속

기로 분류하 다. 2007년에 Binder와 Schneider는 1995년부

터 2006년까지 공개된 유도기와 구자석 동기기 자료로 수

식 (2)와 같은 속도-출력 계식을 밝혔다[7]. 

log  ×log (2) (2)

여기서 n은 회 속도 [rev/sec], p는 출력 [W]을 나타낸다. 

수식 (2)를 그림 1에서 실선으로 나타내었다. 출력과 속도의 

한계가 1995년보다 오른쪽으로 이동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1 속도(N)와 출력(P)의 계

Fig. 1 Speed(N) - Power(P) Line

2.2 고속 회 기기 기 설계

고속 구자석 동기기의 설계에 앞서 동기기의 특성을 

아래와 같이 가정하 다. 이러한 가정들은 자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산정한 수치이다.

동기기 정격출력   = 800 [W]

동기기 정격속도   = 400,000 [rev/min]

동기기 정격선간 압  = 110 [V]

동기기의 효율  = 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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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률 cos = 0.95
압 형의 왜형률 cos  = 0.95
권선계수   = 0.95

압 강하율  = 0.85 

선간 류 도   = 85,000 [A/m]

극 수 2극

공극  = 0.5 [mm]

기자 권선의 턴 수와 고정자 철심의 층 길이를 설계

하기 해서 동기기의 정격 선간 압과 압 형의 왜형률

(distortion factor)로 정격 류를 계산하면 아래와 같다.

 cos


××


≈A(

13) 
(3)

압 강하율을 용해서 상 압을 구하면 다음과 같다.

 


×


 V (

14) 
(4)

상 압과 회  각속도로 쇄교자속의 변화량을 구할 수 있

다. 

 

 
×

 Vsrad(
15) 

(5)

B를 회 자 표면의 평균 자속 도라고 정의하면, 극당 자속

은 다음과 같다.

 ×


Wb(
16) 

(6)

여기서, 는 극 수, 는 스택 길이, 는 공극의 지름이

다. 공극자속 도의 최 값은     이고, 여기서 는 치 

비(tooth width)와 슬롯 피치(slot-pitch)의 비이고 는 슬

롯의 포화자속 도이다. 일반 인 치 비  슬롯 피치는 

0.5이다. 따라서 공극에서 자속이 정 (sine wave) 형태로 

분포되어 있고, 슬롯의 포화자속 도가 1.6 [T]일 때, 자속의 

평균값은 아래와 같다.

 

  


  ××≈T(

23) 
(7)

의 극당 자속식을 아래와 같이 변형하고, 평균 자속값을 

입하면 단 길이당 자속을 얻을 수 있다.

∆ 

×


Wbm(

24) 
(8)

쇄교자속은 권선의 턴 수()와 권선을 통과하는 자속의 

곱  ×으로 나타낸다. 따라서 쇄교자속의 변화량과 

권선 계수, 단 길이당 자속으로 아래와 같은 식을 얻을 수 

있다.

 × ∆ ×


×


 

(

27) 
(9)

를 들어 고정자의 층 길이를 15 [mm]로 가정하면 턴 

수는 약 40턴이 된다. 고정자 층 길이를 13.5 [mm]로 바

꾸면 턴 수는 약 44턴으로 바 다.

고속 동기기는 별도의 냉각 장치를 부착하는 것이 어려

우므로 기기에서 발생하는 열을 배출시키는 것이 어렵다. 

따라서 기기의 열원이 되는 동손을 이기 해서 류 도

를 5 [A/mm
2
]이하, 율을 40 [%] 이내로 제한하고 고정

자 구조를 설계하 다. 류 도가 낮아서 상 으로 높은 

류를 흘리기 해서 병렬 권선을 선택하 다. 

일반 인 치 비와 슬롯 피치의 비율(0.5)로 치 비를 

결정하 다. 고정자 권선으로 사용할 리츠-와이어는 0.1 

[mm]×60가닥 제품으로 단면 이 약 0.471[mm
2
]가 된다. 

기자 권선은 병렬 권선이므로 한 슬롯에 총 80턴의 권선이 

삽입된다. 기본설계에서 계산된 정격 류와 권선의 단면

으로 계산된 류 도는 약 4.7 [A/mm
2
]로 설계조건을 만족

하 다. 

동기기의 출력 주 수는 회 속도와 극 수에 비례한다. 

