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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is paper presents speed control characteristics of capacitor-run SPIM(Single Phase Induction Motor) using 

TRIAC for comparing and analyzing four kinds of voltage control methods such as supply voltage control, main winding 

voltage control, auxiliary winding voltage control and auxiliary winding voltage control without starting capacitor. The 

computer simulations were performed using MATLAB Simulink to show control characteristics of four voltage control 

methods. And their control characteristics were conformed by experiments for capacitor-run 90W SPIM as a sample 

motor. The results of simulations and experiments show that supply voltage control method has fast dynamic response 

characteristics and main winding voltage control method has higher power efficiency and can be implemented at lower 

system c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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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에 들어 산업용 서보제어 분야에서 단상 유도 동기

의 사용이 늘어나고 넓은 속도제어 범 와 정 한 가변속 

제어가 요구됨에 따라 속도제어 성능 개선에 한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져 왔다. 동기의 속도를 가변하기 해서는 

고정자 권선에 인가되는 압을 제어하게 되는데, 이것은 2

개의 싸이리스터를 역병렬로 연결하거나 TRIAC을 이용하

여 상제어 방식으로 간단히 구 할 수 있으므로 가격이 

렴하고 제어 시스템이 단순화되는 장 이 있기 때문에 특

히 가격형의 단상 유도 동기 속도제어 시스템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다.
[1][2][3]

본 논문에서는 온도와 연계되어 동작함으로써 축사용 환

풍기 등에 사용할 수 있는 가격형 속도제어 시스템을 구

하는데 목 을 두고 커패시터 운 형 단상 유도 동기를 

상으로 선정하여 TRIAC을 이용한 상제어 방법으로 주

권선 압  보조권선 압을 동시에 제어하는 입력 원 

제어 방식, 주권선 압을 제어하는 방식, 그리고 보조권선 

압을 제어하는 방식 등의 3가지 력회로 토폴로지에 

하여 각각 속도제어 특성, 운  효율, 경제성 등에 을 

두어 비교 분석한다.

2. 단상 유도 동기의 속도제어 방법

2.1 커패시터 운 형 단상 유도 동기의 등가회로

커패시터 운 형 단상 유도 동기는 불평형 2상 유도 동

기로 볼 수 있고 이는 2회 자계 이론을 사용하여 해석하는 

것이 일반 이다.

그림 1은 커패시터 운 형 단상유도 동기의 주권선과 보

조권선의 등가회로를 나타내고 있다. 여기서 주권선  보

조권선의 단자 압은 각각 식(1)과 같이 표 된다.
[4]

(a) 주권선의 등가회로 (b) 보조권선의 등가회로

그림 1 커패시터 운 형 단상 유도 동기의 등가회로

Fig. 1 Equivalent circuit of capacitor-run single phase 

induction mo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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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 정방향  역방향의 공극 력은 다음의 식(2)와 같

이 나타낼 수 있다. 

 
 



 
 



   
  



(2)

이때 동기의 토크는 정방향 토크와 역방향 토크의 차에 

의해 식(3)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3)

식(2)에서 정방향  역방향 공극 력의 차를 정리하면 

다음 식(4)와 같이 되고, 이를 식(3)에 입하면 동기의 

토크를 계산할 수 있다.

   
 

  

           sin   (4)

식(3)과 (4)에서 알 수 있듯이 단상 유도 동기의 토크는 

주권선 류 과 보조권선 류 의 크기  상차와 회

자 항  , 를 가변하여 제어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로 회 자 항은 가변시킬 수 없으므로 두 권선 류의 크

기와 상차로만 토크를 제어하게 된다. 류는 압에 의

하여 가변되므로 결국 토크는 두 고정자 권선에 인가되는 

압의 크기와 상차로 제어한다.

2.2 커패시터 운 형 단상 유도 동기의 압제어

TRIAC을 이용한 상제어 방법으로 커패시터 운 형 단

상 유도 동기의 주권선과 보조권선에 인가되는 압을 제

어하려면 그림 2와 같이 4가지의 방식으로 력회로를 구성

할 수 있다.

그림 2의 (a)는 TRIAC으로 상제어한 압을 주권선과 

보조권선에 모두 인가하는 방식이며, 체 4가지의 제어 방

식 에서 상 제어에 따른 고조  류에 의한 동기의 

손실이 가장 크다.
[2][5]

그림 2의 (b)는 TRIAC으로 상제어한 압을 주권선에

만 인가하고, 보조권선에는 원 압을 그 로 인가하는 방

식이다. 이것은 주권선 류에서만 고조 가 발생되므로 입

력 원 제어 방식에 비해 동기의 손실과 잡음 발생이 상

으로 으며,
[5][6]
 주권선의 지상 류를 기동용 커패시

터에 의한 보조권선 류가 보상하므로 원의 입력 역률이 

좋다. 그리고 입력 원 제어 방식에 비해 TRIAC의 기

인 사양이 감소되어 제어 시스템의 가격이 렴해지는 장

이 있다.

