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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suggests the dual-gap for generating power and increasing the torque of a direct-drive

permanent magnet synchronous motor in a hybrid-cycle. To consider easy coil winding, we applied a

structure of dual-gap for the permanent magnet synchronous motor (PMSM). Because the torque of

PMSM with the dual-gap is very large, we are designed the appropriate specifications of the PMSM

by selected the appropriate dual-gap slot and poles combination. The prototype model is selected by

design theory for increasing torque and maximizing output power of PMSM. And the detailed structure

design of the model was designed by the loading distribution method. The PMSM models were

analyzed by finite element method. Finally, we have suggested appropriate rotor structure has benefit

to further increasing torque and prevent decreasing of the output power in PMSM with dual-g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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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본 논문은 동력을 보조하기 위해 전기적 에너지를

기계적 에너지로 변환하도록 하는 전동기 역할을 같

이수행할수있는이중공극구조영구자석형동기전

동기 설계에 관한 것이다. 또한 선수 훈련용 사이클

(Cycle)의 운동부하조절을위한시스템에서운전중

에 발생되는 기계적 에너지를 전기적 에너지로 변환

하도록하는장치로써휴먼에너지의신재생이가능한

친환경적이며 출력밀도가 높은 발전기가 된다[1-2].

현재훈련용사이클이중공극구조전동기의연구

개발은초기단계이며, 지금까지적용된방식은주로

타이어등을사이클뒤에장착하여기계적부하를이

용하거나수입산전동기를사용하고있으며, 이 경우

전동기의 정격출력 대비 사이즈가 크고 토크 특성이

떨어지는단점을가지고있다. 훈련용사이클장치에

적용하기 위해 같은 사이즈에서 저속시 토크가 커야

하므로단일공극구조에서고정자의사이즈를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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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자석 사용을 조금 증가시킴으로써 원가측면에서

는크게차이가없으며, 사이클장치는축방향길이를

증가시켜토크를증가시키기에는공간상의제약이있

다. 토크는 사이클기동 및구동에 중대한 영항을 미

치는 설계시 고려해야할 중요 설계 인자이다[3-4].

또한, 영구자석형 동기전동기(Permanent Magnet

Synchronous Motor, 이하 PMSM)는 최대 에너지적

이높은회토류계영구자석의사용으로높은발전효

율과계자권선이필요한타전동기에비해구조가단

순하여 제작이 용이하다[5-6].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훈련용사이클이중공극구조영구자석형전동기전

자계구조설계및토크개선에관한연구를수행하였

으며, 관련 특성을 해석하려고 한다.

2. 이중 공극 구조 영구자석 동기 전

동기의 형상설계

2.1 극수 및 슬롯수 선정

사이클용PMSM의설계를위한요구사양이정해지

면이에대한대략적인치수를구하기위해일반적으

로장하분배법또는  법에의한기초설계를수행

한다. 설계된 전동기는 토크 및 출력을 높일수 있도

록이중구조의회전자를설계함으로써일정수준이

상의출력을 확보할 수있게 하였다. 또한 기동이 원

활히될수있도록일반구조의전동기에비해토크를

증가시키기 위해 이중 회전자 적용하여 DG-PMSM

(Dual-Gap Permanent Magnet Synchrous Motor)를

설계하였다.

본 설계는 장하 분배법을 이용하였으며, 이를 위해

먼저선정되어야할설계파라미터가극수및슬롯수

이다. 설계 목표 사양에 적합한 극수 및 슬롯수를 선

정하기위해효율및전체고조파왜곡률(THD)를고

려하였다. 사이클에장착할공간및저속운전시출력

밀도를 높이기 위해 이중 구조의 회전자를 선택하였

으며, 회전속도와 다극에 알맞은 슬롯수를 고려하여

18슬롯으로 선정하였다.

극수및슬롯수에따른 3상평형권선을만들기위

한 코일 은 식 (1)과 같이 정해지며 코일

이 정수가 나오는 극수 및 슬롯수를 선정하여

야 한다[3].

  

×


×

 ,   (1)

위식에서 은슬롯수, 는극수를나타낸다. 18슬

롯 근처의 값이면서도 다극이 되도록 18이하의 수치

인 14극, 16극, 18극 세 극수에 대하여 평행 3상권선

조건과 권선계수에 의하여 설계를 수행하였다.