일반 으로 고속 기기에는 2극 는 4극 기기가 선호된

다. 2극 기기는 권선단부(end-windings)의 부피가 커지는 

경향이 있고, 자기 불평형이 극 하게 발생해서 베어링에 유

도 류를 일으킨다. 이런 이유로 철손이 제한 이라면 비록 

자기  주 수가 높더라도 4극 기기가 선호된다. 하지만 4

극 기기는 회 속도가 30,000 [rev/min] 이상이 되면 동기 

주 수가 1 [kHz]가 되고 200,000 [rev/min]에서 약 6.6 

[kHz] 이상, 400,000 [rev/min]에서 약 13.3 [kHz]가 넘어가

게 된다. 따라서 마이크로 터빈 동기기는 기동 모터 역할을 

겸해야 하고 철손도 어야 하므로 동기 주 수가 낮은 2극 

기기를 선택하 다.

발  압의 품질을 해서 3상 동기기를 선택하 고, 3

상 2극에 맞는 슬롯 수로 3 슬롯, 6 슬롯, 9 슬롯 등이 있다. 

구자석을 사용하는 동기기에서는 일반 으로 슬롯 수/극 

수 비율이 낮은 쪽으로 설계를 진행한다. 2극 3 슬롯의 슬롯 

수/극 수 비율이 가장 낮지만, 이 경우에는 자기 불평형이 

크게 발생하기 때문에 제외하 다. 따라서 고정자는 슬롯 수

/극 수 비율이 3인 6 슬롯을 선택하 다. 형 으로 분포권

을 사용하는 교류기기는 슬롯 수/극 수 비가 3이상이다. 

발 기의 주요 치수와 사양을 표 1에 나타내었다. 

표   1  구자석 발 기 주요치수와 사양

Table 1 Specifications

상 수  3 공극 길이  1.3 [mm]

극 수  2 회 자 지름  6.4 [mm]

슬롯 수  6 층길이  15 [mm]

정격속도 
 400,000 

[rev/min]

구자석 

잔류자속 도
 1 [T]

정격출력 800 [W] 구자석 비투자율  1.06

턴 수 40/coil 병렬회로 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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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구자석 동기기 단면도

Fig. 2 Cross section of permanent-magnet synchronous 

machine

그림 3 구자석 동기기 자기회로 모델

Fig. 3 Magnetic circuit of permanent-magnet synchronous 

machine

그림 6 권선의 turns function

Fig. 6 Turns function of winding

그림 4 등가 자기회로 모델

Fig. 4 Equivalent magnetic circuit model

2.2 고속 회 기기 기 설계

구자석 동기기의 단면도는 그림 2와 같고 이를 자기회

로로 나타내면 그림 3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여기서 고정

자 슬롯과 권선을 빼고 간단한 형태로 구성하 다. 그리고 

슬롯효과와 포화 효과를 무시하 다. 자속은 N 극에서 나와 

공극과 고정자를 지나 S 극으로 들어간다. 그림 3에서 Rs는 

고정자의 릴럭턴스, Rl은 설 릴럭턴스, Rg는 공극의 릴럭

턴스, Rm은 자석의 릴럭턴스를 나타낸다. 그리고, φr은 자석

의 자속, φg는 공극 자속, φl은 설 자속이다. 그림 3의 자

기회로 모델을 등가화 시켜 그림 4에 나타내었다. 여기서 

설자속은 매우 작다고 가정하여 무시하 고, 고정자 릴럭

턴스도 공극에 비해 매우 작기 때문에 무시하 다. 회 자

는 2극으로 그림 5의 왼쪽 그림과 같이 평행착자를 시켰다. 

이 모델에서 구자석의 최  잔류자속 도는 1.06 [T] 이

고, 분포는 그림 5의 오른쪽 그림과 같다. 그림 4의 등가 자

기회로 모델을 이용하여 자속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

28) 
(10)

여기서 자석의 자기 항은 식 (11), 공극의 자기 항은 식 

(12)와 같다.

 ∙


  ∙

(

29) 
(11)

 ∙

 (

30) 
(12)

여기서, ℓm은 자석두께, μr은 구자석 비투자율, ℓg는 공

극 길이, Ag는 공극 단면 을 나타낸다. 

자석의 자속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sin (
31) 

(13)

여기서, Br은 잔류자속 도, Am은 자석의 표면 단면 이고, 

θ는 그림 5에 나타낸 것과 같이 자석의 원주방향 각도이다. 

