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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동해석을 통한 영구자석 동기전동기의 오프라인 Inter-Tu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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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Method for Offline Inter-Turn Fault Diagnosis of Interior Permanent Magnet 

Synchronous Motor through the Co-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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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In this paper, inter-turn fault diagnosis of the interior permanent magnet synchronous motor (IPMSM) is performed 

in offline state by linking the finite element analysis (FEA) tool and control simulation tool. In order to diagnose the 

inter-turn fault, it is important to select the current value to determine the fault. First, the basic principles for inter-turn 

fault diagnosis of IPMSM are explained and co-analysis model for fault diagnosis is constructed. Further, in order to select 

the appropriate high frequency voltage, the change of the current value to be judged as failure was analyzed at various 

voltage and frequency conditions, and the change of the current value according to the number of the failed windings was 

analyzed. Finally, the current value to be judged as failure is sel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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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영구자석 동기전동기(interior permanent magnet synchronous 

motor ; IPMSM)는 설계 및 제어 성능 개선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지만, 최근에는 전동기의 신뢰성 향상을 위해서 고장진단

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고장진단은 크게 온라인방식과 오프

라인 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온라인 고장진단은 운전 중에 

고장을 검출할 수 있는 방법으로써 인버터가 상시 구동되는 어플

리케이션에 적용할 경우 유용하다. 하지만 온라인 방식은 전동기 

제어와 고장진단 알고리즘이 동시에 수행되기 때문에 DSP 

(digital signal processor)의 부하를 증가시킨다. 따라서 고장진

단 알고리즘의 간소화가 요구되며 이는 진단 성능을 저하시키게 

된다[1,2]. 또한 차량과 같이 잦은 가감속을 수행하는 어플리케이

션의 경우 과도 상태에서 수행되기 때문에 정확한 고장 진단이 

어렵다. 이와 같은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이 오프라인 고장진단법

이다. 오프라인 고장진단법은 전동기 정지해 있을 때 수행되기 

때문에 외란에 의한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고 정상 상태에서 진

단하기 때문에 온라인 고장진단법보다 우수한 성능을 가진다. 또

한 EV(electric vehicle)와 같은 차량 어플리케이션에서는 정지와 

운행이 반복되므로 오프라인 고장진단법이 적용 가능하다[3]. 

현재 오프라인 고장진단법은 주로 고주파 주입신호를 이용한 

방식이 연구되고 있다. 고주파주입을 이용한 기존의 연구들은 주

로 내부 단락저항에 대해서만 다루고 있으며 turn-fault시 발생

하는 인덕턴스의 변화에 대해서는 자세히 다루고 있지 않다. 하

지만 고장이 발생한 턴 수에 따라서 고장이 발생한 영역과 고장

이 발생하지 않은 영역의 인덕턴스 비율이 변화되기 때문에 고장

전류 값이 바뀌게 된다. 따라서 본 논문은 고장이 발생한 턴 수

에 따른 영향을 반영하기 위해서 유한요소해석(finite element 

analysis ; FEA) 툴인 Maxwell과 제어회로 시뮬레이션 툴인 

Simplorer를 연동하여 오프라인 inter-turn 고장진단 알고리즘을 

구현하였다. 

논문의 2장에서는 고장진단을 위한 이론을 다루었으며, 3장에

서는 연동해석에 사용된 IPMSM의 모델과 고장진단을 위한 제어

블럭도를 나타내었다. 4장에서는 고장진단을 위해 인가한 전압의 

크기와 고주파수 크기에 따른 고장진단전류의 값을 분석하였다. 

또한 고장이 발생한 턴 수에 따른 고장진단전류의 크기도 분석하

였다.  

