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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In this paper, we present a comparative analysis of surface-mounted permanent magnet synchronous motors 

(SPMSM) and interior permanent magnet synchronous motors (IPMSM). First, we use 2D finite element analysis (FEA) to 

analyze models satisfying the same rated conditions according to the torque-speed curve characteristics, which are determined 

from the operating conditions. Next, we manufacture an SPMSM and IPMSM having good performances from an 

electromagnetic perspective based on analysis results, namely the cogging torque, torque ripple, and efficiency. We analyze 

both of the manufactured machines when they are connected back-to-back and when they are used as a motor and a 

generator, respectively. The motor is driven by a commercial inverter and the generator is connected to a three-phase 

resistance load bank. Finally, based on experimental results, which include the total harmonic distortion (THD) of the back 

electro-motive force (EMF), cogging torque, efficiency, and mass, we determine the motor that is most suitable under 

requir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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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화석 에너지의 고갈로 인한 전 세계적 에너지 안보의식 

강화 및 지구 온난화로 인해 신재생에너지의 개발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산업계에서 생산성의 향상이나 에너지 

절약, 자원 절약 등에 의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으며, 공작기계용 

스핀들, 압축기용 컴프레서, 진공 펌프, 터빈 발전기 등 고속을 

요하는 산업용 기기 부문에서 저소음 및 유지보수 특성을 개선하

기 위해 소음과 고장의 원인이 되고 있는 종속기어를 사용하지 

않고 각종 시스템을 직접 구동할 수 있는 고속 전동기의 수요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특히, 영구자석형 전동기의 경우 최근 잔

류자속밀도가 1.0T를 넘는 희토류계 영구자석의 발달 및 네오디

뮴 계열(NdFeB) 합금의 개발과 더불어 고속, 고효율 전동기의 

개발에 많이 응용되고 있으며, 기계적 안정성과 출력 밀도 측면

에서 고속 응용에 가장 적합한 전동기로 평가된다[1-2].

영구자석 동기 전동기에는 일반적으로 영구자석의 부착 형태

에 따라 SPMSM과 IPMSM으로 분류된다. SPMSM의 경우 비교

적 간단한 자기회로 설계 및 응답성이 빠르고 선형적인 토크-전

류, 속도-전압 특성을 갖고 있어 비교적 간단한 제어 알고리즘 

때문에 토크 제어와 속도 제어가 용이하여 대부분의 고속회전기

에 적용되고 있는 추세이다. 하지만 SPMSM의 경우 고속 회전시 

자석의 비산을 막기 위해 슬리브로 회전자를 감싸게 되는데, 이

로 인해 자기적으로 유효 공극이 증가되어 동일한 기자력 확보를 

위해 영구자석 또는 권선 사용량이 늘어나게 되는 단점이 있다. 

반면, IPMSM은 마그네틱 토크만을 이용하는 SPMSM과 달리 d, 

q축 인덕턴스 차에 의한 릴럭턴스 토크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

에 높은 출력 밀도를 가지며, 약자속 제어법을 이용하면 표면 부

착형 영구자석 동기 전동기에 비해 고속에서도 운전을 할 수 있

다. 하지만, 공극에서의 릴럭턴스 변화와 큰 공간고조파로 인해 

SPMSM에 비해 더 많은 진동/소음원을 갖는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어떠한 타입의 전동기가 동일한 사양 하에 더 우수한 성

능을 갖는지 조사할 필요가 있다[3-7].

본 논문은 SPMSM / IPMSM의 비교 분석에 대해 다루고자 

한다. 먼저, 4극 15슬롯, 6극 27슬롯, 8극 30슬롯의 3가지 극/슬

롯 조합에 대해 SPMSM과 IPMSM에 대한 6 모델의 특성해석을 

각각 진행하였다. 다음으로 코깅토크 토크리플, 무부하 역기전력

의 THD, 손실 특성 등을 비교하여 정격 및 제한조건을 만족하면

서 가장 효율이 우수한 모델을 결정하고 제작하였다. 제작된 모

델의 무부하 역기전력, 코깅토크 등의 측정을 통해 유한요소해석 

결과의 타당성을 검증하고 부하뱅크를 이용한 back-to-back 실

험을 통해 전동기의 운전특성과 효율을 계측하였다. 실험 결과의 

비교 분석을 토대로 성능이 우수한 모델을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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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전동기의 요구 토크-속도 곡선.