그림 5 회 자 구자석 착자방향과 잔류자속 도 분포

Fig. 5 Magnetization of permanent-magnet and distribution 

of remanence

류와 자속의 공간 인 분포를 매우 단순화하 다. 자기

회로의 공극 자속 분포 Φg(θ)와 권선 기자력의 분포를 나타

내는 turns function Nt(θ)를 이용하여 권선에 쇄교하는 총 

쇄교자속 λ를 구할 수 있다[8]. 

 




 ∙  



 

(

32) 
(14)

상 권선의 turns function Nti(θ)는 그림 6와 같고, 턴 수

를 Nt로 표시하 다. 패러데이 법칙으로 아래의 식 (15)와 

같이 유도하여 역기 력을 계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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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역기 력 측정을 한 실험

Fig. 8 Measurement of back-electromotive force

그림 9 발 기 역기 력 (100,000 [rev/min])

Fig. 9 Back-electromotive force at 100,000 [rev/min]

그림 10 발 기 특성 곡선

Fig. 10 Characteristic curve

 


∙




 (

33) 
(15)

여기서, ωm 은 각속도를 나타낸다.

구자석 동기기의 기회로 모델을 그림 7과 같이 간단

하게 표 할 수 있다. 

그림 7 기회로 모델

Fig. 7 Electric-circuit model

기회로에 흐르는 류는 아래 수식으로 구할 수 있다. 

 
 (

34) 
(16)

 

 

 (

35) 
(17)

여기서, ei는 i  상의 기 력, Zi는 i  상 권선 내부 임피던스, 

RL은 부하 항, Ri는 발 기 권선 항, Li는 발 기 권선 

인덕턴스를 나타낸다. 

기회로 모델 해석에 필요한 항과 인덕턴스도 주어진 

사양으로 계산하 다. 권선의 턴 수와 단면 , 구리의 도

율을 가지고 통 인 방법으로 상 항을 계산하 다. 

 

 (

36) 
(18)

여기서, Lcoil은 권선 1턴의 평균 길이, A는 도체 단면 을 

나타낸다. 그리고 권선의 turns function으로 권선의 인덕턴

스를 계산하 다[9],[10]. 

 

 




  
(

37) 
(19)

     (

38) 

(20)

여기서, r은 유효공극 반지름, ℓst은 층길이, <NtA(θ)>는 

turns function NtA(θ)의 평균값을 나타낸다. 인덕턴스 계산

식에서 아래첨자가 같으면(B=A) 자기 인덕턴스를, 다르면

(B≠A) 상호 인덕턴스를 나타낸다. 

기 설계를 바탕으로 시제품을 제작하여 back-to-back 

실험장치를 그림 8과 같이 구성하 다. 동일한 시제품 두 

를 커 링으로 결합시키고 한쪽은 동기로 다른 한쪽은 

발 기로 동작시켰다. 기 설계에서 동기기의 정격속도를 

400,000 [rev/min]으로 설정 하 지만 back-to-back 실험특

성상 회 자의 험속도가 낮아지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

에 시제품의 안정성을 해서 100,000 [rev/min]까지 실험을 

진행하 다. 

100,000 [rev/min]의 역기 력을 수식 (15)로 계산한 결과를 

그림 9의 그래 에서 네모 기호로 표시하 고, back-to-back 

실험으로 측정한 결과를 그림 9의 그래 에서 실선으로 표

시하여 비교하 다. 그림 9의 선간역기 력 형 그래 는 가

로는 시간 축, 세로는 압 축으로 나타내었으며 기 으로 

한 주기 동안의 압 형을 나타내었다. 자기회로 모델로 계

산한 선간 압 형이 오실로스코 로 측정한 선간 압 형과 

비슷한 형태와 크기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10의 그래 에는 수식 (15)와 (16)으로 계산한 결과

를 속도에 따른 발 기의 류(실선)와 출력( 선)으로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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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었다. 그림 10의 특성곡선 그래 는 가로축은 속도를 왼

쪽 세로축은 단자 류, 오른쪽 세로축은 출력을 나타낸다. 

그리고 정격속도 100,000 [rev/min]에서 정격출력 50 [W]를 

만족하는 항부하를 발 기 출력 단자에 직  연결하여 

back-to-back 실험으로 AC 부하 류와 출력을 측정하

다. 그림 10의 그래 에서 발 기의 회 속도별로 측정한 

단자 류(네모)와 3상 출력(동그라미)을 기호로 나타내었다. 

