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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is paper proposes a finite element method (FEM)-based model of an interior permanent magnet (IPM) 

type BLDC motor having stator inter-turn faults. For more realistic simulation studies, the magnetic non-linearity is also 

considered in proposed model. And the simulation data are verified through experiment. By integrating the developed 

model with a current-controlled voltage source inverter (CCVSI) model, the characteristics of an inter-turn fault operated 

by six-switched inverter are investigated considering the speed control. And the circulating current, which is induced by 

magnetic linkage flux originated from PM, was analyzed from the view point of distortion of air-gap magnetic flux 

distribution caused deterioration of their torq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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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구형  구동 IPM type 동기는 높은 출력 도와 고효율 

 우수한 구동 특성으로 인하여, 다양한 기 구동 시스템

을 이용하는 산업에서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특

히, IPM type BLDC 동기는 구조상의 강건성을 가지고 

있어서 높은 신뢰성을 요구하는 응용분야에서도 많이 이용

되고 있다. 만약 산업 장의 구동 시스템에서 고장이 발생

하게 되면 고장 지연 시간 동안의 작업이 단되므로 피해

가 심각할 것이고, EV의 구동 동기에서 운   고장이 

발생한다면 인명피해의 험도 발생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시스템에서는 동기의 고장에 한 신뢰성이 매우 

요하다[1].

동기 고장은 크게 Stator turn fault, Power converter 

fault, Mechanical fault 이외에도 구자석 동기의 경우 

회 자의 자석의 비산, 자석의 감자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고장이 존재한다. 특히 고장  가장 발생 확률이 높은 고

장이 진동이나 단자간의 과부하, 외부물질 유입 등의 기기

 상으로 인해 권선의 연이 차 으로 괴되어 단락

이 발생하는 고정자 권선 연 괴 고장(stator turn fault)

이 존재한다[2].

고정자 권선 연 괴 고장은 단락된 코일에서 열이 발생

하고, 이 열은 순환 류의 제곱에 비례하여 인 한 코일의 

연을 괴하여 되며 매우 빠르게 한 상을 괴시키기 

때문에, 빠른 고장검출과 고장 응이 반드시 요구된다[3].

국내의 경우에는 동기에 한 고장진단 연구의 진행이 

극히 미비한 실정이며, 국외의 경우에는 일부 산업용 동기

를 상으로 고장진단에서 고장 측까지 가능한 연구개발 

단계에 도달해 있다. 그러나 모든 분야의 구동모듈은 고장

측 기술에서 더 나아가 고장 응의 기술 수 까지 요구되

고 있다. 따라서 고장 응의 기술연구가 진행되기 해서는 

동기의 고장에 한 정확한 수식  모델링과 분석이 우선

시 되고, 동기의 고장 발생 시 나타나게 되는 상을 악

해야 한다.

고정자 연 괴 모델링에 련된 많은 연구들이 자기 등

가회로(MEC)의 집  라메터(Lumped parameters)를 이용

하 는데, MEC는 자기  비선형성을 고려하지 못한다. 하

지만, IPM type BLDC 동기는 자기포화 상이나 교번자

계 효과로 인하여 인덕턴스의 변화가 발생하기 때문에 비선

형을 고려한 모델링이 요하다[3]-[5].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IPM type BLDC 동기의 고정자 

연 괴 고장의 비선형 모델링을 제안하고, 고장이 진행됨

에 따라서 순환 류의 발생과 입력 류의 변화를 비교 분석

하여 토크특성에 미치는 향을 확인하 고, 한 실험을 통

하여 입력 류와 순환 류의 변화를 검증하 다.

2. 고정자 연 괴 모델링

 고정자 연 괴로 인한 순환 류와 입력 류의 왜곡

상에 한 토크특성 변화를 계산하기 해서 우선 으로 단

락된 권선을 모델링 하 다.

순환 류(Circulating Current)는 단락되어 입력 류가 흐

르지 않는 공심 코일과 공극 자속의 상호작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기기 력에 의해 유도되는 류이다. 그리고 순



기학회논문지 60권 3호 2011년 3월

532

환 류는 입력 류의 왜곡 상을 발생시키고, 토크특성에 변

화를 다.

