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671 -

Abstract - 본 논문에서는 100kW, 20,000rpm급 건물 공조용 터보 블
로워 전동기가 소개되었다. 초기 설계에 기반한 제작 모델의 다이나모를
통한 특성 시험이 진행되었으며, 초기모델의 FEM 해석을 통한 특성 분
석이 진행되었다. 기존 모델에 대해 효율 개선을 위한 전자기적, 기구적
개선 방안들이 연구되었으며, 각 관점에서의 효율 개선 방안들에 대한
FEM 해석을 통한 검증이 이루어졌다. 형상 개선을 통해 최종 개선모델
이 도출되었으며 초기 모델과의 특성 비교를 수행하였다.

1. 서    론

동일 출력의 전동기에서 고속화 설계가 이루어 질 경우, 동등 출력을
내기 위해 필요한 사이즈가 줄어들기 때문에 재료 및 손실 측면에서 유
리한 이점이 있다. 또한 출력 밀도 또한 높아지기 때문에 전동기의 고속
화는 여러 이점이 있다. 그러나 고속운전 시 높은 주파수에 의한 철손
및 와전류 손실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며 고효율 설계를 위해 반드시 필
요한 내용이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에 제작된 고속 PMSM 모델을 기반
으로하여 추가적인 효율 향상을 전자기적, 기계적 측면 등에서 개선할
수 있는 방안들에대해 탐구하기로 하였다.

2. 본    론

  2.1 기존모델 소개 및 특성 검토
본 논문에서 소개되는 전동기는 고속회전기 이기 때문에 회전
시 회전자 표면의 영구자석 파손을 막기 위해 비산방지 sleeve
구조를 갖는다. 비산방지 구조는 흔히 고속 SPMSM에서 적용되
는 구조로, 특히 본 논문에서 소개하는 구조는 출력밀도 향상과
고속회전을 위한 직경 최소화를 위해 통자석을 사용하면서, 비산
방지 sleeve 구조가 회전자 shaft의 역할을 겸한다. 이러한 형상
은 고속 회전에 적합한 형상으로 널리 알려진 구조이다. 아래
Fig. 1 은 본 전동기 형상의 이해를 돕기 위한 구조도 이다.

<그림 1> 기존 고속기 모델 구조도 소개

 <표 1> 기존 고속기 모델 시험결과

표 1은 기존에 제작한 고속기 모델의 시험결과를 나타낸다. 다
이나모 시험을 통해 효율을 얻었으며 위 표 1에 나타난 각 손실
양의 크기는 FEM 해석을 통해 얻은 값이다. 전자기적 손실에는
크게 동손, 철손, 와전류손이 있으며, 위의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sleeve에서의 와전류 손실이 전체 출력 중 1% 이상을 차
지하는 주요한 손실원이 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회전자 표면에
서의 와전류는 고정자 슬롯에 의한 slot harmonics의 영향이 주
요한 원인이다 [2]. 위의 초기 모델에 대해 추가적인 효율 향상
을 위한 형상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효율 개선은
각 손실양의 감소를 통해 이루어졌다. 전자기적 손실과 비 전자
기적 손실의 감소라는 주제로 나누어 연구를 진행하였다.

  2.2 전자기적 효율 개선 방안
전자기적 손실의 감소를 통한 효율 개선 방안을 고려할 때, 전
자기적 손실의 종류에는 동손, 철손, 와전류 손실을 들 수 있다.
여기서 동손의 경우에는 가급적 권선의 저항을 낮추고 전류 밀
도를 낮추어 권선에서의 ohm loss를 낮추어야 한다. 여기에는 사
용되는 권선의 종류, 제작 시 권선의 점적율, 필요 입력에 따른
전류 크기 등이 연관이 있으며 위의 사항들은 제약 조건에 따라
어느 정도 결정 되는 사항이다.[1] 특히 전압 제한값이 존재하기
때문에 요구 전력의 입력을 위한 필요 전류값이 결정되게 된다.
때문에 동손의 경우 제약 조건들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게 되므
로 그 외의 손실, 즉 코어에서의 철손과 회전자 표면의 와전류
손실의 저감에 집중하였다. 아래에서 고정자 철손과 회전자 표면
Retainer sleeve에서의 와전류 손실로 나누어 각각의 저감 방안
에 대해 고찰하였다.

