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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경 방향으로 자화된 Tubular 타입 자기 커플링의 특성 해석

Characteristics Analysis of Radially Magnetized Tubular type Magnetic Coupling

김 창 우*․정 경 훈**․최 장 영†

(Chang-Woo Kim․Kyoung-Hun Jung․Jang-Young Choi)

Abstract - Magnetic coupling is used where required high reliability. because magnetic coupling‘s durability is stronger than 

mechanical coupling’s durability. This paper shows the characteristics of radially magnetized tubular type magnetic coupling by 

using Analytical method such as space harmonic method. Analytical method was used, to find force characteristics. First, on 

the basis of the magnetic vector potential and two-dimensional(2-D) polar-coordinate system, the magnetic field solutions of 

the radially magnetized permanent magnet are obtained. And we obtain the analytical solutions for the flux density produced 

by permanent magnet. Finally, we can calculate the force by using the Maxwell stress tensor. And then, Finite element 

method(FEM) is used to validate force character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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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직선형 기기는 길이가 유한하기 때문에 회전형 기기와 다르게 

단부효과를 고려해야하며, 효율이 낮고 역률이 떨어지는 등의 단

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조가 보다 간단하고, 유지보수가 용이

한 장점이 있다. 또한 직선운동을 회전운동으로 변환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선형전동기를 비롯한 직선 추력을 얻을 수 있는 전

기기기 등에 사용함에 있어 회전형 기기보다 유리하다[1-4]. 커

플링은 1차 측 기기와 2차 측 기기를 연결하여 동력을 전달하는 

기계요소로서 크게 접촉식 커플링과 비접촉식 커플링으로 나누어

진다. 자기 커플링은 자기력을 이용하여 동력을 전달하는 대표적

인 비접촉식 커플링으로, 접촉식 커플링에 비해 진동과 소음의 

절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마찰에 의한 기계적인 손상을 

방지 할 수 있으며, 과도한 힘 발생 시에는 커플링 자체에서 슬

립이 생겨 기기를 보호하기 때문에 교체 비용에 대한 절감 효과

가 크다.

커플링의 성능 및 이상 유무는 구동설비의 운전에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정확한 예측이 필요하다. 특히 자기 커플링에서의 

최대 힘 특성 해석은 커플링에 과도한 힘이 가해졌을 때 슬립을 

통해 기기를 보호하여야 하기 때문에 필수적이다[5, 6].

자기 커플링의 특성 해석에는 유한요소 해석법(Finite Element 

Method)과 공간고조파법 등을 이용해 해석 할 수 있다. 유한요

소 해석법을 기반으로 하는 해석 프로그램은 정확한 해석을 제공

하고,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대부분의 

업계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추세이다. 하지만 다양한 변수에 

따른 해석 시간이 오래 걸리며, 공간고조파법과 같은 해석적 방

법에 의한 해를 제공 하지 못하기 때문에 초기 설계시 공간고조

파법에 의한 해석이 유리하다[7-9].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Tubular 

타입 자기 커플링의 특성해석을 공간고조파 법을 통해 해석하고, 

유한요소 해석법 결과와 비교하여 타당성을 입증하려 한다. 우선 

반경 방향자화를 갖는 영구자석을 푸리에 급수를 통해 자화 모델

링을 하고, 2차원 극 좌표계에서 영구자석 영역, 공극 영역의 자

기벡터 포텐셜에 의한 지배방정식을 유도하여, 각 영역에 대한 

자속밀도 특성 식을 도출한 뒤, Maxwell stress tensor를 이용하

여 힘 특성을 확인 할 것이다. 

2. Tubular 타입 자기 커플링의 전자기적 특성 해석

2.1 Tubular 타입 자기 커플링의 구조

본 해석 모델은 1차 측 기기에서 동력이 전달되면 내측 철심

과 영구자석이 움직이게 되고 같은 방향으로 외측 영구자석과 철

심이 자기력에 의해 움직이게 되어 동력이 전달되는 방식으로 운

전하게 된다. Tubular 타입 선형 자기 커플링은 그림 1과 같이 

밀폐된 직선형 기기의 운전에 최적화 되어 있는데, 이는 비접촉

식 커플링이므로 마찰에 의한 기계적인 손상이 없어 유지 및 보

수적인 측면에서 접촉식 커플링에 비해 유리하기 때문이다. 

