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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적 방법을 이용한 슬롯리스 양측식 코어드 타입 영구자석 

발전기의 와전류 손실 해석

 Eddy Current Loss Analysis of Slotless Double-sided Cored Type Permanent Magnet 

Generator by using Analytical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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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is paper deals with eddy current loss analysis of Slotless Double sided Cored type permanent magnet linear 

generator by using analytical method, space harmonic method. In order to calculate eddy current, this paper derives analytical 

solution by the Maxwell equation, magnetic vector potential, Faraday’s law and a two-dimensional(2-D) cartesian coordinate 

system. First, we derived the armature reaction field distribution produced by armature wingding current. Second, by using 

derived armature reaction field solution, the analytical solution for eddy current density distribution are also obtained. Finally, 

the analytical solution for eddy current loss induced in permanent magnets(PMs) are derived by using equivalent, electrical 

resistance calculated from PMs volume and eddy current density distribution solution. The analytical result from space 

harmonic method are validated extensively by comparing with finite element method(F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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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높은 에너지 밀도를 가지고 있는 Nd-Fe-B계열의 영구자석으

로 인하여 영구자석 발전기의 소형화와 경량화가 가능해지고 높

은 효율을 얻게 됨으로써 영구자석 발전기는 그 쓰임이 다양해지

고 있다. 이 중 선형 발전기는 기계적인 변환장치 없이 병진운동 

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변환할 수 있기 때문에 파력 발전 등의 

용도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1-3].

희토류 영구자석의 도전율이 페라이트 자석의 도전율 보다 매

우 높지만 영구자석 이동자가 고정자 전기자 권선과 동기화 되어 

이동하기 때문에 영구자석에 유도되는 와전류는 무시할 만큼 작

은 편이다[4-5]. 하지만 치-슬롯 구조에 의한 슬롯팅효과, 비정

현적인 상전류 및 전기자 권선의 기자력 분포에 의한 공간 고조

파와 전기자 전류의 시간 고조파로 인하여 와전류 손실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고 이는 기기의 효율저하 뿐만 아니라 영구자석의 온

도상승으로 인한 불가역감자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설계 과정에

서 반드시 고려해야한다[6-7].

와전류 해석은 주로 유한요소 해석법과 공간고조파법을 이용

한 해석적방법을 통하여 해석할 수 있는데 유한요소 해석법의 경

우 해석결과의 정확성이 매우 높은 장점이 있고 또한 상용 소프

트웨어와 PC사양의 발전에 의해 해석시간이 감소되고 있는 추세

이다. 하지만 초기 설계 시 모델의 크기가 크거나 설계 변수가 

빈번히 바뀌는 상황에서 이를 모두 고려해주기 위해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다양한 설계 변수에 대한 와전류 손실 특성 

해석에 있어서 아직까지는 그 유연성을 따라가기 힘든 실정이라

고 할 수 있다. 이에 반해 공간고조파법을 이용한 해석적인 방법

은 해석결과를 상당히 빠른 시간에 얻을 수 있고 그 결과의 신

뢰성 또한 우수한 편이다. 따라서 설계변수의 변경이 빈번한 초

기설계 단계에는 와전류손실에 영향을 주는 설계변수를 확인하는

데 있어서 해석적인 방법이 유한요소 해석법 보다 더 유용할 것

으로 사료된다[8-9].

본 논문은 공간고조파법을 이용하여 영구자석 선형 발전기의 

영구자석에 유기되는 와전류 손실 예측을 다루고자 한다. 기본적

으로 이동자 영구자석이 움직일 때 전자기 유도현상에 의해 고정

자 전기자 권선에 전기자 전류가 유도되게 된다. 이때 유도된 전

기자 전류에 의해서 전기자 반작용이 일어나게 되고 도전율을 띄

고 있는 영구자석 내부에는 와전류가 흐르게 되다. 이 와전류는 

영구자석의 온도를 상승시키는 원인이 되고 결국 열에 의한 와전

류 손실을 야기하게 된다. 와전류손실을 해석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2차원 직각좌표계와 자기벡터포텐셜을 이용하여 전기자 

전류에 의한 전기자반작용 자계 특성식을 유도하고 도출된 자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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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식과 페러데이 법칙을 이용하여 와전류 밀도 특성식 또한 유

