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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상 5KW 표면부착형 영구자석 동기발전기(SPMSG) 개발

(A Development of Surface Permanent Mount Synchronous Generator for 5 Phase 5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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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propose a development of surface permanent mount synchronous generator(SPMSG) for

5-phase 5Kw in order to study a polyphase ac machinery that keep hold of advantages more than

traditional three-phase squirrel-cage induction motor, such as reducing a amplitude of torque pulsation

decreasing electric noises, and increasing the reliability. Design methods of the generator use a

development tools with Maxwell 2D and Simplorer. There are designed drawing of manufactured

frames of the SPMSG. A amplitude and waveform of the generated electromotive force, FFT analysis

of harmonics within output voltages, and reviewing a experiment results are shown by variable output

frequency. We are presenting a design and manufacture methods for the SPMS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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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5상전동기를비롯한다상교류전동기가하이

브리드 전기자동차나 우주항공 및 선박 추진시스템

등과같은분야에서 3상전동기를대체할차세대전동

기로관심이고조되고있으며, 이에대한연구도대단

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1-6].

다상전동기(polyphase motor)는 일반적인단상전

동기에 비해서 추가적인 자유도를 가진다는 장점을

가지고있을뿐만아니라산업분야에서가장많이사

용되고있는기존의 3상전동기에대비해서, (1) 같은

출력에서상당전압의변화없이상당전류의크기저

감, (2) 토크의맥동주파수를증가시킴으로써토크맥

동감소, (3) 인버터의직류링크전류에고조파성분을

저감하여회전자의고조파성분감소, (4) 전동기의정

격전력변화없이상당토크크기감소, (5) 높은전류

밀도공급이가능하여출력토크의크기증가, (6) 시

스템의신뢰성을증가시킬수있는등의다양한장점

을 가지고 있다[7-8].

일반적으로인버터에의해구동되는다상전동기는,

공급전원의고유특성과호환성의우수한특성, 코어의

활용도개선, 단위면적당출력증가및제작의편의성

측면에서, 고정자의 권선을 집중권의 형태로 제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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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집중권을 가지는 전동기에서는 공극자속이 정현

파 형태가 아닌 사다리꼴 형태의 파형으로 나타나게

되므로, 전동기에서발생되는역기전력도사다리꼴형

태의파형이된다. 정현파형태의공극자속분포를지

닌전동기에서는코어의일부분에서만포화현상이나

타나므로, 공극의자속밀도가사다리꼴형태의파형을

가지는경우에는코어활용도가높아질수있다. 따라

서 3상전동기에비해 5상전동기는구조적인관점에

서 2가지의큰차이점을가지고있다. 첫번째로는분

포권을사용하지않고집중권을사용하며, 두 번째는

3차공간고조파성분을포함하고있으므로사다리꼴

형태의 역기전력이 나타나는 확연한 차이를 지니게

된다[9-12].

다상전동기제어시스템의연구를위해서사용되는

전원시스템은 3상 인버터에서 스위칭 소자로 구성된

브리지 회로에 랙(lag)을 추가한 다상의 인버터를 사

용하고있다. 이와같이스위칭소자를사용하는다상

인버터의전원시스템은전력용반도체소자의스위칭

작용에 의한 고조파 성분이 많이 포함되는 전원이므

로, 연구용으로설계제작된다상교류전동기의정확

한 파라메타 측정과 운전특성을 파악하는데 있어서

오차를 가져오는 등의 정확도에 어려움이 따르게 된

다. 그러므로다상교류전동기제작에대한연구를위

해서는 고조파 성분이 적게 포함되는 품질이 우수한

다상 정현파 교류전원이 필요하게 된다[13].

이에따라본연구에서는 5상교류전동기의기계적

인 특성을 조사하기 위한 전원시스템으로 시험용인

소형 5상 동기발전기를설계제작하여개발하였으며,

연구 개발된 표면부착형 영구자석 동기발전기

(Surface Permanent Mount Synchronous Generator,

SPMSG)의 설계및제작기술에따른운전특성을고

찰 하였다.

