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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상 전동기 결상시 무정전 전원공급장치에 대한 연구

A Study on the Uninterruptible Power Supply on the Open Phase of 
Three-phase Motor

신 혜 *․최 홍 규†

(Hyr-young Shin․Hong-Kyoo Choi)

Abstract  -  In case of using three-phase induction motor in three-phase power system, if he deficiency happens in phase 

among three-phase, the motor will drive in an open phase state.

As to the motor, the continuing operation is possible then, but the phenomenon that the power supply stops happening by 

the result of the overload electricity order on the healthy phase of two phases with a damage and activating the circuit breaker.

Consequently, in order to overcome this problem in treatise accordingly. I propose an uninterruptible power supply which 

is able to prevent that the over current on the health phase through the restoration that in case happening open phase 

on the power line when driving the motor. Also, it is possible to supply power consecutively without interruption of 

electric power and we proved the performance and reliability through an experi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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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에는 건축물과 산업설비가 형화, 고층화, 복잡화로 

발 함에 따라 기사용의 증가로 인한 기사고가 형화 

되고 있으며 이러한 기사고는 연열화, 과부하/과 류, 

 불량, 단락 사고가 체 기사고의 50% 이상을 차지

하고 있고 이러한 사고의 주요원인  하나가 결상으로 인한 

불평형 압과 류로 분석되었다[1]～[4].

한, 오늘날 생산시스템이 복잡화, 규모화로 발 함에 

따라 동기의 사용이 증가되고 있으며, 동기 고장이 시스

템 체에 미치는 향이  크게 되어 이로 인한 손실이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다. 3상 동기를 이용하는 3상 력

계통에서 상간 단락이나 단락보호용 한류 퓨즈의 1상이 용

단되어 동기가 결상운 이 되는 경우 계통에는 불평형 

류가 흐르거나 단상 력이 공 되어 동기 코일의 과 류

로 인한 화재발생  시스템 체에 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동기의 결상사고에 한 보호방법으로 열동 과

류 계 기, 자식 모터 보호계 기 는 결상 차단기를 

사용하여 선로의 과 압, 과 류를 검출하여 차단기를 동작

시키는 방법을 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보호장치는 

응답속도가 느리고 무부하 는 경부하시 잦은 오동작과 정

도가 하되는 문제 과 차단기 동작 시 상용 원이 차단

되어 고 없이 정 이 발생되는 문제 을 가지고 있다[5].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 을 해결하기 해 

동기가 결상운 을 하는 경우 결상된 상의 력을 자동 

복구 시키고 연속 으로 원을 공 할 수 있는 결상 시 무

정  원공 장치에 하여 제안하고 성능과 신뢰성을 실

험을 통해 입증하 다.

2. 결상시 무정  원공 장치 

2.1 결상시 상

3상 4선식 배 계통에서 정상 운 시 벡터도와 R상 결상 

시 벡터도를 나타내면 그림 1, 그림 2와 같다.

그림 1 정상운 시 벡터도

Fig. 1 The vector diagram of the normal operation

그림 2 R상결상시 벡터도

Fig. 2 The vector diagram of the R phase op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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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R상 결상 복구시의 Y결선 구성도와 벡터도 

Fig. 4 Y-connection configuration and vector diagram of 

the R phase open restoration

2.2 결상시 무정  원공 장치의 구성도

결상시 무정  원공 장치는 결상 발생시 불평형 력

을 평형으로 자동 복구시키고 무정 으로 원을 공 할 수 

있도록 독립된 3개의 그가 사용된다. 하나의 그에 세 

개의 권선을 감아 3개의 그에 9개의 권선을 가지도록 한

다. 이때 각 그의 두 번째와 세 번째 권선의 감은 방향은 

첫 번째 권선을 감은 방향과 반  방향을 가지도록 한다.

각 그의 첫 번째 권선의 하나의 단자는 R, S, T 원

에 연결하고 그 단자와 다음 그의 두 번째 권선을 반 로 

연결한다. 그리고 두 번째 권선의 다른 단자와 다음 그의 

세 번째 권선에 반 로 연결한다.

마지막으로 성  형성을 해 각 그의 첫 번째 권선과 

세 번째 권선에서 한 단자를 성선으로 연결한다. 그림 3은 

제안한 결상 시 무정  원공 장치의 구성도를 나타낸다.

그림 3 결상시 무정  원공  장치의 구성도 

Fig. 3 configuration diagram of Uninterruptible power supply 

during open phase 

2.3 원 공  원리

3상 4선식 배 계통에서 어떠한 한상에서 결상이 발생했

을 경우 결상시 무정  원공 장치에 의해 결상이 복구되

고 무정  원공 이 되는 원리는 다음과 같다. 결상이 발

생했을 경우 결상이 되지 않고 원을 공 하고 있는 나머

지 두상의 권선에 해 권선의 감은 방향을 각각 반 로 해

주면 역 상이 발생되고 이 두 역 상을 벡터 으로 합하면 

결상된 원을 복구할 수 있다. 이것을 나타내면 그림 4와 

같다. 이러한 권선의 설계를 통해 결상이 발생되었을 때 결

상이 안 된 두 상의 역 상을 사용하여 결상된 상을 자동

으로 복구 할 수 있다.