도 할 수 있다. 위의 특성식을 유도하는 과정에서 특성식의 미정

계수는 해석영역의 경계 조건을 이용하여 구할 수 있다. 와전류 

손실계산은 와전류 밀도의 체적적분, 즉 (x,y,z)함수로 표현되는 

와전류밀도를 3중적분 해야 하는 수학적 부담이 따르므로 영구자

석의 체적을 저항으로 등가화 하여 손실계산을 하는 방법을 이용

하였다. 위 과정을 거친 해석적인 방법을 통한 전기자 전류에 의

한 자계특성과 와전류밀도 특성을 유한요소 해석방법 결과와 비

교 분석하여 해석적 방법의 타당성을 검증하고자 한다.

2. 슬롯리스 타입 영구자석 발전기의 전자기적 특성해석

2.1 영구자석 선형 발전기 해석모델

그림 1은 영구자석 선형 발전기의 개념도를 나타낸다. 슬롯

리스 양측식 코어드타입이며 수직방향으로 자화된 영구자석 선

형 발전기이다. 논문에서 사용된 영구자석 선형 발전기는 2극 6

슬롯 구조를 갖고 있으며 전체 모델의 극수는 80극이다. 전기자 

권선은 분포권으로 설계하였다. 해석모델의 설계 사양은 표 1과 

같다.

공간고조파법을 이용한 전기자 전류에 의한 자계특성 해석을 

위하여 그림 1의 개념도를 간단히 나타내면 그림 2와 같다. 

그림 1 영구자석 선형 발전기의 개념도

Fig. 1 Concept of the permanent magnet linear generator

 

그림 2 와전류 손실 해석을 위한 해석모델

Fig. 2 Analysis model for eddy current loss analysis

명 칭 기호 수 치

자기적 공극  27 (mm)

기계적 공극  7 (mm)

영구자석 두께 - 20 (mm)

코일 두께  4 (mm]

코일 폭  10 (mm)

코일 사이 간격  3.33 (mm)

극 간격  40 (mm)

극/슬롯 - 2/6

극 수  80

슬롯 당 권선 수  5

도전율  × (S/m)

영구자석 잔류자속밀도  1.3 (T)

이동속도  1 (m/s)

축 방향 길이  135 (mm)

표 1 해석모델 사양

Table 1 Specifications of Analysis Model

 

여기서,  , 는 각각 영구자석두께와 공극두께를 더한 자기

적 공극길이 및 코일두께를 의미하고, 는 극간격, 은 영구자

석의 도전율을 의미한다. 과 는 각각 코일의 폭과 코일 사이 

간격을 나타낸다. 해석에 앞서 사용한 가정은 다음과 같다 

[10-11]. 첫째, 영구자석과 코일의 투자율은 공기의 투자율과 같

다. 이는 실제로 희토류 자석의 비 투자율은 대략 1.04이고 구리

의 비 투자율은 대략 0.99이기 때문이다. 둘째, 고정자 철심과 이

동자 철심의 비 투자율은 무한대로 가정하였다. 일반적으로 고정

자와 이동자 철심은 포화되지 않도록 설계되며, 강판의 B-H곡선 

특성상 포화되지 않는 구간에서의 비 투자율은 2,000 이상이기 

때문이다. 셋째, 고정자와 이동자 철심의 적층되어 제작되기 때문

에 도전율을 0으로 가정하였다. 이러한 가정들을 바탕으로 전기

자 전류에 의한 자계특성 해석영역은 그림 2와 같이 영구자석과 

공극이 더해진 자기적 공극 영역(I)과 전류원이 있는 코일 영역

(II)으로 나누어진다.

2.2 전류밀도 모델링 

그림 3은 3상 평형조건인    인 조건에서 그림 2의 

해석모델에서 가정한 고정자 철심과 자기적 공극 사이에 분포한

다고 가정한 전기자 전류 밀도를 모델링하기 위한 푸리에급수 전

개 모델이다. 전기자 권선은 상순이 a-c’-b-a’-c-b’인 분포권 권

선으로 설계하였다. 그림 3의 푸리에 급수를 전개하면 식 (1)로 

표현된다.

