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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기어는 그림 1과 같이 톱니로 이루어진 기계적인 장치를 말하

는데 1차 측과 2차 측의 톱니가 맞물리며 물리적 접촉을 통해 

회전이나 동력을 전달하는 원리를 가진다[1]. 현재 기어는 많은 

산업분야에서 사용되는데 고속이나 저속으로 회전하는 기기, 발

전기, 자동차 시스템, 컨베이어 시스템 등 일상생활에 없어서는 

안 되는 기계적 장치이다[2]-[4]. 하지만 기계식 기어는 물리적 

접촉을 통해 구동하기 때문에 기계적 마찰로 인한 소음, 진동, 분

진 등 많은 단점들을 가지고 있다[5]-[7]. 또한 기어는 주로 금

속재질을 이용하여 제작 되는데 극한의 조건이나 시스템의 과부

하시 그리고 백래시로 인해 기어의 마모나 시스템의 파손을 일으

킨다. 이러한 단점들을 보완하기 위해 기계식 기어는 윤활유를 

필요로 하는 유지보수 작업이 항시 필요하다. 하지만 최근 기계

식 기어의 대안으로 영구자석의 자계를 이용하여 동력을 전달하

는 마그네틱 기어의 연구가 진행 되고 있다[8][9]. 마그네틱 기

어는 톱니가 아닌 내측과 외측의 영구자석을 이용하여 동력을 전

달하는데 영구자석은 주로 네오디움 (NdFeB)이나 사마륨 코발트 

(SmCo)를 많이 사용한다. 이를 사용하는 이유는 높은 온도특성과 

자기에너지를 보유하고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마그네틱 

기어는 물리적 접촉이 없기 때문에 소음과 진동, 분진이 없고 유

지보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또한 시스템의 과부하시 마그네틱 

기어는 슬립을 통하여 기어가 마모되거나 시스템의 파손이 없다

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10]-[15]. 하지만 최근 중국의 희토류 수

출 제재로 인하여 희토류 가격이 불안정해지며 전 세계적으로 희

토류 가격 변동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16]-[18]. 이러한 문제로 

인해 영구자석의 사용을 최소화 하여 전자기적 특성이 유리한 다

양한 구조들이 연구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2차원 유한요소해석법을 이용하여 surface 

mounted coaxial magnetic gear (SMCMG)와 consequent pole 

coaxial magnetic gear (CPCMG) 그리고 reluctance coaxial 

magnetic gear (RCMG) 3가지 형상에 따른 고속용 마그네틱 기

어의 전자기 특성 및 영구자석과 철심의 사용량을 비교하고자 한

다. 먼저 형상에 따른 마그네틱 기어의 회전 속도 및 설계사양은 

동일한 조건에서 2차원 유한요소 해석을 수행함으로써 형상에 따

른 마그네틱 기어의 특성해석을 비교하였다. 

2차원 유한요소 해석을 이용한 고속용 마그네틱 기어의 형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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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기계식 기어의 구조 [1]

Fig. 1 Structure of mechanical gear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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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  론

2.1 동축 마그네틱 기어의 해석 모델

본 논문에서 사용되는 동 축 마그네틱 기어의 구조는 그림 2

와 나타낼 수 있다. 마그네틱 기어는 내측과 외측 회전자에 영구

자석이 부착되어 있고 그 사이에 고정철심이 위치하는 구조를 가

지고 있다. 마그네틱 기어의 고정철심은 내측과 외측 영구자석의 

자속을 변조시켜 외측 회전자가 내측 회전자 반대방향으로 회전

시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마그네틱 기어의 기어비와 고정철심

의 개수는 내측과 외측 영구자석의 극수를 이용하여 계산할 수 

있는데 이를 식 (1)과 식 (2)로 나타내었다[19].

