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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presents the optimal permanent magnet shape on the rotor of an interior permanent magnet motor to 

reduce the core losses and improve the performance. As permanent magnet has conductivity inherently, it causes 

huge amount of eddy current losses by the slot harmonics with concentrated winding. This loss is roughly 100 

times larger than that of distributed winding in high speed operation and it cannot be ignored, especially on traction 

motors. Each eddy current loss on permanent magnet has been investigated in detail by using FEM(Finite Element 

Method) instead of EMCNM(Equivalent Magnetic Circuit Network Method) in order to consider saturation and 

non-linear magnetic property. Simulation-based DOE(Design Of Experiment) is also applied to avoid large number 

of analyses according to each design parameter and consider expected interactions among parameters. Consequently, 

the optimal design to reduce the core loss on the permanent magnet while maintaining or improving motor 

performance is proposed by an optimization algorithm using regression equation derived and lastly, the core loss 

reduction on the proposed shape of the permanent magnet is verified by FEM.

1. 서론

전기자동차 또는 전기철도와 같은 교통시스템에 사용되는 견인용 모터는 효율 향상뿐만 아니라, 출력밀도 

향상을 위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특히, 철도용 견인 모터의 출력밀도는 1kW/kg 이하로 전기자동차용 견

인 모터에 비하여 많이 뒤떨어져 있으므로 출력밀도 향상을 위하여 영구자석 매입형 동기전동기(IPMSM, 

Interior Permanent Magnet Synchronous Motor)가 경전철부터 고속철까지 세계적으로 활발히 적용되는 추세이다.

하지만 IPMSM에 사용되는 영구자석은 태생적으로 도전율을 가지고 있으며, 운전 시 고조파로 인하여 와전

류 손실을 발생한다. 여러 IPMSM 중에서, 출력밀도의 관점에서 보면 end turn이 짧은 집중권 방식이 분포권 

방식에 비해서 우수하나, 영구자석에 발생하는 와전류 손실이 약 100배 이상으로 집중권 사용에 어려움이 있

으므로 이를 반드시 저감시켜야 한다.

본 논문은 IPMSM의 자기적 특성을 분석하여 여러 가지 설계 변수 중에서도 V-타입 회전자 영구자석의 각

도와 그 사이의 Web 폭을 변경함으로써 영구자석의 와전류 손실을 최소화하고 성능을 향상시키는 최적설계

를 수행하였다. 자성체의 비선형성을 고려하기 위하여 자기등가회로법 대신 유한요소법을 이용하였으며, 각 

파라메타가 영구자석에 발생하는 와류손에의 영향 및 파라메타간의 교호작용을 파악하기 위하여 시뮬레이션 

기반의 실험계획법을 사용하였다.

결론적으로, 집중권 방식의 IPMSM이 고속 운전시에도 모터의 성능을 유지 또는 향상 시키면서 심각하게 

발생하는 철손을 줄이기 위한 최적설계를 도출하였으며, 제안된 회전자 영구자석 형상에 따른 모터의 성능 

및 손실을 유한요소법을 이용하여 검증하였다.

2. 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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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IPMSM의 기본설계

집중권을 시행한 IPMSM의 영구자석에서의 와전류 손실을 분석하기 위하여, 우선 110kW급 경전철용 

견인전동기를 설계하였다. 분포권과의 비교분석을 위하여, 집중권과 분포권 각각의 경우를 등가자기회로

법을 이용하여 설계하였으며 유한요소법으로 그 특성을 분석하였고, 그림 1과 표 1에 나타내었다. 표 1

에서 보듯이, 집중권이 분포권에 비하여 동일 출력에서 크기가 작아 출력밀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그림 2의 결과로부터, 영구자석의 와전류 손실이 분포권에 비하여 약 100배가량 크다. 집중권 방

식의 IPMSM이 견인전동기에서 요구되는 출력밀도 향상에 기여한다 할지라도, 이러한 영구자석에서의 

와전류 손실은 효율을 급격히 저하시키는 문제를 수반한다. 

