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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deals with the development of PMSM(Permanent Magnet Synchronous Motor) for automotive 
EDC(Electric Drive Compressor). We have already developed the previous version of PMSM. It showed the 
characteristics of small size and high efficiency. But noise and vibration levels were higher than target values, 
so it was impossible to apply. So, in order to reduce noise and vibration levels, many parameters like the 
numbers of slots, the numbers of winding turns, and slot open width were changed. As a result, noise level of 
newly developed PMSM was decreased about 36.9 % at maximum operating frequency (8600 rpm), and was 
reduced about 37.7 % at rated frequency (6000 rpm) with the same sized and more efficient PMSM 

1. 서 론 

최근 지구온난화 등의 환경문제가 꾸준히 제기

되어 오면서, 각국의 자동차 제조업체를 중심으로 
친환경 자동차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 중 가장 큰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은 전기를 주 
구동원으로 하는 연료전지 및 하이브리드 차량이

며, 이와 같은 차량의 공조용 압축기는 기존의 엔
진 동력을 이용하는 벨트 구동식에서 차량의 
Battery 전원을 이용하는 전동식으로 변화를 필요

로 한다. 
그 중 전동식 압축기의 주 구동원이 되는 모터

는 압축기의 성능, 소음, 크기, 신뢰성 등에 큰 영
향을 미치며, 특히 차량용의 경우 소형 및 고출력

이 요구된다. 기존의 1 차 연구에서는 이러한 사항

을 만족하는 영구자석형 동기모터(PMSM)의 개발

을 수행하였으며,(1) 본 2 차 연구의 목적은 1 차 연
구의 결과인 소형 및 고출력 특성을 유지하면서, 
소음 및 진동 특성을 개선하는 것이다. 기존의 1
차 개발은 소형(직경 85 mm, 길이 51 mm), 고속

(8600 rpm), 고토크(6 N·m)를 목표로 설계 되었다. 1
차 개발 모터의 시험결과, 사이즈와 성능은 목표

사양을 만족할 만한 결과를 보였다. 하지만 소음

과 진동이 고속에서 크게 증가하는 현상을 보였고, 
소음의 경우 기계적 요인보다는 전자기적 요인에 
의해 주로 발생되었다. 원인분석 결과 1 차 개발 
모터는 8 극 9 슬롯으로서 기자력 분포가 비대칭 
형상이었으며, 2 차 개발 모터는 기자력 분포를 대
칭적으로 형성하기 위해 8 극 12 슬롯으로 설계되

었다. 또한 PMSM 에서 전자소음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원인으로는 권선전류의 상변환과 코깅토크가 
있다. 그래서 기자력 분포와 코깅토크의 안정화를 
개선목표로 선정하였다. 부가적으로 폐슬롯에 가

깝게 슬롯 개구폭을 줄임으로써 토크리플의 영향

성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2 차 연구를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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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계 및 해석 

2.1 목표사양 결정 
종래 1 차 연구에서 모터사양 선정을 위한 벤치

마킹 실험을 진행하였다. 그래서 전동식 압축기에 
사용되는 모터의 정격 및 최대출력, 사이즈 등을 
선정하였다. Table 1 은 1 차 연구를 통해 결정된 
사양을 나타내고 있다. 입력전압은 현재 사용되고 
있는 Hybrid 차량의 Battery 용량을 기준하여 설계

되었다. 입력전압은 FCV(Fuel Cell Vehicle) 또는 
Hybrid 자동차의 Battery 에 의해 선정하였고, 정격 
및 최대 부하 조건은 적용되는 압축기의 용량과 
냉방능력에 따라 선정을 하였다. 

. 

Table 1 Target Specifications for Motor 

Motor Type Sensorless PMSM (IPM) 
Input Voltage 288 Vdc 

Power 2.5 kW 
Torque 4.0 N·m 
Speed 6000 rpm 

Current 16 Arms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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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iciency 90 % 
Power 5.5 kW 
Torque 6.0 N·m 
Speed 8600 rpm 

Current 25 A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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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iciency 90 % 
 

