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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용 청소기 모터의 가속수명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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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In this study, the life of the motor is investigated by performing the accelerated life test 
with the brush wear of the industrial cleaner motor as the main failure mode.
Methods: The accelerating stress factor of the accelerated life test is a voltage, which can 
increase the number of revolutions of the motor to accelerate the brush wear due to the friction 
between the brush and the commutator. Also, the accelerating stress level was determined after 
determining the maximum allowable level of the voltage through the preliminary test.
Results: The motor failure time at each accelerating stress level was predicted by regression 
analysis with brush wear length as performance degradation data. The main failure mode, which 
is brush wear, of the motor was reproduced by this test. The shape parameter of the Weibull 
distribution was confirmed to be the same statistically at all accelerating stress levels by the 
likelihood ratio test.
Conclusion: The life of the motor was investigated by performing the accelerated life test with 
the brush wear of the industrial cleaner motor as the main failure mode. Through the accelerating 
test method of the cleaner motor, various life expectancy and life expectancy of the acceleration 
factor are predi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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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산업이 고도화되면서 높은 신뢰도를 갖는 제품에 대

한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능률적인 신뢰성 시험 및 평

가기술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제품의 신뢰성

을 빠른 시간에 평가하기 위한 방법으로 최근 가속수명

시험 방법이 자주 사용되고 있으며, 가속수명시험은 제

품을 정상 사용조건보다 더 가혹한 조건에서 시험하여 

조기에 고장을 유발시키고, 이때 얻은 정보로 정상 사용

조건에서의 제품 신뢰성을 평가하는 방법이다[1].
가속수명시험법의 개발로 제품시험기간이 대폭 단축

되고, 그 결과 신제품 개발에서 상품화까지의 기간이 줄

어듦에 따라 업계는 시장을 선점하거나 제품개발에 더 

많은 시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논문

에서는 산업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청소기의 구성부

품 중 핵심부품인 모터를 대상으로 가속조건에서 관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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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omposition of the vacuum cleaner motor

된 데이터를 분석하여 수명-모터회전수 관계를 추정하

여  가속성을 검증하였다. 본 가속수명시험을 통하여 브

러시가 장착된 다양한 모터에 응용이 가능하다고 보여

지며, 자동차 분야에서는 자동차 한 대당 브러시 타입의 
모터가 약 20개~60개가 장착이 될만큼 사용량이 많다.
모터 가속시험에 관련된 연구 논문을 살펴보면 가

속인자를 풍량[2] 또는 전압[3, 4] 등을 확인할 수 있

다. 기존 논문에서는 브러시가 완전히 마모되어 모터

가 구동되지 않는 시점까지 수행하는 한계 수명시험 

형태로 실시한 반면 본 논문에서는 열화 분석을 실시

하여 수명을 예측함으로서 시험시간을 단축하였다.
청소기는 전동기를 이용한 흡인력으로 티끌과 먼

지를 빨아들여 청소를 하는 기구로서 가정 및 산업에

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전자제품이다. 청소기의 작동

원리는 모터가 회전하면서 공기흐름을 만들고, 이 공

기 흐름에 의해서 공기 흡입과 배출이 이루어진다. 이 

때 공기 흐름이 매우 강하게 일어나면서 진공이 생성

되고, 이 진공을 통해 먼지나 이물질 등을 흡입하게 

된다. 청소기에 사용되는 모터는 단상 직권 정류자를 

가진 모터로서 직류 전원 또는 단상 교류 전원으로 구

동되며 유니버셜 모터 또는 전동기라고 부른다. 진공 

청소기 뿐만 아니라 간단한 기구 및 드릴, 믹서 등 많

은 가전제품의 소형 모터에 이용되고 있으며 가볍고 

고속 운전이 가능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청소기에 사용되는 모터는 가격 경쟁력, 소형․고

출력 특성 및 제어가 용이하여 대부분 브러시 타입의 

모터가 사용되고 있으며, 브러시는 모터의 출력성능, 
기계적 소음 및 전기적 노이즈는 물론 모터의 수명을 

좌우하는 핵심부품이라고 할 수 있다[5, 6].

청소기 모터의 구조는 <Fig. 1>과 같이 구성되어 있

으며, 이 중 Brush 부품은 회전하는 정류자에 전류를 

공급하며, 모터의 회전으로 인해 브러시 길이가 짧아

지면 전류공급이 끊어져 Motor는 고장이 발생된다.
본 논문에서는 모터의 회전수를 증가시켜 브러시

와 정류자와의 마찰에 의해 브러시 마모가 빨리 일어

나도록 가속인자로 전압(회전속도)를 사용하였으며, 
이는 시험 장치나 설치 면적, 제어의 용이성 등 경제

적인 면에서 유리하다. 본 연구에서는 청소기 모터의 

전압을 제어하여 가속수명시험을 통한 수명을 예측

하고자 한다[7].

