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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 풍력발전기용 AFPM 발전기 코깅토크 저감 설계

Cogging Torque Reduction in AFPM Generator Design for Small Wind Turbines

정  원* 

(Dae-Won Chung)

Abstract - This paper is to present a new method of cogging torque reduction for axial flux PM machines of multiple 

rotor surface mounted magnets. In order to start softly and to run a power generator even the case of weak wind 

power, reduction of cogging torque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issues for a small wind turbine, Cogging torque is an 

inherent characteristic of PM machines and is caused by the geometry shape of the machine. Several methods have been 

already applied for reducing the cogging torque of conventional radial flux PM machines. Even though some of these 

techniques can be also applied to axial flux machines, manufacturing cost is especially higher due to the unique 

construction of the axial flux machine stator. Consequently, a simpler and low cost method is proposed to apply on axial 

flux PM machines. This new method is actually applied to a generator of 1.0kW, 16-poles axial flux surface magnet disc 

type machine with double-rotor-single-stator for small wind turbine. Design optimization of the adjacent magnet pole-arc 

which results in minimum cogging torque as well as assessment of the effect on the maximum available torque using 

3D Finite Element Analysis (FEA) is investigated in this design. Although the design improvement is intended for small 

wind turbines, it is also applicable to larger wind turb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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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풍력발 은 자연계에 존재하는 풍력에 지를 풍력터빈을 

이용하여 기에 지를 얻는 것이 목 이므로 가  많은 

에 지를 얻기 해 풍력터빈은 바람의 세기에 합한 형태

가 요구된다. 다시 말해 풍력터빈에서 발생되는 풍력에 지

는 풍력날개 길이의 제곱에 비례하여 동일한 조건에서도 많

은 에 지를 얻기 해 해안지역이나 산악지역과 같이 평균

풍속이 큰 곳에 설치되는 경우에는 블 이드 길이가 큰 

형풍력발 기의 형태를 띠고 있다. 그 지만 도시근교에서는 

바람의 세기와 방향이 불규칙하고 풍속이 비교  낮은 편으

로 이에 합한 소형풍력발 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도시근

교에 주로 설치되는 소형풍력발 기의 경우에는 바람의 세

기가 약한 미풍에서도 기동이 용이하도록 풍력터빈과 발

기를 설계하여야만 풍속이 낮은 경우에도 지속 으로 발

이 가능하여 발 기의 이용률을 높일 수 있다. 한 소형풍

력터빈은 블 이드의 피칭제어가 어렵기 때문에 미풍에서부

터 돌풍에 이르기 까지 속도변동 허용범 가 크고 변속기어

에 의한 기계  손실을 이기 해 증속기가 없는 직입구

동(Direct-Driven) 방식의 터빈발 기를 설계하여 가변속운

형태의 발 기를 주로 채택한다[7]. 이와 같은 기능  요

구조건에 응하기 해서는 AFPM(Axial Flux Permanent 

Magnet)의 구자석형 발 기가 매우 유리하다. AFPM 발

기는 동일한 사이즈의 원통형 발 기에 비해 단  체 당 

출력 도가 높고 회 자와 고정자를 여러 층으로 설계하여 

보다 높은 출력과 출력효율을 높일 수 있다. 한 희토류계

의 구자석을 사용함으로써 고출력을 얻을 수 있다. 이러한 

장 으로 인하여 소형풍력발 기에 AFPM 형태의 발 기를 

용한 사례가 매우 많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2][3][5] 

[9][10][18][19]. 

이러한 기능 인 성능요건에 응하여 미풍에서 기동이 

용이하도록 코깅 토크(Cogging Torque)를 감해야 하고, 

이를 해 AFPM 발 기는 고정자에 철심이 없는 코어리스

(Coreless) 방식을 많이 채택하고 있으나, 코어리스 AFPM 

기기는 고정자와 회 자간 이격거리 즉, 공극(Air Gap)의 

증 로 인해 효율이 상 으로 매우 떨어지는 결정 인 결

을 갖는다. 따라서 소형풍력용 발 기는 정격풍속에서는 

발 기의 출력을 높여 발 효율을 높여야 하는 기본 인 요

구사항 외에도, 미풍에서도 쉽게 기동이 가능하도록 코깅 토

크를 감시켜야 하는 성능이 요구된다. 일반 으로 AFPM 

발 기는 높은 효율과 고출력 특성을 갖고 있으며, 회 자 

성이 상 으로 작아 시동특성이 우수하며  미풍에서도 

시동(Soft Starting)이 우수한 편이다. 