 
 ∞

∞

〈         〉(1)

은 전류 밀도 분포의 m차 푸리에 계수이고 는 고정자 기

준 변위이다. 푸리에 계수 은 식 (2)로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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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전기자 전류밀도 분포의 수학적 모델링을 위한 개념도

Fig. 3 Schematic for the mathematical modeling of 

armature current distribution

 

 

 




 











 

 

 


 



      

(2)

여기서 은 공간고조파 계수를 나타내고 는 전류밀도의 크

기를 나타내며 이는 다음 식 (3)과 같이 나타낸다.

는 슬롯 당 턴 수를 의미하고  ,,는 각각 a,b 및 c상 

전류를 의미한다.

 


 , ∙


(3)

 각 상전류  ,, 는 다음의 식 (4)로 표현할 수 있다.

  
  

∞

cos (4.a)

  
  

∞

cos 

 (4.b)

  
  

∞

cos 

 (4.b)

위의 식에서 n과 은 각각 n차 시간 고조파와 n차 시간 고

조파에서의 전류 크기를 나타낸다. 전류의 주파수는 다음과 같은 

식 (5)로 표현되며 여기서 는 이동자의 기계적 이동속도이다.

 


(5)

와전류 손실은 동기화 되지 않은 전기자 전류의 시간고조파와 

전기자 기자력의 공간고조파에 의해 발생하게 된다. 고정자 기준

변위 를  관계를 이용하여 식 (1)을 이동자 기준 변

위로 바꿔서 표현 할 수 있고 이는 해석에 있어서 편리함을 준

다. 식 (1)을 이동자 기준 변위로 바꾸고 상전류 식 (4)를 대입

하면 최종적인 전기자 전류 밀도 분포식을 식 (5)처럼 얻을 수 

있다. 

 
  

∞


 ∞

∞

〈〉 (5)

여기서 는 부록에 제시되었다.

 2.3 전기자 전류에 의한 자계분포

 

그림 2의 해석모델을 기반으로 자계분포 해석을 수행한다. 자

속밀도 B, 자계의 세기 H, 자화 M은 식 (6)과 같은 관계를 갖

는다.

BHM (6)

식 (6)의 양변에 Curl을 취해준 후 정리하면 식 (7)을 얻을 수 

있다.

∇×B ∇×H ∇×M (7)

식 (7)에 자기벡터포텐셜의 정의 B≡∇×A와 앙페르주회법칙 

∇×H J , 쿨롱게이지 ∇∙A을 적용하면 식 (8)과 같이 표현

되는 지배방정식을 얻을 수 있다[12]. 

∇AJ∇×M (8)

 

I영역인 자기적 공극 영역에서는 전류원이 없고 자화성분도 

없다고 가정하였으므로 식 (9)로 표현되는 라플라스 방정식을 얻

는다.

∇AI (9)

II영역인 코일영역에서는 자화성분은 없으며 전류원이 있기 때

문에 식 (10)으로 표현되는 포아송 방정식을 얻을 수 있다.

∇AIIJ (10)

이때 자기벡터포텐셜은 전류 밀도의 분포와 전류의 방향에 의

해 결정되므로 다음 식 (11)과 같은 형태로 표현할 수 있고 이를 

위의 지배방정식에 대입해 정리하면 다음 식 (12)와 같은 미분방

정식을 얻을 수 있다.

A  iz (11)




 

 
    (1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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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b)

식 (12)를 풀면 전기자 전류에 의한 자기벡터포텐셜의 일반해

를 다음과 같은 식 (13)처럼 얻을 수 있다. 


   

  

∞


 ∞

∞

〈     〉 (13.a)


   

  

∞


 ∞

∞

〈   J 〉 (13.b)

식 (13)과 자기벡터포텐셜의 정의 즉, ∇×AB를 이용하면 

식 (14)로 표현되는 자속밀도 식을 얻을 수 있다. 

B
 ix

 iy (14)

식 (14)에 식 (13)을 대입하면 전기자 전류에 의한 수직방향 

자속밀도(By) 접선방향 자속밀도 (Bx ) 특성식을 다음과 같은 식 

(15)와 같이 얻을 수 있다. 

