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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그네틱 기어의 영구자석 부착방법에 따른 영구자석 와전류손실 분석

Analysis of Permanent Magnet Eddy Current Loss by Permanent Magnet Attaching  

Method of Magnetic Gears

박 의 종* ․ 김 성 진* ․ 정 상 용** ․ 김 용 재

(Eui-Jong Park ․ Sung-Jin Kim ․ Sang-Yong Jung ․ Yong-Jae Kim)

Abstract - Recently, there has been an increasing interest in the non-contact power transmission method of magnetic gears. 

Since there is no mechanical contact, noise caused by friction can be reduced, and even if a sudden large force is applied, 

the impact of the gear is close to zero. Further, since the power is transmitted by the magnetic flux, it has high reliability. 

However, there is a problem that a loss due to a magnetic field due to use of a magnetic flux. The loss caused by the 

magnetic field of the magnetic gear is a joule loss called eddy current loss. In addition, the eddy current loss in the magnetic 

gear largely occurs in the permanent magnet, but it is a fatal loss to the permanent magnet which is vulnerable to heat. 

Particularly, magnetic gears requiring high torque density use NdFeB series permanent magnets, and this permanent magnets 

have a characteristic in which the magnetic force decreases as temperature increases. Therefore, in this paper, the eddy 

current loss of the permanent magnet according to the permanent magnet attaching method is analyzed in order to reduce the 

eddy current loss of the permanent magnet. We have proposed a structure that can reduce the eddy current loss through the 

analysis and show the effect of reducing the loss of the proposed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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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마그네틱 기어는 영구자석의 자기력을 통해 기어의 특성을 나

타내는 장치이다. 입력 및 출력 회전자에 영구자석이 부착되어 

있으며 기계적인 접f이 없이 자기적인 결합을 이용하여 동력을 

전달한다. 비접f 동력전달 방식으로 인해 기계식 기어의 마찰에 

의한 소음 및 마모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고 유지보수비용이 

적게 들어간다. 또한 과부하 시 기어 이가 손상될 염려가 없어 

기어를 보호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1-2]. 하지만 자계를 사용

함에 따라 자계에 의한 손실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

자계에 의한 손실은 와전류 손실과 히스테리시스 손실이 있으

며 이들을 철손이라 한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전기기기들은 교

류전원을 사용하기 때문에 전원에 의해 발생하는 자계도 교류와

같이 교번하는 특성을 갖는다[3-5]. 교번하는 자계는 철심의 분

자자석의 방향을 변화시켜 철심을 자화시킨다. 이때 분자자석의 

방향이 변화하면서 상호간의 마찰이 발생하여 열이 발생하는데 

이를 히스테리시스 손실이라고 한다. 또한 교번하는 자계는 시간

에 따라 변화하면서 철심에 쇄교하게 되어 페러데이의 법칙에 따

라 철심에는 유기기전력이 발생하게 된다. 기전력의 발생으로 인

해 도전성 물질인 철심에는 전류가 흐르게 되고 철심의 저항성분

으로 인하여 줄열이 발생하게 된다. 이를 와전류 손실이라고 한

다. 각 손실을 저감하기 위해, 자성변화가 쉬운 철심재료를 사용

하여 히스테리시스 손실을 저감할 수 있으며, 철심의 저항성분을 

높이는 성층 철심을 사용하여 와전류 손실을 저감할 수 있다. 

마그네틱 기어의 경우 전류를 사용하지 않고 영구자석을 사용

하기 때문에 자계에 의한 손실은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보인다 [6]. 하지만 마그네틱 기어는 기어의 특성을 나타내기 때

문에 두 회전자의 회전속도는 필연적으로 다르게 되고 회전자의 

영구자석에 의한 자계는 시간에 따른 변화를 나타내게 된다. 변

화하는 자계는 철손을 유발하지만 앞에서 소개한 철손 저감책을 

통해 최소화 할 수 있다. 여기서 주목할 사항은 입력측의 영구자

석에 의한 자계는 출력측의 철심 뿐만이 아니라 출력측의 회전자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출력측의 영구자석에 의한 자계 

또한 입력측의 회전자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자계가 회전자의 구성 요소 중 영구자석에 미치는 영향

은 매우 크다. 

