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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분말 야  기술에 의한 복합 연자성 재료는 기기기에 일반 으로 사용되는 종래의 기강 보다 많은 장

을 가지고 있으며, 그 련 기술은 최근에 상당한 발 을 거듭하고 있다. 복합 연자성 재료는 일반 으로 분

말의 형태로 인해 자기  등방성 가지므로 3차원 자속  복잡한 구조의 기기기 구성에 합하다. 하지만 

SMC와 같이 등방성 자기 특성을 가지는 재료는 복잡한 벡터 히스테리시스를 가지므로 정확한 손실 특성을 

측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기강   SMC의 링 타입 시편을 제작하고 시편 크기에 

따라 자기  특성을 측정한 후, 측정된 자기  정보를 이용하여 800Hz 이상에서 구동하는 고속 구자석 동

기의 자계 해석을 수행하 다. 한, 해당 모델의 시작품을 제작하고 효율 측정  비교를 통해 본 논문의 

신뢰성을 입증하 다. 

ABSTRACT

Soft magnetic composite (SMC) materials based on powder metallurgy have a number of advantages over the 

conventional electrical steel sheets commonly used in electric machines. Thus, technologies related to these materials 

have shown significant improvement in recent years. In general, SMCs are magnetically isotropic owing to the shape of 

the powder, which makes them suitable for the construction of electric machines with three-dimensional flux and 

complex structures. However, the materials with isotropic magnetic properties (such as SMCs) have complex vector 

hysteresis; thus, it is very difficult to predict accurate loss properties. Therefore, we manufactured ring-type specimens 

of electrical steel sheets and SMC, which analyzed their magnetic properties according to the specimen size, and 

performed the electromagnetic field analysis of a high-speed permanent magnet (PM) motor driven at 800 Hz or higher 

using the measured magnetic information to compare the core loss of the motor. The reliability of this paper has been 

verified by measuring the efficiency after manufacturing the motor. 

키워드

3-D Numerical Analysis, Soft Magnetic Composite (SMC), Electrical Steel Sheet, Electric Machine, Core Loss.

3차원 해석, 복합 연자성 소재, 기 강 , 기기기, 코어 손실

* 조선 학교 스마트이동체융합시스템공학부

  (parkej21@chosun.ac.kr)

** 교신 자 : 조선 학교 기공학과

ㆍ   수  일 : 2021. 03. 06

ㆍ수정완료일 : 2021. 04. 26

ㆍ게재확정일 : 2021. 06. 17

ㆍReceived : Mar. 06, 2021, Revised : Apr. 26, 2021, Accepted : Jun. 17, 2021

ㆍCorresponding Author : Yong-Jae kIm

　Dept. Electrical Engineering, Chosun University, 

  Email : kimyj21@chosun.ac.kr

Regular paper
Journal of the KIECS. pp. 471-476, vol. 16, no. 3, Jun. 30. 2021, t. 107, pISSN 1975-8170 | eISSN 2288-2189

http://dx.doi.org/10.13067/JKIECS.2021.16.3.471



JKIECS, vol. 16, no. 03, 471-476, 2021

472

Ⅰ. 서 론

최근 기강 을 신해 차세  기기기 철심 소재로써 

복합 연자성 소재의 심이 높아지면서 자동차, 로 , 자, 

기, 신재생에 지, 컴퓨터  통신산업 등 우리 산업 반

에 걸쳐 리 사용되고 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다양한 형태

의 연자성 소재가 사용 는데, 기강 , Fe, Ni-Zn/Mn-Zn 

Ferrite, Fe-Ni, Fe-Si, Fe-Si-Al, Amorphous, Nano 

crystalline, Metallic glass 속 등이 표 이다[1-4]. 

