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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생 커패시턴스 변화 기반의 축 전압 저감 방법

Mitigation Method of Shaft Voltage Based on the Variation of Parasitic Capaci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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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is study proposes the mitigation method of shaft voltage by varying the parasitic capacitance. First, the shaft 

voltage explained. Second, the parasitic capacitances causing shaft voltage are analyzed respect to geometry of motor and 

windings. Then, the equivalent circuit is established to obtain the shaft voltage and output torque characteristic and develope 

appropriate motor structure. Finally, simulation and experiment are conducted to verify that modified motor suppress the shaft 

voltage. This novel model does not require additional hardw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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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하고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을 위해, 산업 

분야 뿐 만 아니라 가전기기 및 전기자동차 등 전동기에 크게 

의존하는 자동화기기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1],[2]. 이에 따라 

전동기의 내구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여 전동기의 고장으로부터 

인적, 물적인 피해 방지에 대한 요구 역시 증가하고 있다[3], 

[4]. 특히 전동기의 고장 중 상당 비율이 베어링의 고장에서 발

생하는데, 전동기에서 베어링 고장의 주요한 원인 중 하나는 축 

전압(Shaft voltage)에 의한 베어링의 전식으로, 전식에 의한 고

장은 장기간에 걸쳐 베어링의 특성을 악화시켜 소음과 진동을 증

가시킨다. 따라서, 소음과 진동에 민감한 가전기기, 전기 자동차 

의료 및 방위 산업 등 일부 분야에서는 축 전압에 의한 베어링

의 전식을 억제할 필요가 있다.

축 전압은 발생원인 및 측정 방법에 따라 크게 두 종류로 나

뉘는데[5], 축과 금속제 프레임사이에서 발생하는 Frame-to- 

shaft voltage, 그리고 모터 축의 양단 사이에서 발생하는 End- 

to-end shaft voltage가 있다. 이 중 Frame-to-shaft voltage는 

PWM (Pulse Width Modulation)방식의 인버터에서 발생하는 

CMV (Common-Mode Voltage)가 기생 커패시턴스 성분에 의해 

축에 유도되어 발생한다[6]-[8]. 또한, Shaft end-to-end 

voltage는 불균일한 자속에 의해 축에 기전력(electro motive 

force)이 유도되어 발생한다[5],[9]. 본 연구에서는 기생 커패시

턴스의 결합을 통해 축에 유도되는 Frame-to-shaft voltage의 

해석 및 저감 방법에 대해 다룬다.

베어링은 그림 1과 같이 외륜, 내륜, 그리고 볼로 구성되는데 

모터가 회전 중일 때는 내부 구성 요소들 사이에 있는 윤활유로 

인해서 베어링의 외륜과 내륜은 개방 회로와 같이 동작한다. 이

때 그림 2와 같이 베어링의 윤활유가 버틸 수 있는 문턱전압 이

상의 전압이 축에 유도되면 윤활유가 파괴되고 방전가공(electric 

discharge machining) 효과가 발생하여 베어링을 마모시킨다. 또

한 방전가공효과에 의해서 윤활유의 파괴속도가 점진적으로 증가

하고 윤활유가 파괴된 부분에서는 베어링의 외륜, 내륜 그리고 

볼이 단락되는 부분이 생겨 베어링과 모터 프레임을 통해 순환전

류가 흐르게 되고 결론적으로 베어링을 파손시킨다[5],[7], 

[9],[10]. 따라서 베어링 보호를 통해 전동기의 수명을 향상시키

기 위해서 축 전압 억제방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기존에 다양한 축 전압 저감 방법들이 제안되었다[11]-[13]. 

세라믹 베어링을 이용하는 방법은 베어링의 외륜과 내륜을 효과

적으로 절연시킨다는 장점이 있으나[11], 세라믹 베어링은 기존

의 금속 베어링에 비해 단가가 상대적으로 높고 내구도가 낮다는 

단점이 있다. 브러시를 이용하여 축을 접지 시켜 축 전압을 억제

하는 방법 또한 제안 되었으나[12], 브러시는 사용 중 마모가 되

기 때문에 수명이 한정적이라는 문제가 있다. CMV를 저감하기 

위해 필터 및 회로를 설치하여 축 전압의 발생원을 억제할 수 

있으나[13], 이 방법은 추가적인 하드웨어가 필요하기 때문에 비

용 면에서 불리하다. 