그림 2 마그네틱 기어의 구조

Fig. 2 Structure of magnetic gear

  


     (1)

          (2)

여기서 은 기어비, 은 고정철심의 개수를 나타낸다. 그리

고  과 은 각각 내측과 외측 영구자석의 극쌍수를 나타낸

다. 앞의 수식을 이용하여 계산된 마그네틱 기어의 기어비로부터 

외측과 내측 회전 속도의 식은 식 (3)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3)

이때 내측과 외측 회전자의 회전속도는  과 으로 나타

내었다. 식  (3)에서 음의 부호가 갖는 의미는 외측 회전자는 내

측 회전자의 반대방향으로 회전하는 것을 의미한다. 마그네틱 기

어의 형상에 따른 특성 해석시 마그네틱 기어의 토크 Total 

Harmonic Distortion(THD)는 식 (4)로 계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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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그리고 마그네틱 기어의 부하 해석시 토크 리플의 계산은 식 

(5)로 나타낸다.

   

max min
×       (5)

형상에 따른 설계 결과를 비교하기 위한 기준 모델의 설계 사

양은 표 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설계 파라미터 치수 단위

외측 회전자 외반경 60 mm

외측 회전자 내반경 55 mm

내측 회전자 외반경 42 mm

내측 회전자 내반경 30 mm

축 방향 길이 70 mm

내측 / 외측 영구자석 두께 3 mm

고정철심 두께 5 mm

내측 / 외측 공극 1 mm

회전 속도 30,000 rpm

표  1 동축 마그네틱 기어의 설계 사양

Table 1 Design specification of coaxial magnetic gear

2.2 형상에 따른 마그네틱 기어의 특성 해석

식 (1)~(3)으로 부터 마그네틱 기어의 기어비와 고정철심의 개

수 그리고 외측 회전자의 회전속도를 계산할 수 있다. 표 2를 포

면 각 형상에 따른 마그네틱 기어의 기어비를 계산하였다. 동일 

기어비에서 성능 비교를 위하여 영구자석의 극수와 고정철심의 

개수는 다르지만 동일한 기어비 8을 기준으로 설계 비교를 수행

하였다. 마그네틱 기어의 손실 특성 해석에서 철손은 내측과 외

측 회전자, 그리고 고정철심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의미한다. 그리

고 내측과 외측의 영구자석에서 발생하는 손실의 특성 해석도 수

행하였다.

표    2 동축 마그네틱 기어의 형상에 따른 기어비

Table 2 Gear ratio according to the shape of coaxial magnetic 

gear

설계 파라미터
형상

SMCMG CPCMG RCMG

내측 영구자석 극 수 8 4 2

외측 영구자석 극 수 64 32 16

고정철심 개수 36 36 18

기어비 8

2.2.1 Surface Mounted Coaxial Magnetic Gear

그림 3은 본 논문에서 해석된  SMCMG의 구조와 자속밀도를 

나타내는 그림이다. 그림 4의 (a)는 SMCMG의 탈출토크 해석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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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를 나타낸다. 그림 4의 (b)와 (c)는 SMCMG의 탈출 토크 해석 

결과에서 얻은 토크 값을 이용해 부하를 입력하여 SMCMG의 특

성 해석 결과를 나타낸다. 그림을 보면 SMCMG 탈출 토크와 부

하에 따른 토크특성의 내측 토크에 리플이 약하게 발생하는 모습

을 나타낸다. 또한 SMCMG의 경우 고속으로 회전하는 경우 영구

자석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철손과 와전류손실이 세가지 형상

중 가장 크게 발생하는 결과를 얻었다. 하지만 토크리플과 THD

의 특성은 제일 낮은 결과를 갖는다.

2.2.2 Consequent Pole Coaxial Magnetic Gear

CPCMG의 구조는 그림 5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CPCMG의 

경우 SMCMG와 비슷한 구조를 가지지만 내측과 외측의 영구자

석을 N극만 사용하는 구조를 갖는다[20]. CPCMG는 SMCMG에 

비해 영구자석 사용량이 절반으로 감소하여 탈출 토크의 최대값

이 SMCMG에 비해 절반이상 감소하는 모습을 나타낸다. 또한 영

구자석의 감소로 인하여 그림 6의 (a)와 (b)처럼 탈출 토크 특성

과 부하시 트크 특성에 리플이 SMCMG보다 심하게 발생하는 결

과를 얻었다. 하지만 영구자석 사용량이 감소한 만큼 와전류손실

이 SMCMG에 비해 현저히 저감된 모습을 보인다.