B I 
  

∞


 ∞

∞

〈      〉ix (15.a)

B I 
  

∞


 ∞

∞

〈      〉iy (15.b)

B II 
  

∞


 ∞

∞

〈    〉ix (15.c)

B II 
  

∞


 ∞

∞

〈    J 〉iy (15.d)

다음으로 표 2로 주어지는 경계조건을 적용해서 미정계수 



, 


, 


, 


를 구할 수 있다. 

경계면 수평 성분 경계조건 수직 성분 경계조건

 B I   ·

  B I BII BIy BIIy
 BII   ·

표 2 각 경계면에서의 경계 조건

Table 2 Boundary condition of each boundary

경계조건은 앞에서 이동자와 고정자 철심의 투자율은 무한대

라고 가정했기 때문에 표 2처럼 표현할 수 있다.

미정계수 
 , 

 , 
 , 

의 수학적 표현은 부록에 제시하

였다. 

2.4 와전류 손실 해석

2.4.1 와전류 밀도 특성식

와전류 밀도는 자기벡터포텐셜로부터 구할 수 있는데 우선 식 

(16)으로 표현되는 전계 특성식을 페러데이 법칙과 자기벡터포텐

셜의 정의를 이용하여 얻을 수 있다[13-14]. 

∇×Et
B
t
∇×A

∇×t
A
 (16)

 ∵Et
A

 

도전율이 있는 도전체에 유도되는 와전류는 Je E로 표현 

할 수 있으므로 식 (16)은 다시 식 (17)로 바꿔 표현할 수 있다.

Je t
A

(17)

한편, 식 (17)을 이용하여 3상 전기자 전류에 의해서 각 영구

자석에 유도 되는 와전류밀도 수식은 식 (18)로 표현할 수 있다. 

 


(18)

식 (18)에 자기벡터포텐셜의 일반해 식 (13)을 대입하여 정리

하면 영구자석이 포함된 영역에서의 와전류 밀도 특성식은 식 

(19)로 다시 표현할 수 있다.

  
  

∞


 ∞

∞

〈      〉 (19)

여기서 는 부록에 제시 되었다. 

2.4.2 와전류 손실 계산

영구자석 한 극에 유기되는 와전류에 의한 손실의 총 합은 다

음 식 (20)으로부터 구할 수 있다[15-16].

  












 



 (20)

식 (20)에서 는 영구자석의 저항률이다. 한편 식 (20)을 사용

한 와전류 손실 예측은 와전류밀도 제곱의 3중적분이라는 수학적 

부담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앞에서 유도한 와전류 밀도와 영

구자석을 저항으로 환산하여서 와전류 손실을 유도하기로 한다. 

이 손실 예측 식은 식 (21)로 표현할 수 있다.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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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해석적 방법의 검증을 위해 사용된 각 고조파별 전기자 전

류: (a) 1고조파 전류, (b) 3고조파 전류, (c) 5고조파 전류, 

(d) 7고조파 전류, (e) 9고조파 전류, (f) 11고조파 전류

Fig. 5 Armature winding current employed for verification 

analytical method : (a) 1st harmonic current, (b) 3rd 

component current, (c) 5th harmonic current, (d) 7th

harmonic current, (e) 9th harmonic current, (f) 11th 

harmonic current

위의 식에서  , 은 각각 영구자석에 흐르는 와전류, 극 

쌍 당 저항이고  , 는 각각 와전류가 흐르는 면적, 길이를 의

미한다. 즉,      이며 는 축 방향으로의 영구

자석 길이에 해당된다. 
는 극쌍당 흐르는 와전류 밀도의 실효

값을 나타낸다. 그러나 식 (21)에서 얻어진 와전류밀도 식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자석 높이 에 대한 함수로 모든 자석 높이에 대

해서 하나의 실효값으로 계산하면 계산결과의 정확도에 신뢰성을 

얻을 수 없다. 하지만 그림 4와 같이 영구자석 극쌍을 수직방향

으로 로 균등분할 하여 각 분할된 자석 높이에 대한 와전

류밀도의 실효값과 저항을 고려하면 높은 정확도의 와전류손실 

계산 값을 얻을 수 있으며 분할 개수, 즉 값이 높아질수록 그 

정확도 또한 높아지게 된다. 이를 수식으로 표현하면 식 (22)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영구자석을 축 방향으로 

20등분으로 분할하여 와전류 손실 계산을 하였다. 