본 논문에서는 매입형 영구자석 동기전동기의 권선 형태의 변

경을 통해 기생 커패시턴스 성분을 조정함으로써 기생 커패시턴

스의 결합에 의해 발생하는 Frame-to-Shaft Voltage를 저감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방법은 일반 베어링을 그대로 사용하

면서 설계 단계에서 추가적인 하드웨어나 복잡한 알고리즘 없이 

축 전압을 저감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각 기생 커패시턴스 성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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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베어링의 구성요소.

Fig. 1 Components of bearing.

그림 2 축 전압으로 인한 베어링의 파괴.

Fig. 2 bearing fault by shaft voltages.

들의 변화를 권선의 배치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 등가회로를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기생 커패시턴스 성분을 조정하여 축 전압

을 저감시킬 수 있다는 것을 실험을 통해 검증하였다.

2. 기생 커패시턴스 분석 및 등가회로모델

최근의 많은 영구자석 동기 전동기는 PWM방식의 인버터를 이

용해 구동된다. 그러나 PWM기반 제어의 특성상, 이상적인 다상 

교류 전원에선 발생하지 않는 CMV가 발생한다[7]. CMV는 커패

시턴스에 축 전압으로 유도된다. 따라서, 축 전압을 분석하고 저

감시키기 위해 다음과 같은 커패시턴스 기본 수식인 식 (1)을 이

용하여 모터 내부의 기생 커패시턴스를 각각에 대해 도출하였다.

  


                   (1) 

여기서 C 는 커패시턴스를 나타내며 ϵ0는 공기의 유전율, ϵr 은 

상대 유전율, A 는 도체 평판의 면적, 그리고 d 는 도체 평판 사

이의 거리다.

모터를 구성하는 도체는 축, 회전자, 고정자, 베어링, 프레임, 

그리고 권선이 있으며 이 요소들은 모두 서로 기생 커패시턴스를 

유발하지만, 설계 단계에서 기하학적인 형상을 고려하여 상호간

의 커패시턴스 수치를 조절하기 용이한 고정자, 회전자, 그리고 

권선 사이의 커패시턴스만을 모델링하여 변수로 이용했다.

2.1 권선-고정자 커패시턴스(Cws )

권선과 고정자 철심 사이의 커패시턴스를 Cws 로 정의하였다. 

권선의 표면은 절연 처리가 되어 고정자 철심과 전기적으로 절연

되어 있다. 즉, 그림 3과 같이 권선이 고정자 철심에 접촉되는 

면적을 커패시턴스가 작용하는 면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면

적은 권선이 고정자 철심을 둘러싸는 면적을 통해 쉽게 구할 수 

있다. 권선과 고정자 철심사이에 절연지나 기타 절연체를 씌워 

권선을 감을 수 있으며 이 때 고정자 철심과 권선사이의 거리는 

이 절연체의 두께로 치환될 수 있다. 따라서, 고정자 철심과 권선

의 형태 및 배치와 절연체를 고려한 커패시턴스 Cws 는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


×
     (2)   

 여기서 S 는 슬롯의 수, Wh 는 고정자 철심과 접하는 코일의 높

이, Wl은 고정자 철심과 접하는 코일의 길이, Wt 는 치의 너비, 

Win 은 절연체의 너비를 포함하는 권선과 전기자 철심 사이의 

거리, ϵin 은 절연체의 유전율이며, Lstk 는 코일과 접하는 적층 길

이다. 

2.2 고정자-회전자 커패시턴스()

고정자와 회전자 사이에 존재하는 기생 커패시턴스를 Csr로 정

의하였다. Csr을 간단하게 계산하기위해 슬롯 오프닝과 전동기의 

형상에 의한 돌극성을 무시하였다. 따라서 고정자와 회전자는 그

림 4와 같은 원통형 구조를 가지게 되고 Csr은 원통형 구조의 커

패시턴스를 계산하는 수식을 이용하여 식 (3)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이 때 회전자와 고정자 철심이 서로 마주보는 면이 평판에 

해당하며 모터의 공극은 평판 사이의 거리에 해당한다.

 
ln



                (3)

여기서 Rs는 고정자의 내경, Rr은 회전자의 외경이다. 