2.2 고정자 및 회전자의 형상 설계 
고정자는, 1 차 개발 모터에서 비대칭으로 형성

된 기자력 분포를 수정하기 위해 9 슬롯에서  12
슬롯으로 변경하였다. 슬롯의 증가는 코깅토크와 
슬롯, 극수 조합 Table 을 참조하여 선정하였다. (2) 
또한 코깅토크 축소를 위한 방안으로 다음과 같이 
공극 길이 증가, 분수 슬롯 또는 극 사용, 슬롯 또
는 극수 증가, 슬롯 개구폭 감소, 보조 슬롯 사용, 
자석의 형상 변화 등 중에서 슬롯수 증가와 슬롯 
개구폭 감소방안 등을 적용함으로써, 주로 고정자 
형상 변경을 시도하였다. 고정자와 회전자의 주요

설계 변수는 Table 2 에서 나타내고 있다. 고정자

의 주요설계 입력으로 외경, 공극, 고정자 치폭등

을 설정하였다. 설계사양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슬
롯수 증가에 따른 권선의 두께 및 턴수의 변경, 
고정자 축 방향 길이 증가 등으로 1 차 개발 모터

와 동등 출력이 가능하도록 제작하였다. 회전자의 

경우, 외경, 자석 두께 등을 주요 입력변수로 설정

하였다. 회전자의 변경은 고정자의 축 방향 길이 
증가만큼 회전자의 축 방향 길이만을 증가하였다. 
회전자의 설계변수 역시 Table 2 에서 나타내고 있
다. 

 

Table 2 Target Specifications for Motor  

Item Ver.1 
Motor 

Ver.2 
Motor 

Phase 3 3 
Turns of Phase 57 60 

Coil Diameter [mm] 1.4 0.7 
Outside Radius [mm] 85 85 
Inside Radius [mm] 51 51 

Slot 9 12 
Length [mm] 58 60 

Yoke Depth [mm] 2.8 4.3 
Tooth Width[mm] 8.6 7.2 
Slot Depth[mm] 13.4 12.3 

St
at

or
 

Slot Opening[mm] 4 0.3 
Outside Radius [mm] 50.2 50.2 
Inside Radius [mm] 20 20 

Length [mm] 58 60 
Magnet NdFeB NdFeB 

Air-gap[mm] 0.4 0.4 
Pole 8 8 

R
ot

or
 

Magnet Length[mm] 58 60 
 

Table 2 는 1 차 개발 모터 와 2 차 개발 모터의 
설계 변수들을 보여주고 있으며, Table 2 에 따라

서 제작된 고정자와 회전자의 코어형상은 Fig. 1
에서 나타내고 있다. (a) Stator Core 는 고정자의 개
별코어 형상을 나타내며, (b) Rotor Core 는 회전자

의 형상을 나타내고 있다. 

106.27°

Ø51.0

Ø85.0

12.3

0.3

7.2

 
(a) Stator Core         (b) Rotor Core  

Fig. 1 Design of Stator and Rotor for Mo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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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권선설계 
Fig. 2 는 1 차 개발 모터와 2 차 개발 모터의 권

선방식을 나타내고 있다. 1,2 차 개발 모터는 분할

코어에 집중권 정렬방식으로 권선이 되어있다. 분
할코어는 각 개별코어에 권선을 하므로 슬롯 점적

률을 높일 수 있고,  코일 엔드부를 짧게 할 수 
있어 동손 축소 및 사이즈 축소에 유리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권선 시 전류밀도의 설정은 압축기

의 흡입 냉매로 냉각하기 때문에 수냉식의 범위인 
10 ~ 30 A/mm2 으로 코일의 소손을 고려하여 너무 
높지 않게 설정하였다. 

 

 
 (a) Ver.1 Winding        (b) Ver.2 Winding 

Fig. 2 Winding for EDC Motor 
 

2.4 모터해석. 

2.4.1 고정자/회전자 해석 
Fig. 3 은 1 차 개발 모터와 2 차 개발 모터의 요

소 분할도를 나타내고 있다. (a) Ver.1 Mesh 는 8 극 
9 슬롯으로 주기경계 조건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전체 모델에 대한 해석을 진행하였다. (b) ver.2 
mesh 는 주기 경계조건을 적용하여, 1/4 모델에 대
한 해석을 하였다. 전자장 해석의 정밀도를 높이

기 위해 에너지가 전달되는 공극 부분의 요소를 
조밀하게 분할하였으며, 모터 바깥쪽으로 누설자

속 유무를 확인한 결과 누설자속은 발생하지 않음

을 확인 할 수 있다. 
 