그림 2는 반경 방향으로 자화된 영구자석을 갖는 Tubular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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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자기 커플링의 구조이다. Tubular 타입 자기 커플링을 해석하

기 위하여 5개의 영역, 내측 철심 영역(I), 내측 영구자석 영역

(II), 공극 영역(III), 외측 영구자석 영역(IV), 외측 철심 영역(V)

으로 표현하였고, r, ,z의 원통형 좌표계에 각 영역을 도식화 하

였다. 이때 r 방향은 반경 방향이 되며, z 방향은 축 방향이 된

다. 반경 방향으로 자화된 커플링은 표 1과 같은 사양을 갖는다. 

해석의 편리성을 위하여 철심의 투자율은 무한대로 가정하였고, 

영구자석의 투자율은 진공의 투자율(  ×
 Hm)과 같다

고 가정하였다. 

그림 1 Tubular 타입 선형 자기 커플링 개념도

Fig 1 Concept of Tubular type Linear Magnetic Coupling

그림 2 반경 방향으로 자화된 Tubular 타입 자기 커플링 구조

Fig 2 Structure of Radially Magnetization Tubular type 

Magnetic Coupling

표 1 해석 모델 사양

Table 1 Specifications of Analysis Model

기 호 명 칭 수 치

 외측 영구자석 외경 25 mm

 외측 영구자석 내경 19 mm

 내측 영구자석 외경 11 mm

 내측 영구자석 내경 5 mm

 극 피치 10 mm

 축 방향 길이 80 mm

v 이동자의 이동 속도 0.5m/s

 영구자석 잔류 자속밀도 1.23T

2.2 반경 방향 자화 모델링 

그림 3 반경 방향 자화 모델링

Fig 3 Magnetization distribution of Radial Direction 

반경방향 자화를 갖는 자기 커플링은 내측 영구자석과 외측 

영구자석의 자화 방향이 같기 때문에 자화된 자석을 양의 방향과 

음의 방향에 대해 나타내면 그림 3과 같다.   의 

크기를 가지며, 은 영구자석의 잔류 자속밀도, 는 진공에서

의 투자율, 은 각 매질 고유의 투자율을 의미한다. 자화성분은 

푸리에 급수를 통해 식 (1)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M 
 ∞

∞

 
     (1)

여기서 는 r 방향으로의 단위벡터, 은  로 차 공간 

고조파 성분을 의미하며,  은 반경 방향 푸리에 계수로 식 

(2)와 같다.

   
 









 






 









coscos

  (2)

2.3 자계 특성

2.3.1 지배 방정식

반경 방향으로 자화된 자기 커플링의 지배방정식을 유도하기 

위해서 자속밀도(B)를 식 (3)과 같이 자계(H)와 자화성분(M)으

로 표현하였다.

B HM  (3)

식 (3)의 양 변에 curl을 취해주면 식 (4)와 같다.

∇×B∇×H∇×M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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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영구자석 영역에는 전류가 없기 때문에 ∇×H 이 성

립하며, 자기벡터포텐셜 A에 대한 정의(∇×A≡B)를 적용 하면 

식 (5)를 얻을 수 있다.

∇×B∇×M ∇×∇×A  (5)

식 (5)의 우변  ∇×M ∇×∇×A을 라플라시안 연산

∇×∇×A∇∙∇∙A∇A을 이용해 계산하고 Coulo- 

mb’s Gauge (∇∙A) 를 적용하면 각 영역에서의 지배 방정

식 식 (6)을 구할 수 있다.

∇AII ∇×M  (6.a)

∇AIII  (6.b)

∇AIV ∇×M  (6.c)

위첨자 II, III, IV는 각각 내측 영구자석, 공극, 외측 영구자석 

영역을 나타낸다. 원통형 좌표계에서는 방향과 방향에서 공간

고조파 성분이 존재 하고, 자기벡터포텐셜 A는 방향으로 존재

하기 때문에 식 (7)과 같이 가정할 수 있다.