그림 10의 특성곡선과 같이 복합-결합회로 모델링으로 측

한 발 기 특성과 back-to-back 실험으로 측정한 발 기 특

성이 거의가 일치하 다. 특히 100,000 [rev/min]에서 측

값과 측정값의 오차는 3 [%] 미만이었다.

3. 결  론

고속 동기기는 소형화할 수 있는 장 이 있어 이에 

한 연구가 증가하고 있다. 마이크로 터빈에 사용하는 기

기기는 터빈의 시동 모터 역할을 하고 터빈이 정상운 을 

할 때에는 발 기 역할을 해야 한다. 따라서 동기와 발

기로 사용할 수 있는 구자석형 동기기가 주로 사용된다. 

그리고 고속 회 기기를 조사하고 설계할 때 참고해야 할 

사항을 정리하 다. 

마이크로 가스터빈 동기기에 해서 자기회로법으로 출력

을 계산하 다. 간단한 계산을 해서 많은 가정을 포함하

지만, 패러데이 법칙으로 계산한 역기 력과 back-to-back 

실험으로 측정한 역기 력의 형과 크기가 매우 유사한 것

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제시한 역기 력 

계산방법을 활용한다면 본 논문의 시제품과 비슷하고 구

자석을 이용한 동기기에서 역기 력을 계산하는데 많은 도

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한 간단한 형태의 자기회로이

기 때문에 구자석 동기기의 기설계에 매우 유용할 것으

로 기 한다.  

개선된 소재 개발과 설계 기술의 발달로 기기기의 속도

와 출력이 향상되고 있다. 하지만, 기기기의 속도-출력 한

계를 극복하고 속도와 출력의 한계를 높이기 해서는 베어

링기술, 열역학, 회 체 동역학, 가공  조립기술에 한 기

술개발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감사의 

이 논문은 부경 학교 자율창의학술연구비(2014년)

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References

[1] Cheol Hoon Park, Sang Kyu Choi, Sang Yong Ham,, 

“Prediction of Power and Efficiency Requirement of 

Motor/generator for 500W Class Micro Gas Turbine 

Generator Considering Losses”, Journal of Fluid 

Machinery, vol. 14, no. 5, pp. 24-30, Oct. 2011.

[2] C. Zwyssig, J.W. Kolar, W. Thaler, M. Vohrer, 

“Design of a 100 W, 500000 rpm permanent-magnet 

generator for mesoscale gas turbines”, Industry 

Applications Conference, 2005. Fourtieth IAS Annual 

Meeting. Conference Record of the 2005, vol. 1, pp. 

253-260, Oct. 2005.

[3] J. Peirs, et al, “Micropower generation with micro 

gasturbines: a challenge,” Proc. IMechE Vol. 221 

Part C: J. Mechanical Engineering Science, pp. 

489-500, 2007.

[4] A. Boglietti, A. M. El-refaie, O. Drubel, A. M. 

Omekanda, N. Bianchi, E. B. Agamloh, M. Popescu, 

A. Di Gerlando, and J. B. Bartolo, “Electrical 

Machine Topologies : Hottest Topics in the Electrical 

Machine Research Community,” IEEE Industrial 

Electronics Magazine, vol. 8, no. 2, pp. 18-30, June 

2014.

[5] Daesuk Joo, Do-Kwan Hong, Byung-Chul Woo, 

Kyung-Il Woo, Han-Seok Park, “Survey on 

High-Speed Machines with rated output power up to 

1kW”, Proceeding of the KIEEP Summer Conference 

2014 Workshop, pp. 87-88, July 2014.

[6] Akeshi Maeda, Hideo Tomita, and Osamu Miyashita, 

“Power and Speed Limitations in High Speed 

Electrical Machines,” in Proc. IPEC-Yokohama, pp. 

1321-1326, 1995. 

[7] A. Binder and T. Schneider, “High-Speed 

Inverter-Fed AC Drives,” in Proc. ACEMP, 9-16, 

2007.

[8] Daesuk Joo, Do-Kwan Hong, Yeon-Ho Jeong, 

Ji-Young Lee, Byung-Chul Woo, “Magnetic Circuit 

Analysis of Permanent-Magnet Synchronous 

Generator in Micro Gas Turbine”, Proceeding of the 

KIEE Summer Conference 2012, pp. 552-553, July 

2012.

[9] Z. Wu and O. Ojo, “Coupled-circuit-model simulation 

and airgap-field calculation of a dual-stator-winding 

induction machine,” Electric Power Application, IEE 

Proceedings, vol. 153, no. 3, pp. 387-400, May 2006.