 
(a) Ver.1 Mesh Generation   (b) Ver.2 Mesh Generation 

Fig. 3 Mesh Generation for Motor 
 
자속선은 고정자와 회전자 프레임 밖으로 나오

지 않고, 고정자 코어가 자기적으로 포화가 발생

하지 않음을 Fig. 4 의 등자속선을 통하여 확인하

였다. 하지만 Fig. 5 (a) ver.1 MMF (magnetomotive 
force)의 경우 8 극 9 슬롯 구조로 인접한 3 개의 
슬롯에 한 상을 권선하게 되므로 기자력 분포가 
비대칭으로 발생하게 되었다. 이러한 비대칭 기자

력 분포로 인해서 모터 회전시 진동 및 소음이 발
생하는 것으로 추정이 된다. Fig. 5 (b) ver.2 MMF 는 
8 극 12 슬롯 구조로 기자력 분포가 대칭이 됨을 
확인 할 수 있다. 

 

 
 

(a) Ver.1 Equipotential Line (b) Ver.2 Equipotential Line 
Fig. 4 Equipotential Line of EDC Motor 

 

 
     (a) Ver.1 MMF              (b) Ver.2 MMF 

Fig. 5 MagnetoMotive Force (MMF) of EDC Motor 
 

2.4.2 FEM 해석 
Fig. 6 은 유한요소 해석(FEM)에 의한 전기각에 

따른 상당 역기전력 파형을 나타낸 것이다. 
(a) 1 차 개발 모터의 역기전력 파형은 정현파와 

유사하지만 8 극 9 슬롯 조합으로 기자력 분포가 
공간적으로 비대칭이기 때문에 소음 및 진동이 과
도하게 발생하였다. 따라서 (b) 2 차 개발 모터는 
역기전력 파형이 찌그러지더라도 기자력 분포를 
대칭으로 만들 수 있는 8 극 12 슬롯 조합과 슬롯 
개구폭을 최소로 하여 소음 및 진동을 억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 해석 하였다. 역기전력의 파
형은 정격인 6000 rpm, 4 N·m 에서의 크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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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ack EMF of Ver.1 

 
(b) Back EMF of Ver.2 

Fig. 6 Back EMF Simulation Result 
 
Fig. 7 은 1 차 와 2 차 개발 모터의 코깅토크 프

로파일로 자석 및 슬롯구조의 형상을 최적화하여, 
스큐 없이 코깅토크를 저감하는 방향으로 설계하

였다. 1 차 개발 모터의 코깅토크는 발생 토크 대
비 1.17 %이며, 2 차 개발 모터는 1.44 %로 ver.1 모
터 대비 약간 높은 결과를 보이고 있다. 

 

 
(a) Cogging Torque of Ver.1 

 
(b) Cogging Torque of Ver.2 

Fig. 7 Cogging Torque Simulation Result 
 

 
(a) Torque Ripple of Ver.1 

 

 
(b) Torque Ripple of Ver.2 

Fig. 8 Torque Ripple Simulation Result 
 

2.5 구조해석 

2.5.1 회전자 코어의 응력 해석 
IPM(Interior Permanent Magnet) type 회전자는 고

속회전시 자석의 원심력에 의해 회전자 소손이 발
생할 수 있어 Fig. 9 와 같이 회전자 코어의 형상

에 대한 응력해석을 통해 점검하였다. Fig. 10 는  
권선 시 코일이 보빈에 가해지는 장력의 세기를 
고려하여 집중응력 발생 부분에 대해 휨이나 부러

짐의 발생을 검토하기 위하여 보빈의 장력과 변위

를 검토하였다. 회전자의 재질은 35PN380 이며, 두
께는 0.35 mm 이다. 시뮬레이션 결과 항복점은 
0.38×109 Pa 로 해석이 되었다. 
해석조건은 회전자가 12000 rpm 회전 시 최대 

응력은 0.407 ×109 Pa 로 해석 되었다. 해석결과 현 
목표사양인 8600 rpm 에서는 원심력에 의한 파손

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Fig. 9 Stress Analysis for Magnet 

 
보빈은 권선 가능한 공간을 확보하면서 권선장

력에 의해 형상의 변형이 최소로 하는 형상으로 
설계를 하였다. Fig. 10 은 보빈에 대한 장력 분포

로 권선시 코일이 보빈에 가해지는 장력과 장력이 
가해질 때의 변위량을 해석한 결과이다. 해석결과 
변위량은 0.01 mm 로 보빈의 변형은 미미할 것으