2. 5상 발전기의 수학적 모델 

2.1 전압방정식

5상 2극 발전기고정자권선의각상은공간적으로

72도의 위상차를 가진 N턴 집중권으로 구성되는 경

우, 고정자권선분포도는그림 1과같이나타낼수있

다. 이때 권선의 역기전력과 전류파형은 그림 2에서

보는봐와같이역기전력은사다리꼴형태로, 전류는

제 3고조파 성분이 포함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2].

5상 발전기의 a상에서 발생되는 기전력인 상전압

가식 (1)과 같이 표시되면, b상의 상전압 는식

(2)로, 선간전압 는식 (3)으로표현된다. 이때선간

전압의 진폭 크기  는 식 (4)와 같이 상전압의

1.1756배가되며, 위상은상전압보다 빠른특성을

가진다.

그림 1. 집중권으로 구성된 5상 발전기의 권선 분포도
Fig. 1. Five-phase concentrated winding of AC

generator

그림 2. 5상 발전기의 역기전압과 전류파형
Fig. 2. Back-EMF and current waveform of

five-phase AC generator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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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 cos×   
(4)

여기서 는 임이의 실효치 전압이다.

5상 유도전동기에서수학적모델은 a b c d e의 기

준좌표계상에서행렬형태로간략히표현될수있으

며, 고정자전압및쇄교자속방정식은식 (5)와 (6)으

로 표시된다[2].

 

 (5)

  (6)

또한 회전자 전압 및 쇄교자속 방정식은 식 (7)과

(8)로 표시된다.

 

 (7)

 
  (8)

따라서 5상 유도전동기의 토크는 다음 식 (9)와 같

이 나타낼 수 있다.

  






 (9)

여기에서사용되는기호와관련수식들은참고문헌

[2]에서 언급된다.

2.2 고조파 해석 

5상 발전기의 고조파 성분을해석하기 위하여, 정

상상태에서 자계의 중첩 허용을 위해 포화현상과

표피효과를 무시하면, 그림 3과 같이 a상 좌표축의

권선함수 N(φ)는 식 (10)으로, 전류파형은 식 (11),

이때 3상 합성 기자력은 식 (12)으로 표시된다

[13-16].

그림 3. 5상 발전기의 a상 권선함수
Fig. 3. Winding function for phase “a” of

five-phase AC gener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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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여기서  ,  , 는임이의위상각, ϕ는공
간각도, 는상과상사이의공간상각도이며, n, m은

고조파의 차수이다.

3. SPMSG 설계 

5상 220V 60Hz 3.0Kw 소형 교류전동기의 실험용

전원장치로 설계 및 제작기술이 보다 쉬운 표면부착

형 영구자석 동기발전기(SPMSG)로 개발하였다. 설

계에 적용한 이론적인 측면과 기법은 Maxwell 방정

식과 유한요소법을 적용하는 교류전동기 및 발전기

해석프로그램인Maxwell 2D/3D를활용하였다. 또한

설계된 자료를 사용하여 Simplorer 프로그램으로 시

행오차를 거처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였다[17]. 최종적

으로 설계 개발된 5상 220V 60Hz 5.0Kw SPMSG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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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은 표 1과 같다.

그림 4는 설계된 SPMSG의 고정자와 회전자의 형

상과자속밀도의분포도를보여주며, 그림 5는발전기

운전에서시뮬레이션에의한자기해석과동작의결과

를 보여준다.

설계된고정자의슬롯은 40개로, 한 상당 2개의도

체를 2층 분포권으로 배치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으

며, 슬롯의형태는그림 6과 같다. 또한회전자의자

극 구조는 8극으로 그림 7과 같이 설계되었다. 철심

은 S-18을, 회전자의 자성재료는 Nd2Fe14B를 사용

하였다. 그림 8은 설계된 5상 SPMSG의 외형이다.

그림 9는 코일 직경 0.8mm, 45turn, 권선피치 5mm

을 8극 2층 분포권으로 배치한 고정자 권선의 전개

도이다.