[10] Daesuk Joo, Kyungil Woo, and Dae-kyong Kim, 

“Calculation of Winding Inductances for a 

Single-Phase Brushless DC Machine,” Journal of 

Magnetics, vo. 17 no. 3, pp. 196-199, Sep. 2012.

   자   소   개

주  석 (朱 大 石)

2008년 부경  기공학과 졸업. 2014년 

동 학원 기공학과 졸업(공학박사). 

재 한국 기연구원 동력연구센터 

선임연구원.



Trans. KIEE. Vol. 64P, No. 1, MAR, 2015

Copyright ⓒ The Korean Institute of Electrical Engineers 13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

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홍 도  (洪 到 琯)

1998년 동아  기계공학과 졸업. 2004년 

동 학원 기계공학과 졸업(박사). 2004

년～ 재 한국 기연구원 동력연구센

터 선임연구원.

우 병 철 (禹 炳 哲)

1989년 남  기계공학과 졸업. 2000년 

경북 학교 기계공학과 졸업(박사). 1991

년～ 재 한국 기연구원 동력연구센

터장.

우 경 일 (禹 炅 一)

1969년 9월 6일생. 1995년 한양  기공

학과 졸업. 1997년 동 학원 기공학과 

졸업(공학석사). 2001년 동 학원 기

공학과 졸업(공학박사). 2002년～ 재 부

경 학교 기공학과 교수.

박 한 석 (朴 瀚 錫)

1955년 3월 23일생. 1981년 앙  기

공학과 졸업. 1983년 동 학원 기공학

과 졸업(공학석사). 1996년 한국해양 학

교 기공학과 졸업(공학박사). 1986년～

재 부경 학교 기공학과 교수.



<<
  /ASCII85EncodePages false
  /AllowTransparency false
  /AutoPositionEPSFiles true
  /AutoRotatePages /None
  /Binding /Left
  /CalGrayProfile (Dot Gain 20%)
  /CalRGBProfile (sRGB IEC61966-2.1)
  /CalCMYKProfile (U.S. Web Coated \050SWOP\051 v2)
  /sRGBProfile (sRGB IEC61966-2.1)
  /CannotEmbedFontPolicy /Error
  /CompatibilityLevel 1.4
  /CompressObjects /Tags
  /CompressPages true
  /ConvertImagesToIndexed true
  /PassThroughJPEGImages true
  /CreateJDFFile false
  /CreateJobTicket false
  /DefaultRenderingIntent /Default
  /DetectBlends true
  /DetectCurves 0.1000
  /ColorConversionStrategy /LeaveColorUnchanged
  /DoThumbnails false
  /EmbedAllFonts true
  /EmbedOpenType false
  /ParseICCProfilesInComments true
  /EmbedJobOptions true
  /DSCReportingLevel 0
  /EmitDSCWarnings false
  /EndPage -1
  /ImageMemory 1048576
  /LockDistillerParams false
  /MaxSubsetPct 100
  /Optimize true
  /OPM 1
  /ParseDSCComments true
  /ParseDSCCommentsForDocInfo true
  /PreserveCopyPage true
  /PreserveDICMYKValues true
  /PreserveEPSInfo true
  /PreserveFlatness true
  /PreserveHalftoneInfo false
  /PreserveOPIComments false
  /PreserveOverprintSettings true
  /StartPage 1
  /SubsetFonts true
  /TransferFunctionInfo /Apply
  /UCRandBGInfo /Preserve
  /UsePrologue false
  /ColorSettingsFile ()
  /AlwaysEmbed [ true
  ]
  /NeverEmbed [ true
  ]
  /AntiAliasColorImages false
  /CropColorImages true
  /ColorImageMinResolution 150
  /ColorImageMinResolutionPolicy /OK
  /DownsampleColorImages false
  /ColorImageDownsampleType /Bicubic
  /ColorImageResolution 300
  /ColorImageDepth -1
  /ColorImageMinDownsampleDepth 1
  /Color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ColorImages true
  /ColorImageFilter /DCTEncode
  /AutoFilterColorImages true
  /ColorImageAutoFilterStrategy /JPEG
  /ColorACS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Color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JPEG2000ColorACS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JPEG2000Color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AntiAliasGrayImages false
  /CropGrayImages true
  /GrayImageMinResolution 150
  /GrayImageMinResolutionPolicy /OK
  /DownsampleGrayImages false
  /GrayImageDownsampleType /Bicubic
  /GrayImageResolution 300
  /GrayImageDepth -1
  /GrayImageMinDownsampleDepth 2
  /Gray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GrayImages true
  /GrayImageFilter /DCTEncode
  /AutoFilterGrayImages true
  /GrayImageAutoFilterStrategy /JPEG
  /GrayACS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Gray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JPEG2000GrayACS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JPEG2000Gray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AntiAliasMonoImages false
  /CropMonoImages true
  /MonoImageMinResolution 1200
  /MonoImageMinResolutionPolicy /OK
  /DownsampleMonoImages true
  /MonoImageDownsampleType /Bicubic
  /MonoImageResolution 1200
  /MonoImageDepth -1
  /Mono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MonoImages true
  /MonoImageFilter /CCITTFaxEncode
  /MonoImageDict <<
    /K -1
  >>
  /AllowPSXObjects false
  /CheckCompliance [
    /None
  ]
  /PDFX1aCheck false
  /PDFX3Check false
  /PDFXCompliantPDFOnly false
  /PDFXNoTrimBoxError true
  /PDFXTrimBoxToMediaBoxOffset [
    0.00000
    0.00000
    0.00000
    0.00000
  ]
  /PDFXSetBleedBoxToMediaBox true
  /PDFXBleedBoxToTrimBoxOffset [
    0.00000
    0.00000
    0.00000
    0.00000
  ]
  /PDFXOutputIntentProfile ()
  /PDFXOutputConditionIdentifier ()
  /PDFXOutputCondition ()
  /PDFXRegistryName (http://www.color.org)
  /PDFXTrapped /Unknown