코깅 토크는 공극에서 발생되는 기자력(mmf)의 크기로써 

고정자와 회 자간에 상호 작용에 의해 발생되며, 고정자의 

코일의 배치와 철심의 형상에 따라 결정된다. 구자석에 의

한 코깅 토크의 감기술은 일반 으로 고정자 철심의 크기

와 배치방법 는 철심을 없애는 방법과 스큐(skew)를 주는 

방법 등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AFPM 발 기의 경우에 철

심과 구자석의 배치방법이 다양하고 그에 따라 코깅 토크

의 크기도 매우 다르게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한 최근의 연구동향은 코어리스 고정자를 설계하는 방법

과 구자석을 정  형태의 배치방법, 고정자의 스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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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ew) 각도를 최 화 하는 방법 등으로 분류된다[6][8][9] 

[10][11][12][13][16][17][18][19].  

본 논문에서는 AFPM 발 기의 코깅 토크의 감방법에 

한 연구로써 기존의 코어리스형 AFPM 발 기에서 흔히 

발생하는 부하증가에 따라 효율이 낮아지는 단 을 보완하

도록 코깅 토크를 감시키는 설계방법에 하여 제안한다. 

즉 기존의 AFPM 발 기의 철심은 규소강 의 코어를 커

하여 만든 구조이거나 코어리스 형태를 갖는 것에 비해 본 

연구에서는 외경에서 내경방향으로 슬롯 한 원 형 고정자 

코어에 층된 철심을 삽입함으로써 효율향상을 꾀하고 고

정자 철심과 구자석 간에 발생되는 코깅 토크의 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에 한 새로운 방법을 제안한다. 이 방법

은 다른 방법에 비해 비용으로 제작할 수 있는 장 이 있

다. 본 연구를 해 3차원 유한요소법(FEM)을 활용하 으

며, 코깅 토크 감과 토크 특성 향상을 해 구자석의 형

상이 미치는 향을 세부 으로 검토하 으며 상 계를 

통하여 구자석의 형상을 결정할 수 있다. 해석된 결과를 

이용하여 풍력발 기의 공극에서의 자속분포와 출력 압  

부하토크를 시물 이션 함으로써 해석 결과의 타당성을 입

증하 다. 한 문제작업체에서 시제품을 제작하여 장설

치와 장시험을 수행하 다.  

 

2. AFPM 발 기의 코깅토크 감방법

2.1 코깅 토크의 이론  해석

코깅 토크(Cogging Torque)는 기자 코일에 류가 인

가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극과 철심의 자기  성질에 의해 

공극에서 발생되는 자기  힘으로써 부하 토크의 리 발생

과 기동토크에도 향을 미친다. 코깅 토크의 발생은 회 자 

회 에 따른 공극에 장된 에 지의 변화량으로 추정할 수 

있으며 식 (1)과 같이 나타낸다[19].

     






                     (1)

여기서 은 공극에서의 자속 량을, 은 공극의 자기

항, 은 회 자의 기계각을 각각 나타낸다. 식 (1)에서 나타

낸 바와 같이 코깅 토크는 회 기기의 회 에 의해 발생되

는 구자석의 자기 항이 최소화되는 안정된 치에서 벗

어나 다시 안정 치로 복귀하려는 힘에 의해 발생한다. 이 

힘은 고정자 철심 치(Teeth)의 양쪽 측면에서 작용하는 자

속에 의해 발생 된다고 알려져 있다[16][19]. 즉, 고정자 철

심의 치 측면에서 작용하는 자속이 균형을 이루지 않는 경

우에 코깅 토크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고정자 철심의 상

태 투자율은 일반 으로   ∼정도로 알려져 있다. 