2. Inter-turn 고장진단을 위한 이론

IPMSM의 고정자 권선에 inter-turn 고장이 발생하면, 고장영

역에 고장저항이 병렬로 발생하게 된다. 그림 1은 a상에 inter- 

turn 고장이 발생하였을 때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을 통해 a상의 

저항과 인덕턴스는 고장이 발생한 부분과 고장이 발생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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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으로 나누어짐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한 상에 대한 직렬 

턴 수와 고장이 발생한 턴 수의 비를 식 (1)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1)

여기서 Nph 는 한 상에 대한 직렬 턴 수를 의미하며, Nf 는 고

장이 발생한 턴 수를 의미한다.

그림 1 Inter-turn 고장 개략도

Fig. 1 Schematic of the inter-turn fault

2.1 IPMSM의 방정식

a상 권선에 고장이 발생한 영역과 고장이 발생하지 않은 영역

을 가진 IPMSM의 전압방정식은 식 (2)와 같다[4]-[6].

     

      

      


      


 






   
   

   

    







 






   
   
   
   








       



(2)

여기서 va, vb, vc 는 각 상의 전압, vn 은 중성점 전압, ia , ib , 

ic 는 각 상의 전류, if 는 고장저항에 흐르는 전류, Rs는 한 상에 

대한 고정자 저항, Rf는 고장저항, Laa , Lbb , Lcc 는 각 상의 고정

자 자기인덕턴스, Mab , Mac , Mbc 는 상호인덕턴스, λPM,a , λPM,b , 

λPM,c 는 영구자석에 의해 각 상에 쇄교하는 자속이다.

Inter-turn 고장행렬을 dq0f 행렬로 변환하기 위해서는 식 

(3)에 나타난 Park transform을 사용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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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여기서부터는 수식 표현의 간소화를 위해 식 (3)의 [Tdq0f]

를 T 로 대체하겠다.

고장상황에서는 영구자석에 의한 3고조파 요소는 무시할 수 

없다. 따라서 영구자석에 의한 자속 중 기본파 요소와 3고조파 

요소를 고려하여 전압방정식을 dq0f 성분으로 표현하면 식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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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를 정리하여 d-q 축 전압을 표현하면 식 (5)와 같고, n 축 

전압은 식 (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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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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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p=d/dt 는 미분연산자이며, Lls 는 누설인덕턴스이다. 

정상상태에서 inter-turn 고장전류는 식 (7)과 같다.

  


(7)

2.2 고주파수 전압을 이용한 Inter-turn 고장진단

IPMSM의 오프라인 inter-turn 고장진단을 위해 고주파수 전

압은 인가되어야한다. 고주파수 전압은 고장신호를 증폭시키며 

본 논문에서는 식 (8)과 같이 각 상에 고주파수 전압을 인가하

였다.

 


























cos

cos
cos

(8)



Trans. KIEE. Vol. 67, No. 3, MAR, 2018

연동해석을 통한 영구자석 동기전동기의 오프라인 Inter-Turn 고장진단법             367

여기서 vai , vbi , vci 는 각 상의 고주파수 전압이고, Vi 는 주입

된 고주파수 크기, ωi는 주입된 고주파수 각속도이다.

2.2.1 고장 발생이 없는 상황

고주파수 인가 시 한 상에 대한 고정자 저항과 영구자석에 의

해 고정자권선에 쇄교되는 자속은 무시될 수 있다. 이로 인해 전

압방정식은 식 (9)와 같다.

 

     (9)

IPMSM의 3상 전압을 α-β 축 정지좌표계 전압으로 표현하면 

식 (10)과 같다. 이 때 d-q 축 인덕턴스와 회전자 위치각은 변하

지 않기 때문에 전류 앞에만 미분연산자가 붙는다.




 









 


 cos sin

sin  cos




 






 


  

 
(10)

여기서 vαi, vβi 는 α-β 축 고주파수 전압, iαi, iβi 는 α-β 축 

고주파수 전류, Ld, Lq 는 d-q 축 인덕턴스, θr 은 회전자 위치각

이다.

α-β 축 전류를 표현하면 식 (11)과 같다.




 








 


coscos 

sinsin 


  
 


   

 


(11)

또한 이를 d-q 축 회전좌표계 전류로 표현하면 식 (1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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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여기서 idi, iqi는 d-q 축 고주파수 전류이다.

