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he Transactions of the Korean Institute of Electrical Engineers Vol. 61, No. 9, pp. 1269～1274, 2012

http://dx.doi.org/10.5370/KIEE.2012.61.9.1269

철심 재질에 따른 철손 계수 산정  IPMSM의 철손 계산               1269

철심 재질에 따른 철손 계수 산정 및 IPMSM의 철손 계산

Estimation Iron Loss Coefficients and Iron Loss Calculation of 
IPMSM According to Core Mater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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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In this paper, the iron loss was calculated using estimated iron loss coefficient at 650W Interior Permanent 

Magnet Synchronous Motor(IPMSM) and 250W IPMSM. The iron loss coefficients was estimated different according to 

electrical steel material used to stator and rotor core in motor. Aspect of The rotating flux field and alternating flux field 

was confirmed by magnetic field behavior and harmonic analysis in stator core, the iron loss was calculated using flux 

density by Finite Element Method(FEM) and estimated coefficients by iron loss coefficient estimation proposed in this 

paper. The iron loss experiment was performed for verified to iron loss calculation, and the iron loss coefficients were 

verified by comparison of iron loss calculation value and experimental 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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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매입형 구자석 동기 동기(Interior Permanent Magnet 

Synchronous Motor : IPMSM)는 구자석이 회 자에 매

입되어 있으므로 높은 속도에서 자석의 비산을 방지할 수 

있어 고속운 에 합하다. 그러나, 다른 동기와 비교했을 

때 코깅토크가 크게 발생하기 때문에 이에 한 진동과 소

음이 많이 발생하게 된다[1]. 한, IPMSM은 포화 역에서 

동작하게 되는데, 이러한 특성은 자속 도의 고조  성분이 

많이 발생하게 됨은 물론 높은 주 수 역에서 동작함으로 

철손이 많이 발생하게 되고, 이로 인하여 동기의 발열이 

문제되게 된다[2]. 철손에 의해 발생된 과도한 열은 동기 

구자석의 감자  기기의 효율 감에 향을 주게 된다. 

따라서 IPMSM의 설계 단계에서 철손을 정확하게 계산하는 

것이 요하다[2].

철손의 경우 Steinmetz가 철손에 한 수식을 정의하고 

100여년이 지났지만, 철손 계산에 한 연구는 여 히 진행

에 있다[3]. 이는 구자석의 잔류 자속 도 증가  강

자성체 사용과 철심 재질의 향상으로 인하여, Steinmetz가 

산정하 던 철손 계수로는 향상된 철심 재질에 용하기 어

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고정자  회 자 철심에 기강

 50PN1300을 사용한 650W  IPMSM과 50PN800을 사용

한 250W  IPMSM의 자계거동 분석을 통하여 철손계수를 

산정하여 철손을 계산하 으며, 재질에 따라 철손 변화 특성

을 고찰하 다.

2. 철손 계산

2.1 용 모델

본 논문에서 용한 모델은 그림 1과 같은 650W  

IPMSM과 250W  IPMSM이다.

  

(a) 650W

  

(b) 250W

그림 1 IPMSM 모델의 형상

Fig. 1 Shape of IPMSM model

두 모델의 제원은 표 1에 서술하 다. 250W  IPMSM의 

경우 아크(Arc)형 회 자  노치를 설치하고, 구자석을 

분할 배치하여 코깅토크를 감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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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
Specification

650W 250W

Material 50PN1300 50PN800

Pole/Slot 8/12 4/6

Rated speed[RPM] 3000

Operating frequency[Hz] 200 100

Br [T] 1.3 1.07

Stack length[mm] 45 45

Stator diameter[mm] 83.6 83

Phase resistance [ohm] 0.0235 0.15

표   1  IPMSM의 제원

Table 1 Specification of IPMSM

2.2 자계거동 분석  고조  분석 

철손 계산을 해서 유한요소법(Finite Element Method : 