복합 연자성 재료는 와 류 손실의 최소화와 자로 

체에 균일한 분산 공극을 형성하기 해 개개의 분말 입

자에 미세한 연층에 의해 분리되어 있다. 이러한 복합 

연자성 소재는 기존의 기강  코어보다 3차원 으로 

균일한 연자성 특성, 열  특성 개선, 유연한 설계  조립 

특성, 량  가격의 감 가능성, 재활용 용이성과 같은 

다양한 장 이 있다[5-6]. 하지만 복합 연자성 재료는 3차

원 자속과 등방성 자기 특성을 가지므로 설계된 코어의 

형상에 따라 손실 특성이 변화한다. 한, 분말 야  과정

에서 압축  소결 방법에 따라 기계  성질과 자기  

성질의 특성이 변화될 수 있다[7-9]. 따라서 기기기 설

계 시 기강  코어와 같이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손실 

정보를 용할 경우 그 결과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

[10-12]. 지 까지 기기기의 설계를 해서는 수치해석 

기반 유한요소법과 같은 로그램을 활용하여 비선형성

과, 자기  특성을 산모사 할 수 있게 되었지만, 이 경우

에 수치계산에 필요한 재질의 여러 가지 자기특성 수치 

데이터가 요구된다. 

본 논문에서는 복합 연자성 코어 시편을 크기별로 제

작하여, 포화 자속 도  철손 특성을 측정하 다. 측정

된 값을 3차원 수치해석 기반의 유한요소법에 용하여 

800Hz 이상에서 구동하는 고속 구자석 동기의 자

계 해석을 수행하 다. 동일한 모델에 하여 동기 시

작품을 제작했으며 측정된 효율과 시뮬 이션 값을 비교

하여 본 논문의 신뢰성을 입증하 다.

Ⅱ. 기강   SMC의 자기  특성 측정

2.1 링코어 방식 자기특성 측정

3차원 자기회로구조를 가지고 있는 SMC를 이용하여 

기기기를 설계하기 해서는 재질의 자기  특성 분석

이 매우 요하다. IEC 국제 표  규격을 바탕으로 자기

 특성을 측정하는 방법으로는 SST, Epstein, Ring이 

있지만, 측정 방법에 따라 오차가 발생한다. 기강 의 

경우, SST, Epstein, Ring 모든 방법의 측정이 가능하다. 

하지만 SMC는 분말 형태이기 때문에 Ring-type으로만 

측정할 수 있다. 따라서 기강 과 SMC의 공정한 자기

특성 비교를 해 두 재질 모두 Ring-type으로 제작하

다. 이때 사용된 기강 은 두께 0.5mm를 가지는 S18 

등 이다. SMC는 항률이 200μΩ.m, Transverse 

rupture test (TRS)가 125를 가지는 분말을 사용하 다. 

한, 두 재질의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철손의 수치  데

이터는 거의 유사하 다. 

링 코어 사이즈에 따른 자기  특성 비교를 해 2개의 

링 코어를 제작하 다. 첫 번째 링 코어는 동기의 기

자와 동일한 외경이며 두 번째 링 코어는 일반 인 측정 

샘  크기로 제작하 다. 제작된 링 코어를 그림 1에 나타

내었고, 링 코어의 사양은 표 1과 표 2에 나타내었다. 

65mm
25mm

그림 1. 제작된 링타입 코어
Fig. 1 Manufactured ring-type core and coils

표 1. 25mm 링 코어의 스펙
Table 1. Specifications of Ring-type Core 

(O. D. 25 mm)
Electrical 

steel sheet
SMC

Outer diameter (mm) 25 25

Inner diameter (mm) 15 15

Height (mm) 5 5.25

Mass (g) 11.9 12.09

Mass density (g/cm3) 7.61 7.33

표 2. 64mm 링 코어의 스펙
Table 2. Specifications of Ring-type Core 

(O. D. 64 mm)
Electrical 

steel sheet
SMC

Outer diameter (mm) 64 64

Inner diameter (mm) 55 55

Height (mm) 22 22

Mass (g) 140.68 139

Mass density (g/cm3) 7.75 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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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기강   SMC의 자기 인 성질

그림 2에 기강 으로 제작된 링 코어의 B-H 특성 

 철손 특성을 나타내었다. 자속 도는 1000A/m에서 

8000A/m까지 1000A/m 간격으로 측정하 고, 철손은 주

수 800Hz에서 측정하 다. 기강 은 2차원으로 자기

회로가 구성되기 때문에 Ring 타입 코어의 크기에 상 없

이 B-H특성  철손 특성이 거의 유사함을 확인하 다. 