  2.2.1 고정자 철손 감소 방안
아래 식은 체적 당 발생하는 철손에 대한 관계식으로 n은 통
상 1.6에서 2.2사이의 값을 갖는다. 앞의 항은 철손 중 히스테리
시스 손실에 대한 부분이고 뒤의 항은 와전류 손실에 대한 부분
이다. 단위 부피 당 손실은 주파수와 자속밀도의 n승에 비례한다
는 것으로부터, 코어에 통과하는 자속의 고조파저감과 국부적 포
화 영역의 감소를 통해 철손 발생양이 감소할 수 있음을 이끌어
낼 수 있다.[2]

 
 


 

    

    


   

  

아래 그림에서 나타나듯이 고정자의 주요 철손 발생부분인 슈
부분의 형상파라미터에 대한 parametric analysis를 통한 구조
최적화를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와 같다.

변수
기존 

모델

개선 

모델
단위

Hs0 2 1 mm

Hs1 1 0.6 mm

Hs2 40 41.5 mm

Bs1 8 7.6 mm

Bs2 20 22.1 mm

<그림 2> 철손 저감을 위한 고정자 형상 최적화 결과

  2.2.2 Retainer sleeve 와전류 감소 방안
와전류 손실은 도체에서 변화하는 자속이 기전력을 유도하여
유도전류가 흐름으로써 발생하는 손실로, 아래 식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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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tput
[kW]

Cop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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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dy current
loss (sleeve)

[W]

Efficiency
[%]

107.8 668.0 700.3 1181.2 9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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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식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와전류 손실의 크기는 도전율을
갖고 있는 도체의 저항률, 형태 및 자속의 변화분 등에 관련 있
는 양이다. 이 중 특히 자속의 변화분이란 회전속도에 직접적으
로 영향이 있는 성분이며, 전동기가 고속 회전을 할수록 그 성분
이 커지므로 고속 회전기에서 더욱 문제가 된다.
회전자 retainer sleeve 형상에서 강도 해석을 통한 두께의 최

소화를 통한 와전류원의 부피 최소화를 진행하였다. 또한, 공극
너비(air gap width)를 변화하며 retainer sleeve에서의 와전류 손
실양의 변화를 해석을 통해 확인하였다. 아래 그림 3, 4에 공극
의 변화에 따른 출력 및 와전류 손실 변화 및 공극자속밀도 파
형의 변화가 나타나 있다. 공극의 너비에 따른 출력과 손실 양의
변화에 따른 최대 효율발생 너비를 결정하였다.

<그림 3> 공극변화에 따른 출력(좌), 와전류 손실 변화(우)

<그림 4> 공극변화에 따른 공극자속밀도 파형 비교

  2.3 전자기 외적 효율 개선 방안
고속전동기에서의 손실에는 고속회전에 따라 발생하는 베어링
에서의 기계적 손실 외에 회전체 주변의 풍손을 들 수 있다. 고
정자 슬롯 오프닝 주변부의 유체해석 모델을 통해 풍손에 의한
저항을 CFD해석을 통해 수행하였으며 그 양을 확인하였다. 또한
slot opening 주변부의 형상에 따른 저항의 변화를 확인하였다.

<그림 5> slot opening 주변부의 풍손해석 수행

  3 결    론

기존 제작, 시험된 고속회전형 PMSM 모델의 출력 특성을 살
펴본 결과, 회전자표면의 retainer sleeve 구조에서의 와전류 손
실이 주요 손실원이 됨을 확인하였고, parametric analysis를 통
한 최적 형상 설계를 진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전동기 공극 너비
가 약 60% 증가하였으나, 이로 인한 와전류 손실 저감에 따라
결과적으로 오히려 전체 출력 및 효율이 증가하였다. 통상적으로
고출력, 고효율을 달성하기 위해 전동기 설계에 있어 공극 너비
를 가능한 작게 설계하는 경향이 있으나, 오히려 손실 증가 및
이로 인한 출력 감소 측면에서 불리할 수도 있음을 해석 결과로
써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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