FEM)을 이용하여 동기의 자속 도 값을 계산하고, 자계 

거동  고조  분석을 실시하 다. 변압기와는 다르게 회

기에서는 교번자계와 회 자계가 같이 발생하여 철심 내

부에는 비정 인 양상의 복잡한 자계분포가 나타난다. 이

러한 상으로 동기의 철손은 더욱 증가하게 된다[1]. 교

번자계  회 자계 역의 분할 기 은 한 주기 동안 최

치 자속 도와 최소치 자속 도의 비율인 축비가 0.1보다 

작으면 교번자계, 0.1보다 크면 회 자계 역으로 정의하

다[4]. 본 연구에서는 그림 2와 같이 650W  IPMSM과 

250W  IPMSM의 고정자 치를 55개의 역으로 분할하여 

각각의 역에서 자계 거동 분석을 시행하 고, 역에 따른 

자계의 형태를 고찰하 다.

  

(a) 650W               (b) 250W  

그림 2 고정자에서 자계 거동  고조  분석 치

Fig. 2 The position of magnetic behavior and harmonic 

analysis at the stator core

그림 3은 650W  IPMSM의 고정자의 표 인 역에서 

자계 거동  고조  분석 결과를 나타내었다. 치의 끝단부

인 1 ~ 4, 6 ~ 7, 13 ~ 16 역과 치와 요크의 연결부에 해

당하는 29 ~ 35 역에서는 축비가 0.1보다 큰 회 자계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 치의 간부에 해당

하는 17 ~ 28 역은 반경방향 성분으로만 크기가 바 는 

교번자계가 발생하 고, 요크부분에 해당하는 38 ~ 55 역

에서는 선방향 성분으로만 크기가 바 는 교번자계가 발

생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용한 650W

의 동기의 경우, 회 자계가 발생하는 역에서의 철손

은 체 철손의 21.89%를 차지하고 있다. 회 자계가 발생

하는 역은 체 역의 17.5%을 차지하므로 단  면 당 

손실은 교변자계에 의한 손실보다 회 자계에 의한 손실이 

더 크게 발생함을 알 수 있다. 한 기자 류 인가 시에

는 교번자계에서 회 자계로 변화하는 역이 발생하여 철

손을 증가시키는 원인이 된다. 류 통  시 발생하는 철손 

양상 변화는 차기 연구에서 상세히 고찰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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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고정자 역에서의 자속 도 궤   FFT 결과

Fig. 3 Magnetic flux density loci & FFT analysis at the 

stator core

2.3 철손 계수 산정

2.3.1 Steinmetz 방정식

일반 으로 회 기의 철손은 식 (1)로 주어진다. 

    
 


 


          (1)

    
 


 


          (2)

여기서 는 인가되는 자계의 주 수, 은 자속 도의 

최 치, 는 히스테리시스 손실 계수, 는 와 류 손실 계

수, 는 이상와 류 손실 계수, 은 Steinmetz 상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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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식 (1)로 주어진 회 기의 철손을 계산하기 해서는 

히스테리시스 손실과 와 류 손실, 이상와 류 손실 계수  

Steinmetz 상수를 산정하여야 한다. 이들 계수들은 동기에 

사용된 기강 의 재질과 인가되는 주 수에 따라 그 크기

가 비선형 으로 변화하므로 철손 계산은 이들 계수들을 얼

마나 정확하게 산정하는 것으로 결정된다. 최근 자동차 

장품에 이용되는 IPMSM에는 고출력이면서도 컴팩트한 설

계가 요구되어 잔류 자속 도가 높은 희토류 자석을 사용

하고 있다[1]. 식 (1)의 경우 철심재료  구자석 잔류자속 

증가에 따라 와 류손은 민감하게 응하고 있으나 히스테

리시스 손실에 하여는 응이 미흡하다. 따라서 본 논문

에서는 구자석  철심 재질의 향상  기기기의 

Compact화에 따른 자속 도의 증가에 하여 식 (2)와 같이 

Steinmetz 상수를 2로 고정시키고 나머지 계수들을 산정하

는 방법을 제안하 다.

