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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도심형 소형풍력발전기의 효율 및 기동특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무철심형 AFPM 발전기를 설계하였다. 기존에 주로 사용되었던 수
평축 발전기보다는 효율 및 발열과 소형화에 유리한 AFPM(Axial Flux
Permanent Magnet) 발전기가 적합하고, AFPM 발전기는 단위 무게당
출력이 크고 고에너지 밀도를 갖도록 설계가 가능하며 발전기의 효율
적인 냉각 및 Slim형으로 제작이 가능하다. 본 논문에서는 도시형 풍력
발전시스템에 적합한 풍력발전기 개발을 위한 무철심형(Coreless)
AFPM 발전기의 설계와 및 전자기적 성능해석을 통하여 본 설계의 유
효성을 확인하고 이를 제안하였다.

1. 서    론

경제성과 환경적 측면을 고려할 때 풍력발전의 활용성이 날로 증가
되어 풍력발전에 대한 연구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나라
는 지리적 환경적 제약을 많이 받는 풍력발전의 특성상 중·대형기 위주
로 개발되고 있다. 하지만 유럽을 중심으로 미국, 일본에서는 에너지 소
비 및 이산화탄소 배출이 집중되어 있는 대도시에 경제성, 효율성 및 환
경적측면을 고려한 소형 풍력발전시스템의 활용성이 높아 이에 대한 많
은 투자와 기술개발이 집중되고 있다. 소형풍력발전시스템의 가장 핵심
기술은 효율향상과 도심지의 낮은 풍속에서 일정속도 이상의 발전이 가
능해야하는 것이며 이것은 풍력발전시스템의 발전기 성능과 매우 밀접
한 관련성이 있다. 기존에 주로 사용되었던 수평축 발전기보다는 효율
및발열과 소형화에 유리한 AFPM(Axial Flux Permanent Magnet) 발전
기가 적합하고, AFPM 발전기는 단위 무게당 출력이 크고 고에너지 밀
도를 갖도록 설계가 가능하며 발전기의 효율적인 냉각 및 Slim형으로
제작이 가능하다. 또한 Slim화를 통한 Multi-stator로 제작이 가능하여
보다 높은 출력을 낼 수 있다. 또한 Nd-Fe-B와 같은 고에너지 영구자
석이 널리 보급됨에 따라 비교적 큰 공극을 형성할 수 있게 되어
Coreless형으로 제작이 가능해 Cogging Toque 저감에 대한 장점이 있
다[1]-[4]. 영구자석 재질로 Nd-Fe-B와 같은 고-에너지 영구자석이 보
급됨에 따라 비교적 큰 공극을 형성할 수 있게 되어 무철심(Coreless)형
으로도 제작이 가능하게 되었다. 무철심형 AFPM의 장점은 권선의 체적
밀도를 상대적으로 높게 설계 할 수 있으며, 코킹 토크(Cogging torque)
에 의해 발생되어지는 손실을 줄일 수 있다. 무철심형 AFPM 발전기는
고정자에는 철심이 없기 때문에 권선 체적밀도를 높게 설계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도시형 풍력발전시스템에 적합한 풍력발전기 개발을

위한 무철심형(Coreless) AFPM 발전기의 설계와 및 전자기적 성능해
석을 통하여 설계의 유효성을 확인하였다.

2. AFPM 발전기 설계

  2.1 AFPM 발전기의 원리와 특성
AFPM 발전기의 특성은 일반 BLDC 발전기와 매우 유사하다. 영구

자석의 극 피치는 전기각으로 180도이며, 코일의 피치는 최소 120°～최
대 240°사이에 있게 된다. 따라서 한상 권선에 유기되는 기전력은 식
(1)과 같다.

 
  






(1)

여기서, 은 회전자의 기계적 회전속도이며, 은 기계적 회전각도,
는 코일과의 쇄교자속을 나타낸다. 영구자석의 자속밀도가 원주방향에
관계없이 공극내에서 일정하다면, 한 권선당 유기기전력은 식 (2)와 같
다.

  
 



   (2)

여기서,  은 코일의 한넌당 유기기전력이며,  은 회전자의

내경 및 외경을, 는 공극의 자속밀도, 은 도체의 회전반경을 각각 나
타낸다. 권선의 권선계수를 고려하여 유기기전력은 식 (3)과 같다.

s     


 (3)

여기서, s는 권선당 유기기전력의 실효치, 은 권선계수, 은 상

당 극당 권선수, 은 자극의 수, 은 공극자속의 평균치를 나타낸다.

이 경우 발전기 출력(  )은 식 (4)와 같이 나타난다.