2. 고장분석 및 가속인자 설계 

2.1 모터의 고장 분석 

필드에서 발생하는 고장 사례[3]는 브러시 마모, 코
일 열화, 베어링 마모 등이 있으며, 주요 고장 원인은 브

러시 마모에 의한 고장발생이 많음을 확인하였다. 
<Table 1>은 모터의 FMMA(Failure mode & mechanism 
analysis) 분석으로 고장 모드 및 메커니즘을 분석하였다. 
<Fig. 2>는 브러시의 세부 구조를 나타낸 것으로 브러

시 홀더 뒤에 스프링이 장착되어있어 브러시를 밀어주는 
구조로 되어있다. <Fig. 3>의 (a)는 정류자(Commuta-
tor)에 브러시(Brush)가 장착된 사진이며 (b)는 브러시 

마모의 유효길이 나타낸 것으로서, 브러시는 사용할 

수 있는 마모 한계량이 존재하며, 일정량 이하가 되면 

정류자와의 마찰이 되지 않아 전류공급이 끊기며 모터

의 동작이 불능상태가 되어 고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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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mary components Function Failure modes Failure mechanisms

Brush Supply current
Wear Disable motor rotation

Break up Improper rotational motion

Bearing
Rotating shaft support 
and smooth rotation

Wear Occurrence of operating noise
Break up Improper rotational motion

Shaft Fan rotation
Wear Occurrence of operating noise

Break up Improper rotational motion

Rotor Assembly Motor rotation occurs
Noise Noise generation

Break up Disable motor rotation

Stator Assembly
Generating a magnetic 

field
Monorail Inappropriate magnetic field generation
Broken Inability to generate a rotating magnetic field

Coil Magnetic field change
Deterioration Inappropriate magnetic field
Destruction Inability to change magnetic field

Housing Motor protection Break up Plastic deformation

Table 1  Failure mode and mechanism analysis

Fig. 2  Brush structure

(a)

(b)
Fig. 3  Effective length of brush wear

2.2 가속인자 선정 

산업용 청소기용 모터의 브러시 수명은 브러시의 

재질 및 사용전압(회전속도), 전류(부하), 스프링 탄성

(접촉압력), 주변 온도, 진공도, 풍량 등에 좌우 될 수 

있다[2]. 상기 인자중 제어의 용이성 및 모터의 가속

을 가장 효과적으로 가속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하였

다. 모터의 회전수를 증가시켜 브러시와 정류자간의 

반복 회전마찰에 의한 마모로 발생의 주요 스트레스 

요인인 전압(회전속도)을 가속인자로 결정하였다. 
전압을 가속인자로 하여 모터의 전기적 특성을 확

인하는 예비시험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280V 이상의 

시험에서는 모터 제조사에서 권고하는 정류 불꽃이 

초과하여 280V 이상에서의 전압 가속은 브러시 마모

가 아닌 비정상적인 고장이 <Fig. 4>와 같이 코일 소

손으로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4]. 가속하고자 

하는 영역(240V~280V)에서는 대부분의 특성이 선형

관계를 이루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전압이 증가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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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Abnormal breakdown of the motor

Fig. 5  Accelerated life test equipment of cleaner motor

Accelerating 
stress factor Accelerating stress level Number of 

samples

Voltage
(Revolution)

1st level 280V/
24,500r/min  4

2nd level 260V/
23,500r/min 4

3rd level 240V/
22,200r/min 4

Table 2  Design condition of accelerated test

Fig. 6  Brush length measurement 
회전속도가 증가하는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며 전압

(회전속도)은 가속인자로 타당함을 시험을 통해 확인

하였으며, 가속인자의 수준 및 샘플 수량은 <Table 2>
와 같이 설정하였다.   