Fig. 1 Torque-speed characteristic of the motor.

항목 사양 및 단위 항목 사양 및 단위

정격 토크 6.6 Nm
무부하 역기전력 

THD
15 % 이하

정격 출력 4.5 kW 효율 92 % 이상

고정자 외경 100 mm 전류밀도 20A/mm2 이내

축방향 길이 100 mm 최대 속도 8000 rpm

공극 길이 0.5 mm 토크 리플 10% 이하

최대 상전압 150 V 코깅 토크 5% 이하

자석 재질 Nd42SH 철샘 재질 35PN250

표    1 정격 및 제한 사양

Table 1 Performance requirements and design parameters.

그림 2 표면부착형/매입형 영구자석 동기전동기의 전압제한원 및 

전류제한원.

Fig. 2 Voltage and current limit circie of the SPMSM and 

IPMSM.

2. 극/슬롯 조합을 이용한 특성 해석

2.1 제한 조건

그림 1은 전동기의 요구 토크-속도 곡선을 나타낸다. 본 연구

에서 다룬 전동기는 저속 / 고 토크 구간과 고속 / 저 토크 구

간, 두 구간의 운전 영역을 갖는다. 저속(1000rpm~3500rpm)에서

도 비교적 높은 토크(5Nm~6Nm)을 요구하기 때문에 전동기의 

냉각은 냉매 냉각방식을 적용하였고, 전류밀도는 표 1에서와 같

이 20A/mm2 를 적용하였다[8]. 비교적 고속(6000rpm~8000rpm)

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토크(2Nm~4Nm)를 요구한다. 또한 주 

운전 점은 3000rpm에 5.5Nm로 정해진다[7]. 이상의 조건들을 

고려하면 정해진 전동기의 요구 사양은 표 1과 같다.

그림 2는 SPMSM과 IPMSM의 전압제한원 및 전류제한원을 

나타낸다. 여기서, 전동기에 공급되는 최대 상 전류 및 각 전동기

의 유기전압은 각각 식 (1) ~ (3) 으로 주어진다[9].


max  (1)


  (2)


    (3)

여기서 와 는 각각 d축 및 q축 전류이고, 는 전동기의 기계

적 각속도, 는 영구자석에 의한 쇄교자속, 와  , 는 각각 

동기인덕턴스, d축 및 q축 인덕턴스를 나타낸다. 각 전동기가 구

동되면 전류 궤적에 따라 전류제한원과 전압제한원의 교점에 도

달할 때 까지 최대토크 전류제어 구간이 된다. SPMSM의 경우 

  제어를 통하여 전류 제한 원까지 도달하게 되고, IPMSM의 

경우 릴럭턴스 토크를 발생시키기 위해 음의 d축 전류를 이용하

여 전류 제한 원까지 도달하게 된다. 이 때의 속도는 그림 1에서

와 같이 6540rpm이고, 출력 토크는 6.6Nm이다. 최대토크제어 영

역 이후 최대속도까지 가속을 하게 되면 식 (2), (3)에서와 같이 

전압제한원이 작아지게 되는데, 이 때의 전압제한원과 전류제한

원이 만나는 교점은 2사분면에 위치하며 음의 d축 전류를 더함

으로써 약계자 제어 영역으로 넘어가게 된다. 최고 속도 운전 점

인 8000rpm에서의 출력 토크는 5.3Nm이다. 

2.2 다양한 극/슬롯 조합의 해석 모델

참고문헌 [7]에서 12종류의 극/슬롯 조합을 갖는 SPMSM에 

대한 해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해석 결과를 보면 각 극수에 대해 

분수 슬롯 조합을 갖는 전동기가 다른 극/슬롯 조합의 전동기에 

비해 우수한 성능을 갖고 있어 각 극수에서 가장 우수한 

SPMSM 모델을 그림 3과 같이 선별하였다. 또한 동일 비교 차원

에서 IPMSM도 SPMSM과 동일한 극/슬롯 조합을 갖는 모델을 

선택하였다. 그림 3는 선별된 극/슬롯 조합에 대한 SPMSM과 

IPMSM의 해석 모델을 나타낸다. 해석 모델은 다음의 4가지 조

건에 따라 설계되었다.

• 모델의 내, 외경 및 코일 선경은 동일하게 설정하였다.

• 고정자의 슬롯오프닝, 슬롯면적과 코일 면적의 비인 점적률

은 동일하게 설정하였다.