마그네틱 기어는 높은 출력밀도를 나타내기 위해 높은 잔류자

속밀도를 나타내는 NdFeB 계열의 영구자석을 사용한다. 이 영구

자석은 도전성을 갖는 물질로 이루어져 있어 시간에 따라 변화하

는 자계에 의해 와전류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게다가 철심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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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기본모델 마그네틱 기어

Fig. 1 Basic model of magnetic gear

이 성층하는 기술이 발달하지 않아 매우 높은 와전류 손실을 나

타내게 된다. 본 연구팀은 마그네틱 기어에서 발생하는 영구자석

의 와전류 손실을 저감하기 위해 연구를 수행하던 중, 이너로터

의 표면에 부착된 영구자석의 와전류 손실 분포가 균일하지 않다

는 점에 대해 관심을 가졌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먼저 마그네

틱 기어의 영구자석에서 와전류 손실이 어떻게 분포하고 있는지

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고 이러한 분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도출하였다. 다음으로 그 요인을 조절함에 따라 와전류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마그네틱 기어의 구조를 제안하였다. 각 모델

의 분석은 2D 유한요소법을 기반으로 한 수치해석을 사용하여 

나타내었다.

2. 마그네틱 기어의 영구자석 와전류 손실

2.1 마그네틱 기어의 영구자석

 마그네틱 기어는 영구자석의 자속을 사용하여 동력을 전달한

다. 따라서 높은 토크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자력이 강한 

영구자석을 사용해야 한다. 영구자석이 높은 자력을 나타내기 위

해서는 잔류자속 밀도가 높아야 하며 이러한 영구자석을 제작하

기 위해 희토류 계열의 금속을 사용하는 방법이 주로 사용된다. 

이 중 NdFeB계열의 영구자석이 가장 높은 잔류자속 밀도를 나

타내어 고출력 및 고효율의 전기기기에서 자주 사용된다. 하지만 

NdFeB 자석은 도전성을 나타내는 금속이 일부 포함되어 있어 

전류가 흐를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다. 전류가 흐른다는 것은 

전류에 의한 줄열이 발생함을 의미하는데 이는 영구자석의 온도

를 상승시키는 원인이 된다. 영구자석은 온도에 따라 자력이 변

화하기 때문에 표 1과 같이 사용 온도에 제한을 두고 있다. 특히 

NdFeB계열의 경우 동작 온도가 다른 재질의 영구자석에 비해 

현저하게 낮기 때문에 영구자석의 온도상승 문제에 대해서는 신

중하게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마그네틱 기어에서 지속적

으로 높은 토크밀도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와전류 손실 저감 대책

이 필수적이다. 한편, Alnico 자석은 잔류자속 밀도가 높고 온도

에도 강한 특성을 보이지만 보자력이 낮아 자속이 변화하는 마그

네틱 기어에 사용하기에는 부적합 하다.

Magnets NdFeB SmCo Ferrite Alnico

Residual flux density 1.26 T 1.23 T 0.38 T 1.25 T

Coercive force
859 

KA/m
640 

KA/m
230 

KA/m
48 KA/m

Max. Temp. 80 ℃ 200 ℃ 300 ℃ 400 ℃

Curie point 310 ℃ 710 ℃ 450 ℃ 850 ℃

표    1 자석 재질에 따른 특성

Table 1 Magnet characteristics by magnet material

2.2 와전류 손실

와전류 손실은 Faraday's law에 기반을 둔 전자기 유도 현상

으로 시간에 따른 자계의 변화에 의해 나타난다. 마그네틱 기어

는 회전자에 부착된 영구자석이 회전자와 함께 회전하면서 시간

에 따른 자계의 변화를 유발시키게 되고 자계 주변에 전위차를 

발생시킨다. 만약 자계 주변의 물질이 도전성을 갖는 경우 전위

차에 의한 전류가 흐르게 되는데 이를 나타내면 식 (1)과 같다.

   
 

∇×
∙             (1)

 는 전류밀도, 는 매질의 면적, 는 자기벡터포텐셜을 나타

낸다. 자계의 시간에 따른 변화에 의한 전류가 매질의 도전율 

에 의해 흐를 때 줄열이 발생하고 식 (2)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2)

식 (2)에 의한 줄열  를 와전류 손실이라고 한다. 따라서 영

구자석이 도전성을 갖고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자계가 발생하면 

와전류 손실에 의한 열이 발생함을 알 수 있다. 와전류 손실을 

저감하기 위해서는 식에 의해 영구자석의 도전성을 낮추거나, 작

은 영구자석을 사용하거나 전류밀도를 낮춰야 한다.  본 논문에

서는 전류밀도를 낮추는 방법을 채택했으며 시간에 따라 변화하

는 자계의 영향을 최소화 하여 전류 밀도를 낮추고자 한다.