α-β 축 전류와 d-q 축 전류를 비교해 보면 d-q 축 전류의 주

파수가 2배 빠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idi의 평균값 0

임을 확인할 수 있다.

2.2.2 고장 발생 상황

고장상황에서 고주파수 전압이 인가된 전압방정식은 식 (13)과 

같다.

 

     (13)

abcf 변수 값을 αβ0f 변수 값으로 변환하기 위해서는 Clarke 

transform을 이용해야한다.

  











   

    
   
   

 (14)

식 (13)과 (14)를 이용하여 α-β축 전압방정식을 구하면 식 

(1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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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여기서 eαi′, eβi′는 고장상황에 의해 추가적으로 발생된  α-β

축 전압 응답이고, ifi는 고장저항에 흐르는 전류이다.

고장상황에서 중성점 전압은 0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식 (6), 

(7)에 의해 고장전류는 식 (16)과 같이 얻어진다.

 

 







 








 














  


    


 



(16)

고장상황에서 α-β축 전류를 구하면 식 (1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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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여기서 iαi′, iβi′는 고장상황에서 α-β축 고주파수 전류이다.

회전좌표계 d-q축 상에서 고장전류는 식 (1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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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여기서 idi′, iqi′는 고장상황에서 d-q축 고주파수 전류이다.

고장상황에서 α-β축 전류와 d-q축 전류를 비교해 보면 d-q

축 전류의 주파수가 2배 빠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idi′의 

평균값은 고장 발생이 없었을 때와 다르게 0이 아닌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3. 연동해석을 통한 고장진단 시스템 구조

고장이 발생한 턴 수에 의존하여 고장이 발생한 영역의 저항 

값과 인덕턴스 값은 달라진다. 이로 인해 고장이 발생한 영역의 

임피던스가 달라지고, 고장이 발생한 권선과 병렬로 연결된 고장

저항에 흐르는 전류 값은 달라진다. 따라서 각 고장상황에서 임피

던스와 전류의 변화를 고려하기 위해서는 연동해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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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IPMSM 모델

그림 2와 표 1은 고장진단을 위한 IPMSM 모델과 사양이다. 

Inter-turn 고장진단을 위해서 a상 권선은 고장이 발생한 부분과 

고장이 발생하지 않은 부분으로 구성되었다.

그림 2 IPMSM 모델

Fig. 2 IPMSM model

표 1 IPMSM 모델의 사양

Table 1 Specification of the IPMSM model

Contents Value Unit

Outer diameter of the stator/rotor 165.8/84 mm

Axial length 69 mm

Stator resistance per phase 2.97 Ω

Number of poles 8 -

Rated speed 1,000 rpm

Rated current 5.5 Amax

3.2 연동해석 모델

그림 3은 a상 권선이 분리된 FEA 모델을 이용하여 연동해석 

모델을 구축한 회로이며, 그림 4는 고장진단을 위한 제어블럭도

를 나타낸다. 또한, IPMSM의 고장진단 알고리즘 블록도는 그림 

5와 같다. IPMSM의 inter-turn 고장진단은 3상의 권선에 고주

파수 전압을 인가하여 좌표변환을 통해 얻어진 d 축 전류의 평균

값을 통해 고장을 판단한다. 즉, 고장이 발생하지 않았을 때의 d

축 전류 평균값인 id_h.와 임의의 상태에서의 d 축 전류의 평균값

인 id_avg 사이의 차가 고장 판단의 기준 전류인 id_f.d. 보다 크다면 

고장으로 판단하고, 작다면 정상적으로 동작한다고 판단한다. 여

기서 고장으로 판단 내릴 d 축 전류 값(id_f.d.)은 4장의 다양한 전

압과 주파수 조건에 따른 결과를 통해 선정하겠다. 