  /Description <<
    /ENU (Use these settings to create PDF documents with higher image resolution for high quality pre-press printing. The PDF documents can be opened with Acrobat and Reader 5.0 and later. These settings require font embedding.)
    /JPN <FEFF3053306e8a2d5b9a306f30019ad889e350cf5ea6753b50cf3092542b308030d730ea30d730ec30b9537052377528306e00200050004400460020658766f830924f5c62103059308b3068304d306b4f7f75283057307e305930023053306e8a2d5b9a30674f5c62103057305f00200050004400460020658766f8306f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304a30883073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4ee5964d30678868793a3067304d307e305930023053306e8a2d5b9a306b306f30d530a930f330c8306e57cb30818fbc307f304c5fc59808306730593002>
    /FRA <FEFF004f007000740069006f006e007300200070006f0075007200200063007200e9006500720020006400650073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73002000500044004600200064006f007400e900730020006400270075006e00650020007200e90073006f006c007500740069006f006e002000e9006c0065007600e9006500200070006f0075007200200075006e00650020007100750061006c0069007400e90020006400270069006d007000720065007300730069006f006e00200070007200e9007000720065007300730065002e0020005500740069006c006900730065007a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f007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c002000760065007200730069006f006e00200035002e00300020006f007500200075006c007400e9007200690065007500720065002c00200070006f007500720020006c006500730020006f00750076007200690072002e0020004c00270069006e0063006f00720070006f0072006100740069006f006e002000640065007300200070006f006c0069006300650073002000650073007400200072006500710075006900730065002e>
    /DEU <FEFF00560065007200770065006e00640065006e0020005300690065002000640069006500730065002000450069006e007300740065006c006c0075006e00670065006e0020007a0075006d002000450072007300740065006c006c0065006e00200076006f006e0020005000440046002d004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6e0020006d00690074002000650069006e006500720020006800f60068006500720065006e002000420069006c0064006100750066006c00f600730075006e0067002c00200075006d002000650069006e00650020007100750061006c00690074006100740069007600200068006f006300680077006500720074006900670065002000410075007300670061006200650020006600fc0072002000640069006500200044007200750063006b0076006f0072007300740075006600650020007a0075002000650072007a00690065006c0065006e002e00200044006900650020005000440046002d004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20006b00f6006e006e0065006e0020006d0069007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f0064006500720020006d00690074002000640065006d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75006e00640020006800f600680065007200200067006500f600660066006e00650074002000770065007200640065006e002e00200042006500690020006400690065007300650072002000450069006e007300740065006c006c0075006e00670020006900730074002000650069006e00650020005300630068007200690066007400650069006e00620065007400740075006e00670020006500720066006f0072006400650072006c006900630068002e>
    /PTB <FEFF005500740069006c0069007a006500200065007300740061007300200063006f006e00660069006700750072006100e700f50065007300200070006100720061002000630072006900610072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500044004600200063006f006d00200075006d00610020007200650073006f006c007500e700e3006f00200064006500200069006d006100670065006d0020007300750070006500720069006f0072002000700061007200610020006f006200740065007200200075006d00610020007100750061006c0069006400610064006500200064006500200069006d0070007200650073007300e3006f0020006d0065006c0068006f0072002e0020004f0073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500044004600200070006f00640065006d0020007300650072002000610062006500720074006f007300200063006f006d0020006f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c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200070006f00730074006500720069006f0072002e00200045007300740061007300200063006f006e00660069006700750072006100e700f50065007300200072006500710075006500720065006d00200069006e0063006f00720070006f0072006100e700e3006f00200064006500200066006f006e00740065002e>