자속은 고장자 치와 공극의 경계면에 수직인 성분만이 존재

하게 되고, 자기포화 상을 무시할 경우에 선형화된 방식을 

얻을 수 있다.  이러한 가정 하에 자속 도를 구하면 

Maxwell 응력 텐서에 의하여 고정자 치에 작용하는 응력분

포를 구할 수 있다. 이는 곧 공극에서의 자기 항(air-gap 

reluctance)의 변화로 나타난다. 코깅 토크를 감하기 해

서는 식 (1)에서와 같이 공극 자속( ) 는 자기 항()의 

변화량을 최소화하는 것이 요구되지만, 공극자속은 릴럭턴스 

토크를 얻기 한 요한 매개요소이므로 이를 낮출 수는 

없고, 자기 항의 변화량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용할 수 있

다. 이를 해 공극 릴럭턴스의 변화를 최소화하도록 구자

석을 재배치하거나 N-S 자극에 의해 발생되는 기자력의 변

화를 최소가 되도록 설계하면 될 것이다.   

2.2 코깅토크 감을 한 교번자극 배치방법

 구자석의 기자력이 증가할수록 공극에서의 자속 도 

증가로 인해 코깅 토크는 증가된다. 그 지만 공극에서의 자

속분포가 균일한 분포를 하지 않기 때문에 고정자 철심의 

포화상태에 따라 는 철심이 없는 경우에는 코깅 토크를 

상 으로 매우 크게 일 수가 있다. 그러나 철심이 없는 

코어리스 AFPM 기기인 경우에는 공극의 길이가 상 으

로 크게 증가하여 공극에서의 설자속과 자기 항의 증가

를 동반하게 됨으로써 효율이 매우 떨어지게 된다. 따라서 

코어리스 기기에 비해 철심 코어를 그 로 유지한 상태에서 

공극에서의 자속분포를 개선함으로써 코깅 토크를 감시키

는 방법을 제안한다. 

AFPM 기기의 자극과 권선의 배치방법은 설계의 요구조

건에 여러 가지 형태로 설계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 제안

된 방법을 용하기 해서는 AFPM 기기의 고정자와 회

자의 자극은 그림 1과 같이 이  회 자 단일 고정자 구조

의 N-N형태의 AFPM 기기구조를 가져야 하며, 이 경우에 

철심에서의 자속은 그림 1의 (b)와 같이 형성된다[16]. 

이 경우에 자극의 원호길이를 기 으로 첫 번째 자극의 

피치율( )과 두 번째 자극의 피치율()은 식 (2)와 식 (3)

과 같이 회 자의 원호길이 비 자극의 원호길이의 비율로

써 정의한다. 즉,

     

 

 


                     (2)

  

 


                       (3)

여기서  , ,   , ,  , 은 N극과 S극 각각에서 첫 

번째 자극의 원호 길이( 는 자극의 피치(pitch)), 두 번째 

자극의 원호 길이( 는 자극의 피치(pitch)), 공극에서의 첫 

번째 자극의 원호길이, 공극에서의 두 번째 자극의 원호길

이, 회 자의 원호길이  공극의 원호길이를 각각 나타낸

다. 제안된 방법은 공극에서 N극과 S극에 의해 발생되는 코

깅 토크를 상호 교차시켜 이를 상쇄시키는 방법이다. 그림 

2(b), (d)에서와 같이 N극과 S극의 원호길이(즉, 피치 pitch) 

크기를 다르게 선정한 두 번째 자극과 첫 번째 자극을 서로 

교번하여 배치한다. 즉, 처음에는 N극의 원주방향 길이를 

다소 작도록 선정하고, 다음 차례에는 S극의 원주방향 길이

를 작게 선정하여 차례차례 원주방향으로 배치한다. 이 게 

배치할 경우에 그림 3에서와 같이 N극과 S극에 의해 발생

된 코깅 토크가 크기는 같지만 방향이 서로 반 방향으로 

작용하여 공극에서 발생된 코깅 토크를 N극과 S극에 의해 

상호 상쇄시키는 효과를 얻는다. 결과 으로 코깅 토크의 크

기를 매우 감시킬 수 있는 방법이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자극의 피치를 다르게 선정하여 N-S극의 피치에 따른 공극

에서의 자속 분포 변화와 코깅 토크의 크기가 그림 3에서와 

같이 각각 다르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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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AFPM 발 기의 

구조

(b) N-N형 자극배치와 

자속경로

그림 1 AFPM 기기의 구조(2  회 자 단일 고정자의 N-N

형태의 자극)

Fig. 1 Physical Structure of AFPM Machines (N-N type 

magnets of double sided rotor with single stator)  

