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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본 논문에서는 자동차 전장용 3상 BLDC 전동기의 출력특
성 향상을 위해 비대칭 공극 구조 설계 방법에 대해 연구하였다. SPM
타입 BLDC 전동기의 공극을 비대칭적으로 설계함으로써 자기적 토크
외에도 릴럭턴스 토크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전류 당 토크의 증가로
인해 출력특성을 향상시켰으며 2D 유한요소해석을 통해 본 논문의 타당
성을 검증하였다.

1. 서    론

최근 세계적으로 환경 문제와 에너지 문제가 대두 되면서 자동차 산
업 역시 이의 영향을 받고 있다. 예를 들면 EV, HEV와 같은 시스템의
도입을 통하여 화석연료의 사용 감소 및 환경문제의 개선을 추구하는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EV, HEV의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차량에서의 모터 사용이 증대되고, 모터의 소형 고출력화의 추세가 이루
어지고 있으며 소형 고출력화를 위해서 에너지 밀도가 높은 영구자석
형 BLDC 전동기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1-2].
본 논문에서는 자동차 전장용 3상 BLDC 전동기의 출력특성 향상을
위해 비대칭 고정자 치 형상을 제안하였으며 SPM 타입의 BLDC 전동
기를 기반으로 공극을 비대칭적으로 설계하였다. 이론적으로는 SPM 타
입의 BLDC 전동기는 자기적 토크만을 가지는데 본 논문에서는 비대칭
공극을 적용하여 자기 토크 외에도 추가적인 릴럭턴스 토크가 발행하게
된다. 따라서 제안된 구조는 전동기의 전체 부피를 증가시키지 않고 전
류 당 토크의 증가로 인해 출력특성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본 논문
에서 제안한 전동기의 구조가 출력특성에 있어서의 우수성은 유한요소
해석을 통해 검증한다.

2. 본    론

  2.1 자동차 전장용 3상 BLDC 전동기 설계 사양 및 제원
본 논문에서 사용한 전동기는 6극 9슬롯의 외전형 SPM 타입의
BLDC 전동기를 사용하였으며 권선방식으로는 1병렬의 집중권 방식을
사용하였다. 그림 1에 기존의 3상 BLDC 전동기의 형상을 나타내었으며
표 1에 설계 사양 및 제원을 나타내었다.

Parameter Value

Rated Voltage [V] 13.5

Rated Current [A] 0.22

Duty Ratio 0.75

Rated Output Power [W] 2.3

Rated Speed [rpm] 2650

Number of Slots 9

Number of Poles 6

Depth of Stator [mm] 10

Phase resistance 2.33

Number of Turns 65

Stator Outer Diameter [mm] 27

Rotor Outer Diameter [mm] 35.75

Core Material S60

Permanent Magnet NdFeB (Br=0.6T)

<표 2> 기존 모델의 설계 사양 및 제원

<그림 1> 기존의 3상 BLDC 

전동기 

  2.2 비대칭 공극 구조
  그림 2는 기존의 모델과 제안한 비대칭 공극 모델의 자속 경로를 나
타내고 있으며 공극 자속은 다음과 같다.
  

 



min max


 (1)

여기서, 은 누설계수, 은 릴럭턴스 계수, 은 자기 릴럭턴스이

며 min , max는 공극의 최소와 최대 릴럭턴스이다. 릴럭턴스는 공

극 길이와 단면적에 영향을 받으므로 이를 이용해 자기 토크 뿐만 아니
라 릴럭턴스 토크를 추가적으로 얻어 출력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단,
릴럭턴스 토크의 발생조건과 초기 모델의 회전방향을 고려해 단 방향으
로 회전해야 한다[3].

(a) 

(b)

<그림2> 자속 경로 

(a) 기존 모델 (b) 제안된 모델

  2.3 비대칭 공극 구조 설계 및 유한요소해석 결과
그림 6에 비대칭 공극 구조의 설계 방법을 나타내었으며 Air-gap(B)
의 길이는 고정한 상태에서 Air-gap(A)의 길이를 0.2[mm] 간격으로 저
감 하여 설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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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비대칭 공극 구조 설계 

  표 2는 비대칭 공극 구조의 파라메터를 나타내었으며 초기 모델의 공
극을 1.225[mm]이며 0.2[mm] 간격으로 총 3가지 변수를 두어 설계를
진행하였다.