A 
 ∞

∞ An     (7)

식 (6)에 식 (7)과 식 (1)를 대입하여 전개하면 식 (8)과 같이 

자기벡터포텐셜 A에 관한 2차 미분 방정식 형태로 표현할 수 

있다.


AII






AII
 




AII M  (8.a)


AIII






AIII
 




AIII  (8.b)


AIV






AIV
 




AIV M (8.c)

를 1로 간이화 하면, 식 (8)은 수정된 베셀 함수의 일반형

이 된다. 따라서 자기벡터포텐셜 A의 해는 식 (9)와 같다.

AIIII II
 

  (9.a)

AIIIIII III  (9.b)

AIVIV IV
 

  (9.c)

은 1차 제1종 베셀 함수, 은 1차 제2종 베셀 함수이고, 


II ,III ,IV ,

II ,III ,IV는 미정 계수이다. 

표 2 각 경계에서의 경계 조건

Table 2 Boundary Condition of each Boundary

위치 법선 성분 경계조건 접선 성분 경계조건

 BzII
 BrIIBrIII BzIIBzIII
 BrIIIBrIV BzIIIBzIV
 BzIV

2.3.2 자속밀도 특성 식 

자기벡터포텐셜 A에 대한 정의 (∇×A≡B) 에 식 (9)를 대

입하면 식 (10)과 같이 자속밀도는 반경 방향으로의 자속밀도

(Br성분과 축 방향으로의 자속밀도Bz성분으로 표현할 수 있다.

B








 
  (10)

이어서 각 영역에서 반경 방향으로의 자속밀도와 축 방향으로

의 자속밀도 특성 식은 식 (11)과 같다.

BrII 
 ∞

∞


 

 
 

BzII 
 ∞

∞











 

 




 











   (11.a)

BrIII 
 ∞

∞


 

 
 

BzIII 
 ∞

∞


 

 
   (11.b)

BrIV 
 ∞

∞


 

 
 

BzIV 
 ∞

∞











 

 




 











   (11.c)

2.3.4 경계 조건

미정계수의 값은 경계조건을 이용하여 구할 수 있으며, 각 경계

에서의 경계 조건은 표 2와 같다.

먼저 반경 방향으로 자화된 자기 커플링의 미정계수를 구하기 

위해, 5개의 영역을 r, ,z의 원통형 좌표계에 도식화 한 모델을, 

해석의 편리성을 위해 내측 영구자석과 외측 영구자석을 각각 공

극영역으로 가정하여 그림 4와 그림 5에 표현하였다. 그림 4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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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내측 영구자석을 공극으로 가정한 모델

Fig 4 The Model, which of inner PM is assumed as air

 

그림 5 외측 영구자석을 공극으로 가정한 모델

Fig 5 The Model, which of outer PM is assumed as air 

외측 철심, 외측 영구자석, 공극, 내측 철심이 존재하기 때문에, 

  3곳의 경계가 존재하며, 4개의 경계조건이 존재하기 

때문에, 식 (12)-(15)를 얻을 수 있다.


  

  


 
   (12)


  

  


 


′  ′ 

 (13)


  

  

 


′  ′ 

 (14)


′  ′     (15)

식 (12)~(15)를 통해 미정계수 (
 ,

′ , ,′)의 값을 구

할 수 있다. 그림 5에는 외부 철심, 공극, 내측 영구자석, 내측 

철심이 존재하기 때문에,   3곳의 경계가 존재하며, 그

림 4와 마찬가지로 4개의 경계조건이 존재하기 때문에, 식 

(16)~(19)를 얻을 수 있다.


′′  ′′     (16)


  

  


 


″  ″  

 (17)


  

  

 


″  ″  

 (18)


  

  


     (19)

마찬가지로 식 (16)~(19)를 통해 4개의 미정계수 (
″, ,


″, )의 값을 구할 수 있다. 이때 실제 해석 모델은 그림 4 

와 그림 5가 합쳐진 모습이기 때문에, 
 

′″의 값이 

되고, 
 

′″의 값이 되므로, 미정계수 (
II ,III ,IV ,


II ,III ,IV )의 값을 모두 구할 수 있다. 