2.4 벡터도

그림 3의 구성도를 기 으로 결상 복구시의 각 상과 성

선의 압을 표 하면 수식 (1)과 같고 벡터도를 표 하면 

그림 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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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결상시 무정  원공  장치의 벡터도

Fig. 5 The vector diagram of Uninterruptible power supply 

during open phase 

3.  실험과 결과 분석

3.1 실험구성도

그림 6 실험 구성도

Fig. 6 The configuration diagram of experi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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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형

R상

S상

T상

그림 7 결상시 R상의 류 형

Fig. 7 A current waveform of R phase open

구분 형

R상

S상

T상

그림 8 결상 복구시 R상의 류 형

Fig. 8 A current waveform of R phase recovery

그림 6은 실험 구성도로 결상발생을 한 각 상별 개폐

기, 결상을 자동으로 복구하는 결상시 무정  원공  장

치, 결상  후의 압, 류를 표시하기 한 원 측, 부하 

측 디지털 압, 류 표시장치, 결상  후의 압, 류 

형을 측정하기 한 력분석측정기, 측정 단자 로 구성되

어 있다. 

3.2 실험방법

실험방법은 먼  부하로 0.75kW 삼상 유도 동기를 연결

한다. 그 후 한상을 결상 시킨 후 결상이 된 원 측과 결

상이 자동 복구된 부하 측의 압, 류 값을 Digital Meter

로 확인하고, 력분석측정기를 사용하여 원 측과 부하 측

의 압, 류 형을 측정한다. 결상 순서는 R, S, T상의 순

서로 진행한다. 

3.3 실험결과

표 1은 0.75kW 삼상 유도 동기 부하 상태에서의 결상과 

결상복구시의 압, 류값을 나타낸 표이다. 표에서 결상은 

결상시 무정  원공 장치의 1차측인 원 측의 압, 

류를 의미하며 복구는 결상시 무정  원공 장치의 2차측

인 부하 측의 압, 류를 의미한다.

표 1에서 3상  한상이 결상이 되었을 경우 결상시 무정

 원공 장치의 1차측인 원측의 류는 0이 되지만 결

상시 무정  원공 장치에 의해 압은 복구가 되어 정상

과 같은 압이 나타나며, 결상시 무정  원공 장치의 2

차측인 부하측은 결상시 무정  원공 장치에 의해 력

이 복구되어 류가 흐르게 되고 부하의 동작이 정상 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구분

항목

R상 S상 T상

결상 복구 결상 복구 결상 복구

선간 압

R-S 361 355 374 367 375 375

S-T 376 371 358 353 370 364

T-R 369 364 376 373 355 353

상

압

R-N 202 199 218 216 216 215

S-N 217 215 203 200 219 216

T-N 216 215 215 213 199 197

상

류

R 0 0.92 1.98 1.27 0.68 1.13

S 1.68 1.13 0 0.98 1.90 1.27

T 1.98 1.20 1.69 1.06 0 0.91

표 1 0.75kW 삼상유도 동기 부하 상태에서의 압, 

류 값

Table 1 A voltage and current value at 0.75kW three-phase 

induction motor load state

그림 7과 그림 8은 3상  한상이 결상된 경우 에서 R

상이 결상되었을 경우 결상시 무정  원공 장치 1차측인 

원측의 류 형과 장치를 거쳐 결상이 복구된 후의 

류 형을 력분석측정기로 측정한 것이다. 그림 7에서 R

상 결상 시 R상에 류가 흐르지 않고 다른 건 상인 S상

과 T상에서는 증가된 류가 흐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

지만 결상시 무정  원공 장치의 2차측인 부하측에는 정

없이 R상의 류가 복구되어 류가 연속 으로 흐르는 

것을 그림 8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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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3상 동기를 이용하는 3상 력계통에서 

력선 결상 시 결상되어 류가 흐르지 않는 상의 력을 

자동 복구시키고 정  없이 연속해서 원을 공 할 수 있

는 결상시 무정  원공 장치에 한 이론을 제시하 다. 

제시된 이론은 결상이 발생되었을 때 결상이 안 된 두 상의 

역 상을 사용하여 결상된 상을 자동 으로 복구하는 방식

으로 기존의 결상 보호방식인 결상 계 기나 결상 차단기의 

고 없는 정 이나 이로 인한 2차 인 문제 까지 해결할 

수 있다. 한, 제시된 결상시 무정  원공  장치는 독립

된 3개의 그에 같은 회 수를 가지는 9개의 권선을 가지

는 구조로 0.75kW 삼상유도 동기 부하상태에서 R, S, T상

의 순차 인 결상 측정 실험을 통해 한상이 결상 되어도 결

상된 상이 자동 으로 복구 되어 무정 으로 원을 공 하

고 있음을 입증하 다.

따라서 제시된 결상시 무정  원공  장치는 결상으로 

인한 과 압, 과 류의 문제 을 해결할 수 있고 고 없는 

정 이나 이로 인한 2차 인 문제 을 해결하여 생산시스템

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 한, 이상 압 발생에 의한 

력계통의 불안정한 운 을 해소시켜 각종 기사고를 미연

에 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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