2.3 권선-회전자 커패시턴스(Cwr)

Cwr은 권선과 회전자 사이의 기생 커패시턴스다. 권선은 고정

자 내부에 있는 권선과 엔드 권선(End Winding)을 나눠서 고려

하도록 한다. 따라서, 그림 5(a)와 같이 고정자 내부의 권선과 회

전자 사이의 커패시턴스를 Cswr, 엔드 권선과 회전자 사이의 커패

시턴스를 Cewr로 정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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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고정자와 권선의 구조.

Fig. 3 Configuration of stator and windings.

그림 4 회전자와 고정자의 구조

Fig. 4 Configuration of rotor and stator

Cswr은 그림 5(b)와 같이 슬롯 오프닝을 통해 권선과 회전자 

사이에서 발생하는 커패시턴스다. 권선과 회전자의 마주보는 두 

면이 평판 커패시터의 두 평판이라고 볼 수 있으며 평판사이의 

거리는 슬롯 오프닝을 통한 거리다. 이러한 변수들을 고려하여 

고정자내 권선과 회전자 철심 사이의 커패시턴스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4)

여기서 Wd는 슬롯 오프닝의 너비를 나타내며 Rw는 중심으로부터 

권선까지의 반지름을 나타낸다. 

엔드 권선과 회전자 사이의 커패시턴스 Cewr은 그림 5(c)와 같

다. 엔드 권선의 경우 형태를 특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동심원 

형태의 원통형 커패시터로 가정하고 모델링하였고, 평판 사이의 

거리는 커패시턴스가 최대가 되도록 중심으로부터 엔드 권선까지

의 거리가 최소가 되는 길이를 기준으로 하였다. 이 때 Cewr은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ln




              (5)

여기서 Le는 고정자로부터 노출된 권선의 두께를 나타낸다.

(a)

(b)

(c)

그림 5 회전자와 권선의 구조, (a) Cwr의 발생 원리, (b) Cswr, 

(c) Cewr.

Fig. 5 Structures of rotor and winding. (a) Mechanism of 

occurrence of Cwr, (b) Cswr, (c) Cewr.

2.4 등가회로 모델

[6]에서 Frame-to-shaft voltage와 End-to-end shaft 

voltage 분석을 위한 등가회로모델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Frame-to-shaft-voltage만 고려하였기 때문에 기생 커패시턴스

의 결합에 의한 축 전압 분석 등가회로모델을 그림 6에 나타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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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기생 커패시턴스를 포함한 등가회로 모델.

Fig. 6 Equivalent circuit model contains parasitic capacitance.

(a) (b) (c)

그림 7 기생 커패시턴스 변경에 따른 권선 형태.(a)Cws변화 모델, (b)Csr변화 모델, (c) Cwr변화 모델.

Fig. 7 Different type of models according to change in, (a)Cws, (b) Csr, (c) Cwr.

다. 이 등가회로 모델을 바탕으로 Vsh는 (6)과 같이 Csr, Cb, 그리

고 Cwr에 대한 수식으로 나타낼 수 있고, 식 (6)을 통해 Vsh는 Cwr

에 비례하고 Csr과 Cb에는 반비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

고 CMV는 (7)과 같이 각 상전압의 평균값으로 구할 수 있다. 

 







               (6)      



   
        (7)

           

3. 축 전압 저감을 위한 분석적 접근방법

축 전압은 기생 커패시턴스 성분들의 결합을 통해 축에 전달

되는 전압이다. 따라서 기생 커패시턴스의 영향을 축소하여 축에 

전달되는 전압을 저감하기 위해 기생 커패시턴스 변화에 따른 

축 전압 및 토크특성을 분석하였다. 커패시턴스 조정에 따른 축 

전압의 변화는 SIMULINK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등가회로를 구성

하여 분석하였고 토크특성은 유한요소해석 기반의 ANSYS 

MAXWELL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3.1 기생 커패시턴스 변화에 따른 모터 형상 결정

세 종류의 기생 커패시턴스가 실제로 축 전압에 미치는 영향

을 알아보기 위해 세 종류의 커패시턴스를 변화 시켜 보면서 축 

전압과 모터 출력 변화를 확인하였다. 변수는 위에서 구한 세 가

지 커패시턴스(Csr, Cwr, Cws)며, 식 (6)에서 볼 수 있듯이, 베어링 

내부 커패시턴스인 또한 축 전압에 영향을 미치지만[6], 베어

링은 규격화된 제품이므로 변수에서 제외했다. 각 모델들은 축 

전압의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권선의 형태를 변경하여 커패시턴

스를 조정하였고 모든 모델의 점적를은 동일하게 유지하였다.