그림 1은 inter turn fault를 나타내기 한 3상 등가회로

로써, a상의 권선에 단락이 발생하면, 한 상의 코일은 as1과 

as2  두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다[3]. as1은 healthy turn, 

as2는 shorted turn 이고, as2  부분에 순환 류(if)가 발생하

게 된다. 그림 2는 고정자 연 괴 고장을 분석하기 한 

시뮬 이션 모델과 실험을 한 동일한 기기정수의 IPM 

type BLDC 동기이다. 고정자 연 괴 시험을 한 

TEST 동기는 단락을 한 구조로 제작 하 으며, 고정자

의 권선을 정해진 비율로 단락 시킬 수 있도록 Tap에 코일

이 연결되어 있다.

 

그림 1 고정자 연 괴 고장의 모델링

Fig. 1 Modeling of inter turn fault in stator

  

그림 2 고정자 연 괴 시험을 한 매입형 구자석 동기

Fig. 2 IPM motor for inter-turn fault test 

정상 조건에서 3상이 평형인 IPM type 동기의 압 방

정식은 식 (1)과 같다. IPM type 동기는 자기공극의 변화

로 인한 인덕턴스가 변하기 때문에, 비선형성을 고려한 인덕

턴스의 변화 한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식 (2)는 정상 조

건에서의 토크 방정식 이다[3].

정상 조건의 압방정식과 그림 1의 등가회로를 기 으로 

a상에 연 괴 고장이 발생하 다고 가정하 을 때, a상의 

압 방정식은 식 (3)과 같고, (3)식에서 λa는 a상 권선 류

에 의한 쇄교자속, λpm은 구자석에 의한 쇄교자속, θ  는 

기각이다. 그리고 Lam =Laa-Lls  으로써, as1의 권선에서 

as2의 향을 고려한 자기 인덕턴스이다.

Healthy turn (as1)과 faulty turn(as2)로 식(3)을 분리해 

보면, 식(4), (5)과 같다. 여기서 μ는 고장 비율을 나타내고, 

μ = as1 turns/as2 turns  이다. λa’=Lam∙if  이고, 이것은 단

락된 턴에 의해서 감소된 턴 수의 향을 고려하기 한 쇄

교 자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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쇄교자속과 순환 류를 추정하기 해 앞서 제안한 모델

링을 바탕으로 유한요소법(FEM) 기반의 고장모델을 분석하

고, 그림 3은 고정자 연 괴 고장의 자기 포화 상과 

동기의 분포 인 특성 분석을 한 고장모델 개요도이다. 

이 모델은 쇄교되는 자속의 변화로 인하여 유도되는 순환

류의 계산을 한 단락 권선이 포함되어 있어서 고정자 

연 괴 고장에 의한 자기  변화를 시뮬 이션 할 수 있

다. 한, 제시된 모델에서 철심의 히스테리시스 특성을 고

려하여 자기포화 특성을 분석하 다. IPM type 동기의 회

로정수는 표 1에서 확인 할 수 있다.

그림 3 고장이 용된 FEM 기반 고장 모델의 개요도

Fig. 3 Sheme of FEM-based model with inter turn fault

3. 분석 결과

해석 모델에 고정자 연 괴를 용하고, 고장 비율(μ)이 

변화함에 따른 IPM type BLDC 동기의 자기  향을 

유한요소해석(FEA)을 이용하여 분석 하 다. 앞의 에서 

제안한 모델링과 동일하게 고정자 권선의 a상에 단락 권선

을 구 하여, 단락이 진행됨에 따라 입력 류와 자속 도, 

토크특성 변화를 분석하 다. 역기 력과 순환 류, 3상 입

력 류의 변화는 실험 결과와 비교하기 해서 다음 에서 

나타내었다.

시뮬 이션과 실험의 모든 분석은 1500[rpm]에서 수행되

었으나, 자속 도 포화 상 분석은 3500[rpm]에서 수행되었

다. 그 이유는 정격속도에서의 토크 리 이 매우 크고, 단락

을 한 선에 열이 크게 발생하여 실험 진행에 어려움이 

있어서이다. 