2.2.3 Reluctance Coaxial Magnetic Gear

그림 7은 RCMG의 구조와 자속밀도를 나타낸다. 그림과 같이 

RCMG의 구조는 영구자석을 외측회전자에만 사용하고 내측 회전

자는 철심만 사용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다. RCMG는 회전자의 

그림 3 SMCMG의 구조 및 자속밀도

Fig. 3 Structure and magnetic flux density of SMCMG

그림 4 SMCMG 해석 결과 (a) 탈출 토크 특성 (b) 부하에 따른 

토크 특성 (c) 부하에 따른 외측 회전속도 특성 (d) 

SMCMG 손실 및 토크 리플과 THD 특성

Fig. 4 Analysis result of SMCMG (a) characteristics of 

pull-out torque (b) characteristics of torque according 

to load (c) characteristics of outer rotation speed 

according to load (d)  characteristics of SMCMG loss 

and torque ripple and THD

그림 5 CPCMG의 구조 및 자속밀도

Fig. 5 Structure and magnetic flux density of CPCMG

그림 6 CPCMG 해석 결과 (a) 탈출 토크 특성 (b) 부하에 따른 

토크 특성 (c) 부하에 따른 외측 회전속도 특성 (d) 

CPCMG 손실 및 토크 리플과 THD 특성

Fig. 6 Analysis result of CPCMG (a) characteristics of pull- 

out torque (b) characteristics of torque according to 

load (c) characteristics of outer rotation speed 

according to load (d)  characteristics of CPCMG loss 

and torque ripple and TH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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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극 구조에 의한 릴럭턴스 토크가 발생하는 원리를 가진다[21]. 

RCMG의 경우 영구자석을 외측에만 사용하기 때문에 그림 8의 

(a)와 같이 내측과 외측 탈출 토크에 리플이 심하게 발생하는 모

습을 나타낸다. 또한 그림 8의 (b)와 (c)처럼 부하시 토크 특성과 

외측 회전자의 회전속도에도 리플이 심하게 발생한다. 그림과 같

이 탈출 토크 특성에서 발생하는 리플이 부하 조건시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릴럭턴스 구조의 경우 철손

과 와전류손실이 SMCMG에 비해 절반 이상으로 감소하는 모습

을 나타낸다.

2.3 동일 토크시 형상별 마그네틱 기어의 특성 해석

앞서 회전자 형상에 따른 마그네틱 기어의 특성 해석 비교결

과 CPCMG와 RCMG의 경우 영구자석의 사용량은 감소하지만 기

어의 토크특성도 함께 감소하는 결과를 확인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SMCMG와 동일한 토크특성을 가지기 위해 CPCMG

와 RCMG의 축 방향 길이를 증가시켜 동일한 탈출 토크 특성을 

가질 때 형상에 따른 마그네틱 기어의 전자기 특성 및 영구자석

과 철심의 사용량 비교 해석을 수행하였다. 그림 9는 형상에 따

른 마그네틱 기어의 동일 토크 특성 해석 결과를 나타낸다. 

CPCMG와 RCMG의 경우 SMCMG와 동일한 탈출 토크 값을 갖

도록 축 방향 길이를 각각 2.4배, 4.9배 증가시켰다. 그림 10을 

보면 SMCMG와 동일한 탈출 토크 값을 가질 때 부하시 토크 특

성 값도 증가한다. CPCMG와 RCMG의 경우 축 방향 길이가 증

가하면서 토크 값도 증가하였지만 철손과 와전류손실 또한 크게 

증가하는 결과를 얻었다. 이때 CPCMG와 RCMG는 토크 리플과 

THD 특성의 변화가 거의 없음을 확인하였다. 손실 특성을 고려

한 형상에 따른 기어와 동일 토크를 갖는 기어의 효율은 식 (6)

