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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2상 8/6 SRM의 구조적 특성에 관한 비교 연구  

A Comparative Study on the Structural Characteristics of the Novel Two-Phase 8/6 

Switched Reluctance Machine

이 치 우* ․ 황 홍 식* ․ 오 석 규

(Cheewoo Lee ․ Hongsik Hwang ․ Seok-Gyu Oh)

Abstract  This study presents a novel twophase eight stator poles and six rotor poles (8/6) switched reluctance machine 

(SRM) that can compensate for the vibration and noise problems of twophase 6/3 SRM and compare the characteristics of 

two SRMs. In the case of twophase 6/3 SRM, the short flux path and the flux direction inside the stator are not reversed, so

they have high efficiency characteristics. However, the use of three rotor poles causes problems of vibration and noise because 

the radial force applied to the rotor poles is not balance. The proposed twophase 8/6 SRM has advantages of 6/3 SRM such 

as the fluxreversalfree stator and it can improve vibration and noise by using six rotor poles due to balanced radial force 

acting on the rotor poles. In order to make a reasonable comparison between two SRMs, the electromagnetic field structure of

8/6 SRM is designed to have equivalent torque characteristic to 6/3 SRM and then the copper loss and core loss are compared

and analyzed. Finally, we compare the effieicney of two SRMs using finite element analysis and compare the distribution of 

radial force acting on the rotor poles based on Maxwell’s stress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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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자계에서 발생되는 자기적인 토크는 상호 토크(Mutual torque)

와 릴럭턴스 토크(Reluctance torque)가 있다. 전동기는 상호 토

크와 릴럭턴스 토크를 이용하여 회전운동을 하는 회전기기라고 할 

수 있다. 두 개 이상의 자계가 서로 밀고 당길 때 발생하는 상호 

토크는 유도기, 동기기, 직류기 등 거의 대부분의 회전기에서 사용

되어 온 방식이다. 릴럭턴스 토크는 자계와 자성체간에 당기는 힘

을 말하며 스텝핑 전동기와 같은 소용량의 정밀 제어 용도로 많이 

사용되어 왔다[1,2]. 

일반적으로 릴럭턴스 토크를 이용하는 전동기는 다른 교류 전

동기나 영구자석형 전동기와 달리 회전자에 권선이나 영구자석 

없이 간단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 제작비가 낮은 이점이 있다. 

1980년대 e 대용량의 전력용 반도체의 실용화에 성공하면서 대

용량의 릴럭턴스 토크를 이용하는 Switched Reluctance Motor 

(SRM)가 가변속 전동기기 분야에서 강력한 경쟁자로 인정받기에 

이르렀다[3].  

SRM의 드라이브 또한 상수에 따라 전력스위치 소자의 수를 

줄일 수 있어 경제적으로 유리하고, 상 권선이 전력스위치 소자

에 직렬로 연결되어 있어 직류전원 양단에 단락으로 인한 전력스

위치 소손이 없는 장점이 있다. SRM의 가격 경쟁력의 이점으로 

산업용 및 가정용 분야에 적용이 검토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단 

상 또는 2상의 저가형 전동기 영역에서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4,5]. 

2상 6/3 SRM의 경우 고정자에 자속이 반전하지 않아 자기적 

특성이 우수하고 효율이 높은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2상 전동기

에 큰 장애가 되는 기동능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대칭 회전

자 구조를 가지고 있다[5]. 이런 2상 6/3 SRM의 뛰어난 전자계 

구조를 이용해 Ccore 4/3 SRM과 같은 여러 변형 SRM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6]. 그러나 3개의 회전자 극의 사용으로 진

동·소음의 원인인 각 회전자에 가해지는 방사방향 힘이 평형하지 

않는 문제가 있다. 