그림 4에서 고장이 증가함에 따른 a상 입력 류가 증가하

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단락이 진행됨에 따라 부하와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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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를 유지시키기 해서 더 많은 류가 인가된다. 그

리고 Fr(fault fraction)은 단락 비율을 나타내며, μ와 같은 

의미이다. 그림 5에서 자속 도와 자속의 왜곡 상을 확인

할 수 있다. 이 상은 순환 류 발생으로 인한 역 자계 

상으로써 설명할 수 있고, 출력특성에 직 으로 향을 미

치게 된다. 한, 고장이 모델링되어진 치 부분은 자속 도

가 감소하지만 고장이 모델링 되지 않은 치 부분에서는 자

기포화 상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림 6에서 도시된 자속

도 분포 그래 에서 도식 으로 확인할 수 있다. 

고정자 연 괴에 의한 입력 류 증가 상과 자속 도 

왜곡 상은 단락된 코일이 작은 경우에는 입력 류가 미세

하게 증가하고, 순환 류에 의한 자속 한 크지 않기 때문

에 자속 도 불평형도 크지 않다. 하지만, 고장 비율이 증가

하면 입력 류와 고정자 치 부분의 자계의 불평형이 심해져 

출력 특성이 악화된다.

고정자 연 괴에 의한 토크특성 변화를 그림 7에서 확

인할 수 있다. 고장이 증가함에 따른 3상 류와 공극 자속

도의 불평형으로 인해 평균토크가 감소하고 토크 리 이 

증가한다. 그림 8의 토크 리  변동 그래 를 통하여 단락

된 턴이 증가 할수록 리 이 증가하여 동기의 진동이 심

해짐을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고정자 연 괴가 발생한 

토크 특성을 분석하기 해 그림 9에서 고장이 증가함에 따

른 출력토크 고조  분석을 수행하 다. 고조  분석 결과, 

단락된 비율이 증가 할수록 토크성분의 2고조 가 증가하

는데, 앞서 분석한 3상 류의 불평형과 순환 류에 의한 자

계왜곡 상에 의해 역상 성분이 증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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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A-phase current var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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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자속 도와 자속의 왜곡 상

Fig. 5 Distortion of magnetic flux density and flux 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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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자속 도 분포

Fig. 6 Distribution of flux den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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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토크 특성

Fig. 7 Torque character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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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Negative torque sequence

4. 실험 결과

4.1 Back-EMF 와 순환 류 특성

단락이 발생하면 Faulty turn(as2)로 정의되어진 단락 코

일이 증가하고, Healthy turn(as1) 부분이 감소한다. 따라서 

Healthy turn(as1)에 유도되어지는 역기 력이 고장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는 상을 그림 10에서 확인하 다. 

다음의 비정 인 역기 력은 동기의 집 권 권선배치와 

공극자계의 사각분포에 의해 발생되어진다[6].

고정자 연 괴에서 자기  향을 미치는 순환 류의 

특성을 그림 11에 나타내었다. 순환 류의 시뮬 이션 결과

를 보면, 고장이 증가 할수록 비선형 으로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실험을 통하여 검증 하 다. 순환 류는 

단락 코일이 많아질수록 인덕턴스 증가에 따른 동특성 상

을 보이며 고장 비율이 높지 않으므로 단락 코일에서 유도

되는 순환 류의 값이 입력 류에 비해서 매우 크다. 그림 

12에서는 a상 권선의 8.33%가 단락이 진행되었을 때, 입력

류의 상과 순환 류의 상을 비교 하 다. 순환 류는 

공심코일에 유도되어 발생하는 류이므로 기 으로 180

도 상차를 가진다. 그리고 단락이 발생한 치 부분의 자속

도 불평형의 원인이 되며 출력특성에도 악 향을 미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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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역기 력 비교

Fig. 10 Back-EMF compari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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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고장비율에 따른 순환 류

Fig. 11 Circulating current as fault fr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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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입력 류와 순환 류의 상 비교

Fig. 12 Phase angle comparison of input current and 

circulating current

 4.2 입력 류 특성

고정자 연 괴에서 기  향을 미치는 3상 입력 류

의 불평형을 그림 13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앞서 분석한 바

와 같이 a상 류는 증가하고, BLDC 드라이버에서 동시에 

통 되는 b, c상의 류가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상으로 인하여 3상 류가 불평형을 이루고, 토크리 이 증

가하게 된다. 그림 14에서 실험을 통하여 입력 류의 불평

형 상을 검증하 다.