을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그림 7 RCMG의 구조 및 자속밀도

Fig. 7 Structure and magnetic flux density of RCMG 

               (a)                       (b)

               (c)                       (d)

그림 8 RCMG 해석 결과 (a) 탈출 토크 특성 (b) 부하에 따른 

토크 특성 (c) 부하에 따른 외측 회전속도 특성 (d) 

RCMG 손실 및 토크 리플과 THD 특성

Fig. 8 Analysis result of RCMG (a) characteristics of pull- 

out torque (b) characteristics of torque according to 

load (c) characteristics of outer rotation speed 

according to load (d)  characteristics of RCMG loss 

and torque ripple and THD

(a)

(b)

그림 9 형상에 따른 마그네틱 기어의 동일 토크 특성 (a) 외측 

토크 (b) 내측 토크

Fig. 9 Characteristics of Same torque at the magnetic gears 

according to shape (a) outer torque (b) inner torq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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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동일 토크시 CPCMG 및 RCMG 해석 결과 (a) 부하에 

따른 CPCMG 토크 특성 (b) CPCMG 손실 및 토크리플

과 THD 특성 (c) 부하에 따른 RCMG 토크 특성 (d) 

RCMG 손실 및 토크리플과 THD 특성

Fig. 10 Analysis results of CPCMG and RCMG at the same 

torque (a) characteristics of CPCMG torque according 

to load (b) characteristics of CPCMG loss and torque 

ripple and THD (c) characteristics of RCMG torque 

according to load (d) characteristics of RCMG loss 

and torque ripple and THD

       

 
×       (6)

계산결과 그림 11과 같이 CPCMG과 SMCMG에 비해 높은 효

율을 갖는다. 이때  는 철심에 발생하는 철손을 의미하고 

 는 영구자석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의미한다.

그림 11 해석결과에 따른 마그네틱 기어 효율

Fig. 11 Magnetic gear efficiency according to analysis result

표  3 동축 마그네틱 기어의 형사에 따른 동일 설계 사양시 

영구자석 및 철심 사용량

Table 3 Permanent magnet and core usage in the same 

design specification according to the shape of coaxial 

magnetic gear

형상
형상

SMCMG CPCMG RCMG

영구자석 

및 철심 

사용량

영구

자석
철심

영구

자석
철심

영구

자석
철심

내측

[mm2]
819.95 2714.3 409.9 3124.3 0 3506.0

외측

[mm2]
1008.4 1806.4 504.22 2310.6 1008.4 1806.4

고정철심

[mm2]
761.83

축 방향 

길이

[mm]

70

총 사용량

[kg]
0.959 2.847 0.479 3.34 0.529 3.274

표   4 동축 마그네틱 기어의 형사에 따른 동일 토크시 영구자

석 및 철심 사용량

Table 4 Permanent magnet and core usage in the same torque 

according to the shape of coaxial magnetic gear

형상
형상

SMCMG CPCMG RCMG

영구자석 

및 철심 

사용량

영구

자석
철심

영구

자석
철심

영구

자석
철심

내측

[mm2]
819.95 2714.3 409.99 3124.3 0 3506.0

외측

[mm2]
1008.4 1806.4 504.22 2310.6 1008.4 1806.4

고정철심

[mm2]
761.83

축 방향 

길이

[mm]

70 168 343

총 사용량

[kg]
0.959 2.847 1.151 8.016 2.594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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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형상별 영구자석과 철심 사용량 및 무게 특성 비교

이전에 연구된 마그네틱 기어의 많은 논문에서는 주로 유한요

소해석 방법을 이용하여 전자기 특성을 고려한 마그네틱 기어의 

설계 방법 및 전자기 특성 비교에 대한 내용을 다룬다. 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설계된 마그네틱 기어의 전자기 특성을 고려하며 