표 1. 집중권과 분포권의 IPMSM 설계 제원

집중권 분포권

상수/극수 3상 6극

정격 / 최대 회전수 2400 RPM / 6000 RPM

적층길이 280 mm (End-turn 길이 제외)

영구자석 Nd-Fe-B (Br = 1.15T)

코어재질 S08

슬롯수 9슬롯 36슬롯

외경 316 318

상당직렬턴수 19 16

(a) 집중권 방식                           (b) 분포권 방식

그림 1. 집중권과 분포권으로 설계된 110kW IPMSMs

       

그림 2. 집중권과 분포권의 철손 및 영구자석 와전류손

     

2.2 IPMSM의 시뮬레이션 기반 실험계획법 (Simulation-based Design of Experiments)

수치해석의 빠른 발달과 향상된 정확성은 회전전동기의 경우, 실험과 아주 근소한 오차를 나타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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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실험은 시뮬레이션으로 대체할 수 있다. 특히 여러 설계인자를 고려한 최적설계를 수행할 경

우, 각각의 경우에 맞는 실험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시뮬레이션을 

사용한 실험계획법을 수행하였다.

집중권을 시행한 IPMSM의 영구자석에서의 와전류 손실을 저감시키고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다

양한 설계변수가 고려되어졌다. 고려하는 설계변수는 많으면 많을수록 정확성이 높아지므로 최대한의 

설계변수와 수준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설계변수의 증가는 대량의 시뮬레이션을 요구하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고려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그림 3과 같이, 고정자의 요크 두께, 치 슈의 폭, 슬롯 개

구폭을 선정하였고, 회전자에서는 영구자석의 사잇각, 영구자석과 공극과의 거리, 웹 폭을 선정하여 총 

6개의 설계 인자를 정하였으며, 최적설계의 목적함수를 토크, 토크리플, 와전류 손실, 효율로 정하여 각

각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분석하였다.

실험계획법에서 설계인자수(n)와 가능한 수준(m)을 증가시키고, 상호 교호작용을 고려하면, 필요한 실

험은 m
n

개로 급격히 늘어나므로 방대한 실험(또는 시뮬레이션)이 요구되어진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우선 각 설계인자에 따른 각각의 목적함수를 분석하였다.

그림 3. 최적설계를 위한 주요 설계변수

2.3 다양한 설계변수에 따른 해석결과

기저속도 2400rpm, 400A, β각 20도에서의 고정자 세 개와 회전자 세 개의 설계 변수에 대한 해석 결

과를 그림 4에 나타내었다. 고정자 요크 두께는 클수록 고토크, 저토크리플, 고효율, 저손실의 경향을 보

였다. 하지만, 요크 두께의 무한 증가는 전동기의 사이즈 및 무게를 증가시키므로 19.5mm 이상 증가시

키지 않았다. 슬롯 개구폭은 작을수록 여러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냈으나 권선 시행 등을 고려하

여 8mm로 정하였다. 치 슈의 폭은 영구자석의 와전류 손에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토크 리

플 저감 측면에서 1.5mm가 적절한 값으로 나타났다. 

회전자의 세 개 설계 변수 중 영구자석의 사잇각은 와전류손실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따

라서 적절한 각도 선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영구자석과 공극과의 거리는 멀수록 더 나은 결

과를 보이고 있으나 회전자 내부로 깊이 들어갈수록 방열 성능의 저하 및 이로 인한 고온감자가 우려되

므로 4mm로 선정하였다. 웹 폭은 작을수록 고토크, 고효율을 나타내나, 웹 폭이 작으면 충분한 기계적 

강도를 유지하지 못하므로 1mm 이하로 선정이 어려우며, 이에 대한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

상의 PFD(Partial Factorial Design)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고정자의 세 개 변수와 회전자 변수 한 개는 고

정된 값을 주고 회전자 세 개 변수 중 영구자석의 사잇각과 웹 폭의 수준을 각각 3 수준으로 하여 차후

의 FFD(Full Factorial Design)를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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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토크

(b) 토크 리플

(c) 영구자석 와전류 손실

(d) 효율

그림 4. 기저속도(2400 rpm)에서의 6가지 설계변수의 효과

2.4 반응표면법을 이용한 최적설계

영구자석의 사잇각과 웹 폭의 수준을 각각 3 수준으로 수행한 FFD와 FEM의 결과로부터, 다음식과 같

이 2,400RPM과 6,000RPM에서의 회귀식을 도출하였다.

