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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전자 위치추정을 위해 자기적 돌극성을 고려한 표면 부착형 

영구자석 동기 전동기 설계

Design of Surface Permanent Magnet Synchronous Machine with Magnetic Saliency 

for Self-Sensing Position Estimation

조 정 현* ․ 이 치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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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presents concurrent design methods of surface permanent magnet synchronous machines for 

saliency-tracking self-sensing position estimation. Magnetic saliency for the self-sensing is created by stator pole saturation 

due to the rotor zigzag leakage flux. The power conversion properties such as saliency ratio, torque ripple, and efficiency vary 

according to motor design. The property change due to design modification is analysed by using finite element analysis, and 

with the appropriate design modification, proper saliency is created while preserving their power conversion capab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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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산업 발전에 따른 전력용 스위치 소자, 마이크로프로세

서, 그리고 디지털 기술 등의 발전에 따라 인버터를 이용한 전동

기 제어 기술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다양한 전동기 가

운데 유도전동기와 동기전동기 등의 교류전동기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교류전동기의 고성능 운전을 위해서는 회전자의 위

치정보가 필요하고, 일반적으로 엔코더나 레졸버가 이를 위한 검

출기로서 현재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다. 이와 같은 센서의 사용

은 회전자 위치 검출을 가능하게 하지만, 시스템 설치 환경에 민

감하고, 센서 신호의 인터페이스를 위해 필요한 부품들로 시스템

이 복잡해지고 노이즈에 취약해져 시스템의 신뢰성을 저하시키

고, 시스템 가격 증가의 원인이 된다. 따라서 전동기의 센서리스 

제어는 필수적인 요건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지금까지 연구된 

센서리스 제어 기법은 크게 전동기의 모델을 이용하는 방법과 고

주파 신호 주입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전동기 모

델을 이용하는 방법은 그 구현이 비교적 간단하지만, 저속 또는 

영속 등 역기전력이 작은 구간에서는 만족할 만한 성능을 얻기 

힘든 단점이 있다. 고주파 신호 주입을 이용하는 방법은 전동기

의 돌극성을 바탕으로 회전자의 위치를 추정하기 때문에 저속영

역에서 만족할 만한 성능을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전동기의 돌극성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전동기의 구조적 특성

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교류 전동기 가운데 효율이 높고 출력밀도가 크며 빠른 제어 

동특성을 얻을 수 있어 산업 전반에 걸- 널리 이용되고 있는 영

구자석 동기 전동기(Permanent Magnet Synchronous Machine : 

PMSM)는 영구자석의 배치 구조에 따라 크게 표면 부착형 영구

자석 동기 전동기(Surface Permanent Magnet Synchronous 

Machine : SPMSM)와 매입형 영구자석 동기 전동기(Interior 

Permanent Magnet Synchronous Machine: IPMSM)로 구분할 

수 있다. 매입형 영구자석 동기 전동기는 영구자석 매입에 의한 

공간적 돌극성이 존재해 고주파 주입이 용이한데 반해 표면 부착

형 영구자석 동기 전동기는 일정한 공극으로 돌극성이 존재하지 

않아 고주파 주입 센서리스 제어를 적용하기에 불리한 구조적 특

성을 가지고 있다.

기존의 전동기 설계는 전동기 효율, 출력, 역기전력, 그리고 토

크 특성등 주로 전동기의 성능 향상을 목적으로 수행된다. 이러

한 기존의 설계 관점은 에너지 변환 측면에서 좋은 특성을 보이

지만 돌극성을 이용한 센서리스 제어의 적용에 있어 그 가능성을 

제한하는 요인이 되고, 특히 구조적으로 균일한 공간적 임피던스

를 갖는 표면 부착형 영구자석 동기 전동기에서의 적용이 힘들다

[1].

이러한 이유에 따라 신호 주입 센서리스 제어를 고려한 표면 

부착형 영구자석 동기 전동기 설계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시도 

되었고 크게 공간적인 돌극성과 자기적 돌극성을 만드는 것으로 

분류 된다. 공간적인 돌극성을 만들기 위해 [2]에서는 영구자석

이 부착된 표면의 사이사이에 철판을 구성하였고, [3]은 회전자

에 추가적인 댐퍼 권선을 이용하였다. 센서리스 제어를 위한 충

분한 돌극성은 보이지만, 코킹 토크가 증가하고 원통형의 단순한 

구조가 복잡해지는 단점을 가진다. 본 연구에서는 자기적인 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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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맥동하는 고주파 전압 주입 기법

Fig. 1 Pulsating voltage injection method

성을 고려한 표면 부착형 영구자석 동기 전동기의 설계에 e점을 

맞추었다. 