본 연구는 2상 6/3 SRM의 단점을 보완 가능한 2상 8/6 SRM 

구조를 제시하고 두 전동기의 특성을 비교 분석하였다. 제안한 

8/6 SRM은 6/3 SRM과 동일하게 고정자 철심에서의 자속 교번

이 발생하지 않으며 자속 통로의 길이가 짧은 자기적 구조를 가

지고 있다. 또한 6개의 회전자 극을 사용하여 평형한 방사방향 

힘이 회전자에 발생하여 진동·소음특성에 유리하다. 두 전동기의 

합리적인 비교를 위해 6/3 SRM과 동등한 토크 특성이 나오도록 

전자계 구조를 설계 하여 동손과 철손 분포를 확인하였다. 최종

적으로 유한요소해석을 통한 두 전동기의 효율 비교를 실시하였

으며 Maxwell’s stress method를 이용하여 회전자에 작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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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방향 힘의 분포를 비교 분석하였다. 

2. 새로운 2상 8/6 SRM

2.1 2상 6/3 SRM 구조 비교

그림 1은 2상 6/3 SRM의 구조와 각 상이 여자 될 때의 자속 

경로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1(a)로부터 회전자 극 수에 맞춰 고

정자 극은 자속이 집중되는 하나의 주 극 와 주 극 자속의 

1/2의 자속이 통과하는 보조 극  , 로 이루어 져 있어 두 

개의 자속 경로가 형성되는 것을 알 수 있다. B상의 주 극과 보

조 극은 A상과 반대의 극성을 가지고 대칭으로 위치하여 자속 

경로를 형성하는 것을 그림 1(b)에서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A

상과 B상은 주 극에서 보조 극으로 흐르는 자속이 동일한 회전 

방향으로 흐르며 두 상의 자속이 중첩되는 고정자 요크 구간에서 

자속이 반전 되지 않아 철손이 작은 특징을 가진다[5]. 

 

     

(a) A 상 여자 시             (b) B 상 여자 시

그림 1 2상 6/3 SRM의 구조와 자속 모양

Fig. 1 Structure and flux pattern of 2phase 6/3 SRM

    

(a) A 상 여자 시             (b) B 상 여자 시

그림 2 2상 Ccore 4/3 SRM의 구조와 자속 모양

Fig. 2 Structure and flux pattern of 2phase Ccore 4/3 

SRM

그림 2는 최근에 발표된 2상 6/3 SRM의 변형 모델인 Ccore 

4/3 SRM의 구조와 각 상이 여자 될 때의 자속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6/3 SRM의 2개의 보조 극 중 하나를 제거 하고 2개의 주 

극을 적용하여 자속 경로가 하나 인 것을알 수 있다. 하나의 자

속 경로 적용으로 두상의 자속 경로는 서로 독립적으로 형성할 

수 있어 철심 사용량의 저감이 가능하다. 3개의 회전자 극을 다 

이용하는 6/3 SRM과 비교하여 Ccore 4/3 SRM은 2개의 회전

자 극을 이용하여 회전자의 철손 부분에서 우수한 특성을 가진다

[6].  

 

  

        (a) 6/3 SRM            (b) Ccore 4/3 SRM

그림 3 회전자에 가해지는 방사방향 힘

Fig. 3 Radial force at rotor

그림 3은 2상 6/3 SRM과 C-core 4/3 SRM의 회전자에 가해

지는 방사방향 힘을 각각 비교하여 보여준다. SRM회전자 극 수

가 짝수 개인 SRM의 경우 한 상의 권선이 서로 마주보는 고정

자극에 감겨 있어 각 회전자에 가해지는 방사방향의 힘은 평형하

게 발생하여 그 합은 상쇄된다. 그러나 6/3 SRM과 C-core 4/3 

SRM은 회전자 극 수가 홀수 개라 한 상의 권선을 서로 마주보

는 고정자극에 감을 수 없다. 따라서 한상이 여자 했을 때, 각 

회전자에 가해지는 힘은 서로 상쇄되지 않고 남아 회전자에 방사

방향 힘이 작용한다. 전동기의 고정자 또는 회전자에 작용하는 

방사방향의 힘은 외부 가진력이 되어 전동기의 구조물을 진동 시

켜 소음을 발생 시키는 주요 원인이 된다[7]. 공극 자계로부터 

고정자 표면 방사방향 힘 밀도는 전자기적 진동·소음의 주된 발

생원이므로 설계 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2.2 제안한 2상 8/6 SRM

본 논문에서 제안한 2상 8/6 SRM의 자기적 구조와 자속 흐

름을 그림 4에서 보여준다. 6/3 SRM과 Ccore 4/3 SRM과 같이 

짧은 자로를 가지며 고정자에서의 자속의 교번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a) A 상 여자 시             (b) B 상 여자 시