그림 2의 (c)와 (d)는 TRIAC으로 상제어한 압을 보

조권선에만 인가하는 방식이다. 이것의 장 은 주권선에 흐

르는 류에 비해 보조권선에 흐르는 류의 크기가 작으므

로 앞에서 제시한 방식들보다 스 칭 소자의 용량이 감소되

어 시스템의 가격이 렴해진다는 것이다.

그림 2의 (d)에서는 상제어한 압을 보조권선에 인가

하여 보조권선 류의 크기와 상을 제어한다. 보조권선에 

기동용 커패시터를 사용하지 않으므로 주권선 류와 보조

권선 류의 상차는 단지 각 권선의 인덕턴스 성분에 의

해서만 발생한다.

(a) 입력 원 제어 방식 (b) 주권선 제어 방식

(c) 보조권선 제어 방식 (d) 기동용 커패시터가 없는 

보조권선 제어 방식

그림 2 TRIAC을 이용한 커패시터 운 형 단상 유도 동기

의 압제어 방식

Fig. 2 Voltage control methods of capacitor-run single 

phase induction motor using TRIAC

2.3 컴퓨터 시뮬 이션

에서 제시한 4가지의 고정자 권선 압제어 방식들을 

구 하기 하여 그림 3과 같은 제어 시스템을 구성하고, 

TRIAC으로 상제어한 압을 각 방식에 따라 주권선  

보조권선에 인가할 수 있도록 하 다. 여기서는 이들 4가지 

제어 방식에 따른 속도제어기의 제어이득을 구하고 그에 해

당하는 속도제어 특성을 확인하기 한 컴퓨터 시뮬 이션

을 먼  실시하 다.

시뮬 이션 소 트웨어로는 MATLAB Simulink를 사용

하 으며, 시뮬 이션  실험에 사용한 90W짜리 샘  

동기의 사양은 표 1과 같다.

표 1 샘  동기의 사양

Table 1 Specification of sample motor.

정격 사양 단  값

정격 압 V 단상 220

정격 류 A 0.9

극     수 pole 4

정격 출력 W 90

정격 토크 N‧m 0.6

정격 회 속도 rpm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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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시스템 구성 블록도

Fig. 3 System block diagram

속도제어기로는 PI 제어 알고리즘을 사용하 고, 샘 링 

시간은 60[Hz] 원의 반주기와 유사한 10[ms]로 하 다. 

속도제어기에서는 기 속도와 실제속도의 차에 따라 호각 

에 해당하는 타이머의 출력비교 인터럽트를 발생시키기 

한 시간을 설정하고, 이 인터럽트가 발생하게 되면 TRIAC

을 턴온하여 출력 압의 크기를 제어한다. 여기서 입력 원 

제어 방식과 주권선 제어 방식, 보조권선 제어 방식에서는 

속도의 증가를 하여 속도제어기에서 계산된 시간을 감소

시켜 호각을 작게 하 지만, 기동용 커패시터가 없는 보조

권선 제어 방식에서는 주권선 류와 보조권선 류의 상

차를 발생시키기 하여 반 로 호각을 증가시켜야 한다.

속도제어기의 비례제어 이득과 분제어 이득은  입력

원 제어 방식에서는   ,   로 선정되었고, 주권

선 제어 방식에서는   ,   가 되었다. 한, 커패

시터가 없는 보조권선 제어 방식에서는   ,   이 

되었고, 보조권선 제어 방식에서는 제어가 불안정하여 최

의 이득을 구할 수가 없었다.

(a) 입력 원 제어 방식

(b) 주권선 제어 방식

그림 4 무부하에서의 기 속도 변화에 한 과도응답 특성

(기 속도 300 → 1000 → 300[rpm])

Fig. 4 Transient characteristics for reference speed variation 

at no load(reference speed : 300 → 1000 → 300[rpm])

(a) 입력 원 제어 방식

(b) 주권선 제어 방식

그림 5 1/2 부하에서의 기 속도 변화에 한 과도응답 특

성(기 속도 300 → 1000 → 300[rpm])

Fig. 5 Transient characteristics for reference speed variation 

at 1/2 load(reference speed : 300 → 1000 → 300[rpm])

그림 4와 그림 5는 각각 무부하와 1/2 부하에서 단상 유

도 동기의 정방향 가변속 운 에 한 시뮬 이션 결과로

서, 기 속도를 6  간격으로 300[rpm]에서 1000[rpm]으로 

가감속하 다. 각 그림에서 상단 형은 기 속도와 실제속

도를 나타내고, 하단 형은 주권선 류와 보조권선 류를 

나타낸다. 시뮬 이션 결과를 보면 입력 원 제어 방식이 

주권선 제어 방식에 비하여 응답속도가 다소 빠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보조권선 제어 방식은 제어이득을 여러 가지로 변경하면

서 시뮬 이션을 실시하 지만 어떤 기 속도에 해서도 

속도제어가 제 로 수행되지 않고 발산하 다.

