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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논문에서는 380kW급 고속열차에 추진용 매입형 영구자석 동기전동기(Interior Permanent 
Magnet Synchronous Motor, IPMSM)를 적용하기 위한 장하비에 따른 설계와 그에 대한 특성 분석에 

관한 연구 논문이다. IPMSM의 출력밀도와 효율을 향상시키고 토크 리플을 줄이기 위해서는 비자

기장하와 비전기장하 사이의 비율인 장하비를 최적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장하비가 다른 

3개의 모델을 설계하고 특성 분석함으로써 고속열차 추진용 IPMSM의 요구사양에 적합한 모델을 

도출하였다.

주요어 : 전기장하, 자기장하, 장하비, IPMSM, 고속열차, 추진

1. 서 론 

최근 철도차량이 고속화됨에 따라 견인 전

동기의 경량화와 고효율, 고출력 밀도가 필

수적으로 요구되고 있다[1]. 따라서 유도전

동기보다 효율과 출력밀도가 향상된 매입형 

영구자석 동기전동기(Interior Permanent Magnet 
Synchronous Motor, IPMSM)를 사용하게 되었

으며, 주어진 조건 내에서 최대한의 효율을 

이끌어낼 수 있는 견인 전동기의 개발이 중

요해졌다. 사이즈 제약조건 내에서 출력밀도

를 증가시키고 높은 효율을 만들어내기 위한 

중요한 설계 변수는 비전기장하와 비자기장

하의 비율이다[2]. 

본 논문에서는 장하비에 따라 각기 다른 3

가지 모델을 정해진 토크와 전압 제한치를 

기준으로 하여 특성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고

속열차 추진용 IPMSM의 요구사양에 만족하

는 모델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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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 론 

2.1 설계 조건 및 제약 조건

전동기가 설치되는 공간적 제한을 받는 

견인전동기를 설계하기 위해서는 철도차량 

추진용 IPMSM에 대한 자료조사를 통하여 

제약 조건을 얻어낼 수 있다[3]. 또한 

차량의 성능과 무게를 통하여 차량에서 

필요로 하는 속도와 토크를 계산할 수 

있으며 배터리 등의 재원을 통해 전압 

제한치를 얻어낼 수 있다. 이와 같은 설계 

조건 및 제약 조건이 Table 1에 나타나있다. 

Table 1 Design parameters of the IPM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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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 Specification Unit
Rated speed / Torque 2040 / 1800 rpm / Nm
Max speed / Torque 5441 / 675 rpm / Nm

Number of slots / 
Number of poles 42 / 4 -

Stack length / Airgap 240 / 1.5 mm / mm
Phase Voltage limit 1616.38 Vpeak

Magnet Material / Core 
Material

N42UH / 
35PN230 -

Current density 5 A/mm2



2.2 장하의 정의

극에서의 총 자속량 를 총 자기장하라 

하고, 평균 공극 자속 밀도 는 

비자기장하라고 한다.

 

 




전기자 총 암페어 도체수 는 총 

전기장하라고 하며 평균 공극 암페어 도체수 

는 비전기장하라 한다.

 


 

2.3 장하비에 따른 특성 비교 분석

주어진 사이즈와 재질, 그리고 정격속도와 

토크를 이용하여 초기 모델을 도출하였다. 

Fig. 1의 Type A는 초기 모델에서 자기장하를 

줄이고 전기장하를 높였고, Type B는 초기 

모델에서 자기장하를 늘리고 전기장하를 

줄여 요구사양에 적합하도록 설계하였다.  

위 세 개의 모델을 정격속도 2040rpm으로 

회전시켜 특성 분석하였다. 

Fig. 2은 장하비가 각기 다른 3가지 모델의 

토크를 나타낸 것이다. 설계 조건 및 제약 

조건에 따라 정격토크를 평균 1.8 kNm으로 

기준을 잡아 설계하였다. 위 세 모델의 토크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Type B가 토크에서의 

토크 폭 변동과 편차 즉, 리플이 다른 두 

모델에 비해 조금 더 큰 값을 가지며 그와 

반대로 Type A가 가장 작은 것을 알 수 있다.
코깅 토크는 영구자석 동기기에서 반드시 

발생되는 고정자의 비균일 토크로, 전동기의 

자기에너지가 최소인 방향으로 이동하려는 

토크를 의미한다. 이는 소음과 진동의 원인이 

되므로 반드시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Fig. 
3은 세 모델의 코깅 토크를 나타낸 것이다. 

자기장하를 줄이고 전기장하를 높인 Type 
A가 가장 코깅 토크가 크며 자기장하를 

높이고 전기장하를 줄인 Type B가 가장 적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이를 통해 모터의 

소음과 진동면에서 Type B가 다른 두 모델에 

비해 유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a) Original      (b) Type A     (c) Type B  

Fig. 1 The designs of the IPMSM according to the 
ratio of loading

Table 2 Specification of the IPMSM

Original Type A Type B
Rotor outer 

diameter (mm) 260 245 275 
Stator outer 

diameter (mm) 465 457.9 472.2 
Rated Current 

(Arms) 133 143 125

Coil face area
(mm2) 26.6 28.6 25

Coil turns 7

    Fig. 3 The Cogging Torque of the IPMSM 

     Fig. 2 The Torque of the IPMSM



Fig. 4는 무부하 시 역기전력 파형을 

나타낸다. 무부하 시 역기전력(EMF) 파형을 

분석하기 위해서 3상 전류를 0으로 설정하여 

비교하였다. 분석 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Type B의 모델이 가장 역기전력이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자기장하가 

3가지 모델 중 가장 크기 때문인 것을 알 수 

있다. 
Fig. 5는 위 세 모델의 역기전력 고조파를 

보여준다. 역기전력 고조파는 비 정현적인 

전류로 인하여 토크 리플을 발생시킨다. 이는 

운전 특성에 악영향을 끼치며 철손 또한 

증가하게 된다[4]. 분석 결과 기존 모델에 

비해 자기장하를 키웠던 Type B 모델의 

peak값이 가장 큰 것을 알 수 있으며 이 또한 

자기장하가 3가지 모델 중 가장 크기 때문인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또한, 세 모델 모두 

Table 1과 같이 상전압 제한치 1616.38Vpeak에 

만족하였다.

3. 결 론

본 논문은 고속열차에 추진용 IPMSM를 

적용하기 위한 모델 설계와 그에 대한 

장하비에 따른 특성 분석에 관한 연구이다. 

주어진 설계 조건 및 제약 조건에서 

자기장하를 늘리고 전기장하를 줄인 Type B는   

역기전력 고조파형에서 가장 높은 모습을 

보여주었고 역기전력 고조파와 가장 밀접한 

연관이 있는 토크 리플 역시 세 모델 중 

가장 나쁜 모습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코깅 

토크 면에서는 훌륭한 모습을 보여주어 

소음과 진동에 유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와 반대로 자기장하를 줄이고 전기장하를 

늘린 Type A는 코깅 토크를 제외한 나머지 

분석에서 훌륭한 모습을 보였다. 이처럼 

장하비에 따라 특성이 바뀌기 때문에 최적의 

장하비를 선정해야 한다. 향후 연구에서는 

상세설계를 통해서 기전력파형을 조정하고 

코깅 토크와 토크 리플을 줄이는 설계를 

진행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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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4 The Back EMF of the IPMSM (no load)

      Fig. 5 The Harmonics of the IPMSM (loa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