3. 시험장치 설계 및 시험방법 

<Fig. 5>는 청소기용 모터의 가속수명 시험장비로 

정격전압 220V에서 280V까지 시험하기 위하여 입력

된 교류전압을 원하는 크기로 변환시켜 새로운 교류 

전원을 만드는 슬라이닥스(SLIDE-AC)를 시료에 설

치하였으며, 제어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각 시료별로 

전압을 측정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모터는 고속으

로 회전이 되므로 시험자의 안전을 위하여 보호 덮개

를 설치하였으며, 열이 많이 발생되므로 냉각 쿨링 장

치를 양쪽에 설치하여 시료의 열전달을 저감하였다. 
모터의 회전속도는 전압별로 220V/21,000r/min, 240V/ 
22,200r/min, 260V/23,500r/min, 280V/24,500r/min 회전을 

하는 것으로 확인하였으며, 운전조건은 10분 On, 1분 
Off로 하여 시험을 진행하였다. <Fig. 6>은 브러시 길

이를 측정하는 사진으로 정확한 길이 측정을 위하여 

모터에서 브러시를 분해한 후 교정된 버니어캘리퍼

스를 이용하여 주기적으로 브러시 길이를 측정하여 

마모량을 체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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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Scatter plot of between brush length and time

(c) Scatter plot of between brush length and time(260V)

(b) Scatter plot of between brush length and time(280V)

(d) Scatter plot of between brush length and time(240V)

Fig. 7  Accelerated degradation analysis results

4. 가속시험결과 및 분석

4.1 열화 모델

청소기 모터의 경우 시간에 따른 브러시 마모 열화

데이터를 이용하여 고장시간 데이터를 예측한 후 수

명분포의 모수, 가속지수 및 사용조건의 수명을 예측

한다. 관측 시간과 열화데이터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

해 5가지 열화모델(선형, 지수, 파워, 로그, 곰퍼츠)을 

고려하였으며, MSE(잔차의 평균제곱)가 가장 적은 선

형모델을 청소기 모터의 열화모델로 선정하였으며, 
선형모델식은 식 (1)과 같다. 

선형(linear) :                (1)

여기서, 는 열화데이터(브러시 길이)가 되며, 는 고

장시간,  는 데이터로부터 추정하는 모델의 계수이다.

4.2 열화 모델을 이용한 고장시간 예측

청소기 모터의 경우, 여러 열화모델 중에서 선형 모

델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Fig. 7>의 그

래프 (a)는 시험시간에 따른 각 수준별 스트레스 조건

에서 브러시의 마모량 길이를 나타낸 것으로 (b)는 

280V, (c)는 260V, (d)는 240V 조건에서 시험한 결과 

그래프이다. 고장시간 예측을 위해 필요한 열화 데이

터에 대한 고장판정기준 y는 2mm이다.
280V에서 시험한 모터의 브러쉬는 유효 마모량 한

계까지 시험하여 고장이 발생이 되었으며, 260V와 

240V에서 시험한 모터의 수명은 좌우 브러시 시간 

중 먼저 고장이 발생하는 위치의 고장 시간으로 판단

한다.

4.3 수명 분포의 결정

일반적으로 기계류 부품의 수명분포는 형상모수

(shape parameter, ), 척도모수(scale parameter, ) 값
에 따라 다양한 분포로 표현할 수 있는 와이블 분포를 

대부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산업용 청소기용 모터

의 수명분포를 와이블 분포로 가정하면 확률밀도 함

수 는 식 (2)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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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Results of goodness-of-fit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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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서    : 형상 모수(분포의 형상을 결정)
 : 척도 모수(수명의 척도를 결정)

추가적으로 분포함수 F(t)는 식 (3), 신뢰도 함수 R(t)
는 식 (4), 고장률 함수 h(t)는 식 (5)와 같이 표현된다.

 




  


 


(3)

    


 


(4)

 


 

 
 

 

(5)

수명 분포의 적합도 검정은 분포에 대한 적합도 검정

의 방법으로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 estima-
tion)을 적용하였으며, 이를 통해 AD(anderson-darling) 
통계량을 얻을 수 있다. AD 통계치는 확률지에 도시된 

점과 이들을 적합한 직선의 대응점과의 차이를 측정하

는 값으로 작은 AD 통계치를 가질수록 더 적합한 분포

라는 것을 의미한다. <Fig. 8> 분석 결과의 AD 통계치를 

살펴보면, 와이블 분포와 대수 정규분포의 AD 값에 큰 

차이가 없다. 따라서 기계류부품의 수명분포로 적합한 

와이블 분포를 청소기 모터의 수명분포로 선정한다. 
청소기 모터의 주 고장모드를 가속화할 수 있는 가

속 스트레스 인자로 전압(회전속도)을 선정하였다. 이에 
따라 가속모델은 역승 모델(inverse power law model)

로 선정하였으며, 수명과 스트레스 인자와의 관계식은 

식 (6)과 같다.

