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대학교 우수기술

Sales Material Kit

동축 마그네틱 기어

CONTENTS
1. 기술소개

2. 기술성

기술 개요

04

기술동향

10

기술 특장점

05

유사특허 현황

11

지식재산권 현황 07

기존기술의 한계 12

기술 적용분야

기술경쟁력

08

3. 시장성

13

4. 기술보유자 소개

시장동향

15

연구실 소개

18

기업 현황

16

논문실적

19

1

2

3

4

기술소개

기술성

시장성

기술보유자
소개

1-01

기술 개요

동축 마그네틱 기어

기술 개요
발명의 명칭

동축 마그네틱 기어

등록일

2015년07월09일

등록번호

10-1537046

출원일

2014년01월28일

출원번호

10-2014-0010838

발명자

장정환 外 1명

분류

출원인

F16H 13/12, F16H 1/32,
F16H 55/08 , H02K 7/06

동아대학교 산학협력단
본 발명은 비접촉 방식으로 동력을 전달하는 마그네틱 기어에 관한 것으로, 자극편의 내측과 외측

요약

각각에 영구자석을 구비한 내축과 외축이 동축상으로 설치되어 어느 한 축의 토크를 다른 한 축으로
전달하여 서로 반대방향으로 회전하도록 구성된 동축 마그네틱 기어에 관한 것임
청구항 1
자성체로 된 복수개의 자극편(11)이 원주방향을 따라 간격을 두고 배열되어 자계 변조(modulation)를
일으키는 링 형태의 고정자(10)와;
상기 고정자(10)의 내측에 동축상으로 설치되어 회전하며, 외주면에 복수개의 영구자석(21)이
원주방향을 따라 배열되어 있는 내측 회전자(20)와;

대표 청구항

상기 고정자(10)의 외측에 동축상으로 설치되어 상기 내측 회전자(20)와는 반대방향으로 회전하며,
내주면에 3개의 영구자석으로 이루어진 복수개의 자석그룹(31)이 원주방향을 따라 일정한 간격을 두고
배열되어 있는 링형태의 외측 회전자(30)를 포함하며;
상기 외측 회전자(30)의 자석그룹(31)은 착자방향이 반경방향 내측을 향하는 제1영구자석(31a)과, 상기
제1영구자석(31a)의 양측에 배치되며 착자방향이 상기 제1영구자석(31a) 쪽을 향하는 제2영구자석(31b)
및 제3영구자석(31c)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동축 마그네틱 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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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축 마그네틱 기어

기술 특장점

기술의 특장점
 외측 회전자(30)는 고정자(10)의 외측에 고정자(10) 및 내측 회전자(20)와 동축상으로 설치되며,
제1,2,3 영구자석(31a, 31b, 31c)의 쌍으로 이루어진 자석그룹(31)들이 원주방향을 따라 일정 간격으로
배열된 구조를 가짐

<동축 마그네틱 기어의 단면도>

 자석그룹(31)은 3개의 영구자석들이 자속 집중형
구조를 갖게 되어 고정자(10)와 외측 회전자(30)

사이의 틈새를 통한 자속 누설을 대폭 감소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음
 제 1,2,3 영 구 자 석 들 은 서 로 연 접 하 여 일 렬 로
배열되며, 제1,2,3영구자석들이 이루는 폭(W1)은

착자방향이 반경방향 내측을 향하는 영구자석(4)과
반 경 방 향 외 측 을 향 하 는 영 구 자 석(4) 이 이 루 는
폭보다 작은 크기를 갖도록 되어 영구자석의
사용량을 절감하면서 더욱 우수한 회전 토크를

제공할 수 있음

<부호의 설명>
10 : 고정자
11 : 자극편
12 : 영구자석
13 : 자극편 그룹
20 : 내측 회전자 21 : 영구자석
30 : 외측 회전자 31 : 자석그룹
31a : 제1영구자석 31b : 제2영구자석 31c : 제3영구자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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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특장점

동축 마그네틱 기어

기술의 특장점
 동축 마그네틱 기어는 회전자 또는 선형이동자에 착자방향이 각각 →↓← 로 된 3개의 영구자석으로
구성되어 자속 집중형 구조를 갖는 자석그룹이 일정한 간격으로 배열되고, 고정자의 자극편 사이에
영구자석이 배치되어 더욱 향상된 자속 집중형 구조를 가짐으로써 더욱 우수한 동력전달 성능을 얻을
수 있는 효과가 있음
<동축 마그네틱 기어의 단면도>