0 5 10 15 20 25 30
-10

-5

0

5

10

C
ur

re
nt

 (A
)

Time (ms)

 Phase A  Phase B  Phase C

(a) 정상 상태

(a) Without an inter turn fault

0 5 10 15 20 25 30
-10

-5

0

5

10

C
ur

re
nt

 (A
)

Time (ms)

 Phase A  Phase B  Phase C

(b) 고장 상태 (8.33% 단락) 

(b) With an inter turn fault (Fr=8.33%)

그림 13 3상 입력 류의 시뮬 이션 결과

Fig. 13 Simulation result of 3-phase current

(a) 정상 상태

(a) Without an inter turn fault

(b) 고장 상태 (8.33% 단락) 

(b) With an inter turn fault (Fr=8.33%)

그림 14 3상 입력 류의 실험 결과

Fig. 14 Experiment result of 3-phase current

4.3 Motor Performance

그림 15는 실험 인 측정을 한 테스트 장비를 보여 다.  

단락을 한 Tap에 단락용 동선을 연결하고, 순환 류는 2

에서 수행한 모델링을 바탕으로 단락권선을 따로 연결하

여 회 자에 의해 유도되는 순환 류를 측정하 다. 그리고 

동기의 특성시험을 한 실험 장비를 이용하 고, 고정자 

연 괴가 구 되어있는 테스트 IPM type 동기의 성능 

특성을 그림 16에서 확인 할 수 있다. 고정자 권선 a상이 

8.33% 단락되었을 때, 효율이 약 50%감소하 고, 단락용 동

선에 열이 크게 발생하며 진동이 심해짐을 확인하 다.

   

 (a) 순환 류의 측정     (b) 동기 실험 장비

 (a) Measurement of if   (b) Measurement for experiment

그림 15 실험 인 측정을 한 테스트

Fig. 15 Test equipment of experimen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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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정상 상태

(a) Without an inter turn fault

(b) 고장 상태 (8.33% 단락) 

(b) With an inter turn fault (Fr=8.33%)

그림 16 성능 특성 시험

Fig. 16 Motor performance test

5. 결  론

본 논문은 고정자 연 괴 고장의 비선형 모델링을 제안

하고 고장 발생시, 순환 류와 입력 류의 변화가 동기의 

출력특성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 다. 

유한요소법(FEM) 기반의 시뮬 이션 결과를 통하여, 인

버터에서 입력되는 류는 단락이 진행될수록 불평형을 이

루게 되고 순환 류의 향으로 자속 도가 포화되어 출력 

토크 평균이 감하고, 토크 리 로 인한 진동과 소음이 증

가함을 확인하 다. 한, 제안된 모델의 타당성을 입증하기 

해 권선단락이 가능하도록 제작된 동기와 6-스 치 인

버터를 이용하여 동일한 고장 조건에서의 실험을 수행하고 

NTI-특성 시험을 통하여 고정자 연 괴 고장이 동기의 

효율에 미치는 향을 확인하 다.

표  1 IPM형 BLDC 동기의 기기정수

Table 1 Specifications of IPM type BLDC motor

구분 값[단 ] 구분 값[단 ]

정격 용량 400 [W] 입력 압 48 [V]

역기 력

(1000rpm)
8 [V]

고정자 

인덕턴스
0.2 [mH]

고정자 

항
0.07 [Ohm] 상 수 3

정격 토크 1.10 [Nm] 슬롯 수 9

정격 속도 3500 [rpm] 극 수 6

정격 류 13.58 [A] 상당 턴 수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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