로 판단된다 
 

 

Fig. 10 Displacement Distribution & Tension for Bobbin 

3. 모터 제작 및 측정결과 

3.1 모터제작 
회전자는 샤프트, 회전자 코어, 보강판, 균형추, 

리벳 및 자석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고정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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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 고정자 코어, 절연지, 동선, 단자, 함침액, 
Mold 액, 반부하측 베어링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회전자의 제작 시 균형추의 경우 압축부의 회전에 
의한 편심력과 반부하측 베어링 설정 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Fig. 11 은 2 차 개발을 통해 제작

된 모터의 고정자와 회전자 및 전동식 압축기에 
장착된 Assembly 를 보여주고 있다. 

 

 
(a) Stator                (b) Rotor 

 
(c) Assembly 

Fig. 11 Motor for Electric Drive Compressor 
 

3.2 측정결과 
Table 3 은 1, 2 차 개발 모터의 기본성능 측정 

결과이다. 모터의 성능을 유추할 수 있는 데이터

로 상 저항, 상 인덕턴스, 상 역기전력을 나타내고 
있다. 역기전력은 1000 rpm 으로 회전 시 발생되는 
전압측정 결과이다. 역기전력이 클수록 더 높은 
출력을 발생시킬 수 있다. 또한 Ld, Lq 는 회전자

의 기계각을 1 도씩 변화 시켜가면서 측정한 결과

이다. 측정 결과 1 차 개발 모터 보다 2 차 개발 모
터의 출력이 약간 높음을 확인 할 수 있다. Fig.12
는 두 모터의 역기전력 파형을 나타내고 있다. 인
버터에서 Sinusoidal 제어를 위해서는 역기전력 파
형은 정현파에 가까울수록 제어가 용이하다.  

 
 

Table 3  Design Parameter of Stator & Winding 

Measurement Item Ver.1 Motor Ver.2 Motor
Phase B-EMF [Vrms] 

(1000rpm, 20℃) 8.785 9.06 

Ld 0.869 0.986 Phase Inductance 
[mH] Lq 1.300 1.539 

Phase Resistance[mΩ]  
(20 ℃) 103.3 109.7 

 

 
(a) B-EMF of Ver.1 Motor  (b) B-EMF of Ver.1 Motor 

Fig. 12 B-EMF of Motor  
 

4. 시험장비 구성 및 시험결과 

4.1 시험장비의 구성 
모터 성능을 측정장비의 구성은 Fig. 13 과 같다. 

Fig. 13 의 Dynamo System 은 고속과 저속에서 측정 
가능하도록 2 개의 개별 Dynamo 가 내부 클러치로 
연결되어 있으며, 클러치의 전환은 3000 rpm 에서 
자동 변속된다. 그래서 고속 저토크와 저속 고토

크 영역이 모두 하나의 Dynamo 에서 측정 가능하

다. 그리고 전력측정 장비는 NORMA D 6000 을 사
용하였다. 소음측정은 Dynamo System 과 개발 모
터를 무향실에 장착할 수 없기 때문에 일반 성능

실험실에서 모터 후단 약 50 cm 에서 구동시험 중
에 측정을 하였다. 물론 암소음이 커서 정밀측정 
소음과는 차이가 클 수도 있지만, 두 모터의 시험

환경 및 구동 시 부하를 동일조건에서 진행을 하
며, 최대한 외부에서 유입되는 잡음을 차단하였다. 

 

 
Fig. 13 Dynamo System 

 

4.2 실험결과 
두 모터의 실험 결과는 Table 4 에서 나타내고 

있다. 정격출력 성능은 유사한 수준이다. 하지만 
소음측정 결과(암소음: 63 dB) 소음의 차이는 32.6 
dB 라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최대출력인 8600 
rpm, 6 N·m 에서 1 차 개발 모터는 6 N·m 에서 소
음측정이 불가능하여, 4 N·m 의 실험결과를 기재하

였다. 2 차 개발 모터는 6 N·m 에서의 결과값이다. 
하지만 부하가 2 N·m 차이에도 불구하고 2 차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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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모터의 소음이 더 작음을 확인할 수 있다. 성
능의 경우, 1 차 개발 모터가 정격에서는 효율이 
약 1 %가 높으며, 최대에서는 2 차 개발 모터의 
효율이 더 높게 측정되었다.  