그림 4 2상 8/6 SRM의 구조와 자속 모양

Fig. 4 Structure and flux pattern of 2phase 8/6 S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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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전자에 비대칭 공극을 적용 하여 자기동이 가능하며 Ccore 

4/3 SRM과 같이 운전 성능의 저하 없이 고정자 철심의 사용량 

저감이 가능하다. 그리고 한 상의 권선이 서로 마주보는 극에 감

겨져 있어 6/3 SRM과 Ccore 4/3 SRM의 회전자에 가해지는 

불평형한 방사방향의 힘이 발생하지 않아 진동·소음 특성에 장점

이 있다. 

3. 6/3 SRM과 제안한 8/6 SRM의 자기적 특성 비교

3.1 8/6 SRM의 전자계 구조 설계

2상 6/3 SRM과 제안한 8/6 SRM의 자기적 구조의 유사성과 

차이점을 비교 분석하기 위해 두 전동기의 자기회로의 등가화가 

필요하다. SRM의 한 상의 발생 토크는 식 (1)에서 보는 바와 같

이 전류의 제곱에 비례하고 회전자 위치각에 대한 인덕턴스의 기

울기에 비례함을 알 수 있다. 토크가 전류의 제곱에 비례함으로 

상전류의 방향과 무관하게 인덕턴스 기울기에 따라 토크 방향이 

결정된다. 

  




                              (1)

여기서 는 상 전류, 는 회전자 위치에 따른 인덕턴스,  

는 회전자 위치각을 각각 나타낸다.

공극과 비교하여 철심의 자기저항은 매우 작으므로 회전자와 

고정자의 투자율은 무한대로 가정할 수 있다. 누설 및 자속 퍼짐

을 무시하면 인덕턴스는 공극 단면을 따라 선형적으로 변하게 되

며 회전자와 고정자 극의 중첩이 없는 최소 인덕턴스 구간에서의 

인덕턴스는 영인 이상적인 경우가 된다. 따라서 식 (1)로부터 한 

상의 최대 토크 및 평균 토크는 회전자 위치각의 증분 값과 회

전자와 고정자 극의 축이 정렬 될 때의 최대 인덕턴스에 의해 

정해지며 다음과 같이 표현 가능하다. 




∆
 

∆

 

g∆


 
     (2)    

        

여기서 max은 도자율(permeance), 한 상의 턴수 은 한 상

의 턴수, 는 공극 투자율, 는 고정자 극 너비, 는 적층 

길이, g는 공극 길이를 각각 나타낸다. 

직렬 턴 수와 상 전류의 조건이 같을 때 6/3 SRM과 제안한 

8/6 SRM이 동일한 평균 토크를 만들기 위해서는 식 (2)의 조건

이 같아야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두 전동기의 회전자 극 수의 

차이로 서로 주기가 다르므로 회전자 위치각의 증분 조건을 같

게 만들 수 없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상적인 경우 SRM이 

영 토크 없이 연속 토크 발생이 가능한 최소 각도인 스트로크 

각도를 회전자 위치각의 증분 각도로 적용하였다. SRM의 스트

로크 각도는 상수 와 회전자 극 수 에 의해 다음과 같이 나

타낸다. 

    


                  (3)

그림 1(a)와 그림 4(a)로부터 두 전동기의 자속 경로는 서로 독

립되어 있으므로 하나의 자속 경로에 대한 인덕턴스의 기울기만 

고려하면 된다. 식 (2)와 (3)을 이용하여 두 전동기의 동일 평균 

토크를 내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이 도출할 수 있다.

  

 
 

 
     

g
 g


          (4) 

여기서 는 그림 1(a)에서 로 나타낸 6/3 SRM의 주 극

의 너비를 나타낸다. 