그림 3 고장진단을 위한 연동해석 모델

Fig. 3 Co-analysis model for fault diagnosis

그림 4 고장진단 위한 제어블럭도

Fig. 4 Control block diagram for fault diagnosis

그림 5 IPMSM의 고장진단 알고리즘 블록도

Fig. 5 Block diagram of fault diagnosis algorithm of IPMSM

4. 연동해석을 이용한 고장진단

2장에서 전류는 고주파수 전압의 크기와 고주파수 값의 함수

로 표현되었다. 주입된 고주파수는 제어성을 고려하여 스위칭 주

파수의 1/10 이하로 선정되어야한다. 본 장에서는 인가된 고주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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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α, β, d, q축의 전류 (조건 1 : 고장상황이 아닐 때)

Fig. 7 Currents on α , β , d , and q axes (Condition 1: 

healthy)

그림 8 인덕턴스 (조건 1: 고장상황이 아닐 때)

Fig. 8 Inductances (Condition 1: healthy)

수 전압의 크기와 고주파수 값에 따라 고장진단을 위한 d 축 전

류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또한 고장이 발생한 권선의 비율에 따

라 d 축 전류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4.1 고주파수 전압의 크기 Vi 와 주입된 고주파수 fi 에 따른 고

장진단

고주파수 전압의 크기와 고주파수 값에 따른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표 2와 같은 3가지 경우를 선정하였으며, 이 때 공통 조

건은 표 3과 같다.

표 2 Vi 와 fi 의 시뮬레이션 조건

Table 2 Simulation conditions of Vi and fi

Contents
Amplitude of high 

frequency voltage (Vi ) [V]

Injected high 

frequency (fi ) [Hz]

조건 1 288.68 500

조건 2 288.68 100

조건 3 57.74 100

표 3 고장진단을 위한 공통 조건

Table 3 Common conditions for fault diagnosis

Contents Value Unit

Ratio of the number of faulty 

winding to the number of series 

winding per phase (μ )

0.4 -

Switching frequency (fsw ) 10 kHz

Stator resistance per phase (Rs ) 2.97 Ω

Fault resistance (Rf ) 0.001, 0.05, 0.1, 1 Ω

4.1.1 조건 1

고정자 권선에 고장이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서 오프라인 진단

시 3상의 전류는 그림 6과 같다. 

그림 6 a, b, c 상의 전류 (조건 1 : 고장상황이 아닐 때)

Fig. 6 Currents on a , b , and c phases (Condition 1: healthy)

이는 IPMSM의 회전자가 정지한 상태로 3상의 고주파수 전압

을 인가하기 때문에, 3상의 전류 값의 크기가 달라진다. 그림 7

은 3상의 전류를 정지 및 회전 변환을 통해 α, β, d, q 축 전류

를 얻은 파형이다. 이 그림을 통해 d-q 축 전류의 주파수가 α-β

축 전류의 주파수보다 2배 빠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8은 고장이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서 IPMSM의 인덕턴스 값을 나

타낸다.

여러 개의 고장저항 값들 중 0.1[Ω]일 때를 한 예로 들면 다

음과 같다. 그림 9는 고장이 발생시 3상의 전류와 고장이 발생한 

권선에 흐르는 전류 iaf, 고장저항에 흐르는 전류 if를 나타낸다. 

이 그림을 통해 a상의 전류가 iaf와 if로 나뉘어 흐르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또한, 그림 10은 α, β, d, q축 전류를 나타낸다. 그

림 7의 d축 전류와 그림 10의 d축 전류를 비교해보면 고장상황

시 d축 전류의 평균값의 크기가 증가됨을 확인할 수 있다.  