영구자석과 고정자 폴 간의 zigzag leakage flux에 의한 고정

자 치의 포화를 이용한 자기적 돌극성을 형성하는 설계가 제안되

었고[4]-[8], 고정자 폴의 구조 변경[4], 권선 방법[5]-[8], 그

리고 슬롯 폴 수 조합[6]-[7] 등에 따른 전동기 성능과 자기적 

돌극성이 연구되었다. 회전자 구조 변경 방법과 비교해 우수한 

토크 리플, 평균 토크, 그리고 코킹 토크 특성을 나타낸다. 하지

만, 고정자 폴의 포화에 반비례하여 악화되는 역기전력의 크기, 

고조파 왜곡율(Total Harmonic Distortion: THD), 그리고 효율 

등에 관한 고찰은 많이 연구되지 않았다. 

본 논문에서는 표면 부착형 영구자석 동기전동기의 고주파 주

입 센서리스 제어를 위해 돌극성을 고려한 설계를 수행한다. 고

정자, 회전자 18/12극 집중권 구조의 전동기의 Zigzag leakage 

flux에 의한 자기적 돌극성에 대해 분석하고, Zigzag leakage 

flux의 주 발생 원인이 되는 고정자 폴의 구조, 영구자석 착자 

방식, 그리고 영구자석 구조에 따른 자기적 돌극성과 전동기 성

능 변화를 분석하여 최적 설계를 수행한다.

2. 본  론

2.1 자기적 돌극성을 이용한 센서리스 제어

전동기 돌극성을 이용한 회전자 위치 추정 방법의 기본은 전

동기 제어를 위해 전류제어기에서 요구하는 전압 이외에 추가적

인 전압을 주입하고, 전동기 돌극성에 의해 나타나는 전류를 분

석하여 회전자의 위치를 추정한다. 영구자석 동기전동기의 정지

좌표계 전압 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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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는 정지 좌표계 고정자 d, q축 전압, 
  

 는 정

지 좌표계 고정자 전류, 는 고정자 상 인덕턴스, 는   영구자

석에 의한 쇄교 자속, 그리고 은 회전 속도를 나타낸다. 그리

고 인덕턴스 행렬 는 식 (2.2)와 같다. 

여기서  는 동기 좌표계 d, q축 전압을 의미한다. 

 



 


∑∆cos ∆sin∆sin ∑∆cos

∑    ∆   

 (2.2)

전압 주입 기법은 위치 및 주입되는 전압의 형태에 따라 동기 

좌표계에서 맥동하는 전압을 주입하는 방법과 정지 좌표계에서 

회전하는 전압을 주입하는 두 가지 방법을 나뉜다. 그림 1은 맥

동하는 전압 주입 기법의 블록도를 보여준다. 추정된 동기 좌표

계의 d, q축 중 하나의 축에 맥동하는 전압을 주입하고, 맥동하

는 전류를 측정하여 회전자 위치를 추출한다. 토크 맥동등의 이

유로 d축에 전압을 주입한 기법이 주로 사용된다.

식 (2.3)은 맥동하는 d축 고조파 주입 전압을 나타낸다. 여기

서, 는 주입된 고조파 전압의 크기, 는 주입된 고조파 전압

의 주파수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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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동하는 고주파 전압이 인가된 경우 유기된 고주파 전류를 

구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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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여기서,  

는 위치 오차를 나타내고, q축 고주파 전류를 이

용하여 회전자 위치를 구할 수 있다. 저역통과필터를 이용해 q축 

고주파 전류의 불필요한 성분을 제거하면 회전자 오차는 다음과 

같다.

 




∆
 



       (2.5)

식 (2.5)는 고주파 전류를 이용해 얻은 에러 신호를 나타낸다. 