식 (4)로부터 두 전동기의 적층길이와 공극 길이가 같을 때 

6/3 SRM과 동등 토크를 만들기 위한 8/6 SRM의 고정자 극 너

비 조건은 다음 같이 도출할 수 있다. 

                                 (5)

SRM 전동기의 고정자 극의 너비는 고정자 내경 와 고정자 

극의 각도 에 의해서 식 (6)으로 다음과 같이 표현 가능하다. 

  sin
                              (6)

따라서 8/6 SRM의 고정자 극 너비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고정자 

극의 각도와 고정자 내경의 크기 결정이 필요하다. 

그림 5 2상 SRM의 회전자 위치에 대한 인덕턴스와 토크

Fig. 5 Inductance and torque with respect to rotor position 

for two stator ph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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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M의 고정자와 회전자 극 각도는 SRM의 자기동 능력을 고

려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그림 5는 2상 SRM의 회전자 위치에 따

른 각 상의 인덕턴스와 토크를 보여준다. SRM의 토크는 식 (1)

로부터 인덕턴스가 상승하는 구간에서 형성 되므로 연속 적인 기

동 토크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두 상의 인덕턴스 중첩 각도 가 

영이거나 음의 값을 가져야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중첩 구간 

가 영일 경우 자기동이 가능한 최소 조건이므로 이로부터 최소 

인덕턴스 상승구간 조건을 구할 수 있다.

중첩 구간 가 영일 경우 자기동이 가능한 최소 조건이므로 

이로부터 최소 인덕턴스 상승구간 조건을 구할 수 있다. 그림 5

로부터 중첩 각도 가 영인 조건에서 는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7)

  

      

 




  




         (8)

 

여기서  , 는 각각 회전자 극 절(pole pitch) 각도와 두상의 

위상 변이 각도이다. 식 (7)로부터 인덕턴스 상승구간   

의 최소값은 위상 변이 각도와 같아야 하며 이때 각도는 다음과 

같다.

     


                             (9) 

2상 6/3 SRM과 본 논문에서 제안한 8/6 SRM은 기동을 위

해 비대칭 공극 구조의 회전자를 적용하고 있으므로 고정자 극 

각도 보다 회전자 극 각도가 큰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인덕턴스는 

고정자와 회전자 극 사이의 공극 자기저항에 의해 그 크기가 결

정 되므로 본 논문에서는 그림 5의 를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10)

식 (10)과 자기동이 가능한 최소 중첩 각도 조건을 나타내는 식 

(7)로부터 중첩 각도와 회전자 극의 관계는 최종적으로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11)

min  


                                (12)

비교 모델인 6/3 SRM의 중첩 각도는 10°로 동일한 자기동 

특성을 부여하기 위해 8/6 SRM의 중첩 각도를 설계하여야 한다. 

제안한 8/6 SRM은 6/3 SRM의 1/2의 주기를 가지므로 중첩 각

도를 5°로 결정한다. 따라서 식 (11)의 계산으로부터 6/3 SRM과 

동일한 자기동 특성을 가지기 위한 8/6 SRM의 회전자 극 각도

는 35°이다.  

그림 5로부터 SRM의 회전자 극 간격 크기는 식 (13)과 같으

며 고정자 극 각도에 관해 식 (14)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13)

  


                                 (14)

여기서 의 크기에 따라 인덕턴스 하강 구간 기울기와 부 토크 

특성이 결정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6/3 SRM의 경우 10°의 

을 적용하였으므로 제안한 8/6 SRM에서는 5°의 을 적용하여 

동일한 부 토크 특성을 주었다. 따라서 식 (14)로부터 8/6 SRM

의 고정자 극 각도는 15°를 가지며 고정자 내경의 크기는 식 (6)

에 의해 결정 된다. 표 1은 6/3 SRM과 설계된 8/6 SRM의 주요 

설계 치수들을 보여준다.