고장상황에서 IPMSM의 인덕턴스 값들은 그림 1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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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a, b, c 상의 전류 (조건 1 : Rf=0.1Ω)

Fig. 9 Currents on a, b, and c phases (Condition 1: Rf=0.1Ω)

그림 10 α, β, d, q 축의 전류 (조건 1 : Rf =0.1Ω)

Fig. 10 Currents on α, β, d, and q axes (Condition 1: 

Rf=0.1Ω)

그림 11 인덕턴스 (조건 1 : Rf =0.1Ω)

Fig. 11 Inductances (Condition 1: Rf =0.1Ω)

그림 12 a , b , c 상의 전류 (조건 2 : Rf =0.1Ω)

Fig. 12 Currents on a, b, and c phases (Condition 2: Rf = 

0.1Ω)

그림 13 α , β , d , q 축의 전류 (조건 2 : Rf =0.1Ω)

Fig. 13 Currents on α , β , d , and q axes (Condition 2: 

Rf=0.1Ω)

그림 14 인덕턴스 (조건 2 : Rf =0.1Ω)

Fig. 14 Inductances (Condition 2: Rf =0.1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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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인덕턴스 (조건 3 : Rf =0.1Ω)

Fig. 17 Inductances (Condition 3: Rf =0.1Ω)

표 4 조건 1, 2, 3 및 고장저항 값에 따른 id_h., id_avg, id_h.-id_avg

Table 4 id_h., id_avg, and id_h.-id_avg according to the conditions 

1, 2, and 3 and fault resistances

조건 1 (id_h. = -0.230 A)

0.001 Ω 0.05 Ω 0.1 Ω 1 Ω Unit

id_avg -0.256 -0.256 -0.255 -0.248 A

id_h.-id_avg 0.026 0.026 0.025 0.018 A

조건 2 (id_h. = 3.582 A)

0.001 Ω 0.05 Ω 0.1 Ω 1 Ω Unit

id_avg 1.940 2.000 2.000 2.055 A

id_h.-id_avg 1.642 1.582 1.582 1.527 A

조건 3 (id_h. = 0.429 A)

0.001 Ω 0.05 Ω 0.1 Ω 1 Ω Unit

id_avg 0.224 0.232 0.238 0.312 A

id_h.-id_avg 0.204 0.197 0.190 0.116 A

그림 15 a, b, c상의 전류 (조건 3 : Rf =0.1Ω)

Fig. 15 Currents on a, b, and c phases (Condition 3: Rf = 

0.1Ω)

그림 16 α, β, d, q 축의 전류 (조건 3 : Rf =0.1Ω)

Fig. 16 Currents on α, β, d, and q axes (Condition 3: 

Rf=0.1Ω)

4.1.2 조건 2

조건 1과 동일한 비교를 위하여 여러 개의 고장저항 값들 중 

0.1[Ω]일 때를 한 예로 들면 다음과 같다. 그림 12는 고장이 발

생한 상황에서 3상의 전류와 고장이 발생한 권선에 흐르는 전류 

iaf, 고장저항에 흐르는 전류 if 를 나타낸다. 그림 13은 α , β , d , 

q축 전류를 나타낸다. 조건 2에서는 조건 1과 동일한 전압을 가

지고 주입된 주파수 값이 1/5이 됨에 따라 전류의 주기가 5배로 

증가하였고, 전류의 최댓값들은 약 5~6배가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2장에서 전류 값이 전압에 비례하고 주파수에 반비례 

한다는 수식에 상응함을 알 수 있다. 또한, 그림 14는 인덕턴스 

파형들을 나타낸다.

4.1.3 조건 3

조건 1, 2와 동일한 비교를 위하여 조건 3에서도 고장저항 값

을 0.1[Ω]일 때를 한 예로 들었다. 그림 15는 고장이 발생한 상

황에서 3상의 전류와 고장이 발생한 권선에 흐르는 전류 iaf, 고

장저항에 흐르는 전류 if 를 나타낸다. 그림 16은 α, β, d, q 축 

전류를 나타낸다. 

조건 3은 조건 2와 동일한 주파수에서 전압이 1/5로 줄어든 

조건이다. 따라서 전류주기는 조건 2와 동일하지만, 인가한 전압

의 크기는 전류와 비례한 관계를 가지기 때문에 전류의 피크 값

이 약 1/5로 감소함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7은 이때의 인덕턴

스 파형들을 나타낸다.