형상에 따른 영구자석과 철심의 사용량 무게 특성, 그리고 영구

자석 사용량 대비 외측 토크를 비교 해석하였다. 영구자석 및 철

심 사용량의 무게 특성을 비교하는 이유는 마그네틱 기어의 제작

비용을 예측할 수 있으며 영구자석과 철심의 사용량에 따른 최적 

모델을 선정할 때 유리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를 표 3에 나타

내었다. 영구자석의 총 사용량은 CPCMG, RCMG, SMCMG 순으

로 적게 사용되지만 철심의 경우 CPCMG, RCMG, SMCMG 순으

로 많이 사용하는 결과를 얻었다. 하지만 마그네틱 기어의 총 중

량은 세 가지 형상별 큰 차이가 없지만 RCMG, SMCMG, 

CPCMG 순으로 적게 사용하는 해석 결과를 도출하였다. 또한 영

구자석 사용량 대비 외측 토크는 SMCMG가 가장 큰 모습을 가

지고 다음으로 CPCMG 그리고 RCMG의 경우 영구자석 사용량 

대비 외측 토크도 현저히 저감된 모습을 갖는다. 표 4는 마그네

틱 기어의 형상에 따른 동일 토크시 영구자석 및 철심의 사용량

을 나타내는 표이다. 표와 같이 CPCMG와 RCMG의 경우 

SMCMG와 동일한 토크를 가지기 위해서 축 방향 길이가 증가한 

모습을 나타낸다. 축 방향 길이가 증가함에 따라 영구자석의 사

용량과 철심의 사용량이 함께 증가함에 따라 마그네틱 기어의 중

량이 CPCMG의 경우 약 3배 RCMG의 경우 약 6배 증가하는 결

과를 얻었다.

3. 결  론

본 논문에서는 2차원 유한요소 해석을 이용하여 고속용 마그

네틱 기어의 동일 기어비시 형상에 따른 특성 해석을 수행하였

다. 탈출 토크 특성 해석시 CPCMG와 RCMG의 영구자석 사용량

은 감소하지만 영구자석의 감소로 인하여 탈출 토크 값이 저감되

고 리플이 심하게 발생하는 결과를 얻었다. 또한 탈출 토크에서 

발생하는 리플이 부하 해석시 토크와 외측 회전자의 회전속도에

도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기어의 총 무게와 효

율 면에서는 SMCMG보다 CPCMG가 유리한 모습을 나타낸다. 이

후 형상에 따른 동일 토크시 마그네틱 기어의 특성 해석을 진행

하였다. SMCMG와 동일한 토크 값을 맞추기 위해 CPCMG와 

RCMG는 각각 축 방향 길이가 2.4배, 4.9배 증가시켰다. 축 뱡항 

길이가 증가함에 따라 토크 값이 증가하였지만 비례적으로 손실

도 증가하는 결과를 얻었다. 또한 영구자석과 철심의 사용량도 

증가하여 기어의 무게도 CPCMG의 경우 약 3배 RCMG는 6배 

증가하는 결과를 얻었다. 본 논문에서 해석 결과를 바탕으로 고

속용 마그네틱 기어의 형상에 따른 특성 해석 결과 효율 면에서

는 CPCMG가 장점을 갖지만 영구자석의 사용량과 총 무게 면에

서는 SMCMG가 유리하게 사용될 것으로 사료된다. 그리고 마그

네틱 기어는 외측과 내측 회전자가 동시에 회전하는 원리를 가지

고 있기 때문에 냉각에 대한 단점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단점

을 보완하기 위해 향후 연구계획으로 마그네틱 기어에서 발생하

는 손실 저감을 위한 연구를 수행할 것이다.

 

References

[1] R. K. Kunjam, and P. K. Sen, “Review on Analysis and 

Modification of Spur Gear Design”, International Journal 

of Innovative Research in Technology, Vol. 2, No. 5, pp. 

91-95, Oct. 2015.

[2] S. J. Kim, E. J. Park, S. Y. Jung, and Y. J. Kim, 

“Transfer Torque Performance Comparison in Coaxial 

Magnetic Gears with Different Flux-Modulator Shapes”, 

IEEE Trans. Magn., Vol. 53, No. 6, Art No. 8202804, Jun. 

2017.

[3] X. Yin, P. D. Pfister, and Y. Fang, “A Novel Magnetic 

Gear: Toward a Higher Torque Density”, IEEE Trans. 

