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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구동 방식 영구자석 동기 발전기의 코깅 토크 저감을 위한 

자성체 슬롯 웻지 형상 설계

(Design of Magnetic Slot Wedge Shape for Reducing Cogging Torque in Permanent 

Magnet Synchronous Generator of Direct Drive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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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suggests the slot wedge shape for reducing the cogging torque of a direct-drive

permanent magnet synchronous generator for a bike. To consider easy coil winding, we applied a

structure of open slot for the permanent magnet synchronous generator (PMSG). Because the cogging

torque of PWSG with the open slot is very large, we are designed the appropriate specifications of the

PMSG by selected the appropriate material of slot wedge and various slot wedge shapes. The

prototype model is selected by design theory for reducing cogging torque and maximizing efficiency of

PMSG. And the detailed structure design of the model was designed by the loading distribution

method. The PMSG models were analyzed by finite element method. Finally, we have suggested

appropriate material of slot wedges and its shape which has benefit to further reducing cogging torque

and preventing decreasing of the generating 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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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본논문은바이크(Bike) 운동기구의이용과정에서

발생되는기계적에너지를전기적에너지로변환하도

록하는장치로써, 휴먼에너지의신재생이가능한친

환경적인 자가발전기의 설계에 관한 것이다.

현재 운동기구용 자가발전기의 연구개발은 초기

단계이며, 지금까지 적용된 방식은 주로 상용 영구

자석형 동기전동기를 발전기로 사용하거나 수입산

발전기를 사용하고 있으며, 두 가지 방식 모두 발

전기의 정격속도에 맞추기 위하여 풀리(Pulley)와

같은 변속장치를 부가적으로 장착하여 사용하고

있다.

Pulley가 있는방식은부가적인증속기를포함함에

따라 부품의 개수가 증가하고 설치 공간이 증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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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점을 가지고 있다. 여기에 Pulley가 없는 직구동방

식을 적용하게 되면 페달과 직결되어 부품수가 간소

화되며, 자가발전기의설치공간이크게줄어운동기구

의 전체 중량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영구자석형 동기발전기(Permanent Magnet

Synchronous Generator, 이하 PMSG)는최대에너지

적이 높은 회토류계 영구자석의 사용으로 높은 발전

효율과 계자권선이 필요한 타 발전기에 비해 구조가

단순하여 제작이 용이하다[1-2]. 이러한 장점을 가지

는 직구동 방식에 알맞은 운동기구용 PMSG을 설계

하고, 관련 특성을 해석하려고 한다.

2. 직구동 방식의 영구자석 동기 발전

기의 형상설계

2.1 극수 및 슬롯수 선정

운동기구용 PMSG의설계를위한요구사양이정해

지면이에대한대략적인치수를구하기위해일반적

으로장하분배법또는  법에의한초기설계를수

행한다.

본 연구의 설계는 장하 분배법을 이용하였으며, 이

를위해먼저선정되어야할설계파라미터가극수및

슬롯수이다. 설계목표사양에적합한극수및슬롯수

를선정하기위해효율및전체고조파왜곡률(THD)

를 고려하였다. 저속 운전용이므로 다극구조의 극수

를선택하였으며, 회전속도와다극에알맞은슬롯수를

고려하여 45슬롯으로 선정하였다.

극수및슬롯수에따른 3상 평형 권선을만들기위

한 코일 은 식 (1)과 같이 정해지며 코일

이 정수가 나오는 극수 및 슬롯수를 선정하여

야한다[3].

  

×


×

 ,   (1)

위식에서 은슬롯수, 는극수를나타낸다. 45슬

롯 근처의 값이면서도 다극이 되도록 45이상의 수치

인 46극, 48극, 50극 세 극수에 대하여 평행 3상권선

조건과 권선계수에 의하여 설계를 수행하였다.

평행 3상 권선조건을식 (2)에 나타내며, 3상 권선

이 평행하기 위해 슬롯수을 3의 정수배로 나눈 것과

슬롯수와 극수의 최대공약수가 같은 정수 조합의 극

수를 선정하여야 한다[3].




 ,   (2)

여기서 은 슬롯수, 는 극수를 나타낸다. 3가지

극수중식의조건을만족하는것은 48극과 50극임을

알 수 있다.