(a) 일반 인 자극의 

배치(동일 피치) 

(b) 제안된 자극 

배치방법(상이 피치)

(c) 고정자 치와 

구자석의 형상

(d) N-N 자극의 상이 

피치에 의한 교번한 자극 

배치

그림 2 AFPM 기기의 교번한 자극(상이피치) 배치방법

Fig. 2 Alternating pole arcs reduction of cogging torque of 

AFPM Machine   

    

그림 3 자극의 피치변화에 의한 에어갭 자속분포변화  코

깅 토크의 발생변화

Fig. 3 Changes of air-gap flux distribution and cogging 

torque generation according to the changes of 

magnet pole pitches      

결국 제안된 방법은 그림 3(b)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N

극과 S극에 의해 발생된 코깅 토크를 상호 반 방향으로 교

번하여 배치함으로써 상쇄시키는 방법으로 요약된다. 

2.3 제안된 방법의 코깅토크 해석 

코깅 토크를 최소화하기 해서 제안된 방법을 용하여 

해석을 수행하 다. 즉, 식 (1)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회

자 회 에 의한 자기 항의 변화()가 최소가 되는 최

의 피치각을 찾는데 최 화의 목표를 두었다. 모델 해석에 

사용된 자극 피치의 조정은 우선 첫 번째 자극의 피치를 

  ∼범 에서 설정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피치

를   ∼범 에서 10도씩 증가시키면서 코깅 토크

의 최 화를 수행하 다. 다시 말해, 첫 번째 자극의 피치율

을  ∼범 에서 우선 기 으로 잡고, 그 다음

에 두 번째 자극의 피치율   ∼으로 변화시키면서 

코깅 토크가 최소가 되도록 최 화를 수행하 다. 그림 4(a)

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첫 번쨰 자극과 두 번째 피치가 

    (   )인 경우 즉, 동일한 원호방향의 

길이를 갖는 자극에서는 코깅 토크가 정상 토크의 약 50%

정도로 매우 큰 반면에 두 번째 자극의 피치가   

(  )인 경우에는 정상 토크의 약 18%로 매우 낮은 

코깅 토크를 얻을 수 있었다. 한 그림 4(b)에서는 자극과 

회 자 피치를 각각 독립 으로 조정한 경우에는 그림 (a)

에서와 같이 종속 인 조정에 비해 매우 효과 으로 코깅 

토크를 감할 수 있었다. 그림 4(b)에서와 같이 

  인 경우에는 약 5.5[N-m](정상 토크의 약 

34.5%)로써 매우 큰 반면에   인 경우에는 

약 1.4[N-m](정상 토크의 약 8.8%)로써 매우 작은 코깅 토

크의 결과를 얻는다. 이 결과를 통하여 코깅 토크 감을 

해서는 두 번째 자극의 원호방향의 길이를 독립 으로 조정

하여 배치해 나가는 것이 보다 효과 임을 확인할 수 있다. 

한, 그림 5에서는 첫 번째 자극의 원호각을 110°로 고정한 

상태에서 두 번째 자극의 원호각을 100°~150°로 변경시 각

각의 경우에 한 코깅 토크의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이 그

림에서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인 경우에 

1.4[N-m](정상 토크의 약 8.8%)로써 매우 작은 결과를 얻는

다. 이 결과를 통하여 코깅 토크 감을 해서는 회 자 폴 

피치와 자극의 피치를 서로 상이한 각도로 조정하여 배치는 

하는 것이 보다 효과 임을 확인할 수 있다. 첫 번째 자극의 

피치와 두 번째 자극의 피치각을 심으로 여러 가지 경우

에 하여 해석한 결과를 표 2에서 요약하여 나타내고 있다.