이때 철손 특성은 약 8W/kg의 차이를 보 다. 그림 3에 

SMC로 제작된 링 코어의 B-H 특성  철손 특성을 나타

내었다. SMC의 경우 B-H 특성은 거의 유사하 지만 철

손 특성은 링 코어 사이즈에 따라 크게 변화함을 확인하

다. 이때 철손 특성은 약 46W/kg의 차이를 보 다.

Ⅲ. 계산  측정결과

3.1 3D FEA를 이용한 계산

상기의 결과에서 기강 의 자기  특성은 코어의 사

이즈가 변화하더라도 거의 유사함으로 이를 용하여 

기기기를 제작할 경우 설계결과와 실험결과가 큰 오차를 

보이지 않을 것으로 사료된다. 하지만 SMC의 손실 특성

은 코어의 사이즈에 따라 크게 변화하므로 이를 용하여 

기기기를 제작하면 실험결과와 설계결과의 오차가 크

게 발생할 것이다. 

따라서 이를 실험 으로 확인하기 해 먼 , 상기에

서 측정된 자기  특성을 800Hz 이상에서 구동하는 고속 

구자석 동기에 용하고 3차원 수치해석 기반 유한

요소법을 이용한 자계 해석을 수행하여 손실을 비교하

다. 본 연구에서 용된 고속 구자석 동기의 형상

을 그림 4에 나타내었다. 임펠러 부하를 가지는 고속 구

자석 동기는 4극 6슬롯 표면부착형 동기이며 정격속

도는 25,000rpm, 정격출력은 654W이다. 동기의 외경은 

64mm이며, 층은 22mm이다. 한, DC 링크 압은 

310Vdc이고 정격 류는 4.65Arms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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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기강 의 측정된 자기특성
Fig. 2 Measured magnetic characteristics of 

electrical steel sheet. 
(a) Magnetic flux density. (b) Core loss.

표 3에 고속 구자석 동기의 사양을 나타내었다. 

상기에서 측정한 코어 재질  사이즈에 따른 자기  정

보를 이용한 동기의 3차원 수치해석 결과를 표 4와 5에 

각각 나타내었다. 수치해석은 코어 재질에 한 자기  

정보를 제외한 모든 조건은 동일하게 설정하고 진행하

다. 한, 동일한 정격출력에서 동기의 특성을 비교하

다. 그 결과,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강  용 

모델은 코어의 사이즈에 상 없이 동기 특성이 거의 

유사함을 확인하 다. 하지만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SMC의 경우 철손 특성이 크게 변화함을 확인할 수 있었

다. 이때, 철손은 약 43W/kg의 차이를 보 고, 효율 역시 

4.7%의 차이를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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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SMC의 측정된 자기특성
Fig. 3 Measured magnetic characteristics of 

electrical steel sheet. 
(a) Magnetic flux density. (b) Core loss.

그림 4. 고속 동기의 형상
Fig. 4 Schematic of high-speed permanent 

magnet motor.

표 3. 고속 모터의 스펙
Table 3. Specification of High Speed PM Motor 

Parameter Value (Unit)
Poles/Phases/Slots 4/3/6
Rated output power 0.654 (kW)
Rated speed 25000 (rpm)
Rated current 4.65 (Arms)
DC Link voltage 310 (Vdc)
PM Property Bonded NdFeB(0.7T)

Number of nodes(3D) 51,541
Number of elements(3D) 222,682

표 4. 기강  3D 수치해석 결과
Table 4. 3-D Numerical Analysis Results of Electrical 

Steel Sheet Model  

25*15*5 64*55*22 
Input Current (Arms) 6.57 6.57
Torque (Nm) 0.25 0.25
Core loss (W) 72.03 63.53
Copper loss (W) 13.23 13.23
Output power (W) 654 654
Efficiency (%) 86.48 87.46