그림 4. 설계된 고정자와 회전자의 자속밀도 분포도
Fig. 4. Distributed flux density on designed stator

and rotor of the generator

그림 5. 설계된 발전기의 운전에 따른 자기해석과 동작
Fig. 5. Analysis of electromagnetic field and

operating for designed generator driving

표 1. 설계된 SPMSG의 특성
Table 1. The specifications of designed SPMSG

구분 규격 구분 규격

정격출력 5.0Kw 고정자 외경 220mm

정격전압 220V 회전자 외경 119mm

정격전류 19.0A 공극 1.0mm

정격주파수 60Hz 적층 두께 85mm

극수 8극 고정자 슬롯 수 40개

정격회전수 900rpm 코일 그룹 수 20개

역율 85.0% 상당 고정자 코일 0.8mm×45turn

효율 81.2% 코일 배치 2층 분포권

자극 보자력 12.80Oe 자성재료 Nd2Fe14B

자극

잔유자기
13.100G 최대 B-H적 41.7MGOe

철심 재료 S-18
고정자권선

(    )

   에서 

   

그림 6. 설계된 고정자 슬롯 형태
Fig. 6. Slot structure of designed stator

그림 7. 설계된 8극 회전자 자극 구조
Fig. 7. Structure of designed 8-pole ro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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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제작된 고정자 권선
Fig. 10. Manufactured stator winding

그림 11. 제작된 회전자의 자극 형태
Fig. 11. Pole shape of manufactured rotor

그림 12. 제작된 SPMSG의 외형
Fig. 12. Structured shape of SPMSM

그림 8. 개발된 5상 SPMSG의 전체 외형
Fig. 8. Whole structure of designed 5-phase

SPMSG

A상
시작

B상
시작

C상
시작

D상
시작

E상
시작

A상

끝
B상

끝
C상

끝
D상

끝
E상

끝

그림 9. 5상 고정자 권선 전개도(8극, 2층 분포권)
Fig. 9. Winding connection diagram of 5-phase

stator(8-pole, 2 layer and distributed
winding)

4. SPMSG 제작 결과

그림 10～12는 설계된 자료를 기본으로 제작된

SPMSG의외형사진이다. 5상 5.0KW발전기를운전

하기 위해 원동기용으로 3상 서보 동기전동기

(APM-SF-50D, 5.0KW)와 AC 서보 드라이버

APD-VS750N(7.5KW)을 사용하여 시험시스템의 셋

업 장치를 구성하였다.

5. 개발된 발전기 특성

개발된발전기의특성을조사하기위하여다음과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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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무부하시 원동기 회전수 가변에 따라 전원주파수

변화에의해발생되는유도기전력의특성을측정하였

으며, 저항부하에서주파수변화에따라발생되는유

도기전력의 부하특성을 조사하였다.

5.1 무부하시 전원 주파수 가변에 따른 발생 

기전력 특성

표 2는원동기의회전수를가변시켜전원주파수변

화에따라 a, b, c, d, e상에서발생되는유도기전력인

상전압과 선간전압의 크기를 오실로스코프를 사용하

여 실효값을 측정한 결과이다.

그림 13과 14는무부하시 5Hz에서 a, b, c, d상에서

발생된유기기전력의상전압과선간전압의파형을보

여준다. 또한그림 15는정격회전수인 60Hz에서무부

하시 각상에서 발생하는 기전력의 상전압 파형을 측

정한 것이다.

그림 16는 60Hz의무부하상태에서발생되는 a상의

역기전력파형을관측한결과이며, 이파형을사용하여

고조파 성분을 분석한 결과는 그림 17에서 보여준다.

표 2. 무부하에서 원동기 회전수 변화에 따른 발생
기전력

Table 2. Induced elctromotive force(EMF) by
variable speed of motor on no-load

구분

[상전압/

선간전압]

5Hz

(4.93/

4.93)

10Hz

(10.02/

10.00)

30Hz

(29.92/

29.99)

50Hz

(50.03/

49.98)

60Hz

(59.94/

59.87)

65Hz

(65.00/

65.01)