3. 영구자석 위치에 따른 와전류 손실

3.1 마그네틱 기어의 기본모델

마그네틱 기어의 기본모델과 토크특성을 그림 1과 그림 2에 

나타낸다. 기본모델의 마그네틱 기어는 영구자석을 회전자 표면

에 부착한 SPM-type이며 내측 회전자의 극수는 4극, 외측 회전

자의 극수는 40극으로 1:10의 기어비를 갖는다. 기본모델의 자세

한 특성은 표 2에 나타낸다.

3.2 기본모델의 와전류 손실 분석

영구자석의 와전류 손실 분석을 위해서는 영구자석에 도전성

이 있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NdFeB계열 영구자석의 표준 저



Trans. KIEE. Vol. 66, No. 6, JUN, 2017

마그네틱 기어의 영구자석 부착방법에 따른 영구자석 와전류손실 분석             913

Item Inner rotor Outer rotor

RPM 4,000 400

Maximum torque [Nm] 1.97 25.43

Minimum torque [Nm] 3.08 25.14

Average torque [Nm] 2.52 25.29

Torque ripple [%] 44.17% 1.15%

Power [W] 1,056 1,059

표    2 기본모델의 특성

Table 2 Characteristics of basic model

그림 2 기본모델 마그네틱 기어의 토크특성

Fig. 2 Torque characteristics of basic magnetic gear

No. Item Inner rotor Outer rotor

Model 
#1

Average torque [Nm] 2.51Nm 25.15Nm

Torque ripple [%] 7.12% 1.65%

Eddy current loss [W] 0.08W 4.07W

Stack length 84mm

Amount of inner magnets 39,312mm2

Model 
#2

Average torque [Nm] 2.50Nm 25.12Nm

Torque ripple [%] 25.28% 2.30%

Eddy current loss [W] 0.04W 3.56W

Stack length 110mm

Amount of inner magnets 31,680mm2

표    3 제안모델의 특성

Table 3 Characteristics of proposed model

그림 3 기본모델의 영구자석 와전류 손실 Contour plot

Fig. 3 Eddy current contour plot of basic model

항률인 1.44e-06 Ohm m를 적용하였다. 또한 시간에 따른 자계

의 변화가 영구자석뿐만 아니라 마그네틱 기어 전반에 영향을 미

치기 때문에 Pole piece 및 Yoke의 와류손 분석도 함께 수행되

어야 한다. 하지만 Pole piece 및 Yoke는 전기강판을 사용하기 

때문에 성층 구조를 갖는다. 와전류 손실의 저감대책 중 가장 보

편적인 방법이 성층구조이기 때문에 Pole piece 및 Yoke는 영구

자석에 비하면 매우 작은 와전류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본 분석 대상에서는 제외 하고 영구자석에 의한 와전류 손실만을 

나타내었다.

그림 3에 기본모델의 평균 와전류 손실 분포도를 나타낸다. 그

림에서 알 수 있듯이 Pole piece 부근에서 와전류 손실이 크게 

발생함을 확인하였다. 특히 내측 회전자의 영구자석에서 이러한 

현상이 심화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외측 회전자의 영구자석에

서는 자석과 자석 접f면에서 손실이 나타남을 알 수 있다. 각 

회전자 자석별 손실 값은 내측 회전자에서는 4.22W, 외측 회전자

에서는 6.01W가 나타났으며 z 와전류 손실은 10.26W이다. 

와전류 손실이 발생한다는 의미는 해당 영역의 자계가 시간에 

따라 변화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영구자석이 해당 영역으로부터 

벗어난 곳에 위치하게 되면 영구자석에는 와전류 손실이 발생하

지 않게 됨을 예상해 볼 수 있다. 따라서 그림 3의 와전류 손실 

분포도를 참고하여 영구자석의 위치를 변경할 수 있으며 구조적

으로 변경이 용이한 내측 회전자의 영구자석 위치를 변경하고자 

한다. 하지만 영구자석의 위치 변화는 자기저항의 변동을 나타

내어 마그네틱 기어의 특성이 변경될 수 있다. 따라서 자기저항 

변화를 최소화 하여 영구자석 위치를 변경할 수 있는 IPM 

(Interior Permanent Magnet) type의 회전자를 적용하여 그 영

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3.3 영구자석 삽입형 마그네틱 기어의 와전류 손실 분석