 

 
 


       (22)

여기서    ,    가 된다. 
는 자석 높이 에서 

와전류 밀도의 실효값을 의미한다. 따라서 식 (22)에 극수 와 

양측식 영구자석 발전기이므로 2배를 해주게 되면 발전기에 있는 

전체 영구자석에 유도되는 총 와전류 손실값을 얻을 수 있다.

그림 4 와전류 손실 계산을 위한 개념도 

Fig. 4 Schematic for the calculation of eddy current losses 

3. 해석결과

이 장에서는 앞에서 설명한 해석적 방법의 타당성을 검증하고

자 한다. 본 논문에서는 실제로 선형 발전기가 구동할 시 모든 

고조파 성분의 크기가 동일한 전기자 전류가 발생될 가능성은 매

우 희박하나 전기자 전류의 각 시간 고조파 성분의 크기에 따라 

발생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서 각 고조파 성분의 전류 크기를 

모두 50A로 동일하게 인가하여 주었다. 아래 그림 5는 해석적 

방법의 검증을 위해 사용된 각 고조파 성분별 3상 전기자 전류

를 보여준다. 아래 그림 6은 위에서 언급한 조건 시 전기자 반작

용 자계특성 해석결과를 보여준다. 각각의 고조파 별로 50A의 크

기를 갖는 3상 전기자 전류가 흐른다고 가정했을 때 전기자 권

선에 의한 임의의 공극에서의 전기자 반작용 자계특성을 나타내

며 그 해석 결과는 유한요소해석과 매우 잘 일치함을 알 수 있

다. 다음 그림 7은 마찬가지로 각 고조파별로 50A의 크기를 갖

는 3상 전기자 전류가 인가되었을 때 도전율을 갖고 있는 영구

자석 내부에 유기되는 와전류 밀도를 보여주고 이 또한 유한요소

해석 결과와 매우 잘 일치함을 알 수 있다.

와전류 밀도 그래프를 분석해 보면 동일전류 크기에서 3의 배

수가 아닌 홀수 차수의 고조파 성분에서 고조파 차수가 커짐에 

따라 와전류밀도 크기 역시 상당히 커짐을 알 수 있고 이는 그

만큼 기본파 성분이 아닌 고조파 성분에 의해 와전류 손실이 증

가함을 뜻한다. 다만 3의 배수 차수를 갖는 고조파 성분은 a,b,c 

상이 위상 차이를 갖지 않고 동상으로 흐르기 때문에 이때의 와

전류 밀도는 전류의 크기가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와전류 밀도의 

크기가 기본파 성분에 의한 와전류밀도 크기보다도 5배 이상 작

음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림 8은 유한요소해석법을 이용하여 각 고조파별 전기자 전

류에 의한 영구자석 영역에서의 와전류밀도 분포 해석 결과를 나

타낸다.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전류의 고조파 차수가 올라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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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각 고조파별 전기자 전류에 의한 자속밀도의 유한요소해

석과 해석적 방법 결과의 비교 : (a) 1고조파 전류 성분, 

(b) 3고조파 전류 성분, (c) 5고조파 전류 성분, (d) 7고

조파 전류성분, (e) 9고조파 전류성분, (f) 11고조파 전류

성분

Fig. 6 Comparison of FEM results with analytical results for the

flux density produced by armature winding current : 

(a) 1st harmonic component current, (b) 3rd harmonic 

component current, (c) 5th harmonic component current,

(d) 7th harmonic component current, (e) 9th harmonic 

component current, (f) 11th harmonic component current

그림 7 각 고조파별 전기자 전류에 의한 와전류밀도의 유한요소

해석과 해석적 방법 결과의 비교 : (a) 1고조파 전류 성

분, (b) 3고조파 전류 성분, (c) 5고조파 전류 성분, (d) 7

고조파 전류성분, (e) 9고조파 전류성분, (f) 11고조파 전

류성분

Fig. 7 Comparison of FEM results with analytical results for the

eddy current density produced by armature winding 

current : (a) 1st harmonic component current, (b) 3rd

harmonic component current, (c) 5th harmonic component

current, (d) 7th harmonic component current, (e) 9th 

harmonic component current, (f) 11th harmonic component

current

록 와전류밀도의 크기가 커지고 분포하는 범위도 상당히 커짐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이 3의 배수 차수를 갖는 전류고