최적의 극수, 슬롯수를선정하기위해 45슬롯/48극,

45슬롯/50극의 2가지모델에대해효율및전체고조

파 왜곡률(THD)을 고려하기 위해 권선계수 값을 구

하였다. 권선계수는같은슬롯을사용할경우극수가

높을수록좋아지며, 효율및THD특성은 45슬롯 50극

이 가장 좋음을확인할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는 45슬롯 50극모델을선택하여장하분배법에의한

모델의치수를선정하고유한요소해석법으로특성해

석을 하였다.

2.2 장하분배법에 의한 PMSG의 치수 계산

설계식과설계이론으로선정된 45슬롯/50극을기준

으로 장하 분배법을 이용하여 PMSG을 설계하였다.

이를위한설계목표사양을표 1에정리하였으며, 설

계 절차를 그림 1에 나타내었다[4].

표 1. PMSG의 설계 목표 사양
Table 1. Specifications of the PMSG

순시정격 60[W]

연속정격 24[W]

슬 롯 수 45[Slots]

상 수 3[Phase]

공급 상전압 53[V]

동기 속도 70[rpm]

공극 길이 1[mm]



82

직구동 방식 영구자석 동기 발전기의 코깅 토크 저감을 위한 자성체 슬롯 웻지 형상 설계

Journal of KIIEE, Vol.26, No.3, March 2012

그림 1. 장하분배법을 이용한 PMSG 설계 절차
Fig. 1. Design procedure of the PMSG using

Loading Distribution Method

설계 사양과 극수/슬롯수가 정해지면 PMSG의 세

부치수를구하기위한장하분배법과관련된식은다

음과같다. 무부하유도기전력는식 (3)을이용하여

계산한다.

 


(3)

여기서공급상전압  이며, 동기탈출토크는

일반적으로정격토크의 1.3～2배를취하므로공급전압

대 무부하 유도기전력의 비는   로 선정하였다.

극당 자속 는 식 (4)를 이용하여 계산한다.

 



cos


×  (4)

여기서극쌍수   , 자기장하/전기장하비인장하

비 , 역률 cos  , 효율   , 최대정격

출력 [W], 동기속도  이다. 최대정

격출력, 동기속도, 효율, 역률과장하비는설계목표사

양으로 선정된 값이다.

상당직렬권수 는식(5)와(6)을이용하여계산한다.

 

 
× (5)

 


정수 (6)

여기서상당유효직렬권수 , 상당직렬권수  , 권

선계수  를선정하였다. 권선계수는슬롯수와

극수의 조합에 의해 계산된다.

이렇게구해진상당직렬권수를이용하여극당자속

을재계산하였으며, 영구자석계자의평균단면적 

은재계산된극당자속과식 (7)을이용하여계산한다.

 


(7)

여기서동작점을고려하여자속계수 =0.5, 잔류자

속밀도  [G]를 선정하였다.

발전기의단락전류 는식 (8)을이용하여계산한다.

mEcos


(8)

cosm


mmmm 

여기서 동기탈출시의 효율, 동기탈출 토크 계수

값  을 선정하였다.

고정자 상당 저항() 및 동기 리액턴스()는 식

(9), (10)을 이용하여 계산한다.

 tan

 (9)

 

 (10)

여기서 완전단락전류는  [A]로 계산된다.

영구자석계자의자화방향길이 는식 (11)을이용

하여 계산한다.

 ≥

  (11)

여기서 기자력 손실은 10[%]의 여유를 두어 기자

력손실 계수  로 선정하였으며, 고온 시 굴곡

점 감자계 는 NEOMAX-52의 부품표의 값을

참고하였다. 고온에서의 완전 단락전류 는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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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A]이며 식 (8)에서의 계산 결과와 큰 차이점이

없었다.

회전자 내경 는 식 (12)를 이용하여 계산한다.

× 


 


  (12)

여기서형상치수비   을선정하였다.

고정자축방향길이 , 고정자외경 는아래의식

(13), (14)로 계산된다.

 × (13)

 ×  (14)

여기서 공극길이  [mm]로 선정하였다.

고정자동선의단면적 는식 (15)를 이용하여계

산한다.

 


× (15)

여기서치구계수 , 동선의상온에서의저항률

 로 선정하고,    ,  

 ,축방향길이   로계산되며

여기서 자석 오버행 계수값  으로 선정하였다.

동선에 대한 전류밀도 는 식 (16)과 같다

    cos


(16)

회전자 요크부 두께 는 식 (17)로 계산한다.