Design Parameter Air-gap(A) Air-gap(B)

Base 1.225 1.225

Case1 1.025 1.225

Case2 0.825 1.225

Case3 0.625 1.225

<표 2> 비대칭 공극 구조 파라메터

  그림 4와 표3에 설계 변수에 따른 유한요소해석을 한 결과를 나타내
었다. 그림 4의 (a)의 경우 출력토크 및 효율변화를 나타내었으며 그림
(b)는 단위 전류 당 발생 토크(OTPA)를 나타내었다. 기존의 모델의 출
력 토크는 8.3[mNm], 전류 당 출력 토크는 37.8[mNm]]로 측정되었으며
Air-gap(A)의 길이가 저감 될수록 역기전력의 크기 증가로 인해 출력
토크는 저감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출력 토크의 크기는 저감되지만 전
류 당 출력 토크가 증가함으로 전체 전동기의 효율은 상승됨을 확인 할
수 있다.

(a) 

(b)

<그림 4> 설계변수에 따른 유한요소해석 

결과 (a) 출력토크 및 효율변화 비교 

(b) 단위 전류당 발생 토크 비교

Design

Parameter

Output Torque

[mNm]

OTPA

[mNm/A]

Efficiency

[%]

Base 8.3 37.8 34.5

Case1 7.9 38.0 34.7

Case2 7.6 38.1 34.8

Case3 7.2 38.4 35.0

<표 3> 비대칭 공극 구조 파라메터

  2.4 기존 모델과 최적화 모델 출력 특성 비교 
그림 5에 유한요소해석의 초기 모델링과 최적화 모델링을 나타내었으
며 표 4에는 초기 모델과 최적화 모델의 유한요소해석 결과를 비교 하
였다. 그 결과 동일 입력 조건에서의 전류 당 토크가 약 0.6[mNm/A]
증가 하였으며 효율이 약 0.5[%] 증가됨을 확인하였다.

(a)                            (b) 

<그림 5> 유한요소해석 모델링 (a) 초기모델 (b) 최적화 모델

Parameter Initial Model Proposed Model

Air-gap(A) [mm] 1.225 0.625

Air-gap(B) [mm] 1.225 1.225

Rated Speed [rpm] 2650 2650

Input Voltage [V] 13.5 13.5

Duty Ratio 0.75 0.75

Input Current [A] 0.2 0.18

Output Torque [mNm] 8.3 7.2

Output Power [W] 2.3 2.0

OTPA [mNm/A] 37.8 38.4

Efficiency [%] 34.5 35.0

<표 4> 기존 모델과 최적화 모델의 유한요소해석 결과 비교

3.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자동차 전장용 3상 BLDC 전동기의 출력특성 향상을
위해 비대칭 공극 구조를 제안하였다. 자기 토크만을 가지는 SPM 타입
의 BLDC 전동기에 비대칭 공극 구조를 적용하여 자기 토크 외에도 추
가적인 릴럭턴스 토크를 발생시켜 출력특성을 향상 시켰다. 유한요소해
석 결과 출력 토크는 저감되었지만 전류당 토크 증가로 인해 기존의 모
델보다 최적화 모델의 효율이 약 0.5[%] 상승한 35[%]로 측정되었다. 따
라서 본 논문에서 제안한 비대칭 공극 구조의 유효성을 확하였으며 추
후 시작기 제작을 통해 유한요소해석 결과의 실효성과 타당성을 검증할
것이다.

감사의 글
본 연구는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역혁신인력양성사업으로

수행된 연구결과임 (NRF-2013H1B8A2028789)

[참 고 문 헌]

[1] Sang-Taek Lee, Ju-Hee Cho, Dae-Kyong Kim, “Trends in
Development of Electrical Traction systems”, Journal of
KIPE, vol. 16 no.2 , pp.32-37, 2011. 4.

[2] M. Eshani, K. M. Rahman, and H. A. Toliyat, “Propulsion
system design of electric and hybrid vehicles,” IEEE
Trans. Ind. Electron., vol. 44, no. 1, pp. 19-27, 1997.

[3] Seung-Han Kam, Tae-Uk Jung, "A Design Optimization of
Asymmetric Air-gap Structure for Small 3-phase Permanent
Magnet SPM BLDC Motor", Journal of Magnetics, Vol.20 No.1,
pp.91-96, 20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