     


100 110 120 130 140 150

100 7.6 5.6 3.9 3.7 2.5 2.1

110 5.6 6.5 4.2 1.9 1.4 2.8

120 3.9 4.2 2.9 1.7 3.2 3.1

130 3.7 1.9 1.7 6.4 5.3 3.7

140 2.5 1.4 3.2 5.3 7.2 5.3

150 2.1 2.8 3.1 3.7 5.3 5.8

표 2 자극의 피치각 조정에 따른 코깅 토크(피크치) 요약

Table 2 Cogging torque summary of AFPM machine for 

various pole arcs around the critical reg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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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1,2번째 자극을 동일한 피치율로 설계시 

(b) 1,2번째 자극을 상이한 피치율로 설계시 

그림 4 코깅토크 최소화를 한 자극 피치율 최 화 결과

Fig. 4 Cogging Torque Plots for different combinations of 

magnet pitches 

그림 5 상이자극의 교번 배치에 따른 코깅 토크의 크기

Fig. 5 Cogging torque versus rotor position for different 

magnet pole arcs

3. 코깅토크 감 AFPM 발 기의 설계  해석

3.1 AFPM 발 기의 설계 고려요소

제안된 방법을 검증하기 해 1kW , 360rpm, 16극의 2

층 회 자와 18슬롯을 가진 단일층 내부 고정자의 AFPM 

발 기에 하여 설계를 수행하 다. 발 기의 기본설계와 

상세설계를 한 이론 인 근거와 구체 인 수식은 참고문

헌[6]  [7]에 따른다. 한 기본설계를 해 ANSYS사[20]

의 RM-Expert  Maxwell 3D의 컴퓨터 설계 도구를 활용

하 다. 기본설계에서 코깅 토크를 최소화하기 해 고려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코깅 토크는 구자석과 

고정자 철심의 공극에서 작용하는 기자력에 의해 발생되므

로 자극 수와 슬롯의 수를 18/16의 분수형 비율로 선정하

으며, 소형풍력 발 기의 정격회 수 360[rpm]를 고려하여 

16극의 자극을 선정하 다. 상이한 피치의 자극을 교번하여 

배치하여 공극에서의 자기 항의 변화가 최소가 되도록 제

안된 방법을 용하 다. 즉, 첫 번째 자극 피치는 

  , 두 번째 자극 피치는   을 용하 다. 발

기 출력용량에 합한 정격 압( 류), 고정자 권선의 코

일피치, 도체사이즈  외형사이즈를 결정하며, 구자석의 

극수와 고정자 철심의 슬롯 수  도체권선 사양을 결정한

다. 발 기의 기본설계와 상세설계를 수행과정은 그림 6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기기기 설계과정의 차에 따라 수행하

다. 최 화 설계과정에 한 자세한 내용은 참고문헌[6] 

 [7]에 따른다.  

그림 6 AFPM 발 기 최 화 설계과정

Fig. 6 Design Optimization Procedure of AFPM machine 

(1)  구자석 Sizing  공극 자속 도 결정  

AFPM 발 기의 출력 벨과 코깅 토크의 크기를 결정하

는 요한 설계요소는 공극자속 도( )로써 구자석의 

재질과 최 의 자석 사이즈를 결정해야 한다. 이를 해 

구자석 B-H 곡선의 동작 과 자속 도를 측하며, 이는 

회 자의 구자석이 자화정도를 결정하는 요한 요소로써 

식 (4)에 근거하여 결정한다[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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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여기서 는 공극에서의 자속 도, 는 구자석의 잔류

자속 도,   




는 구자석의 상  리코일 투자

율(relative recoil permeability), 은 구자석의 높이(두

께)를 각각 나타낸다. 공극을 포함하는 고정자 철심의 자기

회로를 구성하는 자기경로가 결정되면 자기회로의 항요소

에 한 등가회로가 필요하며, 이것은 자극의 재질과 형상 

 철심형상, 공극의 크기 등 여러 가지 요소에 의해 결정된

다. 각 부품별 자기회로의 설계요소를 결정하고 구자석의 

동작 을 구한다. 구자석 동작 은 식 (5)와 같이 정의된 

퍼미언스()에 의해 결정된다[6].

 

 
                  (5)

여기서 는 자기회로상의 자석의 높이(즉, 자석의 두께), 

는 자기회로상의 공극 길이, 는 공극의 단면 , 는 

공극의 단면   는 기자력 손실계수,  는 설계수를 각

각 나타낸다. 이 값으로부터 정한 자극의 재질을 선택하고 

자극의 크기도 결정한다.

본 설계를 해 그림 7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구자석의 

동작 은 상온(75℃)에서 감자곡선을 이용하여 퍼미언스 기

울기 20(그림 7에서 붉은 색깔 직선)을 선정하여 약 0.33[T] 

(=3300 Gauss)의 자속 도를 선정하 다.   