Magn., Vol. 51, No. 11, Art No. 8002804, Nov. 2015.

[4] R. G. Montague, C. Bingham, and K. Atallah, “Magnetic 

Gear Pole-Slip Prevention Using Explicit Model 

Predictive Control”, IEEE/ASME Trans. Mechat., Vol. 18, 

No. 5, pp. 1535-1543, Oct. 2013.

[5] H. Rashidi, and D. Pishdad, “Integrated Multispeed 

Magnetic Gears: A Novel Approach to Design of 

Magnetic Transmission Systems”, IEEE Trans. Magn., Vol. 

51, No. 4, Art No. 8700308, Apr. 2015.

[6] L. Shah, A. Cruden, and B. W. Williams, “A Variable 

Speed Magnetic Gear Box Using Contra-Rotating Input 

Shafts”, IEEE Trans. Magn., Vol. 47, No. 2, pp. 431-438, 

Feb. 2011.

[7] M. Fukuoka, K. Nakamura, and O. Ichinokura, “Dynamic 

Analysis of Planetary-Type Magnetic Gear Based on 

Reluctance Network Analysis”, IEEE Trans. Magn., Vol. 

감사의 글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Basic Research 

Laboratory (BRL) of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NRF-2017R1A4A1015744) funded by the Korean 

government. and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Energy Efficiency & 

Resources of the Korea Institute of Energy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KETEP) grant funded by the 

Korea government Ministry of Knowledge Economy. (No. 

20183010025420)



전기학회논문지 68권 1호 2019년 1월

42

47, No. 10, pp. 2414-2417, Oct. 2011.

[8] X. Yin, Y. Fang, and P. D. Pfister, “A Novel Single- 

PM-Array Magnetic Gear with HTS Bulks”, IEEE Trans. 

Appl. Supercond., Vol. 27, No. 4, Art No. 5202705, Jun. 

2017.

[9] W. N. Fu, and L. Li, “Optimal Design of Magnetic 

Gears with a General Pattern of Permanent Magnet 

Arrangement”, IEEE Trans. Appl. Supercond., Vol. 26, No. 

7, Art No. 0606705, Oct. 2016.

[10] X. Zhao, and S. Niu, “Design and Optimization of a New 

magnetic-Geared Pole-Changing Hybrid Excitation 

Machine”, IEEE Trans. Ind. Electron., Vol. 64, No. 12, pp. 

9943-9952, Dec. 2017.

[11] L. Jing, L. Liu, M. Xiona, and D. Feng, “Parameters 

Analysis and Optimization Design for a Concentric 

Magnetic Gear Based on Sinusoidal Magnetizations”, IEEE 

Trans. Appl. Supercond., Vol. 24, No. 5, Art No. 0600905, 

Oct. 2014.

[12] X. Zhu, L. Chen, L. Quan, Y. Sun, W. Hua, and Z. 

Wang, “A New Magnetic-Planetary-Geared Permanent 

Magnet Brushless Machine for Hybrid Electric Vehicle”, 

IEEE Trans. Magn., Vol. 48, No. 11, pp. 4642-4645, Nov. 

2012.

[13] M. Filippini, and P. Alotto, “Coaxial Magnetic Gear Design 

and Optimization”, IEEE Transactions on Industrial 

Electronics, Vol. 64, No. 12, pp. 9934-9942, Dec. 2017.

[14] Y. Shi, J. Wei, and L. Jian, “Parallel-Path Power 

Flows in Magnetic-Geared Permanent Magnet Machines 

with Sandwiched Armature Stator”, Chinese Journal of 

Electrical Engineering, Vol. 3, No. 1, pp. 16-26, Jun. 

2017.

[15] A. Rahideh, A. A. Vahai, M. Mardaneh, and T. Lubin, 

“Two-Dimensional Analysis Investigation of the Parameters 

and the Effects of Magnetisation Patterns on the 

Performance of Coaxial Magnetic Gears”, IET Electrical 

Systems in Transportation, Vol. 7, No. 3, pp. 230-245, Jul. 

2017.