    /DAN <FEFF004200720075006700200064006900730073006500200069006e0064007300740069006c006c0069006e006700650072002000740069006c0020006100740020006f00700072006500740074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720020006d006500640020006800f8006a006500720065002000620069006c006c00650064006f0070006c00f80073006e0069006e0067002000740069006c0020007000720065002d00700072006500730073002d007500640073006b007200690076006e0069006e0067002000690020006800f8006a0020006b00760061006c0069007400650074002e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72006e00650020006b0061006e002000e50062006e006500730020006d0065006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f0067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f00670020006e0079006500720065002e00200044006900730073006500200069006e0064007300740069006c006c0069006e0067006500720020006b007200e600760065007200200069006e0074006500670072006500720069006e006700200061006600200073006b007200690066007400740079007000650072002e>
    /NLD <FEFF004700650062007200750069006b002000640065007a006500200069006e007300740065006c006c0069006e00670065006e0020006f006d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5006e0020007400650020006d0061006b0065006e0020006d00650074002000650065006e00200068006f00670065002000610066006200650065006c00640069006e00670073007200650073006f006c007500740069006500200076006f006f0072002000610066006400720075006b006b0065006e0020006d0065007400200068006f006700650020006b00770061006c0069007400650069007400200069006e002000650065006e002000700072006500700072006500730073002d006f006d0067006500760069006e0067002e00200044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5006e0020006b0075006e006e0065006e00200077006f007200640065006e002000670065006f00700065006e00640020006d0065007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5006e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6e00200068006f006700650072002e002000420069006a002000640065007a006500200069006e007300740065006c006c0069006e00670020006d006f006500740065006e00200066006f006e007400730020007a0069006a006e00200069006e006700650073006c006f00740065006e002e>
    /ESP <FEFF0055007300650020006500730074006100730020006f007000630069006f006e0065007300200070006100720061002000630072006500610072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500044004600200063006f006e0020006d00610079006f00720020007200650073006f006c00750063006900f3006e00200064006500200069006d006100670065006e00200071007500650020007000650072006d006900740061006e0020006f006200740065006e0065007200200063006f007000690061007300200064006500200070007200650069006d0070007200650073006900f3006e0020006400650020006d00610079006f0072002000630061006c0069006400610064002e0020004c006f0073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5000440046002000730065002000700075006500640065006e00200061006200720069007200200063006f006e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79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79002000760065007200730069006f006e0065007300200070006f00730074006500720069006f007200650073002e0020004500730074006100200063006f006e0066006900670075007200610063006900f3006e0020007200650071007500690065007200650020006c006100200069006e0063007200750073007400610063006900f3006e0020006400650020006600750065006e007400650073002e>
    /SUO <FEFF004e00e4006900640065006e002000610073006500740075007300740065006e0020006100760075006c006c006100200076006f0069006400610061006e0020006c0075006f006400610020005000440046002d0061007300690061006b00690072006a006f006a0061002c0020006a006f006900640065006e002000740075006c006f0073007400750073006c00610061007400750020006f006e0020006b006f0072006b006500610020006a00610020006b007500760061006e0020007400610072006b006b007500750073002000730075007500720069002e0020005000440046002d0061007300690061006b00690072006a0061007400200076006f0069006400610061006e002000610076006100740061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d0020006a0061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2d006f0068006a0065006c006d0061006c006c0061002000740061006900200075007500640065006d006d0061006c006c0061002000760065007200730069006f006c006c0061002e0020004e00e4006d00e4002000610073006500740075006b0073006500740020006500640065006c006c00790074007400e4007600e4007400200066006f006e0074007400690065006e002000750070006f00740075007300740061002e>