평행 3상 권선조건을식 (2)에 나타내며, 3상 권선

이 평행하기 위해 슬롯수을 3의 정수배로 나눈 것과

슬롯수와 극수의 최대공약수가 같은 정수 조합의 극

수를 선정하여야 한다[7].




 ,   (2)

여기서 은 슬롯수, 는 극수를 나타낸다. 3가지

극수중식의조건을만족하는것은 14극과 16극임을

알 수 있다.

최적의 극수, 슬롯수를선정하기위해 18슬롯/14극,

18슬롯/16극의 2가지모델에대해효율및전체고조

파 왜곡률(THD)을 고려하기 위해 권선계수 값을 구

하였다. 슬롯수가 18일때권선계수및THD특성은 16

극이 가장 좋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본논문에

서는 18슬롯 16극모델을선택하여장하분배법에의

한모델의치수를선정하고유한요소해석법으로특성

해석을 하였다.

2.2 장하분배법에 의한 PMSM의 치수 계산

설계식과설계이론으로선정된 18슬롯/16극을기준

으로 장하 분배법을 이용하여 PMSM을 설계하였다.

이를위한설계목표사양을표 1에정리하였으며, 설

계 절차를 그림 1에 나타내었다.

설계 사양과 극수/슬롯수가 정해지면 PMSM의 세

부치수를구하기위한장하분배법과관련된식은다

음과같다. 무부하유도기전력는식 (3)을이용하여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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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PMSM의 설계 목표 사양
Table 1. Specifications of the PMSM

순시정격 400W

연속정격 300W

슬 롯 수 18Slots

상 수 3Phase

공급 상전압 25V

동기 속도 200rpm

공극 길이 1mm

그림 1. 장하분배법을 이용한 PMSM 설계 절차
Fig. 1. Design process of the PMSM using

Loading Distribution Method

 

 (3)

여기서공급상전압  이며, 동기탈출토크는

일반적으로 정격토크의 1.3～2배를 취하므로공급전

압 대 무부하 유도기전력의 비는   로 선정하였

다.

극당 자속 는 식 (4)를 이용하여 계산한다.

 



cos


×  (4)

여기서극쌍수   , 자기장하/전기장하비인장하

비 , 역률 cos  , 효율   , 최대정격

출력 W, 동기속도  이다. 최대정격

출력, 동기속도, 효율, 역률과장하비는설계목표사양

으로 선정된 값이다.

상당직렬권수 는식(5)와(6)을이용하여계산한다.

 

 
× (5)

 


정수 (6)

여기서상당유효직렬권수 , 상당직렬권수  , 권

선계수  를선정하였다. 권선계수는슬롯수와

극수의 조합에 의해 계산된다.

이렇게구해진상당직렬권수를이용하여극당자속

을재계산하였으며, 영구자석계자의평균단면적 

은재계산된극당자속과식 (7)을이용하여계산한다.

 

 (7)

여기서동작점을고려하여자속계수 =0.5, 잔류자

속밀도  G를 선정하였다.

발전기의단락전류 는식 (8)을이용하여계산한다.

mEcos


(8)

cosm


mmmm 

여기서 동기탈출시의 효율, 동기탈출 토크 계수

값  을 선정하였다.

고정자 상당 저항() 및 동기 리액턴스()는 식

(9), (10)을 이용하여 계산한다.

 tan


(9)

 

 (10)

여기서 완전단락전류는  A로 계산된다.

영구자석계자의자화방향길이 는식 (11)을이용

하여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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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여기서기자력손실은 10%의여유를두어기자력손

실계수  로선정하였으며, 고온시굴곡점감자

계 는 Nd-38UH의 부품표의 값을 참고하였다.

고온에서의 완전 단락전류  는 약 0.5A이며 식

(8)에서의 계산 결과와 큰 차이점이 없었다.

회전자 내경 는 식 (12)를 이용하여 계산한다.

× 


 


  (12)

여기서 형상 치수 비   을 선정하였다.

고정자축방향길이 , 고정자외경 는아래의식

(13), (14)로 계산된다.

 × (13)

 ×  (14)

여기서 공극길이  mm로 선정하였다.

고정자동선의단면적 는식 (15)를 이용하여계

산한다.