4.1.4 각 조건에서 고장 저항 값에 따른 d축 전류 변화

표 2에 나타난 3가지 조건에서 고장이 발생하지 않았을 때의 

d축 전류 평균값인 id_h.와 다양한 고장저항 값에 따른 d 축 전류 

평균값인 id_avg 및 이 둘의 차(id_h.-id_avg )는 표 4에 나타나있다. 

이를 통해 id_h.-id_avg 의 값이 큰 조건 2가 고장진단을 내리기 위

한 적절한 전압과 주파수를 가짐을 알 수 있다. 

2장에서 d 축 전류는 전압과 주파수의 비에 비례한 값을 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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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조건 2와 48V&16.63Hz시스템의 id_h.-id_avg값 비교

Fig. 18 id_h.-id_avg value comparison of the condition 2 and 

48V&16.63Hz system

그림 19 μ 값의 변화에 따른 id_h.-id_avg 값의 변화

Fig. 19 Variation in id_h.-id_avg value based on μ value

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조건 2의 전압과 주파수의 비를 이용하여 

48[V] 차량용 시스템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주파수 값이 16.63 

[Hz]가 되어야 한다. 그림 18은 조건 2일 때의 고장저항 값에 

따른 id_h.-id_avg 값과 48[V]와 16.63[Hz]가 인가되었을 때의 

id_h.-id_avg 값을 비교한 그림이다. 이를 통해 고주파수 전압이 인

가되었을 때(조건 2)에는 id_h.-id_avg 값의 차이가 커서 id_f.d. 값을 

1[A]로 설정한다면 inter-turn 고장진단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48[V]와 16.63[Hz]의 시스템에 이용된

다면 id_h.-id_avg 값이 작기 때문에 id_f.d. 값을 0.3[A]로 설정해야만 

inter-turn 고장진단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inter-turn 고장진단은 고주파수 전압 시스템에서 유리하다.

4.2 한 상에 대한 직렬 턴 수에 대한 고장이 발생한 턴 수의 

비율에 따른 고장진단

4.1장의 내용을 기반으로 하여 한 상에 대한 직렬 턴 수에 

대한 고장이 발생한 턴 수의 비율(μ )의 변화는 조건 2상태에서 

분석하였다. 그림 19는 μ값이 0.2, 0.4, 0.6일 때 고장저항 값에 

따른 id_h.-id_avg 값을 나타내고 있으며, μ 값이 큰 값일수록 

id_h.-id_avg값이 커짐을 확인할 수 있다. 

μ 값이 커진다는 의미는 고장이 발생한 권선의 임피던스가 커

진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μ 값이 커짐에 따라서 고장이 발생한 

권선의 임피던스가 커져서 고장저항에 흐르는 전류 if 가 증가하

게 되고 결과적으로 id_h.-id_avg 값이 증가하게 된다. 

5. 결  론

본 논문은 FEA 툴인 Maxwell과 제어회로 시뮬레이션 툴인 

Simplorer를 이용하여 고장진단을 수행하였다. IPMSM의 고정자 

권선에 inter-turn 고장이 발생하면 고장이 발생한 턴 수에 따라 

임피던스 값이 바뀌게 되고, 고장 진단을 위한 전류 값이 바뀌게 

된다. 또한, 고장진단을 위한 d 축 전류의 크기는 인가된 고주파

수 전압의 크기에 비례하고 고주파수의 크기에는 반비례한다. 본 

논문에서는 앞의 내용을 토대로 하여 inter-turn 고장진단을 위

한 적절한 고주파수 전압의 크기와 고주파수 값을 분석하였고, 

고장이 발생한 턴 수에 따른 고장전류의 크기를 분석하였다. 이

를 통해 inter-turn 고장진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조건 2의 고주

파수 전압을 선택하는 것이 우수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μ

값을 고려하여 id_f.d.값을 0.3[A]로 설정해야한다는 것을 알 수 있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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