Item Unit
Value

6/3 SRM 8/6 SRM

고정자 극 각도,  deg. 35.0 15.0

회전자 극 각도,  deg. 70.0 35.0

고정자 극 너비,  mm 18.04 4.57

고정자 보조 극 너비,  mm 9.02 -

고정자 외경,  mm 100.0 100.0

고정자 내경,  mm 60.0 35.0

적층 길이,  mm 50.0 50.0

최소 공극 길이,  mm 0.4 0.4

최대 공극 길이,  mm 1.17 1.17

상 당 턴 수,  turns 200 300

슬롯 공간,  mm2 260.5 332.3

표    1 6/3 SRM과 8/6 SRM의 주요 설계 치수

Table 1 Design specifications of 6/3 and 8/6 SRM 

3.2 인덕턴스와 토크 특성

그림 6(a)와 6(b)는 전류 크기 변화에 따른 2상 6/3 SRM과 

8/6 SRM의 토크를 각각 보여준다. 두 전동기의 중첩 각도와 회

전자 위치각에 따른 인덕턴스 상승과 하강 구간을 동일하게 설계

하여 정 토크와 부 토크 영역이 유사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

림 7은 8/6 SRM의 전류에 따른 양의 토크 평균값을 6/3 SRM

과 비교하여 보여준다. 6/3 SRM과 토크 특성이 같도록 8/6 

SRM의 주요 설계치수를 결정하였음에도, 3[A]의 상 전류 조건

에서 8/6 SRM의 평균토크가 6/3 SRM과 7.5% 차이가 나는 것

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상 전류가 5[A] 이상일 경우 두 전동

기의 토크 차이는 더 커지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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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6/3 SRM 

(b) 8/6 SRM

그림 6 전류에 따른 토크 비교

Fig. 6 Comparison of torque according to currents

 

그림 7 6/3 SRM과 8/6 SRM의 전류 별 평균 토크 비교

Fig. 7 Comparison of average torque according to currents

그림 8은 전류 변화에 따른 6/3 SRM과 8/6 SRM의 A상 인

덕턴스를 비교하여 보여준다. 그림 1(b)와 그림 4(b)로부터 회전

자 극이 A상 고정자 극과 일치하지 않는 위치에서 두 전동기의 

A상 최소 인덕턴스가 발생한다. 최소 인덕턴스의 크기는 6/3 

SRM에 비해 8/6 SRM이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6/3 

SRM의 고정자 보조 극의 각도가 주 극의 각도보다 작은 구조로 

인하여 최소 인덕턴스 구간에서의 공극 자기저항이 8/6 SRM보

다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림 7에서 보이는 것처럼 3[A]와 

4[A]에서 평균 토크의 오차가 발생한다. 

고정자 극과 회전자 극이 일치하는 구간에서 6/3 SRM은 

6[A] 이상의 전류 8/6 SRM은 5[A] 이상의 전류부터 인덕턴스

의 크기가 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6/3 SRM과 비교하여 

8/6 SRM의 고정자 극 수와 회전자 극 수 증가로 자속 퍼짐 현

상으로 인한 공극 자기저항의 감소가 크기 때문이다. 자기저항의 

감소로 동일 기자력에서 더 큰 자속이 발생하여 철심의 포화점에 

빨리 도달한다. 따라서, 6/3 SRM 보다 8/6 SRM이 전류 증가에 

따른 포화점 도달이 빨라 그림 7과 같은 결과가 발생한다. 본 연

구에서는 8/6 SRM이 포화점에 도달 하지 않는 영역을 전류 제

한 값으로 두어 성능 비교를 실시한다. 

(a) 6/3 SRM

 

(b) 8/6 SRM

그림 8 전류에 따른 인덕턴스 비교

Fig. 8 Comparison of inductance according to currents

3.3 동손 특성 비교

SRM에서의 권선의 전류 밀도는 다음과 같다. 

 





                     (15)

여기서  , 는 상 전류의 실효값과 최대값을, 는 고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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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6/3 SRM               (b) 8/6 SRM

그림 9 고정자와 회전자 철심의 자속 분포 비교

Fig. 9 Flux distribution in stator and rotor core

극 당 턴 수, 는 슬롯의 점적율, 는 권선 하나의 단면

적, 는 권선이 감기는 공간을 각각 나타낸다. 식 (15)로부터 

슬롯 점적율과 최대 상 전압이 같은 조건에서 6/3 SRM과 8/6 

SRM의 전류 밀도의 차이는 다음과 같이 표현가능하다.