여기서, 에러 신호는 인덕턴스 변화율에 비례함을 알 수 있고, 만

약 ∆이 0이라면 맥동하는 고조파 주입을 이용한 회전자 위치 

추정이 불가능함을 알 수 있고 따라서 돌극성을 고려한 설계가 

필요하다.

2.2 돌극성을 고려한 SPM 전동기 설계

돌극성을 고려한 SPM전동기 설계를 위해 기e 설계를 시행하

였고, 그림 2는 장하비를 이용해 기e 설계된 표면 부착형 영구

자석 동기 전동기를 나타낸다. 고정자 18슬롯 회전자 12극 구조

이며 권선은 집중권으로 구성 되었다. 상세 전동기 제원은 표 1

에 나타난다.

2.2.1 고정자 치 높이 변경 설계에 따른 돌극성 분석

표면 부착형 영구자석 동기전동기의 돌극성을 고려한 첫 번

째 설계로 그림 3의 고정자 치 높이를 0.2 mm에서 1.8 mm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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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ign Factor Value

상 수 - 3

고정자 폴 수 - 18

회전자 폴수 - 12

고정자 외경,  mm 137

회전자 외경,  mm 102

적 층,  mm 344

고정자 폴 슈 높이,  mm 1

영구자석 두께,  mm 5.55

공 극, g mm 0.56

턴 수,  turns 100

∆∑ mH 0.22, 15.37

∆∑ - 0.014

표    1 표면 부착형 영구자석 동기 전동기 설계 치수

Table 1 Design specifications of SPMSM 

그림 2 기e 설계된 표면 부착형 영구자석 동기 전동기

Fig. 2 Base model of SPMSM 

그림 3 고정자 폴 치 높이   변경 설계

Fig. 3 Modification of stator pole shoe( )  

그림 4 고정자 폴 치 높이와 영구자석 착자 형태에 따른 인덕턴

스 돌극비

Fig. 4 Inductance saliency ratio according to stator pole 

shoe heigh and magnetization of permanent magnet

그림 5 영구자석 Parallel 착자시 고정자 폴 치 높이에 따른 인

덕턴스 비교

Fig. 5 Comparison of inductance waveform according to 

stator pole shoe heigh 

변경해 가며 zigzag leakage flux에 의한 인덕턴스 변화를 분석

하였다.

그림 4는 고정자 폴 치 높이 변화와 영구자석 착자 형태에 따

른 인덕턴스 돌극비를 나타낸다. 시뮬레이션 결과 고정자 치 높

이 감소에 따라 인덕턴스 돌극비는 증가 하지만, 그 결과는 선형

적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림 5의 고정자 폴 치 높이에 따른 

인덕턴스 파형을 보면 고정자 폴 높이 가 감소할수록 주 자

속 경로인 d축이 포화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러한 이유로 

고정자 폴 치 높이 감소에 선형적으로 증가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2.2.2 고정자 치 높이와 영구자석 형상 변경 설계

고정자 치 높이를 줄여 고정자 치에서의 zigzag leakage flux

에 의한 포화 현상으로 인덕턴스 변화율을 높게 할 수 있지만, 

주 자속에 의한 포화현상 또한 두드러져 인덕턴스 돌극비가 고정

자 치 감소에 비례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이와 같은 현

상을 개선 하고자 영구자석의 형상을 변경하여 주 자속에 의한 

포화는 줄이고, zigzag leakage flux에 의한 포화를 증가 시킬 수 

있는 설계를 시행한다. 

그림 6은 영구자석 형상 변경을 위한 설계 방법을 보여준다. 

여기서,  ,  ,  , 그리고 은 각각 전동기 원점, 이동한 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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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길이에 따른 영구자석 형상변경 설계