[16] M. Chen, K. T. Chau, W. Li, and C. Liu, “Cost- 

Effectiveness Comparison of Coaxial Magnetic Gears with 

Different Magnet Materials”, IEEE Trans. Magn., Vol. 50, 

No. 2, Art No. 7020304, Feb. 2014.

[17] M. Chen, K. T. Chau, W. Li, C. Liu, and C. Qiu, “Design 

and Analysis of a New Magnetic Gear with Multiple 

Gear Ratios”, IEEE Trans. Appl. Supercond., Vol. 24, No. 

3, Art No. 0501904, Jun. 2014.

[18] S. Niu, N. Shen, S. L. Ho, and W. N. Fu, “Design 

Optimization of Magnetic Gears Using Mesh Adjustable 

Finite-Element Algorithm for Improved Torque”, IEEE 

Trans. Magn., Vol. 48, No. 11, pp. 4156-4159, Nov. 2012.

[19] N. W. Frank, and H. A. Toliyat, “Analysis of the 

Concentric Planetary Magnetic Gear with Strengthened 

Stator and Interior Permanent magnet Inner Rotor”, IEEE 

Trans. Ind. Appl., Vol. 47, No. 4, pp. 1652-1660, Jun./ 

Aug. 2011.

[20] J. X. Shen, H. Y. Li, H. Hao, and M. J. Jin, “A Coaxial 

Magnetic Gear with Consequent-Pole Rotors”, IEEE 

Transactions on Energy Conversion, Vol. 32, No. 1, pp. 

267-275, Mar. 2017.

[21] K. Aiso, K. Akatsu, and Y. Aoyama, “Reluctance 

Magnetic Gear and Flux Switching Magnetic Gear for 

high Speed Motor System”, IEEE Energy Conversion 

Congress and Exposition, pp. 2445-2452, 2017.

저   자   소   개

이 정 인 (Jeong-In Lee)

1990년 8월 10일생. 2016년 한밭대학교 전

자공학과 학사졸업. 2018년 충남대학교 전기

공학과 석사졸업. 2018년 3월~현재 동대학

원 전기공학과 박사과정.

Tel : 042-821-7601

E-mail : lji477@cnu.ac.kr

신 경 훈 (Kyung-Hun Shin)

1990년 2월 10일생. 2014년 충남대학교 전

기전자통신공학교육과 학사졸업. 2016년 동

대학원 전기공학과 석사졸업. 2016년 3월~

현재 동대학원 전기공학과 박사과정.

Tel : 042-821-7601

E-mail : sinkyunghun@cnu.ac.kr

방 태 경 (Tae-Kyoung Bang)

1992년 1월 13일생. 2016년 충남대학교 전

기전자통신공학교육과 학사졸업. 2018년 동

대학원 전기공학과 석사졸업. 2018년 3월~

현재 동대학원 전기공학과 박사과정.

Tel : 042-821-7601

E-mail : bangtk77@cnu.ac.kr



Trans. KIEE. Vol. 68, No. 1, JAN, 2019

2차원 유한요소 해석을 이용한 고속용 마그네틱 기어의 형상에 따른 특성 해석             43

이 상 화 (Sang-Hwa Lee)

1967년 1월 26일생. 1994년 한밭대학교 전

자공학과 학사졸업. 2011년 충남대학교 대학

원 전기공학과 석사졸업. 2012년~현재 동대

학원 전기공학과 박사과정. 1985년~현재 한

국표준과학 연구원 기반표준본부 전자기표준

센터 책임연구기술원.

Tel : 042-868-5151

E-mail: shlee@kriss.re.kr

최 장 영 (Jang-Young Choi)

1976년 10월 20일생. 2003년 충남대학교 전

기공학과 학사졸업. 2005년 동대학원 전기공

학과 석사졸업. 2009년 동대학원 전기공학과 

박사졸업. 2009년 1월~2009년 8월 ㈜한라공

조 기술연구소. 2009년 9월~현재 충남대학

교 전기공학과 교수.

Tel : 042-821-7610

E-mail : choi_jy@cnu.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