2.3.2 철손계수 산정을 한 Curve Fitting Method

제작사에서 제공한 철손 Epstein 실험 데이터를 그림 4에 

나타내었다. 제공된 Epstein 데이터는 설계자가 원하는 자속

도와 원하는 주 수에 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으므로, 제

공받은 데이터를 이용하여 설계자가 원하는 주 수 역에

서 철손 계수를 산정해야 한다. 제작사에서 제공한 Epstein 

데이터를 바탕으로 기강  50PN1300  50PN800의 철손 

계수를 산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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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철손 Epstein 실험 데이터

Fig. 4 Epstein data of iron loss

2.3.3 650W  IPMSM의 철손 계수 산정

650W  IPMSM의 철심에 사용된 기강  50PN1300의 

계수 산정 결과를 그림 5와 표 2에 나타내었다. 

표   2  50PN1300의 철손 손실 계수

Table 2 Iron loss coefficients of 50PN1300

  

50Hz 0.04021 0.0003248 0.00203

60Hz 0.03901 0.0003152 0.00224

100Hz 0.03680 0.0002973 0.0009431

200Hz 0.03430 0.0002771 0.0006437

산정된 철손 계수는 50, 60, 100, 200Hz의 역에서만 만족

하는 값이다. IPMSM의 철손은 고조  성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표 2의 계수로는 계산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

에서는 고조  성분까지 계산하기 하여 표 3과 같이 주 수

에 하여 구동주 수인 200Hz의 20차수 고조 인 4000Hz까

지 철손 계수를 산정하 고, 표 3의 철손 계수를 이용하여 그

림 6과 같이 주 수  철손 계수의 그래 로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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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50PN1300 데이터의 Fitting 결과

Fig. 5 Fitting result of 50PN1300

표   3  주 수에 따라 산정된 철손 계수

Table 3 Estimated iron loss coefficients about frequency

Function : ∙

Coefficients A B

 0.06253 -0.1155

 0.0005065 -0.1134

 0.03414 -0.7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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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주 수에 따른 철손 계수

Fig. 6 Iron loss coefficient through frequency

2.3.4 250W  IPMSM의 철손 계수 산정

표  4 50PN800의 철손 손실 계수

Table 4 Iron loss coefficients of 50PN800

  

50Hz 0.0206 0.0006037 0.0009792

60Hz 0.01905 0.0005457 0.001198

100Hz 0.01298 0.0003998 0.001417

200Hz 0.01031 0.0003012 0.001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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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W  IPMSM의 회 자  고정자 철심에 사용된 기

강  50PN800의 Epstein 실험 데이터를 이용하여 Fitting을 

수행한 결과를 표 4에 나타내었고, Epstein 실험 데이터와 

철손 계수를 Fitting한 결과를 그림 7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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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50PN800 데이터의 Fitting 결과

Fig. 7 Fitting result of 50PN800

표   5  주 수에 따라 산정된 철손 계수

Table 5 Estimated iron loss coefficients about frequency

Function : ∙

Coefficients A B

 0.05 -0.266

 0.001955 -0.3673

 0.0005135 0.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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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주 수에 따른 철손 계수

Fig. 8 Iron loss coefficient through frequency

표 4  그림 7에서 산정된 계수들 한 50, 60, 100, 

200Hz의 주 수 역에서만 만족하는 값이기 때문에 표 5

와 그림 8에서 나타낸 것과 같이 철손의 고조  성분까지 

계산하기 해서 250W  IPMSM의 구동주 수인 100Hz의 

20차수 고조 인 2000Hz까지의 철손 계수를 산정하 다.