그림 7 구자석(Allen-Bradley사, Fb4B)의 B-H 감자곡선과 

온도계수

Fig. 7 B-H demagnetization curves with temperature for 

sintered Fb4B(Allen-Bradley Co.)  

(2) 고정자 권선설계 

AFPM 발 기의 출력(토크)과 기 력의 크기를 결정짓는 

 다른 설계요소는 고정자 철심의 자속을 쇄교하여 기 력

을 발생시키는 권선설계이다. 권선은 부하토크 리 을 억제

하고 권선의 이용률을 높이기 해 3상 권선을 채택한다. 특

히 AFPM 기기는 기존 원통형 기기와는 달리 고정자가 양

쪽 회 자의 내부에 치하여 구조 으로 각상의 권선이 상

호 첩되지 않는 집 권(Non-overlapping Concentrated 

Coil)을 채택한다. 코일의 내부 항과 인덕턴스를 최소화하

고 역기 력을 높이도록 코일 턴수와 권선의 내경과  외경

의 크기  코일 도체수를 최 으로 결정한다. 즉, 3상 교류

성분의 d축과 q축의 역기 력( ,  )은 식(6)과 식(7)에 

의해 결정된다. 

  
                (6)

  
                (7)

여기서 는 역기 력 주 수, 은 권선계수, 는 직축

(d축) 자속 도, 는 횡축(q축) 자속 도를 각각 나타낸다. 

직축과 횡축의 자속 도를 결정짓는 설계요소는 식 (8)과 

식 (9)에 나타낸 바와 같이 권선의 내경과 외경의 사이즈가 

된다[6]. 

  








 



         (8)

  








 



         (9)

여기서  ,은 고정자 철심에서의 d축과 q축의 자

속 도의 피크치, 는 자극의 수,  , 은 권선의 내경과 

외경을 각각 나타낸다. 

이러한 일련의 계산은 그림 6에서 나타낸 바와 같은 설계

과정을 통하여 수행되며, 유한요소법 해석(FEA)를 통하여 

세부 인 자속분포와 자속 벨  유기 압(부하 류) 등을 

확인하고, 이를 통하여 최 화된 설계의 결과를 얻을 수 있

다. 본 설계수행의 결과로 AFPM 발 기의 기본설계 사양

은 표 2에 나타내고 있다. 본 설계를 해 컴퓨터 설계도구

(ANSYS RM-Expert  Maxwell 3D)를 활용하여 수행하

다.   

Section Item Unit Values

Stator

Axial length mm 88

No. of slots ea 18

Core outer diameter mm 180

Core inner diameter mm 105

Stator material : S-1008

PM material : Rare-earth material (NdFe35)

Coils of each winding turns 36

Rotor

No. of poles ea 16

Outer diameter mm 103

Inner diameter mm 177

Magnet Pitch( ) deg(°) 110

Magnet Pitch() deg(°) 140

Air-Gap Flux density Tesla 0.33

Rotor speed rpm 360

General

Rated Output Voltage V 180

Temperature rise limits ˚C 75

Output Power Watt 1,000

표 2 AFPM 발 기의 최 화 설계사양 

Table 2 Optimized Design Specification of AFPM Mach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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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회 각도에 따른 코깅 토크의 비교 

(b) 부하토크  토크 리

0.00 2.50 5.00 7.50 10.00 12.50 15.00 17.50 2
Time [ms]

-0.03

-0.02

-0.01

0.00

0.01

0.02

0.03

Y1
 [W

b]

Maxwell2DDesign(48P36S)XY Plot 3
Curve Info

FluxLinkage(PhaseA
Setup1 : Transient

FluxLinkage(PhaseB
Setup1 : Transient

FluxLinkage(PhaseC
Setup1 : Transient

(c) 공극에서의 3상의 쇄교자속

(d) 3상 권선의 유기 력 

(e) 3상 권선의 부하 류

그림 9 AFPM 기기 출력의 시간응답

Fig. 9 Time Response of AFPM Machine Performance 

(3) 3차원 유한요소법 해석

AFPM 발 기의 최 화 설계해석을 해 유한요소법

(Finite Element Method)을 용하 다. 기존의 원통형 발

기의 경우에는 컴퓨터의 계산량을 이고 계산시간을 단축

하기 해 일반 으로 2차원(2D) 모델을 주로 사용하지만 

AFPM기기인 경우에는 기하학  모형과 3차원의 구조 인 

형상으로 인하여 3차원(3D)모델을 용할 수밖에 없었다. 