2,400R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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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0R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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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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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회귀식과 최적 알고리즘으로서 반응표면법(Response Surface Method)을 이용하여, 그림 5에 보인 

바와 같이 최적설계 변수값을 선정하였다. 일반적인 철도차량의 경우, 높은 가속도가 요구되는 기저속도

에서는 토크가 중요하고 연속운전을 하는 최고속도에서는 손실 및 효율이 중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영

구자석의 와전류 손실 저감이 주목적이나, 토크와 전체 효율을 무시하고 와전류 손실의 최대 저감만을 

달성하는 것은 모터 성능에 악영향을 미치므로 영구자석의 와전류 손실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되, 기저속

도에서의 토크와 최고속도에서의 효율 또한 고려하였다. 해석결과로부터 웹 폭이 작을수록, 영구자석의 

와전류 손실을 저감시켜 고효율을 얻을 수 있었으며, 이에 맞는 영구자석의 사잇각을 선정하여 기저속

도 및 최고속도에서도 설계 요구 토크를 만족하면서 최고속도에서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최종 모델을 

선정하였다. 

(a) 기저속도(2,400RPM)

(b) 최고속도(6,000RPM)

그림 5. 각 설계변수에 대한 각 목적함수의 효과

2.4 최적설계 결과

표 2는 최적 설계된 IPMSM의 설계변수를 나타낸다. 고정자 측의 설계변수 세 개와 회전자 측의 설계 

변수 중 영구자석과 공극과의 거리는 PFD 결과를 그대로 사용하였고, 영구자석의 사잇각과 웹 폭은 반

응표면법을 통하여 도출한 15도와 1mm로 선정하였다. 그림 6과 그림 7은 최적 설계 모델의 평면도와 

그 해석 결과를 나타낸다. 그림에서 보듯이, 기저속도에서의 토크는 9.63[%] 향상되었고, 최고속도에서의 

토크 리플은 51.6[%] 감소하였다. 본 논문의 주요 목적인 영구자석에서의 와전류 손실의 경우, 기저속도

에서는 95.7[%], 최고속도에서는 57.71[%]로 상당히 감소되었으며, 이에 따라 효율도 각각 4.3[%], 6.3[%] 

향상 되었다.

표 2. 최적 설계된 IPMSM의 설계 변수

설계 변수 설계 값

고정자

고정자의 요크 두께 17.2 mm → 19.5 mm

치 슈의 폭 1.5 mm

슬롯 개구폭 32 mm → 8 mm

회전자

영구자석과 공극과의 거리 0 mm → 4 mm

영구자석의 사잇각 0 degree → 15 degree

웹 폭 3.36 mm → 1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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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최적 설계된 IPMSM

         (a) 토크              (b) 토크 리플      (c) 영구자석 와전류 손실          (d) 효율

그림 7. 집중권 최적 설계 모델의 해석결과

3. 결론

본 논문에서는 철도차량에 사용되는 110kW급 IPMSM의 최적설계를 수행하였다. 집중권을 시행한 

IPMSM의 경우, 분포권을 시행한 경우보다 출력밀도를 높일 수 있으나, 영구자석에 발생하는 커다란 와

전류 손실로 인하여 효율이 나쁘다. 이를 극복하고 모터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여러 설계 변수를 

선정하여 실험계획법을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 기존 모터의 성능을 향상 시키면서 와전류 손실을 줄여 

효율을 향상시키는 최적 설계 모델을 도출하였으며, 유한요소법을 이용하여 이를 검증하였다. 따라서 철

도와 같은 대용량 기기에 있어서도 집중권을 이용한 출력밀도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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