Fig. 6 Design of permanent magnet shape change in 

accordance with   

그림 7 고정자 폴 치 0.4mm, 0.6mm 그리고 0.8mm에서 에 

따른 돌극비 비교

Fig. 7 Comparison of saliency ratio according to 

Unit 조건 1 조건 2

 mm 0.4 0.6 0.8 0.4 0.6 0.8

 mm 140 variable

 mm2 variable 5.55

 mm 0 ~ 35 0 ~ 35

표    2 설계 요소

Table 2 Design factor

그림 8 고정자 폴 치 0.6mm에서 에 따른 인덕턴스 파형

Fig. 8 Inductance waveform according to   

그림 9 고정자 폴 치 0.4mm, 0.6mm에서 에 따른 전동기 효율

Fig. 9 Comparison of efficiency according to 

동거리, 반지름을 나타낸다. 영구자석 표면의 형상을 변경하기 위

해 원점에서 일정한 거리 만큼 이동한 점 에서 영구자석의 

중심과 내접하는 원을 그려 영구자석의 형상을 변경한다. 영구자

석의 모서리 부분이 잘려나가며 자석의 z량이 감소하는 것을 고

려하여, 자석의 두께를 증가시켜 자석의 z량을 유지하는 조건 1

과 자석의 두께는 유지하고 자석을 잘라내는 조건 2의 두 가지 

방향으로 설계를 진행한다.

고정자 치 높이별 영구자석 형상 변경에 따른 인덕턴스 돌극

비와 전동기 성능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표 2의 조건으로 시뮬

레이션을 진행하였다.

그림 7은 표 2의 설계 변경 요소에 따른 인덕턴스 돌극비를 

보여준다. 여기서 실선 파형은 영구자석의 두께에 변화를 주어 

자석의 z량을 유지한 조건 1을 나타내고, 파선은 영구자석의 두

께를 유지하고 자석의 형상을 변경한 조건 2의 결과를 나타낸다. 

먼저 폴 치 높이 0.4 mm일 때   증가에 비례해 돌극비가 증가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폴 치 높이 0.6 mm인 경우 증가에 

비례하여 돌극비가 증가하다 30 mm 이상 증가시 감소하는 경향

을 보인다. 그리고 폴 치 높이 0.8 mm의 경우 돌극비가 일정한 

값을 유지하다 조금씩 감소하는 특성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8은 고정자 폴 치 0.6에서 에 따른 인덕턴스 파형을 나

타낸다.   증가에 따라 포화되어있던 d축의 인덕턴스 포화가 완

화되어 인덕턴스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러한 영향으

로 그림 7에서와 같이   증가에 따라 돌극비가 상승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가 35 mm인 경우 zigzag leakage flux에 의한 q

축의 포화가 약해져 q축 인덕턴스가 크게 상승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에 돌극비가 감소한다. 따라서 고정자 폴 치 높이에 따

라 적합한 를 선정하여 설계가 진행되어야 하고, 표 3은 폴 치 

높이에 따라 자기적 돌극성이 우수한 모델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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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조건 1

 mm 0.6 0.8

 mm 25 30 15 20 25

표    3 자기적 돌극 특성이 우수한 모델

Table 3 The models saliency ratio

그림 12 다섯 모델에 대한 효율과 토크 리플 비교

Fig. 12 Comparison of torque ripple and efficiency

그림 10 고정자 폴 치 0.4 mm, 0.6 mm에서 에 따른 동손과 철

손 비교

Fig. 10 Comparison of copper loss and core loss 

그림 11 고정자 폴 치 부분의 자기 등가 회로

Fig. 11 Magnetic equivalent circuit of stator pole shoe

2.3 동 특성 해석 및 특성 비교

Zigzag leakage flux에 의한 자기적 돌극성 생성이 전동기 특

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동 특성 해석을 시행하였다. 

고정자 폴 치 높이 0.4 mm와 0.6 mm의 조건에서 동 특성 해석

을 시행하였고, 그림 9는 폴 치 높이 그리고 에 따른 전동기 

효율을 나타낸다. 

그림 11은 에 따라 변하는 고정자 폴 치와 공극을 포함한 

자기 등가 회로를 나타낸다. 의 증가는 고정자 폴 치의 포화를 

완화시켜 를 감소시키는 동시에 영구자석 두께를 키워 

를 증가시킨다. 따라서 의 증가와 효율 사이에 트레이드 오프지

점이 존재하게 된다.   변화에 따른 효율 변화 추세를 살펴보면 

일정 길이까지 효율이 상승하다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그 

구간이 그림 8에 나타난 주 자속 경로의 포화가 완화되는 지점

이다. 그림 10은 폴 치 높이와 오프셋 길이에 따른 동손과 철손 

변화를 나타낸다.