 

Table 4 Test Results of Target & Ver.1,2 Motor 

Items Target Ver.1 Motor Ver.2 Motor
Power[kW] 2.5 2.52 2.5 
Torque[Nm] 4 4 4 
Speed[RPM] 6000 6000 6000 
Phase Current 

[Arms] 16 17.09 16.4 

Noise[dB]  98.5 65.9 R
at

ed
 O

ut
pu

t 

Efficiency[%] 90 90.15 89.25 
Power 5.5 5.42 5.40 

Torque[Nm] 6 6 6 
Speed[RPM] 8600 8600 8600 
Phase Current 

[Arms] 25 24.93 23.47 

Noise[dB]  116.5 (4Nm) 74 

M
ax

im
um

 O
ut

pu
t 

Efficiency[%] 90 89.28 94.81 

5. 결 론 

본 연구는 연료전지 및 하이브리드의 차량용 공
조 시스템에 사용되는 전동식 압축기용 모터개발

로써, 1 차 연구에서 개발된 모터의 이상소음과 진
동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연구이다. 1 차 개발 모
터의 문제파악을 위해서 해석, 설계 검토 및 개선 
모터 설계, 제작을 통한 실험 결과를 다루고 있다. 
1 차 개발 모터에 대한 개선사항으로는 기자력 분
포의 비대칭을 대칭구조로 개선하였다. 이를 위해

서 슬롯과 극수의 조합 변경을 8 극 12 슬롯 구조

로 변경하였으며 소음, 진동 저감을 위해서는 고
정자 개구폭 축소와 코일두께 변경, 턴수 증가, 병
렬회로수 추가등을 보완하였다. 그 결과 동손은 1
차 개발 모터 대비 약 3.5 W 저감 하였으며, 고정

자에서는 계철폭과 슬롯의 증가, 촉 방향 길이 증
가를 통해 철손은 1 차 개발 모터 대비 약 10.8 W
를 저감하였다.  

하지만 코깅토크 및 토크리플에서는 큰 효과를 
얻지 못하였다. 원인으로는 예상하는 부분은 크게 
2 가지로 극,슬롯의 조합에 따른 코깅토크를 볼 때 
일반적으로 9 슬롯 8 극은 코깅토크가 약 1.125, 12
슬록 8 극 일때는 약 1.5 로 불리한 조건이며, B-
EMF 파형도 일그러진 정현파 형태로 상전류 절환

시 제어성의 영향성으로 판단된다.(2) 코깅토크 축

소 방향으로 설계하였지만 1 차 개발모터 대비 코
깅토크가 약간 높음에도 불구하고 소음이 rpm 과 
토크 증가에 따른 이상증가 현상이 없어졌다. 또
한 1 차 개발 모터 대비 소음저감은 정격에서 약 
32.6 dB, 최대에서 42.5 dB 가 저감이 되었다. 향후

에는 설계 및 해석과 실험의 차이를 전기적 해석 
뿐만 아니라 기구적 해석을 통한 정확한 원인 분
석을 진행하고, 8 극 9 슬롯과 8 극 12 슬롯 모터의 
정확한 소음 평가를 위하여 압축기 장착상태에서 
소음,진동을 측정, 분석을 통해서 보다 개선된 모
터의 제작을 하고자 한다.  

참 고 문 헌 

(1) Lee, J. K., Cho, J. H., KOO, I. H., Lee, G. H., Lee, J. 
H., YEO, H. G., 2008, "A Development of PMSM for 
Electric Dirve Compressor," KSME 08EP35, pp. 
204~209.  

 
(2) T. J. E. Miller, 1989, Brushless Permanent-Magnet 

and Reluctance Motor Drives, Oxford Science 
Publications. 

 
(3) J. R. Hendershot, T. J. E. Miller, 1994, "Design of 

Brushless Permanent-Magnet Motors", Magna Physics 
Publishing. 

 
(4) Duane C. Hanselman, 2003, "Brushless Permanent-

Magnet Motor Design", The Writers’ Collective. 
 
(5) D.I.Ryu, S.B.Lim, K.C.Kim, S.H.WON, J.Lee, 2006, 

"The Stator Design of BLDC for reducing the Cogging 
Torque", The Writers’ Collective. 

 


	Text1: 대한기계학회 2008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