  (17)

여기서누설계수   , 철심점적율  , 요

크 자속 밀도  값을 선정하였다.

전기자철심슬롯  면적은식 (18)을이용하여계

산한다.

  (18)

여기서 슬롯의 점적률  로 선정하였으며,

 

 =39.98로 계산된다. 이상의 장하분배법을

이용한 PMSG의 주요 치수는 아래의 표 2와 같다.

표 2. 장하분배법에 의한 PMSG의 주요 치수
Table 2. Principal dimensions of the PMSG using

Loading Distribution Method

고정자 외경 198[mm]

회전자 내경 200[mm]

마그넷 자화방향 길이 2.8[mm]

회전자 요크 6[mm]

슬롯 면적 102[]

상당 직렬 턴수 1050[Turns]

상당 저항 13.32[ohm]

전류 밀도 5.89[]

3. 특성 해석

3.1 유한요소해석을 위한 전자기회로 모델링

장하분배법에 의해 설계된 PMSG의 경우

Rectangular Type의 고정자 치를 사용함으로써

슬롯 개구폭이 작은 경우와 비교하여 코깅토크

가 상대적으로 큰 특징을 가진다. 따라서 설계된

PMSG 모델의 코깅 토크를 줄이기 위하여 영구

자석 극호각을 조정하였으며, 추가적인 코깅토크

저감 방안으로 고정자 magnetic slot wedge를

적용하였다[5-6].

그림 2는 유한요소해석을 위한 외전형 45슬

롯 50극 PMSG의 모델링 형상을 나타낸다. 여

기서 상단의 (a)는 고정자치 형상, 상권선 구조

및 외전형 회전자의 영구자석의 구조를 나타낸

다. 하단의 (b)은 코깅토크 저감을 위하여 적용

하려고 하는 자성체 슬롯웻지의 기본 형상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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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고정자 및 회전자 형상

(b) 자성체 슬롯웻지 기본 형상

그림 2. 유한요소해석을 위한 45슬롯/50극 PMSG 형상
및 자성체 슬롯웻지

Fig. 2. Structure of 45 slots/50 poles and Iron
slot wedge for Finite Element Analysis

설계된PMSG의발전전력을확인하기위한시뮬레

이션 회로구성도는 그림 3과 같다.

그림 3. 발전 시뮬레이션 회로구성도
Fig. 3. Simulation circuit for the generating test

그림 3에서부하저항을가변함에따라출력전류와

발전 전압은 변한다. 출력 DC전압과 출력 DC전류는

그림 3의 가변부하저항 양단의 전압과 전류이다. 이

때, 출력 DC전압및전류는식 (19), (20)에의해계산

된다.

 


× (19)

  (20)

여기서 는 가변부하저항단의 출력 전압의 평균

값, 은입력단의선간전압이다. 는가변부하저항

단의 출력 전류의 평균값, 은 가변부하저항이다.

3.2 Iron 슬롯 웻지 형상에 따른 PMSG의 

해석

일반적으로 코깅토크는 자속이 영구자석에서 고정

자치(teeth)로흐를때발생한다. 그러므로코깅토크

를줄이기위해서는영구자석에서 teeth로흐르는자

속량을 제한해야 한다. 하지만 코깅토크를 줄이면서

발전하는 전력량 감소를 막기위해 슬롯 웻지의 형상

을설계할필요가있다[7-8]. 그러므로본논문에서는

PMSG의코깅토크감소및발전전력량증가를위해

다양한 슬롯 웻지형상을 제안한다. 그림 4는 PMSG

의 다양한 슬롯 웻지 형상을 보여준다.

model A model B

model C model D

model E

그림 4. PMSG의 다양한 슬롯 웻지 형상들
Fig. 4. Slot wedge shapes of the PMSG

회전자내경과의근접한정도에따른자속경로의변

화를파악하기위해슬롯웻지에요철을주었으며, 슬

롯웻지의 요철이 회전자 내경에 가까운 B 모델과 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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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모델을 선정하였다. 또한 슬롯웻지에 공기영역이

들어감에따른자속경로의변화를보기위해공기영역

사이에자로가있는 C모델과공기영역만있는D모델

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슬롯웻지에 공기영역을

만든 상태에서 한쪽 자로를 끊어놓은 형상의 E 모델

을제안함으로써 B모델과D모델의복합형태의슬롯

웻지 형상을 분석하였다.

