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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된 Quasi-3D FEM을 통한 AFPM 전동기의 해석

The Improved Quasi-3D FE Analysis on the AFPM Mo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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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In the quasi-3D finite element(FE) anlysis, the overall characteristics of axial flux permanent magnet(AFPM) motor 

could be composed of each computation region. However, A drawback of quasi-3D FEM is not to consider the end effect on 

the stack end. To address this problem, an improved quasi-3D FE analysis which considers the end effect of the AFPM motor 

was proposed. From results the 3D FE analysis, the validity of the proposed method is verif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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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영구자석 전동기는 자속이 공극을 지나는 방향에 따라 radial 

flux permanent magnet(RFPM) 전동기와 axial flux permanent 

magnet(AFPM) 전동기로 구분할 수 있다[1]. 

전동기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는 RFPM 전동기로써, 영구자석

으로부터 발생하는 주 자속(main flux)의 방향이 방사(radial)방

향을 따라 분포한다[2]. 반면, AFPM 전동기는 영구자석으로부터 

발생하는 주 자속의 방향이 축 방향(axial direction)을 따라 분

포한다. 

한편, 수치해석 기반의 상용 소프트웨어의 개발로 인해, finite 

element method(FEM)을 이용한 전기기기의 해석 및 설계가 이

루어져 왔다[2]. FEM은 철심의 자기포화와 같은 비선형 특성을 

고려하기 때문에 해석의 정확성을 보장하지만, 기하학적 구조가 

3차원적인 전기기기의 해석에 있어 계산시간이 많이 걸리는 단점

이 존재한다. 

AFPM 전동기는 3차원 적인 구조에 의해 해석 및 설계에 있

어 3D FEM이 반드시 필요하다[3]. 하지만, 계산 시간이 많이 걸

리는 3D FEM이 AFPM 전동기의 초기 설계 단계부터 최적 설계 

단계까지 적용되는 것은 매우 비효율적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

점을 해결하고자 AFPM 전동기의 설계에 등가자기회로법, 

quasi-3D FEM등이 적용되어[4]-[7]. 

Quasi-3D FEM은 AFPM 전동기를 독립된 n개의 계산영역으

로 분할하여, 단부효과가 없는 2차원 선형전동기가 방사방향을 

따라 연속적으로 연결된 것처럼  고려하여 해석한다. 하지만 

quasi-3D FEM은 AFPM 전동기의 적층 끝단에서 단부효과를 고

려할 수 없기 때문에 해석의 정확도가 떨어지는 단점이 있다. 따

라서 본 논문은 개선된 quasi-3D FEM을 통해 AFPM 전동기의 

단부효과를 고려하고자 한다.

2. AFPM 전동기에서의 Quasi-3D FEM

그림 1은 3차원적인 기하학적 구조를 갖는 AFPM 전동기를, 

quasi-3D FEM에서 사용될 2차원적인 기하학적 구조로 변환하는 

방법을 나타낸다. AFPM 전동기로부터 분할된 각각의 영역을 해

석한 뒤, 계산된 영역으로부터의 결과 값들을 조립해 AFPM 전

동기의 전체적인 성능을 구성하게 되는데 이러한 방법을 가리켜 

quasi-3D FEM 혹은 quasi-3D 모델링이라고 한다[4]-[7].

한편, AFPM 전동기는 그림 2와 같이 방사방향을 따라 구조가 

확장되는 형태를 갖는다[8]. AFPM 전동기에서 권선을 감는 공

그림 1 AFPM 전동기를 quasi-3D FEM에서 사용될 2차원적인 

기하학적 구조로 변환하는 방법

Fig. 1 Method of transforming to a 2D geometry which can 

be used in quasi-3D F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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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AFPM 전동기

Fig. 2 AFPM mnotor

그림 3 AFPM 전동기

Fig. 3 AFPM mnotor

간을 최대로 활용하기 위해 슬롯을 평행한 형태로 만들게 되면, 

고정자 내경과 외경에서의 슬롯피치(slot pitch)에 대한 극호각

(pole arc)의 비율 값이 일정하지 않게 된다[9],[10]. 