<부호의 설명>
10 : 고정자
11 : 자극편
12 : 영구자석
13 : 자극편 그룹
20 : 내측 회전자
21 : 영구자석
30 : 외측 회전자
31 : 자석그룹
31a : 제1영구자석
31b : 제2영구자석
31c : 제3영구자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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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현황

동축 마그네틱 기어

지식재산권 현황

번호

발명의 명칭

출원번호

등록번호

1

영구자석형 전동기

1020110115188

101243303

2

리니어 액추에이터

1020120127778

101356765

3

전기구동 터렛 시스템 및 그 작동방법

1020150031589

101682558

4

리니어 액추에이터

1020120127776

101331931

5

선형기어 모듈 및 이를 이용한 선형 액추에이터

1020120131985

101331929

6

세탁기의 구동장치 및 이를 이용한 세탁기의 구동 방법

1020140127776

101644561

7

세탁기의 구동장치

1020140135926

8

공작 기계의 전기 구동 장치 및 방법

1020140180369

101639688

9

저속 모터를 이용한 세탁기의 구동장치 및 이를 이용한 세탁기의 구동 방법

1020140142523

101628292

10

전기식 축 구동장치 및 그 작동방법

1020140042846

101582630

11

가공기계용 축 구동장치

1020140055454

101504286

12

스마트폰 다중모니터 운영 방법

1020140009667

13

동축 마그네틱 기어

1020140010838

101537046

14

근적외선 다리미

1020130127063

101442100

15

전기식 축 구동장치

1020130044295

101452304

16

가공기계용 축 구동장치

1020130005935

101476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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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축 마그네틱 기어

기술 적용분야

기술의 적용 분야
 산업용 기어장치

 산업용 기어는 대부분 산업 장비에 가장 중요한 부품으로 시장은 일반적으로 자동차용, 일반
산업용, 항공우주용, 조선용 등 으로 분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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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축 마그네틱 기어

기술동향

기술 동향 분석
 국내외 산업용 기어장치 기술 동향
 미국은 HS Code 8461로 분류되는 기어·기어 장치류 관세는 품목에 따라 4.4~5.8%의 수입 관세율을

적용함
 한국은 세부 품목에 따라 무관세 혜택이 가능하며 기어 그라인딩 기계류는 기존의 4.4%에서 감소된
2.9%의 관세가 부과됨
 FTA 발효 이후 미국 기업의 한국 시장 진출이 더욱 활발해질 것이며, 미국 기계 제조업체 86%가 빠른

시일 내에 관세가 철폐될 것으로 기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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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특허 현황

동축 마그네틱 기어

유사특허 현황
번호

발명의 명칭

출원번호

등록번호

출원인

1

영구자석식 기어의 제조방법

1020050015727

100633305

자화전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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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축 마그네틱 기어

기존기술의 한계

기존 기술의 한계점
 기존의 기계식 기어장치의 한계
 일반적으로 기계식 기어 장치는 접촉에 의해 동력이 전달되는 구조를 가지므로 마찰에 의한 소음 및
진동, 기계적 마모 등으로 인하여 잦은 교체가 필요하고, 과부하에 따른 이 부러짐 등으로 인하여
시스템의 불확실성을 초래함
 상기 문제 를 해결 하기위 해 동력 전 달부가

<기존 기계식 기어장치 단면도
(미국등록특허 제 793441호 참고)>

물리적으로 떨어진 비접촉 구조를 가지는 동축
마그네틱 기어가 제안되었으나(미국등록특허
제 793441호), 동력 발생부가 서로 비접촉
구조를 가지므로 고정부와 양쪽 회전자(1, 2)
사이에는 공극이 존재하게 되고, 이로 인한
누설자속의 발생으로 인해 기계식 기어에 비해
낮은 전달 토크를 가지는 문제점이 발생함

<부호의 설명>
1, 2 회전자
3 자극편
4 연구자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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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경쟁력

동축 마그네틱 기어

대상 기술의 경쟁력


회전자와 고정자 간 자속 누설 최소화
 회전자의 영구자석의 착자 방향을 변화시키고, 고장자의 자극편 사이에 영구자석을 배치하여
회전자와 고정자 간의 자속 누설을 최소화함