                          (16)

동손은 상 수와 고정자 권선의 상 저항, 상 전류 실효값 제곱

에 비례하므로 전류 밀도의 관해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17)

여기서  , 는 권선의 고유저항, 권선 한 턴의 평균 길이를 

각각 나타낸다. 식 (16)을 식 (17)에 적용 하여 6/3 SRM과 8/6 

SRM의 동손 특성의 크기 차이를 다음과 같이 예측할 수 있다.












                (18)

표 1의 두 전동기의 설계 치수로부터 식 (18)의 계산을 통해 

8/6 SRM의 동손이 6/3 SRM보다 약 10% 저감 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3.4 철손 특성 비교

SRM은 순차적으로 각 상 권선에 구형파의 펄스형 전원을 인

가하여 구동시키는 방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한 순간에 한 상만 

작동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식 (19)는 SRM의 하나의 상 권선에 

쇄교하는 자속을 나타낸다. 스위치를 온 하면 상 권선에 양의 일

정한 전원이 인가되어 자속이 증가하다 스위치 오프 시 음의 전

원이 인가되어 자속이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자속은 고

정자와 회전자의 자로에 흐르게 된다.

   
                 (19)

그림 9는 그림 1(a)의 2상 6/3 SRM과 그림 4(a)의 2상 8/6 

SRM의 철심 각 부분의 자속 분포를 각각 보여주고 있다. 그림 

9(a)에서 A0는 6/3 SRM의 A상 고정자 주 극 을 지나는 자속을 

B1은 B상 고정자 보조 극을 보여주고 있다. B2A0는 보조 극 B2와 

주 극 A0사이의 고정자 요크 부위를 A1B2는 보조 극 A1과 B2사

이의 요크 부위의 자속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에서 보듯

이 고정자에서는 자속이 반전되는 부위가 없어 철손을 줄이기 유

리하다. 

그림 9(b)는 8/6 SRM의 자속 분포를 보여준다. 6/3 SRM과 

동일하게 고정자 각 부분에서의 자속의 교번이 일어나지 않는 것

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6/3 SRM과 8/6 SRM 모두 회전자 철

심 자속의 주기가 고정자 철심의 자속 주기보다 3배 큰 것을 확

인할 수 있다. 전동기의 철손은 동작 주파수에 비례하는 히스테

리시스 손실과 동작 주파수 자승에 비례하는 와전류 손실이 있으

며 다음과 같다.

     ∙          (20)

여기서  , 는 철판의 히스테리시스 계수와 와전류 손실 계수

를, 은 철심 내부의 최대 자속 밀도, 는 자속 밀도의 주파수

를, 은 철판의 질량을 각각 나타낸다.

SRM에서 한 상에 의한 철심 자속 밀도의 주파수는 식(19)로

부터 인가하는 전압의 스위칭 주파수와 같으며 다음과 같이 계산

할 수 있다.

                                      (21)

여기서 는 분당 회전자 회전수를 나타낸다. 식 (21)과 그림 9로

부터 8/6 SRM의 스위칭 주파수가 6/3 SRM보다 2배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8/6 SRM의 설계를 통해 6/3 SRM과 자속 경로

의 자기저항이 같다고 볼 수 있으며 동일 기자력에서 내부 자속

밀도도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두 전동기의 철손 성분의 

차이는 식 (22)와 (23)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두 식의 비교를 

통해 6/3 SRM과 비교하여 8/6 SRM의 히스테리시스 손실이 약 

2배, 와전류 손실이 4배가량 큰 것을 예상할 수 있다.  