본 논문에서는 그림 2에서 제시한 구자석의 N-N극의 반

경(지름)방향의 아크 사이즈를 서로 다르게 배치한 형태의 

자극형상을 모델로 설정하여 유한요소법을 용하 다. 유한

요소법 해석에는 3차원 유한요소법 상용소 트웨어인 

ANSYS Maxwell 3D[20]를 활용하 다. 해석 상 3차원의 

기기기 모델을 1/4모델로 요소분할 하 으며 체 요소수

와 수는 각각 536,125개와 101,120개의 요소로 메쉬

(mesh)를 형성하 다. 공극 부분은 보다 정 한 해석을 

하여 3층으로 분할하 으며, 토크  자기력 특성은 일반

인 등방성, 균질성 물질의 자기장에 존재하는 Maxwell 응력

텐서를 용하 다. 여기에 용된 정자계 해석을 한 

Maxwell 방정식은 식 (10)~(12)의 과정이 모두 포함되어 수

치연산이 수행된다. 정자계 벡터 포텐셜은 식 (10)와 같이 

정의되며, 이로부터 식 (12)의 유한요소법 해석을 한 기본 

방정식을 얻는다. 유한요소법은 식 (12)으로 주어진 해석을 

3차원 공간에 하여 용하여 메시로 선정된 요소에 하

여 벡터 포텐설의 해를 만족하는 연산을 통해 최 화 조건

의 해를 구한다.  

∇∙∇×                 (10)
∇×                       (11)

∇×


∇×               (12)

그림 8의 (a)에서는 유한요소법 해석을 한 물리 인 모

델을 나타내고, 그림 8의 (b)에서는 이 모델을 기 으로 유

한요소법에 의해 구해진 자석의 벡터 포텐셜과 자속분포와 

자속의 흐름을 가시 인 형상으로 나타내고 있다. 유한요소

법 해석을 통해서 벡터 포텐셜과 자속의 분포가 정상 인 

흐름으로 확인된다.

(a) 3차원 해석 모델 (b) 공극의 자속 포텐셜

그림 8 AFPM 발 기 3D 해석  공극 자속 도 분포

Fig. 8 FEM 3D analysis model and air-gap flux distribution 

of AFPM machine

3.2 AFPM 발 기 설계의 시물 이션 결과

제안된 방법의 해석결과를 검증하기 해 선정된 AFPM 

발 기를 상으로 Maxwell 3D를 활용하여 시간축 시물

이션을 수행하 다. 시물 이션을 한 라메터 조건은 표 

2의 설계사양에 제시한 내용과 같다. 그림 9에서 설계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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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AFPM 발 기 설계  제작도 

Fig.  10 Manufacturing and installation of AFPM machine

메터별 시간응답의 시물 이션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9의 (a)에서 회 각에 따른 코깅 토크의 크기를 나타내고 

있으며, 제안된 방법은 기존의 자극배치 방법에 비해 코깅 

토크는 피크치를 기 으로 약 8.8%정도로 폭 감되었다. 

한, 그림 (b)에서 부하토크(발 기의 유효출력)의 토크를 

나타내고 있으며, 제안된 방법을 용시에 부하토크 리 이 

매우 감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c), (d), (e)에서는 각 

상별 공극에서의 쇄교자속, 유기 력  부하 류를 각각 나

타내고 있다. 이들 결과를 통해 공극에서의 자속과 유기 압

이 매우 정상 인 응답을 보이고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AFPM기기의 구자석에 의해 발생되는 력은 구형  형