비고

상전압

Vrms

A상 19.48 39.12 117.50 195.1 228.2 253.8

B상 19.47 39.52 119.25 197.8 237.1 257.1

C상 19.64 39.56 118.57 198.0 247.3 256.9

D상 19.36 39.35 118.12 196.9 222.3 255.5

평균 19.49 39.39 118.36 196.95 233.72 255.82

선간

전압

Vrms

A상 22.80 46.24 139.4 230.9 278.4 300.5

B상 22.76 46.57 140.0 232.0 279.1 301.4

C상 23.21 46.75 141.0 233.2 281.0 302.7

D상 22.65 46.26 140.0 231.3 278.1 299.8

평균 22.86 46.45 140.10 231.85 279.15 301.10

상전압/

선간전압 비
0.8526 0.8478 0.8448 0.8515 0.8373 0.8497

0.85

(평균)

그림 13. 무부하시 5Hz에서 a, b, c, d상 발생 기전력의
상전압 파형

Fig. 13. Phase voltage waveform of induced EMF
with phase “a”, “b”, “c”, “d”, “e” on the
5Hz and no-load.

그림 14. 무부하시 5Hz에서 a, b, c, d상 발생 기전력의
선간전압 파형

Fig. 14. Line to line voltage waveform of induced
EMF with phase “a”, “b”, “c”, “d”, “e” on
the 5Hz and no-load.

5.2 저항 부하변화에서 주파수 변화에 따른 

운전특성

표 3은저항 100을 5상평형 Y결선으로연결하

였을 때, 원동기의 회전수를 가변하여 전원주파수를

5Hz에서 65Hz까지변화하였을때따른 b상의상전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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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무부하시 60Hz에서 a, b, c, d상 발생
기전력의 상전압 파형

Fig. 15. Phase voltage waveform of induced EMF
with phase “a”, “b”, “c”, “d”, “e” on the
60Hz and no-load.

그림 16. 무부하 60Hz에서 발생되는 역기전력의 파형
Fig. 16. Induced back-EMF waveform within 60Hz

and no-load

그림 17. 무부하 60Hz에서 발생되는 역기전력의 고조파
분석결과

Fig. 17. FFT analysis result of Induced back-EMF
waveform at 60Hz and no-load

ab상의 선간전압 및 bc상의 선간전압, a상의 선전류

크기를측정한결과이다. 그림 18에서는 60Hz의저항

부하 100에서 ab상 선간전압(적색선), bc상 선간전

압(갈색선), b상의상전압(청색선) 및 a상선전류(녹색

선)의 파형을 관측한 것이다.

표 3. 저항부하에서 주파수 변화에 따른 발생기전력
Table 3. Induced elctromotive force by variable

speed of motor on resistive oad

구분

Vrms 및

Arms

5.01

Hz

10.01

Hz

29.98

Hz

50.00

Hz

60.01

Hz

65.05

Hz
비고

100



5상

평형

저항

부하

AB

선간
22.21 44.26 132.22 217.4 258.6 273.4

B상 18.85 37.78 112.13 184.9 219.8 291.4

BC

선간
22.30 44.59 132.83 220.6 263.0 241.7

A상

전류
0.1896 0.3521 1.025 1.693 2.006 2.193

그림 18. 정격 60Hz의 5상 평형 100에서 ab 및 bc
상의 선간전압, b상 상전압 및 a상 선전류의
파형

Fig. 18. Waveform of line to line voltage on a-b
and b-c phase, phase voltage of b-phase,
line current of a-phase within rated 60Hz
and balanced 5-phase resistive 100

l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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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저항부하 100 60Hz에서 발생하는 역기전력
파형

Fig. 19. Induced back-EMF waveform within 60Hz
and resistive 100 load

그림 20. 저항부하 100 60Hz에서 발생하는 역기전력
파형의 고조파 분석

Fig. 20. FFT analysis result of Induced back-EMF
waveform at 60Hz and resistive 100
load

6. 개발된 발전기의 특성 검토

Maxwell 2D 전동기 설계 프로그램 활용으로 설계

하여제작개발된 5상 5Kw SPMSG의운전특성을조

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설계 개발된 발전기의 기초자료와 특성은 표 1과

같다.