기동용 커패시터가 없는 보조권선 제어 방식의 시뮬 이

션 결과에서는 보조권선 류가 주권선 류에 비해 상이 

지연되어 역회 을 하게 되는데, 무부하에서 속도제어가 수

행되기는 하지만 보조권선 류가 매우 커졌다. 실제 실험

결과로도 이 방식은 보조권선 류가 크고, 따라서 동기의 

발열이 심하여 사용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얻었다.

3. 실험  검토

3.1 실험장치의 구성

본 논문에서 구 한 커패시터 운 형 단상 유도 동기 속

도제어 시스템의 하드웨어는 그림 6과 같다. 실험장치는 4

가지의 압제어 방식을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하

여 TRIAC의 치를 쉽게 이동시킬 수 있게 설계하 다. 

한 제어에 사용하지는 않지만 실험용으로 류를 측정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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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주권선과 보조권선에 각각 류센서를 부착하 다.

4가지의 압제어 방식에 따라 샘  동기의 고정자 권

선에 직렬로 연결되는 TRIAC의 치가 달라지는데, 그림 6

에서 T1은 입력 원 제어 방식, T2는 주권선 제어 방식, 

T3은 보조권선 제어 방식을 사용할 때의 치를 나타낸다. 

한, 기동용 커패시터가 없는 보조권선 제어 방식은 T3에 

해당하지만, 이때는 기동용 커패시터 C1을 사용하지 않고 

직결해야 한다.

그림 6 시스템 하드웨어 구성 블록도

Fig. 6 Block diagram of system hardware

3.2 속도응답 실험

실험은 입력 원 제어 방식과 주권선 제어 방식에서 각각 

속도응답 특성, 부하변동에 한 과도응답 특성, 동기의 

회  속도에 따른 운 효율 등 3가지로 나 어 실시하 다.

(a) 입력 원 제어 방식

(b) 주권선 제어 방식

그림 7 무부하에서의 속도응답 특성

(기 속도 300 → 1000 → 300[rpm])

Fig. 7 Speed response characteristics at no load

(reference speed : 300 → 1000 → 300[rpm])

(a) 입력 원 제어 방식

(b) 주권선 제어 방식

그림 8 1/2 부하에서의 속도응답 특성

(기 속도 300 → 1000 → 300[rpm])

Fig.  8 Speed response characteristics at 1/2 load

(reference speed : 300 → 1000 → 300[rpm])

그림 7과 그림 8은 각각 무부하와 1/2 부하에서 기 속도

를 300[rpm]  1000[rpm]으로 가감속 제어한 실험결과 

형이다. 이 그림에서 채  1은 동기의 실제속도, 채  2는 

기 속도, 채  3은 주권선 류, 채  4는 보조권선 류를 

나타낸다. 속도 형은 1[V]당 1000[rpm]을 나타내며, 류

형은 240[mV]당 1[A]를 나타낸다.

실험결과 형들을 보면 무부하와 1/2 부하에서 모두 입

력 원 제어 방식이 주권선 제어 방식에 비해 속도응답이 

약간 빠른 것을 알 수 있다. 한 단상 유도 동기에서는 

역토크를 발생하지 못하고 주로 부하와 기계  손실에 의해

서 속도가 감소되기 때문에 가속 시간에 비해 감속 시간이 

긴 것을 볼 수 있다. 이상의 실험결과는 시뮬 이션 결과와 

잘 일치한다.

보조권선 제어 방식에서는 앞의 시뮬 이션에서 살펴본 

것처럼 속도제어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동기가 최

 속도로 발산하 는데, 이는 주권선에 흐르는 류보다 높

은 주 수의 LC 공진 류가 보조권선에 흐르기 때문인 것

으로 추정된다.
[5]

기동용 커패시터가 없는 보조권선 제어 방식은 무부하에

서 속도제어가 가능하기는 했으나, 응답 특성이 나쁘고 속도 

 토크 맥동이 크며, 동기에서 심한 열이 발생하 다. 결

과 으로 보조권선을 제어하는 이들 2가지의 제어 방식은 

모두 실용성이 낮아서 실제로 사용하기가 어렵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3.3 부하변동에 한 과도응답 특성 실험

그림 9는 1000[rpm]으로 일정속도로 운 하는 동안 무부

하에서 1/2 부하를 스텝 인가한 경우이고, 그림 10은 반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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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를 스텝으로 제거한 경우의 실험결과 형이다. 오실로

스코 로 측정한 형들은 채  1은 동기의 실제속도, 채

 2는 기 속도, 채  3은 주권선 류, 채  4는 보조권선 

류를 나타낸다. 속도 형은 1[V]당 1000[rpm]을 나타내며, 

류 형은 240[mV]당 1[A]를 나타낸다.