2.4 철손 계산

2.4.1 650W  IPMSM의 철손 계산

의 산정된 철손 계수와 고조  성분의 자속 도 값을 

식 (2)에 용하여 철손을 계산 할 수 있다. 앞 에서 산정

된 기강  50PN1300의 철손 계수를 사용하여 650W  

IPMSM의 철손 계산 결과를 표 6에 나타내었다. 는 히스

테리시스 손실 계수, 는 와 류 손실 계수 는 이상 와

류 손실 계수, 는 체 철손 값이다. 철손 계산 결과 

구동주 수인 200Hz에서 철손이 29.62W로 계산되었다. 철

손 수식을 산정하면, 히스테리시스 손실 계수, 와 류 손실 

계수, 이상와 류 손실 계수들이 산정되어 각각의 손실에 

해 계산이 가능하다.

표   6  650W  IPMSM의 철손 계산 결과

Table 6 Result of iron loss at 650W IPMSM

[RPM]


[W]



[W]



[W]



[W]

  실험치 

[W]

375 1.49 0.35 0.50 2.34 0.77

450 1.75 0.50 0.57 2.82 0.61

750 2.76 1.30 0.84 4.90 3.75

900 3.24 1.83 0.96 6.05 4.74

1500 5.10 4.82 1.41 11.33 12.30

1800 5.99 6.80 1.62 14.41 14.93

2250 7.29 10.36 1.92 19.58 18.81

2700 8.57 14.61 2.20 25.39 25.64

3000 9.41 17.83 2.38 29.62 29.24

표   7  650W  IPMSM의 철손 손실비 계산

Table 7 Calculation of iron loss ratio at 650W IPMSM

[RPM]  [%]  [%] [%]

375 63.70 15.02 21.27

450 62.15 17.59 20.25

750 56.27 26.57 17.14

900 53.64 30.41 15.95

1500 44.96 42.53 12.50

1800 41.54 47.17 11.27

2250 37.26 52.91 9.81

2700 33.76 57.55 8.68

3000 31.76 60.18 8.05

구동주 수인 200Hz에서 히스테리시스 손실은 체 철손

의 20 ~ 30%를 차지하고, 와 류 손실은 체 철손의 60 ~ 

70%, 이상와 류 손실은 체 철손의 10% 내외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7]. 따라서 철손 계수 산정이 정확하게 이루

어 졌는지에 한 확인을 하기 해 표 7과 같이 각각의 손

실에 한 비율을 나타내었다. 철손 손실비 계산 결과 구동

주 수인 200Hz에서 히스테리시스 손실은 31.76%, 와 류 

손실은 60.18% 이상와 류 손실은 8.05%로 회 기에서 발

생하는 히스테리시스 손실과 와 류 손실 비율에 근 한 결

과를 얻을 수 있었다.

2.4.2 250W  IPMSM의 철손 계산

앞 에서 서술한 내용과 같이 250W  IPMSM의 철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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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하 고, 그 결과를 표 8에 나타내었다. 표 8에서 나타난 

철손 계산 결과 250W  IPMSM에서 구동주 수인 100Hz

에서 12.67W의 철손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9은 철손 손실비를 분석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손실비 분석 

결과 구동주 수인 100Hz에서 히스테리시스 손실 성분은 

18.95%, 와 류 손실은 52.97%, 이상 와 류 손실은 28.08%

로 나타났으며 이를 표 9에 나타내었다. 

표   8  250W  IPMSM의 철손 계산 결과

Table 8 Result of iron loss at 250W IPMSM

[RPM]


[W]



[W]



[W]



[W]

  실험치 

[W]

300 0.44 0.16 0.07 0.67 0.50

600 0.74 0.48 0.23 1.45 1.64

900 0.99 0.94 0.45 2.39 3.04

1200 1.23 1.50 0.74 3.47 3.14

1500 1.44 2.17 1.09 4.69 4.27

1800 1.65 2.92 1.48 6.05 5.05

2100 1.85 3.75 1.93 7.53 6.66

2400 2.04 4.66 2.43 9.13 8.08

2700 2.22 5.65 2.97 10.85 9.86

3000 2.40 6.71 3.56 12.67 11.89

표   9  250W  IPMSMd의 철손 손실비 계산

Table 9 Calculation of iron loss ratio at 250W IPMSM

[RPM]  [%]  [%] [%]