발전기에서 발생되는 유도기전력은 표 2에서 보는

바와같이각상에서무부하시원동기(서보전동기)의

회전수를 가변 하여, 전원주파수가 5Hz에서 65Hz까

지 선형적으로 변화되므로 발전기가 잘 동작함을 알

수 있다.

각주파수에서발생되는상전압과선간전압의비가

평균 0.85로 측정되였으며, 이는이론적인진폭의비

인 0.8506(=1/1.1756)에 아주 근접됨을 알 수 있다.

정격인 주파수 60Hz에서평균상전압이 233.73V이

며, 평균 선간전압은 279.15V로, 상 전압과 선간전압

의진폭이 0.837배로측정시의조건에따라오차가발

생됨을 알 수 있다.

무부하상태에서정격주파수인 60Hz에서발생하는

측정된역기전력의파형은그림 16과같다. 이역기전

력의파형을FFT로분석한결과는그림 17이다. 따라

서측정된기본파성분은 97.21%이며, 총고조파성분

은 2.79%임을 알 수 있다. 이때 제3 고조파 성분은

1.49%이다.

100의평형 5상 저항부하상태에서정격주파수

인 60Hz에서발생하는측정된역기전력의파형은그

림 19와 같다. 이 역기전력의 파형을 FFT로 분석한

결과는 그림 20이다. 따라서 측정된 기본파 성분은

93.60%이며, 총고조파성분은 6.40%임을알수있다.

이때 제3 고조파 성분은 3.30%이다.

부하특성을 관측하기 위하여 표 3에서는 저항부하

100을각상에연결하였을때, 주파수변화에따른

발생기전력의특성으로, b상의상전압, ab 및 bc상의

선간전압, a상의 선전류를 측정한 결과이다.

표 3에서 60Hz의 저항부하인 경우, b상 상전압은

219.8V이며, a상의 선전류가 2.006A이므로, 이때 5상

발전기의부하는약 2Kw가된다. 이부하에서전압변

동률은 6.34 


×%이다. 이결과는

개발된발전기의정격용량이 5.0Kw임을고려하면정

격부하에서는전압강하로인하여정격출력전압이보

다 낮게 될 것이다. 이에 대한 특성 개선책으로

SPMSG를 재설계 제작하여 실험 중에 있으며 추 후

연구결과는 발표될 것이다.

그림 21은Maxwell 2D에의하여설계된자료를사

용하여발생되는기전력의특성을 Simplorer 프로그

램에 의하여 시뮬레이션 한 결과이며, 그림 22은 개

발 제작된 SPMSG에서 주파수 변화에 따라 측정된

발생되는 유도기전력 특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들

특성시험 결과에서 보는바와 같이 제시된 설계기법

에따라제작된발전기에서얻어지는운전특성이시

뮬레이션결과와아주유사한결과가얻어짐을알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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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Maxwell 2D와 Simplorer에 의하여
시뮬레이션 한 설계된 발전기의 주파수 변화에
따라 발생되는 유도기전력의 특성

Fig. 21. The characteristics of induced EMF with
variable frequency by simulation using
designed Maxwell 2D and Simplorer

그림 22. 개발 제작된 발전기에서 주파수 변화에 따른
측정된 발생되는 유도기전력의 특성

Fig. 22. The measured characteristics of induced
phase voltage with variable frequency by
developed SPMSG

7. 결 론 

일반적으로많이사용되고있는단상및 3상전동기

보다 많은 특성을 가지는 다상 교류전동기의 운전특

성을연구조사하기위하여, 5상표면부착형영구자석

동기발전기(SPMSG)를 교류전동기 및 발전기 해석

프로그램을사용하여개발하였으며, 설계제작된 5상

220V, 60Hz, 5kw 동기발전기의개발결과를보여주

었다. 원동기의 회전수 가변으로 출력주파수 변화에

따라발생되는유도기전력과파형및출력전압에포

함된고조파성분분석을통하여개발된발전기의설

계 및 제작 기술의 타당성을 보여 주었다.

앞으로개발된 5상발전기의전원특성을활용하여

소형 5상유도전동기및동기전동기개발에있어실제

전원공급용장치로사용하여 SPMSG의 특성 개선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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