• 고정자의 치와 요크의 폭은 동일한 자속밀도를 갖도록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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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c)

         (d)                (e)              (f)

그림 3 다양한 극/슬롯 조합을 갖는 유한요소 해석 모델, SPM : 

(a) 4극 15슬롯, (b) 6극 27슬롯, (c) 8극 30슬롯, IPM : 

(d) 4극 15슬롯, (e) 6극 27슬롯, (f) 8극 30슬롯.

Fig. 3 FE analysis model for SPMSM pole / slot combination

with (a) 4-poles / 15-slots, (b) 6-poles / 27-slots, (c)

8-poles / 30-slots, IPMSM with (d) 4-poles / 15-slots, 

(e) 6-poles / 27-slots, and (f) 8-poles / 30-slots.

그림 4 영구자석의 극호비와 자석 폭에 따른 코깅토크 해석 결과.

Fig. 4 Cogging torque of the analysis models obtained by 

FEA.

하였다.

• 동일한 DC-link 전압 하에 정격 및 제한조건을 만족하는 

구동 특성을 갖도록 설계되었다.

각 모델에 대해 자석의 극호비와 폭에 따른 특성해석을 수행

할 때, 위에 언급된 조건을 만족하는 전동기의 재 설계가 수행되

어야 한다. 이는 자석 사용량의 변경에 따른 쇄교자속 변화로 인

해, 역기전력, 토크, 자기포화 등의 전동기 성능이 변하기 때문인

데, 이미 전체적인 설계사양이 정해졌기 때문에 전기장하를 가변

하여 비교적 빠르게 재 설계가 가능하였다[7-10]. 또한 일반적으

로 PMSM의 쇄교자속량은 슬롯오프닝이 작아질수록 커진다. 이

는 슬롯오프닝이 작아질수록 회전자-고정자 간의 자기저항이 감

소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슬롯오프닝은 권선 직경과 자동권선기

의 노즐 크기를 고려하여 자동권선기로 제작할 수 있는 범위 내

에 가장 작은 값을 사용하였다. 또한 IPMSM의 Rib 두께는 선행 

해석을 통해 기계적으로 강성이 충분히 확보되는 0.7mm로 결정

하였다.

2.3 해석 모델의 유한요소 해석 결과

그림 4는 영구자석의 극호비와 자석 폭에 따른 해석 모델의 

코깅토크 해석 결과를 나타낸다. 4극 15슬롯과 8극 30슬롯 모델

은 영구자석의 극호비나 폭에 대해 비교적 일정한 코깅토크 특성

을 갖지만, 6극 27슬롯 모델의 경우 극호비나 자석 폭이 코깅토

크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큼을 알 수 있다. SPMSM의 경우 4극 

15슬롯 모델과 8극 30슬롯 모델은 영구자석 변수 모두에 대해 

코깅토크 제한 조건인 정격 토크의 5% (0.33Nm) 조건을 만족하

며, 6극 27슬롯 모델은 극호비가 0.7, 0.8인 경우 이 조건을 만족

함을 알 수 있다. IPMSM의 경우 모든 자석폭에 대해 코깅토크 

제한조건을 만족함을 알 수 있다. 그림 5는 영구자석의 극호비와 

자석 폭에 따른 해석 모델의 토크리플 해석 결과를 나타낸다. 토

크리플은 식 (4)로 계산되었다[11].

 

    
 (4)

토크리플 해석 결과는 대체적으로 코깅토크 해석 결과와 비슷

한 경향을 띄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토크리플의 성분 중 고정

자의 치-슬롯 구조, 즉 자기저항의 차이에 의해 생성되는 코깅토

크가 지배적이기 때문으로 예상된다. 일반적으로 토크리플은 역

기전력과 전류의 고조파 성분, 코깅토크, 릴럭턴스 토크리플 등으

로 이루어져 있는데, 본 논문에서는 정현파 전류 구동 조건을 가

정하였으므로 전류 고조파에 의한 토크리플은 없다고 가정할 수 

있고, 따라서 토크리플의 성분은 SPMSM의 경우 역기전력의 고

조파 성분과 고정자의 치-슬롯 구조에 따른 자기저항 변화에 의

해 발생하는 코깅토크의 합으로, IPMSM의 경우 역기전력의 고

조파 성분과 코깅토크, 그리고 회전자의 돌극 구조에 의한 릴럭

턴스 토크의 합으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12].