 


× (15)

여기서 치구계수 , 동선의 상온에서의 저항

률   로 선정하고,    ,

  , 축방향길이   로

계산되며여기서자석오버행계수값  으로선

정하였다.

동선에 대한 전류밀도 는 식 (16)과 같다

    cos


(16)

회전자 요크부 두께 는 식 (17)로 계산한다.

  (17)

여기서누설계수   , 철심점적율  , 요

크 자속 밀도  값을 선정하였다.

전기자철심슬롯  면적은식 (18)을이용하여계

산한다.

  (18)

여기서 슬롯의 점적률  로 선정하였으며,

 

 =39.98로 계산된다. 설계과정은 크게 극

수 및 슬롯수, 치수계산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그림

1 설계절차에 맞추어 전개한 내용으로 슬롯의 점적

률 및 철심 점적률 등의 선정에 대하여 제작시 일

반적으로 적용되는 값을 선정하였다. 이상의 장하

분배법을 이용한 PMSM의 주요 치수는 아래의 표

2와 같다.

표 2. 장하분배법에 의한 PMSM의 주요 치수
Table 2. Principal dimensions of the PMSM using

Loading Distribution Method

Stator

외경(mm) 159.4

내경(mm) 110.5

적층길이(mm) 33

슬롯 18

공극(mm) 1.3(Outer), 1.25(Inner)

코일 재질 AI-EIW

코일 ø선정 1.10

권선수 54turn

Inner Rotor Outer Rotor

외경(mm) 108 179

내경(mm) 91 162

자석두께(mm) 4 4

극수 16 16

자석재질 Nd-38UH계열 Nd-38UH계열

Br(T) 1.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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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특성 해석

3.1 유한요소해석을 위한 전자기회로 모델링

장하분배법에 의해 설계된 PMSM의 경우 Dual

-Gap Type의 회전자를사용함으로써일반적인회전

자구조와비교하여토크가상대적으로큰특징을가

진다. 따라서설계된PMSM모델의토크를최대한증

가시키기 위하여 영구자석 극호각을 조정하였다.

그림 2는유한요소해석을위한이중공극구조 18슬

롯 16극 PMSM의모델링형상을나타낸다. 여기서고

정자치형상, 상권선구조및회전자영구자석을나타

낸다. 회전자 극 및요크는고정자를 사이에두고 내

부 및 외부에 위치한 구조를 나타낸다.

그림 2. 유한요소해석을 위한 18슬롯/16극 이중 공극 구조
PMSM 형상

Fig. 2. Structure of Dual-Gap PMSM with 18 slots/
16 poles for Finite Element Analysis

설계된 PMSM의구동및발전전력을확인하기위

한 시뮬레이션 회로구성도는 그림 3과 같다.

그림 3 (a)는전동기구동회로를나타낸다. 3상인버

터입력에직류전원이공급되고전동기의 3상권선이

인버터출력단에연결하여시뮬레이션을수행하였다.

또한그림 3 (b)에서부하저항을가변함에따라출력

전류와발전전압은변한다. 출력 DC전압과출력DC

전류는그림 3의가변부하저항양단의전압과전류이

다. 이때출력DC 전압및전류는식 (19), (20)에 의

해 계산된다.

(a) 구동 회로

(b) 발전 회로

그림 3. 구동 및 발전 시뮬레이션 회로구성도
Fig. 3. Circuit configuration for the generating and

motoring simulation

 


× (19)

  (20)

여기서 는 가변부하저항단의 출력 전압의 평

균값, 은 입력단의선간 전압이다. 는가변부하

저항단의 출력 전류의 평균값, 은 가변부하저항

이다.

3.2 이중 회전자 PMSM의 토크 및 출력 

특성

코깅토크는 회전자의 영구자석에서 발생된 자속

이 공극을 통하여 고정자치, 영구자석 및 회전자요

크를 지나면서 발생하는 자기저항(reluctance)의 변

화에 의하여 발생한다. 즉 영구자석의 자속이 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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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항이최소가되는위치에서저항이커지는위치로

변화할 때 자기저항이 큰 위치에서 다시 최소의 위

치로이동할때반대방향으로작용하는힘에의하여

발생하게 된다. 코깅토크는 회전자의 회전 위치에

따른공극에축적된에너지의변화량을계산해서얻

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코깅토크는 자속이 영구자석에서 고정

자치(teeth)로흐를때발생하며, 이중공극구조시다

극구조로써코깅토크가적은구조이다. 그러므로본

논문에서는 PMSM의코깅토크 감소 및발전전력량

증가를 위해 이중 회전자 구조를 제안한다.