(a) 입력 원 제어 방식

(b) 주권선 제어 방식

그림 9 부하변동에 따른 과도응답 특성(1000[rpm], 0 → 1/2 

부하)

Fig. 9 Transient characteristics for load variation(1000[rpm], 

0 → 1/2 load)

(a) 입력 원 제어 방식

(b) 주권선 제어 방식

그림 10 부하변동에 따른 과도응답 특성(1000[rpm], 1/2 부하 

→ 0)

Fig. 10 Transient characteristics for load variation (1000 

[rpm], 1/2 load → 0) 

부하가 증가하면 동기의 회 속도가 잠시 감소하지만, 

주권선 제어 방식에서는 주권선 류가 증가하고 입력 원 

제어 방식에서는 주권선 류와 보조권선 류가 모두 증가

하여 토크를 증가시키므로 곧바로 다시 속도가 증가하여 기

속도에 안정 으로 복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반 로 부

하가 감소하면 회 속도가 잠시 증가하지만, 주권선 제어 방

식에서는 주권선 류가 감소하고 입력 원 제어 방식에서

는 주권선 류와 보조권선 류가 감소하여 토크를 감소시

키므로 곧바로 다시 속도가 감소하여 기 속도에 복귀하게 

된다.

이 실험에서도 앞의 속도응답 특성 실험에서와 마찬가지

로 입력 원 제어 방식이 주권선 제어 방식보다 부하변동에 

한 응답속도가 더 빠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3.4 운 효율 측정 실험

그림 11은 입력 원 제어 방식과 주권선 제어 방식으로 

1/2 부하에서 동기의 속도를 200[rpm]부터 1500[rpm]까지 

50[rpm] 간격으로 증가시키면서 력분석계를 사용하여 시

스템의 운 효율을 측정한 그래 이다. 여기서 x축은 동

기의 회 속도를 나타내고, y축은 동기의 운 효율을 나

타낸다.

그림 11 회  속도에 따른 동기의 운 효율

Fig. 11 Motor efficiency according to rotation speed

이 그래 에서 동기의 회 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주권

선 제어 방식의 운 효율이 입력 원 제어 방식의 경우보다 

뚜렷하게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여기서는 1/2 부하의 

경우만을 보 으나, 이러한 추세는 무부하부터 정격부하까지 

모두 마찬가지로 나타난다. 단, 이 실험에서 운 효율은 

동기의 효율과 MG 세트에서 동기의 부하용으로 사용한 

직류발 기의 효율이 모두 포함된 것이므로, 이 효율값 자체

보다는 효율의 상  크기와 변동추이를 보는 것에 의미를 

두어야 한다. 동일한 부하와 동일한 회 속도 조건에서 직

류발 기의 효율은 일정할 것이므로 2가지의 제어 방식에서 

운 효율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단상 유도 동기의 제어

방식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로부터 TRIAC을 이용한 상제어 방식으로 단상 유도

동기를 속도제어하는 경우에는 주권선 제어 방식이 입력

원 제어 방식보다 운 효율이 상 으로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앞의 속도응답 실험과 부하변동에 한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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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응답 실험에서 보았듯이 응답 특성은 입력 원 제어 방식

이 우수한 반면에 운 효율은 주권선 제어 방식이 더 우수

하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커패시터 운 형 단상 유도 동기의 가

형 속도제어 시스템을 구 하는 기술에 하여 연구하 다. 

TRIAC을 사용한 압제어 방법으로 주권선 압 는 보

조권선 압을 제어하는 4가지 방식에 하여 시뮬 이션 

 실험을 실시하 다.

시뮬 이션  실험 결과에서 모두 입력 원 제어 방식이 

주권선 제어 방식에 비하여 다소 응답속도가 빨라 우수한 

제어특성을 보 다. 그러나, 주권선 제어 방식은 입력 원 

제어 방식에 비하여 좀 더 렴한 가격으로 구 할 수 있고, 

입력역률이 더 좋으며, 효율 측정 실험에서 주권선 제어 방

식의 효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경제성 측면에서는 주

권선 제어 방식이 다소 유리하다고 볼 수 있다.

보조권선 제어 방식은 LC 공진 류 때문에 속도제어가 

원활하게 수행되지 않았으며, 기동용 커패시터가 없는 보조

권선 제어 방식은 속도제어가 불안정하고 동기의 발열이 

심하여 실용성이 낮은 것으로 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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