그림 6은 영구자석의 극호비와 자석 폭에 따른 해석 모델의 

효율 예측 결과를 나타낸다. 예측 효율은 식 (5)로 계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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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유한요소법에 의한 해석 모델의 토크리플 해석 결과.

Fig. 5 Torque ripple of the analysis models obtained by 

FEA. 

그림 6 유한요소법에 의한 해석 모델의 효율 해석 결과.

Fig. 6 Expected efficiency of the analysis models obtained 

by FEA.

그림 7 제작된 전동기 (a) SPMSM, (b) IPMSM.

Fig. 7 Manufactured motor (a) SPMSM, (b) IPMSM.

exp∙ 
∙

 (5)

여기서 은 전자기 손실로써 고정자 권선 전류에 의한 동

손과 전기강판에서 발생하는 철손의 합을 의미한다. 는 기

계적 손실로써 풍손과 마찰손의 합을 의미하며 각각 식 (6)과 

(7)로 계산된다[13].

  


   (6)

     (7)

여기서 은 회전자의 외경, 는 축방향 길이, 은 회전자

의 질량, 는 마찰력에 대한 계수이며 주로 ∼∙

의 값을 갖는다. 그림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SPMSM의 4극 15

슬롯, 8극 30슬롯 모델은 전 구간에서 요구조건인 92%에 미치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6극 27슬롯 모델은 극호비가 0.8 이상

일 때 요구조건을 만족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IPMSM의 4

극 15슬롯 모델의 경우 영구자석 폭 변화에 따라 전 구간에서 

효율 조건을 만족하지 못함을 알 수 있고, 6극 27슬롯 모델의 경

우 영구자석 폭이 19mm 이상일 때, 그리고 8극 30슬롯 모델의 

경우 영구자석 폭이 15mm 이상인 경우에 요구 효율인 92%를 

만족함을 알 수 있다.

SPMSM의 유한요소 해석 결과를 토대로 설계 요구조건 및 제

한조건을 만족하는 범위 내에서 가장 효율이 우수한 6극 27슬롯, 

극호비 0.95 모델을 선정하여 제작하였다. 또한 IPMSM의 해석 

결과를 보았을 때 8극 30슬롯 모델이 성능면에서 가장 우수한 

모델임을 알 수 있다. 하지만 6극 27슬롯의 IPMSM도 모든 제한

사양을 만족하였기 때문에 정량적 동등 비교를 위해 구동주파수

가 선택된 SPMSM과 동일한 6극 27슬롯을 갖는 IPMSM을 제작, 

평가하였다. 구동 주파수가 동일한 두 모델을 비교할 때 

Steinmetz의 실험식으로 도출된 철손 해석 결과의 오차와 제어기

의 손실 측면을 배제하고 전동기의 단품에 대한 특성을 비교할 

수 있기 때문이다. 

3. 성능 평가 및 비교 분석

그림 7은 제작된 두 전동기를 보여준다. 두 모델의 극 수와 

슬롯 수는 6극 27슬롯으로 동일하며 영구자석의 재질과 철심의 

재질 또한 동일하다. 표 1의 정격 및 제한사양과 2.2절의 4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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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a) 실험 세트, (b) 부하실험을 위한 부하기.

Fig. 8 (a) experimental setup, (b) resistance bank for load test.

그림 9 부하실험과 효율 측정에 대한 구성도.

Fig. 9 Schematic diagram of the load test and efficiency 

measurement.

그림 10 무부하 역기전력의 유한요소해석 및 실험 결과.

Fig. 10 Experimental and FEA results for no-load back EMF.

그림 11 유한요소해석 및 실험으로 얻어진 무부하 역기전력의 

FFT 해석 결과.

Fig. 11 FFT analysis results for no-load back EMF obtained 

by experiment and FEA.

조건에 따라 설계가 진행되었지만, SPMSM의 경우 고속 운전 시 

영구자석의 비산을 막기 위해 0.2mm의 슬리브가 회전자 외경에 

포함되었다. 따라서 SPMSM의 유효 공극은 0.7mm으로 IPMSM

의 공극길이인 0.5mm 보다 0.2mm 길다. 

그림 8 (a)는 전동기의 효율 측정을 위한 back-to-back 실험 

세트를 보여주며 (b)는 부하실험을 위한 저항뱅크이다. 측정 대상

이 되는 전동기의 권선에 상용 인버터와 전력분석기를 연결하여 

전동기로 작동시키고, 부하로 작용하는 전동기의 권선에 저항부

하뱅크를 연결하여 발전기로 사용하여 성능평가를 진행하였다. 