Cws, Csr, 그리고 Cwr은 모터의 형상치수에 따라서 크기가 결정

된다. 각 기생 커패시턴스 성분의 변화에 따른 권선 및 회전자의 

형태를 그림 7에 나타내었다. 먼저, 그림 7(a)에 Cws를 변화시키

기 위한 모델을 나타내었다. 권선과 고정자 사이의 거리를 변수

로 지정하고 변수에 따른 Cws 및 Vsh의 특성비교를 위해 4가지 

모델을 분석하였다. 4가지 모델(Cws_1, Cws_2, Cws_3, Cws_4)에 대

한 형상치수의 변화는 표 1에 나타내었다. 그리고 그림 7(b)에 

Csr을 변화시키기 위한 모델을 나타내었다. Csr의 변화에 따른 특

성 분석을 위해서는 고정자와 회전자 사이의 거리가 달라져야하

는데 본 연구에서는 고정자 부분은 그대로 유지하고 회전자의 직

경을 변수로 지정하였다. 회전자 직경 변화에 따른 4가지 모델

(Csr_1, Csr_2, Csr_3, Csr_4)을 분석하였고 이에 따른 형상치수의 

변화는 표 2에 나타내었다. 마지막으로 그림 7(c)에 Cwr을 변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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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Cws변화에 따른 모터의 형상치수

Table 1 Motor geometry parameters according to variation of Cws

항목
Rs

(mm)
Rr

(mm)
Rw

(mm)
Wd

(mm)
Wh

(mm)
Wl

(mm)
Win

(mm)
H

(mm)
Lstk

(mm)
Le

(mm)
S

Cws_1 28 27 32.7 3 12 6.5 0.5 8.28 52.6 6 9

Cws_2 28 27 32.7 3 12 6.5 1.0 9.77 52.6 6 9

Cws_3 28 27 32.7 3 12 6.5 1.5 10.87 52.6 6 9

Cws_4 28 27 32.7 3 12 6.5 2.0 13.16 52.6 6 9

표   2 Csr변화에 따른 모터의 형상치수

Table 2 Motor geometry parameters according to variation of Csr.

항목
Rs

(mm)
Rr

(mm)
Rw

(mm)
Wd

(mm)
Wh

(mm)
Wl

(mm)
Win

(mm)
H

(mm)
Lstk

(mm)
Le

(mm)
S

Csr_1 28 27 32.7 3 12 6.5 0.5 8.28 52.6 6 9

Csr_2 28 27.1 32.7 3 12 6.5 0.5 9.77 52.6 6 9

Csr_3 28 27.2 32.7 3 12 6.5 0.5 10.87 52.6 6 9

Csr_4 28 27.3 32.7 3 12 6.5 0.5 13.16 52.6 6 9

표    3 Cwr변화에 따른 모터의 형상치수.

Table 3 Motor geometry parameters according to variation of Cwr.

항목
Rs

(mm)
Rr

(mm)
Rw

(mm)
Wd

(mm)
Wh

(mm)
Wl

(mm)
Win

(mm)
H

(mm)
Lstk

(mm)
Le

(mm)
S

Cwr_1 28 27 34.2 3 7.79 8.93 0.5 8.28 52.6 6 9

Cwr_2 28 27 32.7 3 9.3 7.19 1.0 9.77 52.6 6 9

Cwr_3 28 27 31.6 3 10.39 7.19 1.5 10.87 52.6 6 9

Cwr_4 28 27 29.3 3 11.91 4.65 2.0 13.16 52.6 6 9

키기 위한 모델을 나타내었다. Cwr의 변화에 따른 특성 분석을 

위해서 권선과 회전자 사이의 거리를 변수로 지정하였고 변수에 

따른 특성 분석을 위해 4가지 모델 (Cwr_1, Cwr_2, Cwr_3, Cwr_4)

을 분석하였다. 여기서 Cwr변경에 따른 Csr의 변화를 막기 위해서 

회전자의 직경은 유지하고 권선의 위치만 변경하였다. 4가지 모

델에 대한 모터의 형상치수 변화는 표 3에 나타내었다.