표 5. SMC 모델의 3D 수치해석 결과
Table 5.  3-D Numerical Analysis Results of SMC 

Model  

25*15*5 64*55*22 
Input Current (Arms) 8.97 8.92
Torque (Nm) 0.25 0.25
Core loss (W) 43.35 86.23
Copper loss (W) 24.65 24.38
Output power (W) 654 654
Efficiency (%) 88.50 83.73

3.2. 실험값

앞에서 수행한 3-D 수치해석 계산 결과를 검증하기 

해 모터 효율 평가를 진행하 다. 기강 과 SMC를 

용하여 각각의 동기 스테이터 코어를 제작하고 코일 

와인딩을 수행하여 동기를 제작하 다. SMC를 용한 

동기 스테이터 코어는 에서 제작한 링코어와 동일한 

성형 압력과 소결 조건으로 제작되었다. SMC를 용한 

동기 스테이터 코어의 도를 측정한 결과, 7.46g/cm3

임을 확인하 다. 

그림 5에 모터 효율 평가를 한 실험 장비를 나타낸

다. 실험 장비는 토크 센서, 커 링, 부하를 제어하기 한 

히스테리시스 이크로 구성되어 있다. PWM 주 수

는 20kHz로 설정하고 속도 제어 루 는 모드에서 한 번 



복합 연자성 소재의 동기 코어손실 측을 한 실험  분석 

475

작동했으며 센서리스 치 추정은 역기 력 기반 방법으

로 구 되었다. 이 실험에서는 동기만의 효율을 검토하

기 해 동기의 3상 입력 력을 력 분석기를 이용하

여 측정하고, 토크센서에서 출력되는 속도  토크를 이

용하여 동기의 출력을 계산하 다. 효율은 정격속도에

서 부하를 컨트롤하여 출력을 변화시키면서 측정하 다. 

High-speed PM motor

Torque transducer

Hysteresis brake

Inverter

그림 5. 효율측정 실험장비
Fig. 5 Experimental setup for motor efficiency 

eval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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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고속 동기의 효율
Fig. 6 Measured efficiency of the high-speed PM 

motor.

그림 6에 동기 출력에 따른 효율을 나타낸다. 기강

 모델의 경우, 정격출력에서 측정된 효율은 86.66%로 

3-D 수치해석 결과와 비교하여 유사함을 확인했다. 한, 

SMC가 용된 모델의 경우, 정격출력에서 측정된 효율

은 84.41%로 외경 64mm인 링 코어의 자기  특성을 이

용하여 해석한 결과와 유사함을 확인하 다. 

이러한 결과로 SMC를 이용하여 동기를 설계할 경

우, 동기 스테이터 코어의 사이즈를 반 하여 링 코어를 

제작하고 자기  특성을 측정하여 설계  해석에 용되

어야 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 자기  특성 측정에 

사용된 링 코어와 동기 스테이터 코어의 도의 오차가 

을수록 동기의 특성은 일치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Ⅴ. 결  론

본 논문에서는 기강   SMC의 링 타입 시편을 

제작하고 시편 크기에 따라 자기  특성을 분석한 후, 측

정된 자기  정보를 이용하여 800Hz 이상에서 구동하는 

고속 구자석 동기의 자계 해석을 수행하여 동기

의 손실을 비교하 다. 한, 동기 제작 후 효율을 측정

하여 해석결과와의 비교분석을 나타내었다. 그 결과 기

강 의 경우 시편 크기에 따라 자기  특성이 크게 바

지 않았으나 SMC가 용된 모델의 경우, 시편 크기에 

따라 자기  특성이 크게 변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는 제작된 시작품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으며, SMC를 

사용하는 설계에서는 시편의 선정이 요함을 나타낸다. 

특히 동기의 스테이터 코어와 시편의 크기가 일치할 

경우 자기  특성이 크게 바 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

다. 

따라서 SMC를 사용하는 설계단계에서는 실제 제작할 

동기의 사이즈에 맞춘 링 타입 시편을 제작해야 하고, 

그 자기  특성치를 시뮬 이션에 반 해야 함을 본 논문

의 결과로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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