그림 9는 부하 실험과 효율 측정에 대한 구성도를 나타낸다.

3.1 역기전력

그림 10은 제작된 SPMSM 및 IPMSM의 정격 속도에서 측정

된 무부하 역기전력과 유한요소해석 데이터를 비교한 결과이다. 

SPMSM의 실험 결과는 유한요소해석 결과와 비교하여 잘 일치

함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IPMSM의 경우 유한요소해석결과

와 잘 일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데이터 분석 결과 실험치가 유

한요소해석 데이터에 비해 약 5% 작은 결과를 보여준다.

그림 11은 무부하 역기전력 해석 결과의 FFT(Fast Fourier 

Transform) 결과를 나타낸다. 그림 10에서 유한요소해석결과와 

실험 결과가 비교적 잘 일치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FFT 해석 결

과는 표 2에서와 같이 약 40%의 차이를 보인다. 특히 두 전동기

의 해석 결과 중 3고조파의 차이가 큰데 3상 전동기에서 3고조

파는 토크리플에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전동기의 구동 특성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10].

무부하 역기전력 해석 결과와 FFT 해석 결과가 유한요소해석 

결과와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제작 공차에 의한 경우와 영구자석

의 착자가 균일하게 되지 않았을 경우로 예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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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코깅토크의 유한요소해석 및 실험 결과.

Fig. 13 Experimental and FEA results for cogging torque.

그림 14 회전 속도에 따른 입력과 효율.

Fig. 14 Efficiency and input power according to rotor speed.

표 2 무부하 역기전력 해석 결과.

Table 2 Analysis results of no-load back-EMF. 

항목 및 단위

값

유한요소

해석결과
실험 결과

SPMSM

Peak voltage (Vpeak) 132.39 135.7

RMS voltage (Vrms) 100.32 100.49

THD (%) 5.6 3.7

IPMSM

Peak voltage (Vpeak) 105.16 109.37

RMS voltage (Vrms) 84.72 80.75

THD (%) 13.7 6.6

그림 12 코깅토크 측정을 위한 시험 세트.

Fig. 12 Cogging torque measurement system.

3.2 코깅토크

그림 12는 코깅토크 측정을 위한 시험 세트를 나타낸다. 코깅

토크 측정 대상이 되는 전동기를 시험 세트에 결합한 후 구동 

전동기를 저속으로 구동시켜 토크센서에 검출되는 토크파형을 측

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코깅토크는 회전속도 3rpm에서 측정되었

다. 코깅토크의 고조파 성분은 극수와 슬롯수의 최소공배수로 결

정되고 코깅토크의 크기는 극수와 슬롯수의 최소공배수와 반비례 

관계를 갖는다[14]. 여기서 고조파는 기본파의 주파수가 초당 회

전수 일 때가 기준이고, 두 전동기는 극 수와 슬롯 수는 6극 27

슬롯 이므로 최소공배수는 54가 된다. 따라서 코깅토크의 주파수

는 초당 회전수 대비 54고조파를 갖게 되고 최소공배수가 비교

적 크므로 코깅토크가 작음을 예상할 수 있다. 그림 13는 코깅토

크의 유한요소해석 및 실험 결과를 나타낸다. 실험 결과는 유한

요소해석 결과와 비교하여 잘 일치함을 확인할 수 있다.

3.3 효율 특성

그림 14는 회전 속도에 따른 입력전력과 효율을 나타낸다. 

SPMSM 및 IPMSM은 모두 정격 속도와 정격 출력 조건에서 운

전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SPMSM의 효율은 약 90%로 제한 조건

인 92%에 약 2% 못미치는 효율을 보여준다. 또한, IPMSM의 경

우 측정된 효율이 약 91%로 제한 조건보다 약 1% 낮은 값이다.

설계 단계에서 예상한 효율은 SPMSM의 경우 92%를 약간 상

회하는 정도이고 IPMSM은 93.5%로 제한조건을 만족하였지만 실

험 결과는 각각 90%, 91%로 제한조건에 미치지 못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이 예상할 수 있다. 설계된 두 전동기의 전류밀도는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약 로 냉매 냉각방식인데, 본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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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제작된 전동기의 중량 및 자석 사용량.