3.2 기생 커패시턴스 성분 변화에 따른 축 전압과 출력 토크의 

특성 변화

그림 8과 9는 각각 Cws, Csr, Cwr의 변화에 따른 축 전압 특성

변화 및 토크 특성변화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나타낸다. 축 전압 

저감을 위한 가장 적절한 방법을 도출하기 위해서 각각의 기생 

커패시턴스 성분이 축 전압 및 토크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

였다.

그림 8(a)는 Cws의 변화에 따른 Vsh는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Cws는 Vsh에 큰 영향을 주지 않으며, 이는 식 (6)에서 Vsh이 Cws

를 변수로 갖지 않는다는 사실과도 일치한다. 또한 Cws는 토크 

특성에도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을 그림 9 (a)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림 8의 (b)와 (c)는 각각 Csr과 Cwr의 변화에 따른 축 전압

의 변화를 보여준다. Csr이 증가하면 Vsh는 감소하는 결과를 볼 

수 있으며 반대로 Cwr이 증가하면 Vsh가 같이 증가하는 결과를 

볼 수 있다. 특히 Csr은 Cwr로부터 독립적이지 않아 Csr이 증가하

면 Cwr역시 증가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Csr의 증가에 Vsh가 

감소한다. 이는 Csr의 증가가 Vsh의 저감에 가장 큰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그러나 그림 9(b)에서와 같이, 공극 길

이 감소를 통한 Csr의 증가가 평균 출력 토크를 감소시키기 때문

에 Vsh 저감을 위한 변수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토크특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Vsh를 저감할 수 있는 

Cwr을 가장 적절한 변수로 결정을 하였고 Cwr의 영향을 축소하기 

위해 그림 7(c)에서와 같이, 권선을 고정자 바깥 부분으로 치우쳐 

감는 방법을 제안한다. 

4. 결과 및 논의

먼저, 식 (2)-(5)의 검증을 위해 표 4에서 기생 커패시턴스성

분들의 계산 값과 측정값을 비교하였고 계산 값과 측정값의 적은 

오차(약 5% 이내)를 통해 기생 커패시턴스 수식 (2)-(5)의 정확

도를 검증하였다. 3장에서 도출한 제안방법인 권선과 회전자 사

이의 거리를 변경해 Cwr를 조정하여 본 장에서는 Vsh가 저감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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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각 기생 커패시턴스에 의한 Vsh의 변화. (a)에 따른 변화. (b)Csr에 따른 변화. (c)Cwr에 따른 변화.

Fig. 8 Variation of Vsh according to (a)variation of Cws, (b)variation of Csr, (c)variation of Cw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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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각 기생 커패시턴스에 의한 Tavg와 Tripple의 변화. (a) Cws에 따른 변화. (b) Csr에 따른 변화. (c)Cwr에 따른 변화.

Fig. 9 Variation of Tavg and Tripple according to (a) variation of Cws, (b)variation of Csr, (c) variation of Cwr.

표    4 기생 커패시턴스.

Table 4 Parasitic capacitance

항목 계산값(pF) 측정값(pF) 오차(%)

Cws 156.449 149.8 3.27

Cwr 7.506 7.1 5.41

Csr 87.850 90.5 2.92

Cb - 65.7 -

(a)

(b)

그림 10 기본모델과 제안모델 구조. (a) Cwr_n모델, (b) Cwr_m모델.

Fig. 10 Structures of (a) Cwr_n, (b)Cwr_m.

것을 등가회로 모델 및 FEM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확인하였고 

실험을 통해 이를 검증하였다. 6극 9슬롯 모터가 시뮬레이션 및 

실험에 사용되었고 세부적인 모터의 형상치수 및 특성은 표 5에 

나타내었다.  

그림 10은 기준모델 및 제안모델을 나타낸다. 먼저 그림 10(a)

는 본 연구의 기준모델인 권선의 형태를 변경하지 않은 기본모델

이고 이때의 Cwr을 Cwr_n으로 정의하였다. 그리고 그림 10(b)는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법을 적용한 모델로, 고정자의 외곽 쪽

으로 권선을 최대한 치우쳐져 감은 형태이다. 이렇게 권선의 배

치변경을 적용한 모델의 Cwr은 Cwr_m으로 정의하였다. 

기준모델과 제안모델에 대한 Cwr_n과 Cwr_m값을 구하기 위해 

시뮬레이션과 실험에서 사용된 모터의 형상치수를 표 6에 나타내

었다. 기준모델의 형상치수를 기반으로 제안방법을 적용한 모델

의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고 그에 따른 시뮬레이션 결과를 그림 

11에 나타내었다. 시뮬레이션 결과는 축 전압 등가회로모델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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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모터 형상치수 및 특성.