오프셋 길이 가 25 mm보다 작은 구간에서는 폴 치 부분의 

포화 완화에 의해 그림 11의 자기 등가 회로에서 가 작아

지는 영향이, 가 커지는 영향보다 크고 따라서 동일한 토크를 

생성하기 위한 전류가 작아져 그림 10의 동손이 감소하게 된다. 

그리고 가 25 mm보다 커지는 경우 주 자속경로의 포화가 거의 

완화되어 자기 포화 완화에 의한 의 변화가 줄어들고 자석 

형상 변경에 의한 의 증가가 크게 작용하여 전류가 상승하고 

동손이 증가한다.

그림 12는 표 3에 정리된 돌극성의 사용이 적합한 모델에 대

해 효율과 토크 리플을 비교하여 나타낸다.

돌극성을 고려하지 않는 기존 설계 결과와의 성능 비교를 위

해 전동기 체적, 영구자석 사용량, 그리고 동량에 대해 동일 조건

에서 돌극성을 고려하지 않은 SPMSM을 설계하였다. 표 4는 돌

극성을 고려하지 않는 일반적인 방식으로 설계한 전동기와 돌극

성을 고려하여 설계한 전동기의 성능을 비교하여 나타낸다. 전동

기 성능 비교를 위해 돌극비 사용이 가능한 표 3의 5가지 모델 

가운데 돌극성을 고려하지 않은 기본 설계 모델과 토크 리플이 

유사한 모델 0.6_25와 0.8_25에 대해 특성 비교를 하였다. 돌극

성을 고려한 설계의 경우 zigzag flux leakage에 의한 폴 치 부

분의 포화로 인해 동손이 증가하지만, 철손이 감소하여 동일 토

크 리플을 가지는 모델에서 약 0.5%의 효율 차이를 나타낸다. 

3. 결  론

본 논문은 자기적 돌극성을 고려한 표면 부착형 영구자석 동

기 전동기의 설계에 관한 것으로 고정자 18극 회전자 12폴 집중

권 구조 전동기의 고정자 폴 치의 높이, 영구자석 착자 방향, 그

리고 영구자석 형상 등의 설계 변경에 따른 인덕턴스 돌극비와 

전동기 특성 변화에 대해 분석하였다. 

고정자 폴 치 높이의 감소는 zigzag flux leakage에 의한 축 

인덕턴스를 포화를 강화시켜 인덕턴스 돌극성을 상승시키기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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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meters Unit General 0.6_25 0.8_25

상 수 - 3

고정자 폴 수 - 18

회전자 극 수 - 12

속 도 rpm 1200

철 판 - 65PN800_2DSD0.950

공 극 mm 0.55

상 저항 ohm 3.014

상 전류 A,rms 1.958 2.15 1.99

동 손 W 34.7 41.8 35.8

철 손 W 24.0 19.4 21.7

입 력 W 471.7 472.9 456.5

출 력 W 413.1 411.7 399.0

효 율 % 87.57 87.07 87.40

토크 리플 % 9.01 9.08 10.68

돌극비 - 0.0075 0.0647 0.0363

표    4 동특성 해석 결과 비교

Table 4 Comparison of dynamic performance

지만, 주 자속 경로인 축도 포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이

러한 경우 돌극비가 감소하고 전동기의 성능이 저하된다. 포화를 

야기하는 zigzag flux leakage는 영구자석의 자속에 의한 것임에 

착안하여 영구자석 착자 방향에 따른 영향을 분석하였고, 돌극성 

생성 측면에서 parallel 착자가 적합함을 확인하였다.

폴 치 높이 0.4, 0.6, 그리고 0.8 세 가지 모델에 대해 주 자속

경로 d축의 포화를 완화하기 위해 영구자석 형상을 변경하며 개

선 설계를 시행하였다. 영구자석의 형상이 변경됨에 따라 주 자

속경로의 포화가 완화되는 것을 확인하였고, 그 결과 폴 치 높이 

0,4, 0.6, 그리고 0.8일 때 각각 0.1, 0.06, 0.03의 돌극비를 가지

는 것을 확인하였다. 돌극비 생성에 따른 전동기 특성변화를 분

석하기 동 특성 해석을 시행하였고, zigzag flux leakage에 의한 

포화가 주 자속경로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설계할 때 돌극성을 

고려하지 않은 모델과 비교하여 큰 성능 저하가 없는 것을 확인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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