2.3.5 자속밀도 비교

그림 6은 2-D 유한요소해석법을 통해 확인 한 자기 커플링의 

자속선 분포도이며, 그림 7은 3-D 유한요소해석법을 통해 확인 

한 자기 커플링의 자속선 분포도이다. 두 그림 모두에서 영구자

석에 의해 자계가 생성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림 8은 반

경 방향으로의 자속밀도와 축 방향으로의 자속밀도를 유한요소해

석법과 공간고조파 해석결과와 비교한 그래프이다. 그림 8(a)는 

외측 철심과 외층 영구자석 사이의 경계( ), 그림 8(b)는 외측 

영구 자석과 공극 사이의 경계( ), 그림 8(c)는 공극 중앙, 그림 

8(d)는 내측 영구 자석과 공극 사이의 경계( ), 그림 8(e)는 내

측 영구자석과 내측 철심 사이의 경계( )에서의 자속 밀도를 

보여준다. 5개의 그래프 모두에서 유한요소해석법의 결과와 공간

고조파법 해석 결과와 일치함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림 6 자기 커플링의 2-D 모델 자속선 분포

Fig 6 Magnetic Coupling’s 2-D FEM Model of Magneto 

static Fi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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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자기 커플링의 3-D FEM 모델 자속선 분포

Fig 7 Magnetic Coupling’s 3-D FEM Model of Magneto 

static Field 

그림 8 각 경계에서의 FEM과 공간 고조파법의 자속 밀도 비교 

: (a) r= , (b) r= , (c) r=공극 중앙, (d) r= , 및 

(e) r=

Fig 8 Comparison of analytical results with FEM for the 

magnetic flux Density at each Boundary : (a) r= , 

(b) r= , (c) r= air gap center, (d) r= , and (e) 

r=  

2.4 힘 특성

본 해석 모델에서 내측 철심영역I과 영구자석영역II은 축 

방향으로 이동한다. 이때 발생하는 힘은 Maxwell stress tensor

를 이용하여 계산 하면 식 (20)과 같다[13-15].

F

BrIIBzII∗  (20)

식 (20)에서 ∗는 켤레를 의미하고, 는 움직이는 면의 단면

적을 의미한다. 단면적은 내측 영구자석이 움직임에 따라 변하기 

때문에 식 (21)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v  (21)

은 축 방향의 길이, v는 이동자의 이동속도, 는 시간을 의미

한다. 반경 방향 자기 커플링이 0.5m/s의 속도로 50mm 이동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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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3-D FEM, 2-D FEM과 공간고조파법의 힘 특성 결과 비교

Fig 9 Comparison of Analytical results with 3-D FEM and 

2-D FEM for Force Characteristics 

때까지의 힘 특성을 그림 9에 표현하였다. 공간고조파법 해석 결

과는 2-D 유한요소해석법과 3-D 유한요소해석법 결과와 비교하

여 검증하였다. 최대 힘이 줄어드는 모습을 확인 할 수 있는데, 

이는 1차 측 기기의 동력에 의해 내측 영구자석이 이동함에 따

라 내측 영구자석과 외측 영구자석이 마주하는 면적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3. 결  론

직선 운동을 하는 기기에서의 동력전달에 있어, Tubular 타입 

자기 커플링은 효율성, 내구성, 경제성에 있어 다른 커플링보다 

뛰어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반경 방향으로 자화된 Tubular 

타입 자기 커플링의 전자기적 특성 해석을 진행하였다. 먼저 푸

리에 급수를 이용하여 자화모델링을 하였고, 지배방정식을 통해

서 영구자석 영역과 공극 영역에서의 자속밀도를 확인하였다. 마

지막으로 Maxwell stress tensor를 이용하여 힘 특성을 해석하였

고, 그 결과를 유한요소 해석법과 비교하여 해석의 타당성을 입

증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사용한 해석 방법을 이용하면 

Tubular 타입 자기 커플링의 초기 설계 및 Parameter 선정에 있

어 유한요소 해석법을 통한 설계보다 간단하게 설계 가능할 것으

로 생각된다. 또한 본 논문의 후속 연구로, Halbach 배열 자화를 

가진 Tubular 타입 자기 커플링의 특성을 해석하여, 반경 방향으

로 자화된 Tubular 타입 자기 커플링의 특성과 비교해 볼 수 있

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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