Table 5 Specifications and dimensions of the motor.

분류 항목 단위 값

입출력 특성

정격속도 rpm 3500

정격토크 N·m 1.1

정격전력 W 400

입력전압 Vdc 60

인버터 스위칭 주파수 kHz 20

베어링

윤활유의 유전율 - 2

베어링의 볼 수 - 8/7

베어링 공차 mm 0.010

베어링 볼 직경 mm 2.975

구조 및 형상

적층길이 mm 52.6

공극길이 mm 1

회전자 외경 mm 54

고정자 내경 mm 56

고정자 외경 mm 100

슬롯수 - 9

극수 - 6

권선
점적률 % 32

상당턴수 - 72

(a)

(b)

그림 11 등가회로 모델을 이용한 CMV와 Vsh의 시뮬레이션 결

과.(a) 기준모델(Cwr_n모델), (b) 제안모델(Cwr_m모델).

Fig. 11 Simulation results of CMV and Vsh in (a) Cws_n model, 

(b) Cws_m model.

표   6 Cwr_n과 Cwr_m 대한 시뮬레이션 및 실험 모델의 형상치수.

Table 6 Motor geometry parameters according to variation 

of Cwr_n and Cwr_m.

항목
시뮬레이션 실험

Cwr_n Cwr_m Cwr_n Cwr_m

Rs (mm) 28 28 28 28

Rr (mm) 27 27 27 27

Rw (mm) 29.3 34.2 30.1 34.5

Wd (mm) 3 3 3 3

Wh (mm) 11.91 7.79 12 7.9

Wl (mm) 4.65 8.93 4.7 8.9

Lstk (mm) 52.6 52.6 52.6 52.6

Le (mm) 6 6 6 6

S 9 9 9 9

용하여 도출하였고 기준모델과 제안모델에 대한 CMV와 Vsh의 

파형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 Vsh의 최대치가 5.784V에서 3.257V

로 약 40%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시뮬레이션 결과를 검증하기 위해 시뮬레이션에서 사용된 모

델의 형상치수와 조건을 실험모델에 동일하게 적용하였다. 그림 

12는 기준모델과 제안모델에 대한 실험결과로, Vsh가 5.816V에서 

3.464V로 약 40% 정도로 저감됨을 실험적으로 검증하였다.

5. 결  론

본 논문에선 기생 커패시턴스를 조정하여 축 전압 저감 방법

을 제안한다. 첫째로, 기생 커패시턴스 성분들은 모터의 형상을 

고려하여 계산되었다. 둘째로, 등가 회로 모델 및 유한요소해석법

을 이용하여 각 기생 커패시턴스 성분의 변화에 대한 축 전압과 

출력 토크 특성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Cws의 변화는 축 전압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적으며, Csr의 증가는 축 전압을 감소시키지

만, 공극 길이를 증가시켜 출력 토크를 감소시키기 때문에 축 전

압을 저감시키기 위한 변수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출력 토크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고 축 전압에만 영향을 미치는 

Cwr을 축 전압을 저감하기 위한 변수로 선정하였다. 분석된 기생 

커패시턴스를 기반으로 추가적인 장치의 설치 없이 Cwr을 감소시

키기 위해 고정자 외곽 측에 권선을 집중적으로 배치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그 결과, 본 연구에서 사용한 모델의 경우, 축 전압

이 5.783V에서 3.257V로 저감되는 것을 시뮬레이션과 실험을 통

해 검증하였다. 제안한 방법은 점적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모터일

수록 권선의 형태를 변경하기 어렵기 때문에 축 전압 감소 효과

가 적다는 단점이 있지만, 축 전압 저감을 위해 제안방법은 모터

의 설계 단계에서 고려될 수 있으며 추가적인 하드웨어나 복잡한 

제어 알고리즘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Trans. KIEE. Vol. 67, No. 4, APR, 2018

기생 커패시턴스 변화 기반의 축 전압 저감 방법             529

(a)

(b)

그림 12 실험을 통한 CMV와 Vsh 결과.(a) Cwr_n모델, (b) Cwr_m모델.

Fig. 12 Experimental results of CMV and Vsh in (a) Cws_n model, (b) Cws_m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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