또한, 고정자 내경에서의 치(teeth) 길이에 대한 영구자석의 

극호각의 비율 값이, 고정자 외경에서의 치 길이에 대한 영구자

석의 극호각의 비율 값이 서로 다르게 된다. 이러한 부분은 고정

자 내/외경에서의 누설자속이나 포화도에 대해 영향을 미치게 된

다. 따라서 quasi-3D FEM에서 전동기의 평균반경(average 

radius)을 기준으로 한 계산영역을 대표 영역으로 AFPM 전동기

를 해석하는 방법은 계산의 정확성을 떨어뜨리게 된다[5]. 이러

한 접근 방법은 AFPM 전동기의 방사방향을 따라 전동기 내에서

의 포화도가 균등하거나 혹은 극 호각에 대한 극피치의 비율 값

(pole arc to pole pitch ratio)이 고정자의 반경에 따라 일정하

다면 전동기의 성능을 예측하는데 있어 신뢰 할 수 있다. 가령, 

극 호각에 대한 극피치의 비율 값이 고정자의 반경에 따라 변화

한다면, 추정된 역기전압 파형의 기본파 성분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오차를 가져올 수 있다. 더욱이, 고정자 권선의 사양을 결

정하는데 있어 이러한 특성은 요구하는 역기전압 크기와 THD를 

얻기 위해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 된다.

그림 4 해석모델

Fig. 4 Analysis model

Quasi-3D FEM에서 전동기의 평균반경을 기준으로 해석하는 

방법의 또 하나의 문제점은 철손(iron loss)을 고려하는 경우에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점은 고정자 내경과 외경에서의 치 길이에 

대한 영구자석 극호각의 비율 값이 서로 다른 점으로 인하여, 치 

자속밀도의 최대값이 고정자의 내경과 외경에서 발생하기 때문

이다. 

이 부분은 영구자석의 형상과 관련이 있으며, 또한 극 호각에 

대한 극피치의 비율 값과 관련이 있다. 이런 경우에는, 철손이 자

속밀도에 대한 비선형 함수이기 때문에, AFPM 전동기를 여러 

개의 독립된 계산 영역에 대해 철손을 계산하는 것과 같이 

quasi-3D FEM의 계산 영역을 분리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quasi-3D FEM을 AFPM 전동기에 효과적으로 적용하

기 위해서는 전동기의 전반적인 자속밀도 분포를 고려하여 충분

한 양의 독립된 계산 영역으로 분할해야 한다. 이것은 반경 방향

에 따라 영구자석의 형상이 변하거나 치의 두께가 변하는 부분과 

함께 영구자석의 스큐(skew)를 고려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비록 AFPM 전동기가 근본적으로 3차원적인 문제이긴 하나 

적층방향으로 흐르는 자속이 없다는 것을 가정할 때, 기본적인 

파라미터 값들이 전동기의 반경과 관련하여 선형적으로 변화하

고, 계산 값들이 전반적으로 전동기의 반경에 독립적이라면 각각

의 계산 영역으로 부터의 결과 값들을 종합하는 것으로부터 

AFPM 전동기의 전체적인 성능을 얻을 수 있다. 그림 3은 

quasi-3D FEM에서 사용되는 설계변수를 나타낸다. Quasi-3D 

FEM에서 적층길이 lst 는 식 (1)과 같이 나타낸다.

lst = Rout – Rin                                    (1)

여기서 Rout 은 고정자 바깥쪽 반경, Rin 은 고정자의 안쪽 반경이

다. i번째 계산 영역에 대한 평균 반경 Rave,i 는 식 (2)와 같이 정

의한다.

  

  ≤≤                     (2)

여기서 N은 전체 계산 영역의 개수이다. 역기전압의 계산과 같

은 기본적인 해석의 경우에는 적은 개수의 계산 영역으로도 충분

하지만, 철손 해석과 같은 비선형 특성을 고려하는 경우나 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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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석의 스큐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계산 영역의 개수

를 증가시켜야 한다. 각각의 계산 영역에 대한 극피치는 다음과 

같다.