 높은 전달토크를 보유하게 됨

 고 토크, 고 경제성 동축 마그네틱기어
 높은 전달토크를 보유하게 되어, 도일 크기 대비 소량의 영구자석을 사용할 수 있어 경제성이 높음
<동축 마그네틱 기어의 단면도>

<부호의 설명>
10 : 고정자
11 : 자극편
12 : 영구자석
13 : 자극편 그룹
20 : 내측 회전자
21 : 영구자석
30 : 외측 회전자
31 : 자석그룹
31a : 제1영구자석
31b : 제2영구자석
31c : 제3영구자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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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동향

동축 마그네틱 기어

시장 규모 및 현황
 국내외 산업용 기어장치 시장 규모


미국 산업용 기어장치 시장 규모
 2009년 산업용 기어장치 시장 규모가 34억 달러로 제조업체의 82%가 50명 이하를 고용하는
중소규모 업체이며,

50명 이상을 고용하는 18% 업체가 판매량의 67% 이상을 차지함(Dun

& Bradstreet's 보고서, 2010)


미국 산업용 기어장치 수출입 동향
 2000년대 후반부터 수출액보다 수입액이 많아짐

<미국 산업 기어 2009-2011 수출입 동향>

 2011년, 2010년 대비 수입과 수출은 각각 53%,
51% 증가함
 한국 수입은 400만 달러로 멕시코에 이어 수입국
중 9위로 2010년 대비 3배가량 증가했고 총
수입액의 1.48%를 점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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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축 마그네틱 기어

경쟁기업 현황

기업 현황
 국내 전동축기어 경쟁업체 현황


국내 전동축기어 업체현황으로는 (주)디아이씨, 세일공업㈜, 우림기계(주) 삼공기어공업(주),
(주)한국정기공업, 대림기어공업, 삼우정밀기어, 강성기어, 정원기계, 서울기어가 있음

 국외 산업기어 경쟁업체 현황


산업용 기어는 대부분 산업 장비에 가장 중요한 부품으로 미국 시장은 일반적으로 자동차용, 일반
산업용, 항공우주용, 조선용 등 4가지로 분류



자동차용과 일반 산업용 기어가 산업 내 비중의 90%를 차지하고 항공우주용과 조선용이
나머지 10%를 차지하며, 자동차와 산업용 기어는 시장 수요의 75%를 몇몇 주요 업체에서
독점적으로 생산 중 원자재 소싱 가격과 정부의 산업 정책에 민감한 산업임



미국 기어산업은 미국 제조업체의 경쟁력 저하와 외국산 기어 수입 증가, 기술의 발달로

기어의 용도 축소로 R &D 투자 기피, 지속적인 고용률 감소로 인한 기술력 미축적 등으로
점차 쇠퇴하며 성숙기에 접어든 산업임


미국 업체들은 환경오염물질 감소와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에 대한 정부의 요구에 부합하기
위해 신기술을 적용한 제품을 개발하기 시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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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소개

기술성

시장성

기술보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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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 소개

동축 마그네틱 기어

연구실 소개
책임교수
연구실명

전기공학과
메카트로닉스 시스템 연구실

E-mai
학력

cjhwan@dau.ac.kr

연구자

장정환 교수

전화

051-200-7735

Ph. D. in Mechanical Engineering, from Hanyang University, Seoul, 2001

Lathe System for Machinetools

Professor in Donga University, Busan, Korea ( 2009 - current )

Design and Analysis of Magnetic Gear

Dept. of Electrical Eng. RWTH Aachen University, Visiting Researcher ( 2008 -

Design and Analysis of Linear Motor

2008 )

Vibration Analysis

Technical leader in Korea Electrotechnology Research Institute (KERI), Korea

Physical Sensor Design

( 2003 - 2009 )
Dept. of Mechanical Eng. U.C Berkeley, Research Fellow ( 2002 - 2003 )

동아대 산학협력단 기술이전센터 김기연
051-200-6534 / kky1216@dau.ac.kr

Research Assistant in Institute of Brain Korea 21 at Hanyang University ,
Seoul, Korea ( 2001 - 2002 )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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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논문실적

동축 마그네틱 기어

논문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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