300 66.29 23.40 10.32

600 50.90 33.49 15.61

900 41.61 39.41 18.98

1200 35.32 43.33 21.35

1500 30.76 46.11 23.13

1800 27.29 48.19 24.53

2100 24.55 49.80 25.66

2400 22.33 51.07 26.60

2700 20.49 52.11 27.40

3000 18.95 52.97 28.08

3. 철손 실험

그림 9 철손 실험 장치

Fig. 9 Iron loss experiment equipment

그림 9는 철손 실험을 한 측정 시스템이다.  구동용 모

터는 인버터를 이용하여 구동시키고 인버터 출력단에서 구

동용 모터를 구동시키기 해 필요한 력을 측정하기 해 

력 계측기를 사용하 고, 기계손을 측정하기 해 구자

석이 착자되지 않은 무착자 모터를 제작하여 실험하 다. 

실험 차에 한 자세한 내용은 그림 10에 나타내었다. 실

험시 구동용 모터로 들어가는 입력을 측정함과 동시에 류

를 측정하여 동손 변화를 고려하 다. 그림 11은 속도에 따

라 제안된 철손 계수 산정방법을 이용하여 계산된 철손과 

실험을 통해 측정한 철손 값의 오차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10 철손 실험 차

Fig. 10 Process of iron loss experi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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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계산값과 실험값 오차 비교

Fig. 11 Comparison of calculation value and experiment 

value error

실험결과 650W , 250W  두 모델에서 650W 에서 최

 2.21W, 250W 에서 최  1.05W의 오차를 나타내고 있

다. 이는 력 계측기로 입력을 측정 시 항상 일정한 입력

이 측정되지 않고 0.5 ~ 1W의 변동 폭이 발생하 는데, 이

로 인한 측정 오차라고 단된다. 650W 에서 25Hz 

(375RPM), 30Hz(450RPM)의 속도에서 2.21W의 오차를 나

타내고 있는데, 650W 의 경우 속에서의 진동이 크게 발

생하여 그에 따른 오차가 발생하 다고 단된다.

4. 결  론

본 논문에서 기강  50PN1300을 사용한 650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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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MSM과 50PN800을 사용한 250W  IPMSM의 주 수에 

따른 철손 계수를 산정하고, 철손 결과 계산  철손비를 분

석하 다. 철손은 기강 의 제작사에 의해 제작되는 주

수에 따른 철손-자속 도 데이터의 분석과 Steinmetz 방정

식을 용하여 자속 도와 주 수에 따라 변하는 철손 계수

를 산정하여 고조 를 고려한 철손을 계산하 다. 구자석 

 철심 재질의 향상  기기기의 Compact화에 따른 자

속 도의 증가에 하여 본 논문에서는 Steinmetz 상수를 2

로 고정시키고 나머지 계수들을 산정하 다. Steinmetz 상수 

값을 2로 고정시키는 것으로 인해 3개의 계수를 산정하게 

되고, 3개의 손실계수가 더 정확하게 산정되는 장 이 있다.

650W 의 경우 사용된 철심이 규소함유량이 은 기강

 50PN1300으로 철손  히스테리시스 손실이 차지하는 

비율이 250W  IPMSM(50PN800)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났

다. 를 들어 100Hz의 동일 주 수에서 650W 은 히스테

리시스 손실이 차지하는 비율이 44.96%로 나타났고, 250W

에서는 18.95%가 나타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250W

의 경우 이상 와 류 손실 성분이 체 철손의 28.08%로 손

실 비 이 650W 에 비해 매우 크게 나타났다. 이 부분에 

해서는 앞으로 좀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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