(a) 회로 구성도 (b) 시뮬레이션 파형

(c) 실험파형

그림 4. 역기전력 해석 및 시험 파형
Fig. 4. Simulation and experiment waveform of

Back-EMF

그림 4 (a)는 역기전력 해석을 위한 회로구성을 나

타내며 그림 4 (b)는 동기속도 200rpm에서의 시뮬레

이션파형이며, 그림 4 (c)는동기속도 200rpm실제파

형을나타낸다. 시뮬레이션과실제파형이동일한것

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5는 제작된단일공극구조 PMSM과이중공

극구조 PMSM 고정자와회전자를보여주며, 그림 6

은제작된이중회전자구조PMSM을직접사이클에

장착하여 부하시험을 수행한 것을 나타낸다.

(a) 단일 공극 구조 PMSM 고정자 및 회전자

(b) 이중 공극 구조 PMSM 고정자 및 회전자

그림 5. 제작한 단일 공극 구조 및 이중 공극 구조 PMSM
Fig. 5. Manufacturing PMSM vs DG-PMSM

그림 6. 이중 공극 구조 PMSM 장착한 사이클
Fig. 6. DG-PMSM in Cy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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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은 단일공극 PMSM토크및출력특성을보

여준다.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정격출력 대비 기동

및초기구동시토크가작아사이클부하에적절하지

못하다. 사이클은장착공간이협소하여운동부하조절

장치의크기제약이심하며, 부하는고속운전시보다

는저속운전시크게되므로저속고토크사양의전동

기 설계가 요구된다.

그림 7. 단일 공극 구조 PMSM 토크 및 출력
Fig. 7. Torque and output of PMSM with

single-gap

그림 8은 이중 공극 구조 PMSM 토크 및 출력특

성을 보여준다. 또한 표 3은 기존 PMSM과 이중공

극 구조 PMSM의 특성을 비교하였으며, 표에서 알

수있듯이정격출력대비기동및초기구동시토크

가 단일 공극 구조 PMSM보다 저속 영역에서 2배

이상측정되었으며, 부하는고속운전시보다는저속

운전시 크게 되므로 사이클 부하에 적합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8. 이중 공극 구조 PMSM 토크 및 출력
Fig. 8. Torque and output of DG-PMSM

표 3. 기존 및 이중 공극 구조 PMSM 특성 비교
Table 3. Torque and output of DG-PMSM vs

PMSM

모터
속도

(rpm)

토크

(Nm)

출력

(kW)

전압

(V)

전류

(A)

기존 PM

SM

410 5.5 0.236 36 8.2

400 6.5 0.270 36 9.5

390 7.4 0.303 36 10.8

380 8.5 0.337 36 12.2

이중공극

PM

SM

199 12.75 0.266 36.13 9.7

194 13.99 0.285 36.13 10.5

190 15.22 0.303 36.13 11.5

180 17.65 0.333 36.13 13.3

4. 결  론

본논문은선수훈련용사이클(Cycle) 이중공극구

조방식PMSM의설계및특성을해석하였다. 설계된

PMSM은 기동및 초기 구동시저속으로 운전되므로

해당조건에서토크의최대화와유기기전력의고조파

저감을위해설계식및설계이론에근거하여극수및

슬롯수를선정하였으며, 장하분배법에의해PMSM의

치수를산출하였다. 또한토크증가를위해이중공극

구조의 형상 설계를 하였다.

일반적으로 단일 공극 구조를 갖는 PMSM의 토크

가이중공극구조보다작다. 그결과기동및저속에

서는고토크가필요한사이클부하특성상기존의단

일공극구조를갖는 PMSM보다는이중공극구조를

갖는PMSM을적용하는것이부하를고려할때적절

하다고 사료된다.

또한이중공극구조형상을고려함으로써코깅토크

가작으며, 발전 전력량을적절하게유지하는모델을

제시하였다. 유한요소해석법을이용한특성해석을통

해 설계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위 논문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스포츠산업기술개발사업에
의거 국민체육진흥공단의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지원받아
연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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