각슬롯웻지형상에따른코깅토크결과는그림 5

와같으며, 유한요소법을이용하여각슬롯웻지형상

에 따른 발전 전력량을 계산한 것은 표 3과 같다.

그림 5. 각 슬롯 웻지 형상에 따른 코깅토크
Fig. 5. Cogging torque of the slot wedge shapes

표 3. 각 슬롯 웻지 형상에 따른 발전 전력량
Table 3. Generating power of the models

type of the models generating power

model A 32.16[W]

model B 3.41[W]

model C 15.10[W]

model D 9.52[W]

model E 24.74[W]

각 슬롯 웻지 형상에 따른 특성을 살펴보면, 5가지

모델중D모델의코깅토크가가장작으며, 발전전력

량이가장큰것은A모델임을알수있다. 그러므로

해석결과를통해 5가지모델중코깅토크가작은편이

며, 발전량이큰것을만족하는모델은E모델임을알

수 있다.

주 자속은공극과상권선에쇄교하는자속으로상

권선에쇄교하지못한누설자속을제외한자속을의

미하며, 자속은 공극영역에서 집중적으로 분포한다.

슬롯 웻지가 없는 모델의 토크는 그림 6에 보여진

것과 같이 자속이 a 주자속 경로를 통해 흘러 발생

하며, b의 누설 부분은 토크 발생에 거의 기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슬롯 웻지 없는 모델은 슬롯 개구

폭이 작은 다른 모델들 보다 상대적으로 큰 코깅토

크가 발생한다.

A모델의경우그림 7에보여진것과같이슬롯웻지

로부터 누설자속은 자속경로 b와 자속경로 c로 흐른

다. 그러므로A모델의공극자속은슬롯웻지가없는

모델보다 균일하게 분포하여 코깅토크가 더 작게 되

고 발전 전력량도 또한 적게 나타난다.

그림 6. 슬롯 웻지 없는 모델의 자속 경로
Fig. 6. Flux path of the model without the slot

wedge

그림 7. A모델의 자속경로
Fig. 7. Flux path of the model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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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C와 모델 D 같이 슬롯 웻지 내에 air barrier

있는경우그림 8에보여진것과같이대부분의자속

이슬롯웻지를통해흐른다. 그러므로모델C와D는

다른 모델들에 비해 발전 전력량이 작다.

발전 전력량의 감소를 막기 위해 영구자석과 슬롯

웻지를포함한코일슬롯영역사이에큰자기저항을

가지는가장적절한슬롯웻지형상을설계하는것이

필요하다.

그림 8. D 모델의 자속경로
Fig. 8. Flux path of the model D

그림 9의 E모델의 경우 공극자속밀도의 분포가 타

모델과비교하여적절한것으로분석된다. 그림의b자

속경로와같은누설자속은발전전력량을감소시키지

만, A모델을 제외한 다른 모델들보다 발전 전력량이

크게나타남을 알 수 있다. 설계 모델은 코깅토크 감

소에 중점을 두었으며, 설계 목표인 연속정격 24[W]

을 만족한다.

그림 9. E 모델의 자속경로
Fig. 9. Flux path of the model E

4. 결  론

본논문은변속장치인 Pulley구조를제거한바이크

(bike) 운동기구용직구동방식PMSG의설계및특성

을해석하였다. 설계된 PMSG는 인력에의하여저속

으로운전되므로해당조건에서발전효율의최대화와

유기기전력의 고조파 저감을 위해 설계식 및 설계이

론에근거하여극수및슬롯수를선정하였으며, 장하

분배법에의해 PMSG의 치수를산출하였다. 또한 코

깅토크 저감을 위해 자성체 슬롯웻지가 적용된 슬롯

및 영구자석 형상을 설계하였다.

일반적으로개방형슬롯구조를갖는PMSG의발전

전력품질은코깅토크가크므로슬롯웻지를갖는모

델들보다좋지않았다. 그래서코깅토크를줄이기위

해 iron 슬롯웻지를적용하였으며, 그결과 iron 슬롯

웻지모델의코깅토크가감소함을알수있었다. 그러

나슬롯웻지가있는모델이슬롯웻지없는모델보다

발전전력이감소할수있으므로슬롯웻지의형상을

다양하게고려함으로써코깅토크가작으며, 발전전력

량을 적절하게 유지하는 모델을 제시하였다. 유한요

소해석법을 이용한 특성해석을 통해 설계에 대한 타

당성을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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