  ×   


  (4)

  2.2 AFPM 발전기의 고정자와 회전자 형상 및 자속경로
AFPM발전기의 회전자는 <그림 1>에서와 같이 디스크형의 원판에

영구자석 (Nd-Fe-B)이 부착된 형태로 두 개의 회전자 중간에 고정자가
위치해 있는 형태이다. 고정자 Coil의 상·하쪽 측면을 이용하면 두 개의
회전자로 인하여 영구자석의 수는 증가되나 도체의 양쪽측면을 동시에
이용할 수 있어 보다 고효율의 발전기를 설계할 수 있다. 또한 영구자석
이 부착된 두 개의 회전자 Disc는 팬의 역할을 하므로 고정자권선에서
발생하는 열의 방출을 용이하게 하여 같은 용량의 권선에 비하여 더 많
은 전류를 흘릴 수 있다. Coreless형 AFPM발전기의 또 다른 장점은 구
조적으로 큰 직경과 축방향 길이가 짧기 때문에 다극기의 제작과
Multi-stator의 제작이 가능한 점이며 고정자에 코어가 없기 때문에 권
선 체적밀도를 높게 설계할 수 있다. 따라서 소형화 경량화가 가능하다.
또한 고정자에는 철심을 대신해 에폭시를 주로 사용하며 이는 기계적
특성을 갖추어야 하므로 강도이면서 열에 강한 것을 주로 사용한다. 또
한 영구자석의 자기경로는 그림에서 나타나듯이 Coreless형 AFPM발전
기의 자로는 회전자 영구자석 (N)→공극→회전자의 영구자석(S)→회전
자디스크→회전자영구자석(N)→공극→회전자의 영구자석(S)→회전자 디
스크를 통과하는 자계가 형성된다. 이 Coreless형에서는 중앙에 철심이
없기 때문에 마주보는 영구자석의 극을 같게 (N-N, S-S)할 경우 누설
자속이 매우 커져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그림3과 같이 마주보
는 영구자석의 극이 서로 다른 극 (N-S)이 되도록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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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AFPM기기의 회전자와 고정자 형상과 자속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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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무철심 AFPM 발전기의 설계사양
<그림 2>에서는 무철심 AFPM발전기설계 모델의 치수와 회전자 형

상을 나타내었다. 그림에서와 같이 영구자석의 최대 면적 설계를 고려한
사다리꼴형상의 영구자석을 사용하였으며 오른쪽 그림은 모델링된 코일
의 형상을 나타내었다. 각형의 코일형상은 End-winding을 줄이고
Active Side의 도체 길이를 길게 할 수 있으며 각 권선은 Twist를 주어
배열을 용이하게 함과 동시에 고정자의 축방향 길이를 줄일 수 있다. 발
전기 출력은 고정자 권선에 의한 Electric loading과 전체 영구자석에서
나오는 자속에 의한 공극의 자속밀도에 의해 결정되어 지며 이상적인
회전자 내경과 외경의비   에서 최대출력을 얻을 수 있다. 따

라서 모델링된 회전자 내경과 외경의비를 고려하여 설계되었다. 또한,
<표 1>에서는 무철심 AFPM발전기의 기본 사양을 나타내었다.

<그림 2> AFPM기기의 자극과 권선 코일 설계모델

  2.4 무철심 AFPM 발전기의 성능해석
무철심형 AFPM발전기 성능해석을 위하여 Maxwell 3D[3] 시물레이

션 도구를 활용하였으며, 본 성능해석 결과를 각각 나타낸다. <그림 3>
에서는 영구자석의 자속벡터 분포와 자계 에너지밀도를 각각 나타낸다.
<그림 1>에서 제시한 이론적인 자기경로와 일치함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그림 4>에서는 발전기 권선에서의 유기기전력, 발전기 효율, 회
전자 속도별 단자전압과 유효출력을 각각 나타내었다. 본 성능해석용 시
물레이션 Maxwell 도구를 활용하여 성능평가를 통하여 발전기의 자속
밀도 자기경로 및 유기기전력을 측정할 수 있었으며, 영구자석에서 나온
자속에 의해 발생되는 유기기전력은 자속과 90°의 위상차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시뮬레이션에서는 회전자 속도를 50rom에서
부터 최대 800rpm까지 변경하면서 시물레이션을 수행하였다. 도심형 풍
력발전기의 회전속도가 200～400rpm정도로서 저속에서 높은 92%이상의
높은 효율을 얻을 수 있어 고효율과 고출력 특성의 성능을 얻을 수 있
다.

<그림 3> 무철심형 AFPM기기의 자속경로와 에너지밀도 분포

<그림 4> 무철심형 AFPM기기의 (a)유기전압 파형, (b)발전기 효율, 

(c) 발전기 단자전압, (d) 발전기 유효출력

3. 결    론

무철심형(Coreless) AFPM 발A전기의 전자기해석과 전자기적 
구조 설계 및 성능해석을 수행하였다. 본 무철심형 AFPM 발전
기의 출력특성을 통하여 기존에 주로 사용되었던 수평축 발전기보다
는 효율 및 발열과 소형화에 유리한 AFPM(Axial Flux Permanent
Magnet) 발전기가 적합하고, 도시형 풍력발전시스템에 적합한 풍력발전
기 개발을 위한 무철심형 AFPM 발전기의 설계와 및 전자기적 성능해
석을 통하여 설계의 유효성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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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 항목 설계치 설계고려 요소

자극 수 20개 전기각 회전속도(3000rpm)=기계각회전
속도(300rpm) x 2쌍극수(10)

슬롯 수 36개 상당 코일피치(36/3/20)=0.75

고정자 코일 상수 3상

코일당 권선수 36개 상당 권선수 12개

영구자석 재료 Nd-Fe-B 희토류계열 영구자석 활용

공극길이 12[mm] 무철심형 AFPM발전기 공극

<표 1> 무첨실 AFPM 풍력발전기 설계기본 사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