태의 3상 력이 발생된다. 시물 이션 결과를 통해 매우 정

상 인 출력 형을 얻을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시물 이션

의 결과를 토 로 실제 소형풍력발 기용으로 제작되었으며, 

장시험을 거쳐 보다 우수한 성능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  

3.3 AFPM 발 기 제작  장시험 측정 결과

그림 10에서 제안된 자극의 설계방법을 용하여 제작된 

AFPM 발 기  설치된 풍력발 기의 외형 사진을 나타내

고 있다. 그림에서와 2개의 고정자 철심과 3개의 회 자의 

N-N 자극이 배치되어 있다. 외형의 크기는 표 2의 발 기 

설계기본 사양과 일치한다. 발 기의 제작은 소형풍력발 기 

문기업에서 자체 제작하 다. 한편 제작된 발 기의 장

시험  측정결과를 표 3에서 나타내고 있다. 이 표에서 나

타낸 바와 같이 풍속 10.0[m/s]에서 정격 사양에 해당되며, 

최고 효율은 약 93%에 도달하여 철심이 없는 코어리스 

AFPM 발 기의 효율 85% 수 에 비해 약 8%이상의 높은 

효율을 기록하 다. 한, 최  풍속 1.5[m/s]에서도 발 기

는 기동되어 발 기의 출력을 내기 시작하 으며, 이는 최  

풍속 3.0[m/s] 에서부터 기동되는 원통형 구자석 는 

AFPM 발 기에 비해서도 기동풍속이 매우 낮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제안된 방법으로 자극을 설계함으로써 

코깅 토크를 감시킨 결과로 볼 수 있다. 그림 11에서는 발

기의 회 속도 비 토크  효율의 측정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11 AFPM 발 기 속도-토크  속도-효율 측정곡선 

Fig. 11 Measurement Curves of Speed-Torque and 

Speed-Efficiency of AFPM Machine

풍속 m/s 1.5 3 4 5 6 8 9 10 11 12

발 기 

회 속도
rpm 61 82 102 122 143 163 183 204 224 245

발 기 

출력 압
V 85 98 112 126 139 152 166 179 192 206

부하 출력 W 234 417 634 785 891 1197 1516 2295 2710 3146

부하 토크 Nm 36.8 48.7 59.4 69.8 73.8 79.6 80.5 98.5 107.3 112.7

부하 류 A 2.6 3.6 4.3 5.1 6 6.7 7.4 8.2 8.9 9.6

효율 % 91.7 91.2 92.5 93.3 92.6 92.4 91.5 91.2 91.4 90.4

표 3 AFPM 발 기 장시험 측정 결과표

Table 3 Field measurement results of AFPM machine of a 

small wind turbine

4. 결  론

소형풍력발 기에서 력생산의 효율향상을 해 원통형

에 비해 AFPM 발 기가 리 활용되고 있다. 한 소형풍

력발 기의 성능요건의 특성상 2.0[m/s]이하의 풍속에서도 

기동 운 이 가능하여 지속 인 력생산이 요구된다. 풍력

발 기가 풍속에서도 기동운 이 가능하도록 하기 해서

는 무엇보다 발 기의 코깅 토크를 감시켜야 한다. 본 논

문에서 AFPM 발 기의 코깅 토크를 감시키기 해 새로

운 방법을 제안하 다. 제안된 방법은 구자석의 폭 즉 자

극의 원호방향 피치를 첫 번째와 두 번째가 서로 다르게 설

계하여 차례차례 교번하여 배치함으로써 구자석에 의해 

발생되는 코깅 토크를 N극과 S극이 크기는 같지만 방향이 

서로 다르게 발생시켜 발생된 코깅 토크를 서로 상쇄시키는 

방법이다. 제안된 방법의 유효성을 검증하기 해 유한요소

법을 용하여 설계검증을 수행하 다. 한 제안된 방법을 

용하여 AFPM 발 기의 시제품 설계와 제작에 직  용

하 다. 발 기 제작에 앞서 Maxwell 3D 상용화 로그램

을 활용하여 시물 이션 검증을 수행하 으며, 기기기 제

작 문 기업체에서 시제품을 제작하여 장에 설치되었다. 

시제품에 한 장시험을 통하여 기존 제품에 비해 효율향

상은 물론 기동성능이 개선되어 풍속에서도 기동 운 되

어 보다 우수한 성능이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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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된 방법은 구자석의 외형 크기만을 히 조정하

는 방법으로 발 기 제작과정에서 추가 인 비용부담 없이 

비교  단순한 방법으로 성능향상을 얻을 수 있는 장 을 

갖는다. 본 기술은 소형풍력발 기를 상으로 주로 검증하

으나, 형  발 에도 동일한 방법을 용할 수 있으며, 

산업체에서 리 활용될 것으로 기 된다. 동시에 본 기술에 

한 새로운 문제 에 한 좋은 의견 피드백을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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