조파에 의한 와전류는 매우 작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9는 유한 요소 해석을 바탕으로 한 와전류 손실 값과 

2.4.2 절에서 제시한 해석적 방법을 이용하여 계산된 와전류 손

실 값을 고조파 성분 별로 계산하여 나타낸 그림이다. 해석적 방

법에 의해 도출된 손실값은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손실값의 오

차가 대략 10 15%로 그 신뢰성 또한 우수하다고 판단되며 본 

논문에서 제시한 와전류 손실 해석법이 타당함을 알 수 있다. 이

를 바탕으로 분석해 보았을 때 같은 전류 크기에서 5고조파성분

에 의한 손실은 기본파에 의한 손실보다 4배가량 크며 7고조파

에 의한 손실은 기본파 손실에 비해 16배, 11고조파에 의한 손실

은 기본파 손실에 비해 20배 이상 큼을 알 수 있으며 이는 기본

파가 아닌 고조파 성분 전류가 와전류 손실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 된다. 비록 본 논문에서 제시한 해

석 모델은 구조적으로 슬롯리스 고정자를 갖고 있기 때문에 공간

고조파의 영향이 적어 와전류손실이 작게 발생하지만 동일 전류 

크기에서 전류의 시간고조파 성분에 의한 영향은 매우 큼을 알 

수 있다. 이 해석 결과는 일반적인 3상 방식의 영구자석 발전기

에서 발전되어 흐르는 전기자 권선의 전류가 정현적 이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한다고 해도 무방할 것이다. 

4. 결  론

본 논문은 해석적 방법인 공간고조파법을 이용해서 수직으로 

자화된 영구자석 슬롯리스 양측식 코어드타입 선형 발전기의 와

전류손실 해석을 다루었다. 먼저 시간과 공간 고조파를 갖는 전

기자 전류밀도를 모델링한 후 2차원 직각좌표계를 사용하고 자기

벡터포텐셜을 바탕으로 전기자 전류에 의한 자계분포를 구하는 

지배방정식을 유도하였다. 유도된 지배방정식에 해당 경계면에서

의 경계조건을 대입하여 지배방정식의 미정계수를 구한 후 전기

자 전류의 자계분포특성을 도출하였다. 유도된 자계분포 특성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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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각 고조파별 전기자 전류에 의한 영구자석 영역에서의 

와전류밀도 분포 해석 결과: (a) 1고조파 전류 성분, (b) 

3고조파 전류 성분, (c) 5고조파 전류 성분, (d) 7고조파 

전류성분, (e) 9고조파 전류성분, (f) 11고조파 전류성분

Fig. 8 FEM results for the eddy current density in permanent

magnet region produced by armature winding current 

: (a) 1st harmonic component current, (b) 3rd harmonic 

component current, (c) 5th harmonic component current,

(d) 7th harmonic component current, (e) 9th harmonic 

component current, (f) 11th harmonic component current

그림 9 각 고조파별 전기자 전류에 의한 와전류 손실값의 유한

요소해석과 해석적 방법 결과의 비교

Fig. 9 Comparison of FEM results with analytical results 

for the eddy current loss produced by each time 

harmonic armature winding current component

을 바탕으로 와전류 밀도식 역시 도출하였으며 끝으로 등가저항

으로 환산된 영구자석의 체적과 와전류 밀도 식을 이용하여 이동

자 영구자석에서의 와전류손실 특성식을 얻어냈다. 특히, 전기자 

전류의 시간고조파 성분이 와전류밀도 분포 및 손실에 미치는 영

향을 검증하기 위한 결과들이 제시되었다. 모든 해석적 방법의 

결과는 유한요소 해석결과와 비교했을 때 잘 일치함을 확인하였

고 본 논문에서 제시한 방법의 타당성을 입증하였다. 본 논문에

서 제시한 방법과 특성식들은 영구자석 선형 발전기의 초기설계 

시 와전류 손실해석에 있어서 매우 유용할 것으로 사료된다.

부  록

식 (5)의 는 식 (A.1)로 나타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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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15)의 미정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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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식 (A.2)로 나타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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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19)의 는 식 (A.3)으로 나타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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