Fig. 15 Total mass and PM mass of manufactured model. 

문에서는 전동기 단품에 대한 연구만 진행되어 해당 모델이 적용 

될 시스템과 유사한 냉각방식을 적용할 수 없었다. 따라서 전동

기에 공기 냉각만을 수행하였기 때문에 분위기 온도가 올라감으

로써 권선 온도 상승으로 인한 동손 증가, 영구자석 잔류자속밀

도 감소로 인한 입력전류 증가가 그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SPMSM의 경우 약 2%의 차이를 보이지만 IPMSM의 경

우 약 2.5%의 차이를 보이는 것은 3.1절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그림 10, 11과 표 2의 실험 결과를 보면 IPMSM의 무부하 역기

전력은 유한요소 해석 결과보다 실험 결과가 약 5% 작기 때문에 

정격 운전점에서 동일 토크를 내기 위해 입력 전류가 증가하였

고, 그에 따라 동손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3.4 중량 및 자석사용량 비교

그림 15는 제작된 전동기의 중량 및 자석사용량을 나타낸다. 

SPMSM 과 IPMSM의 중량은 약 2.5kg으로 큰 차이가 없는 것

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자석사용량의 경우 SPMSM은 약 270g, 

IPMSM은 약 130 g으로 2배 가량 차이가 난다. 이는 일반적으로 

IPMSM이 SPMSM에 비해 적은 자석사용량에서 동일 토크를 내

는 이유도 있지만, 본 논문에서 다룬 SPMSM의 경우 영구자석의 

비산을 막기 위해 적용한 슬리브로 인해 유효 공극이 IPMSM에 

비해 0.2 mm가 길고, 그에 따라 동일 출력을 내기 위해 영구자

석 사용량을 늘렸기 때문이다.

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동일 성능을 갖는 SPMSM과 IPMSM을 비교 

분석하였다. 각각 동일한 제한조건 및 요구조건 하에 3종류의 극

/슬롯 조합을 갖는 6가지의 모델을 결정하고, 2차원 유한요소해

석법을 기반으로 하여 영구자석의 설계변수 변경을 통해 코깅토

크, 토크리플, 무부하 역기전력의 THD, 전자기 손실 등을 비교하

여 해당 요구 조건에 가장 적합한 모델을 선정 후 제작하였다. 

제작된 모델의 무부하 역기전력, 코깅토크 등의 측정을 통해 유

한요소해석 결과의 타당성을 검증하고 부하뱅크를 이용한 

back-to-back 실험을 통해 전동기의 운전특성과 효율을 계측하

였다. IPMSM의 경우 전자기 성능만 비교하였을 때 8극 30슬롯 

모델이 가장 우수하였지만, 동일한 극/슬롯 조합을 갖는 두 가지 

모델의 정량적 비교를 위해 SPMSM과 동일한 6극 27슬롯 모델

을 제작하였다. 무부하 역기전력의 THD를 제외한 코깅토크, 자

석사용량, 효율 실험에서 SPMSM보다 IPMSM이 더 우수한 성능

을 갖는다. 만약 8극 30슬롯의 IPMSM을 제작하여 평가하였다면 

6극 27슬롯의 IPMSM보다 더욱 우수한 성능을 보일 것이라 판

단된다. 따라서 전동기의 성능 및 효율, 제작성 및 제작 단가, 

희토류계 영구자석의 수급성, 양산성 등을 고려했을 때 IPMSM

이 SPMSM에 비해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 다룬 SPMSM의 경우 고속 운전 시 영구자석의 

비산을 막기 위해 회전자의 표면을 슬리브로 감싸기 때문에 

IPMSM에 비해 유효 공극길이가 길어지고, 자기장하의 보상을 

위해 더 많은 영구자석이 사용된다. 전동기의 출력밀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유효 공극 길이가 다른 두 기기를 비교하였기 

때문에 그 결과가 의미 없을지라도 운전속도에 대해 슬리브가 필

요한 SPMSM은 태생적으로 동일 성능의 IPMSM에 비해 출력밀

도가 떨어지는 구조적인 한계를 보여주는 바를 확인할 수 있었고 

슬리브가 필요 없는, 즉 비교적 중-저속으로 운전되는 기기와 

IPMSM에 대해 Rib의 포화보다 기계적 특성이 우선시되는 초고

속 기기에 대해서는 그 결과가 상이하게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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