 


 




        (2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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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 Unit
Value

6/3 SRM 8/6 SRM

상 전류 A,rms 2.41 2.36

상 저항 ohm 0.92 0.84

속 도 rpm 1,000 1,000

토 크 Nm 0.146 0.147

동 손 W 10.7 9.3

히스테리시스 손실 W 0.41 1.09

와전류 손실 W 0.30 1.07

철 손 W 0.7 2.2

출 력 W 15.3 15.4

효 율 % 57.3 57.2

표    2 6/3 SRM과 8/6 SRM의 동적 성능 비교

Table 2 Comparison of dynamic performance

   

(a) 6/3 SRM

(b) 8/6 SRM

그림 10 공극에서의 방사방향 힘의 비교

Fig. 10 Comparison of radial force density in the air gap

4. 시뮬레이션 해석 결과

표 2는 2상 6/3 SRM과 8/6 SRM의 동일 출력에 대한 동특성 

시뮬레이션 결과를 요약하여 나타낸다. 1,000[rpm] 구동 조건에

서 스위칭 온각과 오프각은 동일하게 하였다. 결과로부터 8/6 

SRM의 동손이 6/3 SRM보다 약 13% 저감되어 3.3절에서 예측

한 동손 결과와 유사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철손의 경우 히스

테리시스 손실이 약 2.6배, 와전류 손실이 3.6배로 8/6 SRM이 

손실이 크며 3.4절의 결과와 유사하다. 결론적으로 1,000rpm 동

등 출력에서 두 전동기의 효율은 동등 수준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0은 6/3 SRM과 8/6 SRM의 부하시의 회전자와 고정자

가 일치하는 각도에서의 공극의 방사방향 힘 밀도 분포를 비교하

여 보여준다. 방사방향 힘 밀도 분포는 식 (24)와 같이 Maxwell’s 

stress method로 계산할 수 있다[8]. 

 

                (24)

여기서  , 는 공극 자속밀도의 방사방향과 접선방향 선분을, 

는 각도에 따른 위치, 는 시간을 각각 나타낸다. 그림으로부

터 6/3 SRM과 8/6 SRM의 장축과 단축의 축비를 계산해 본 결

과 방사방향 힘의 단축 크기는 0.323에서 0.336으로 4% 증가하

였고, 장축의 축비는 0.363에서 0.344로 5.2% 감소하였다. 따라서 

6/3 SRM이 0.89, 8/6 SRM이 0.98로 방사방향의 힘의 크기가 더 

원에 가까워 평형한 힘을 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진동 ·

소음 특성에서 8/6 SRM이 유리한 것을 알 수 있다.

5. 결  론

릴럭턴스 토크를 사용하는 SRM은 간단한 자기구조를 가지며 

직류전원과 결합성이 좋아 독립 직류전원에 사용하기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릴럭턴스 토크를 사용하기 때문에 다양한 자

기구조를 갖는 것이 가능하여 전력 스위치 소자를 줄이는 것에 유

리한 단상 또는 2상 SRM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는 2상 SRM 연구 중 고정자 철심에 자속 교번이 없

는 6/3 SRM의 단점을 보완 가능한 8/6 SRM 구조를 제시하고 

두 전동기의 특성을 비교 분석하였다. 제안한 8/6 SRM은 6/3 

SRM과 동일하게 고정자 철심에서의 자속 교번이 발생하지 않으

며 자속 통로의 길이가 짧은 자기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 두 전

동기의 합리적인 비교를 위해 6/3 SRM과 동등한 토크 특성이 

나오도록 전자계 구조를 설계 하여 비교 분석을 진행하였다. 동

손과 철손특성 비교 결과로 부터 동손 측면에서는 8/6 SRM이 

철손 특성에서는 6/3 SRM이 유리한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

서 비교한 출력과 속도에서 두 전동기는 동일 효율 특성을 가지

는 것을 확인하였으나 손실 분포가 다르므로 고속에서는 6/3 

SRM이 저속에서는 8/6 SRM이 유리하다. 6/3 SRM의 경우 전동

기의 진동·소음 발생원인인 방사방향 힘의 분포가 평형하지 않는 

문제가 있으나 제안한 8/6 SRM의 경우 평형한 방사방향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결과적으로 손실 분포의 차이로 

두 전동기의 최적 효율 동작 점은 다르나 진동· 소음 측면에서 

8/6 SRM이 우수한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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