    /ITA <FEFF00550073006100720065002000710075006500730074006500200069006d0070006f007300740061007a0069006f006e006900200070006500720020006300720065006100720065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9002000500044004600200063006f006e00200075006e00610020007200690073006f006c0075007a0069006f006e00650020006d0061006700670069006f00720065002000700065007200200075006e00610020007100750061006c0069007400e00020006400690020007000720065007300740061006d007000610020006d00690067006c0069006f00720065002e00200049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9002000500044004600200070006f00730073006f006e006f0020006500730073006500720065002000610070006500720074006900200063006f006e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2000760065007200730069006f006e006900200073007500630063006500730073006900760065002e002000510075006500730074006500200069006d0070006f007300740061007a0069006f006e006900200072006900630068006900650064006f006e006f0020006c002700750073006f00200064006900200066006f006e007400200069006e0063006f00720070006f0072006100740069002e>
    /NOR <FEFF004200720075006b00200064006900730073006500200069006e006e007300740069006c006c0069006e00670065006e0065002000740069006c002000e50020006f007000700072006500740074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720020006d006500640020006800f80079006500720065002000620069006c00640065006f00700070006c00f80073006e0069006e006700200066006f00720020006800f800790020007500740073006b00720069006600740073006b00760061006c00690074006500740020006600f800720020007400720079006b006b002e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720020006b0061006e002000e50070006e006500730020006d0065006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f0067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f0067002000730065006e006500720065002e00200044006900730073006500200069006e006e007300740069006c006c0069006e00670065006e00650020006b0072006500760065007200200073006b00720069006600740069006e006e00620079006700670069006e0067002e>
    /SVE <FEFF0041006e007600e4006e00640020006400650020006800e4007200200069006e0073007400e4006c006c006e0069006e006700610072006e00610020006e00e40072002000640075002000760069006c006c00200073006b006100700061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20006d006500640020006800f6006700720065002000620069006c0064007500700070006c00f60073006e0069006e00670020006600f60072002000700072006500700072006500730073007500740073006b0072006900660074006500720020006100760020006800f600670020006b00760061006c0069007400650074002e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6e0020006b0061006e002000f600700070006e006100730020006d0065006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f00630068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6c006c00650072002000730065006e006100720065002e00200044006500730073006100200069006e0073007400e4006c006c006e0069006e0067006100720020006b007200e400760065007200200069006e006b006c00750064006500720069006e00670020006100760020007400650063006b0065006e0073006e006900740074002e>
    /CHS <FEFF4f7f75288fd94e9b8bbe7f6e521b5efa76840020005000440046002065876863ff0c5c065305542b66f49ad8768456fe50cf52068fa87387ff0c4ee575284e8e9ad88d2891cf76845370524d6253537030028be5002000500044004600206587686353ef4ee54f7f75280020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4e0e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548c66f49ad87248672c62535f0030028fd94e9b8bbe7f6e89816c425d4c51655b574f533002>
    /CHT <FEFF4f7f752890194e9b8a2d5b9a5efa7acb76840020005000440046002065874ef65305542b8f039ad876845f7150cf89e367905ea6ff0c9069752865bc9ad854c18cea76845370524d521753703002005000440046002065874ef653ef4ee54f7f7528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548c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53ca66f465b07248672c4f86958b555f300290194e9b8a2d5b9a89816c425d4c51655b57578b3002>
    /KOR <FEFFace0d488c9c8c7580020d504b9acd504b808c2a40020d488c9c8c7440020c5bbae300020c704d5740020ace0d574c0c1b3c4c7580020c774bbf8c9c0b97c0020c0acc6a9d558c5ec00200050004400460020bb38c11cb97c0020b9ccb4e4b824ba740020c7740020c124c815c7440020c0acc6a9d558c2edc2dcc624002e0020c7740020c124c815c7440020c0acc6a9d558c5ec0020b9ccb4e000200050004400460020bb38c11cb29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bc0f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c774c0c1c5d0c11c0020c5f40020c2180020c788c2b5b2c8b2e4002e0020c7740020c124c815c7440020c801c6a9d558b824ba740020ae00af340020d3ecd5680020ae30b2a5c7440020c0acc6a9d574c57c0020d569b2c8b2e4002e>
  >>
>> setdistillerparams
<<
  /HWResolution [2400 2400]
  /PageSize [545.000 394.000]
>> setpagedevi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