 


                                      (3)

여기서 P는 극 수를 의미한다. 각각의 계산영역에 대한 영구자석

의 길이 wPM,i 는 극 호각에 대한 극피치의 비율 값이 일정하면 

식 (3)을 이용하여 계산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나 혹은 

영구자석의 형상이 복잡한 경우에는 각각의 계산영역에서 따로 

계산해야 한다. 식 (1)부터 식 (3)을 이용하여 AFPM 전동기를 

quasi-3D FEM을 위한 특정한 개수의 계산 영역으로 분리 할 

수 있다.

3. AFPM 전동기에서의 Quasi-3D FEM

AFPM 전동기는 quasi-3D 모델링의 관점에서 볼 때 단부효과

가 없는 여러 개의 선형기가 방사방향을 따라 연속적으로 연결된 

것처럼 볼 수 있다. 즉, quasi-3D FEM은 AFPM 전동기의 내경

과 외경에 해당하는 적층 끝단에서 단부효과를 고려할 수 없기 

때문에 해석의 정확도가 떨어지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본 논문

에서는 개선된 quasi-3D FEM을 통해 AFPM 전동기의 단부효과

를 고려하고자 한다. 

그림 5 EMF 해석결과 비교.

Fig. 5 Comparison results on EMF

그림 6 토크 해석결과 비교.

Fig. 6 Comparison results on torque

AFPM 전동기는 적층 끝단에서 방사방향에 대한 단부효과가 

두드러진다. 본 논문에서는 식 (5)로 주어지는 보정함수 C(r)를 

이용하여 적층 끝단에서의 단부효과를 고려하고, 이를 이용하여 

영구자석을 새롭게 모델링함으로써, 기존의 quasi-3D FEM이 단

부효과를 고려하지 못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한다.

  

tan  tan tan  tan

(4)

 max                             (5)

여기서 Ri 와 Ro 는 각각 고정자의 안쪽/바깥쪽 반경이고, Ri ≤ 

r ≤ Ro 이다. β는 영구자석 내/외경에서 단부효과를 나타내는 

변수로써 자속밀도 값의 감소에 따른 기울기를 결정한다. 식 (4)

의 왼쪽 항은 AFPM 전동기의 내경에서의 단부효과를, 오른쪽 

항은 외경에서의 단부효과를 나타내는 부분이다. 

식 (4)를 바탕으로 생성된 보정함수를 통해, 적층 끝단에서의 

영구자석 높이를 결정하게 된다. 이때 영구자속의 중간 위치에서

의 보정함수 값을 기준으로, 회전자의 위치에 따른 보정함수 값

으로 영구자석의 높이가 결정된다. 하지만, 식 (4)는 β값에 따라 

영구자속의 중간 위치에서의 보정함수 값이 변하기 때문에, 이 

값을 1로 고정시키기 위해 식 (4)를 식 (4)의 크기로 나누어 줌

으로써 식 (5)를 얻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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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   수 20

슬롯 수 30

고정자 외경 / 내경 / 높이 (mm) 280   / 150 / 71

회전자 외경 / 내경 / 높이 (mm) 280   / 150 / 16

표    1 AFPM 전동기의 기본 사양

Table 1 Specification of AFPM motor

표 1은 그림 4의 해석 모델에 관한 사양을 나타낸다. 그림 5

와 그림 6은 제안된 quasi-3D FEM 결과와 3D FEM 사이의 역

기전압과 토크를 비교한 결과이다. 무부하 해석과 부하해석에서 

제안된 방법과 3D FEM 결과 사이의 오차가 3[%] 이내로, 제안

된 quasi-3D FEM이 3차원적인 구조를 갖는 AFPM 전동기의 단

부효과를 정확히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AFPM 전동기의 해석과 설계에 적용되어 왔던 

quasi-3D FEM이 단부효과를 고려할 수 없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자 하였다. 공극자속 분포와 관련된 보정함수를 이용하여 단부효

과를 갖는 적층 끝단에서의 영구자석을 새롭게 모델링함으로써, 

기존의 quasi-3D FEM이 단부효과를 고려하지 못한 문제점을 해

결하였다. 무부하 해석과 부하해석에서 제안된 방법과 3D FEM 

결과를 비교함으로써, 제안된 quasi-3D FEM이 AFPM 전동기의 

단부효과를 정확히 반영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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