마그네틱 기어의 내측 회전자에 영구자석을 삽입함에 따른 손

실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영구자석 사용량에 차이를 둔 두 모델을 

제안하였다. 두 모델 모두 출력을 동일하게 나타내기 위해 적층

을 조절하였으며 각 모델의 특성분석은 표 3에, 평균 와전류 손

실의 분포도는 그림 4에 나타낸다.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영구자석의 와전류 손실은 SPM-type

보다 IPM-type에서 현저하게 감소함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내

측 회전자의 경우 기본모델의 와전류 손실이 4.22W인데 반해 

Model #1은 0.08W, Model #2는 0.04W로 각각 98.09%, 98.98%

의 저감율을 보였다. Contour plot에서도 내측 자석에서의 와전

류 손실은 확인이 불가할 정도로 감소됨을 확인하였다. 이로써 

앞에서 언급했던, 와전류 손실이 분포한 영역을 회피하여 영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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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Model #1

(b) Model #2

그림 4 제안모델의 영구자석 와전류 손실 Contour plot

Fig. 4 Eddy current loss contour plot of proposed model

(a) Model #1

(b) Model #2

그림 5 제안모델의 미세스 응력

Fig. 5 Mises stress of proposed model

석을 배치하는 방법에 효과가 있음을 나타내었다. 추가적으로 외

측 회전자의 영구자석에서도 와전류 손실이 저감됨에 따라 z 와

전류 손실은 기본모델 대비 각각 59.56%, 64.85%를 나타내었다.

3.4 IPM type 회전자의 구조적 안정도 분석

영구자석을 회전자의 안쪽에 삽입하는 구조인 IPM type의 회

전자는 동일한 회전자 내에서 인접한 자석간의 자속 쇄교를 방지

하기 위한 Air barrier가 존재한다. 이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회전

자 철심을 이어주는 bridge가 필수적이며 bridge가 얇을수록 공

극내 자속밀도는 상승하게 된다. 하지만 회전자가 고속으로 회전

할 경우 bridge의 기계적 강성이 충분지 않으면 원심력에 의해 

형상의 변형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IPM type의 설계 시에는 

원심력과 bridge의 강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마그네틱 기어의 경우 내측 회전자가 고속으로 회전하기 때문

에 내측회전자에 적용한 IPM구조는 반드시 bridge의 강성 분석이 

요구된다. 분석을 위해 회전자 재질의 밀도는 전기강판의 밀도인 

7,850 kg/m3, 물체의 탄성정도를 나타내는 Young’s modulus는 

전기강판의 기본값인 210,000MPa, 재질의 가로세로의 변형비를 

나타내는 poisson’s ratio는 금속에서 보편적으로 적용하는 0.3으

로 설정하였다. 분석 결과를 그림 5에 나타내었으며 회전속도가 

100,000rpm전후로 해서 회전자의 변형이 발생함을 확인하였다. 

본 모델의 회전속도가 4,000rpm이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 제시한 

bridge 두께에서는 안전한 구동이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4. 결  론

본 논문은 기계식 기어의 접f에 의한 마찰, 소음, 윤활유, 진

동, 마모 등의 문제점으로부터 자유로운, 자기적 결합에 의한 비

접f식 마그네틱 기어의 영구자석 와전류 손실에 대해 분석하였

다. 와전류 손실은 자속의 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손실로, 마그네

틱 기어에서는 자속의 변화가 빈번한 Pole piece 부근에서 손실

이 발생함을 예상하였다. 기본모델(SPM-type)의 영구자석 와전

류 손실해석을 통해, Pole piece 부근의 손실이 상승함을 확인하

였다. 따라서 자속의 변화가 상대적으로 낮은 회전자의 내측으로 

영구자석을 배치한 결과, 제안된 모델에 따라 각각 59.56%, 

64.85%의 와전류 손실 저감율을 나타내었다. 영구자석의 위치했

던 영역에 철심이 위치함에 따라 철심의 와전류 손실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지만 철심의 경우 성층을 통한 와전류 손실 

저감대책이 적용된 구조이기 때문에 손실 증가율이 영구자석의 

손실 감소에 비해 미미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논문에서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결과적으로 자속의 변화가 빈번한 Pole piece 부근에 자석이 

위치할 경우, 영구자석은 와전류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영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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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 온도상승에 따른 감자가 발생하고 출력의 감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내측 회전자의 영구자석은 Pole piece 영역과 이격

된 위치에 배치하는 것이 와전류 손실 저감 및 출력 증대에 유

리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내측 회전자의 영구자석 와전류 손실의 저감은 외측 회

전자의 영구자석 와전류 손실의 저감까지 e래하게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분석은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규명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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