 ⋅ 

                    (6)

 : 수명(와이블 분포의 특성수명)
 : 모델의 상수,
 : 전압(회전속도)의 가속지수,
 : 전압(회전속도) 스트레스 인자 

청소기 모터의 가속수명시험 데이터에 대해 가속성이 

성립하는지, 즉 와이블 분포의 형상모수가 동일한지

에 대해 ALTA 소프트웨어의 우도비 검정을 실시하였

으며, <Fig. 9>와 같이 유의수준 5%에서     
<   이므로 가속성이 성립하며, 스트레스 

수준별 형상모수가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Fig. 9  Result of likelihood ratio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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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Weibull probability plot at accelerated stress

levels

Fig. 11  Relationship plot between life and voltage 

stress

Point estimate 95% lower confidence limit 95% upper confidence limit
Shape parameter() 14.84 9.58 23.0

Acceleration index of voltage(n) 2.28 1.30 3.27

Table 3  Point and interval estimates for shape parameter and acceleration index

4.4 가속수명시험 결과 분석

청소기 모터에 대해 전압(회전속도)의 3가지 수준

에서 시험한 데이터를 이용하여 신뢰성 분석을 실시

하였다. 먼저, 와이블 분포의 형상모수 는 14.84이
며, 에 대한 95% 신뢰구간은 (9.58, 23.0)이다. 청소

기 모터에 적용한 역승 모델의 상수 K는 5.0916×10-9

이며, 전압에 대한 가속지수 n은 2.28이며, n에 대한 

95% 신뢰구간은 (1.30, 3.27)로 추정되었으며, 청소기 

모터의 가속시험법을 통해 추정된 중요한 신뢰성 정

보는 아래의 <Table 3>과 같다. 
청소기 모터에 대한 기존 문헌 결과[2] 형상모수는 

1.7 ~ 9.9로 도출된 값과 비교하면 시험결과에서 나온 점 

추정 값은 매우 크다. 기존 문헌에서는 수준별 샘플 수

를 10 EA로 한 반면 본 시험에서는 4 EA로 진행하였다. 
본 시험에서의 형상모수 값의 차이는 수준별 샘플 수가 

너무 적어서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청소기 모터의 형

상모수는 점 추정 값보다는 95% 신뢰하한 값이 적절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후 사용조건 수명예측에서 형상모

수는  95% 신뢰하한 값을 적용하였다. <Fig. 10>은 각 스

트레스 수준별 와이블 플롯을 나타낸 것이며, <Fig. 11>은 

수명과 회전속도 스트레스와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4.5 사용조건에서의 수명 예측 및 결과

가속모델을 통한 청소기 모터의 사용조건(220V)에
서의 특성수명을 계산한 결과는 식 (7)과 같으며, 특
성수명의 90% 신뢰하한은 788시간이다. 

 ⋅ 




× ·


 시간

     (7)

특성수명을 사용하여 MTTF(Mean time between fai-
lure)는 식 (8)과 같이 832시간 계산되었으며, B10  수명은 
식 (9)와 같이 계산한 결과 693시간이 도출되었다. 
MTTF의 90% 신뢰하한은 747시간이며, B10 수명의 

90% 신뢰하한은 597시간이다. 즉, 청소기 모터의 가속

시험법을 통해 사용조건에서 B10  수명은 신뢰수준 90%
에서 597시간을 보장할 수 있다.

  ⋅ 

  (8)

                ⋅

   시간

  × 




 × 




 시간
 (9)

청소기 모터의 사용조건에 대한 가속 스트레스 수

준인 280V에서의 가속계수(AF)는 식 (10)과 같으며, 
가속계수 AF의 95% 신뢰구간은 (1.37, 2.20)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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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int estimate 90% lower confidence limit
Characteristic lifetime(, hours) 876 788

MTTF(hours) 832 747
B10 lifetime(hours) 693 597

Point estimate 95% lower confidence limit 95% upper confidence limit
Acceleration Factor(AF) 1.73 1.37 2.20

Table 4  Point and interval estimates for the lifetime at normal use conditions and acceleration factor

  사용조건
가속조건 



 

 


       (10)

청소기 모터의 가속시험법을 통해 사용조건의 다

양한 수명 예측 및 가속계수에 대한 예측 결과를 정리

하면 <Table 4>와 같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산업용 청소기 모터의 브러시 마모

를 주 고장모드로 하여 가속수명시험을 실시하고 모

터의 수명을 연구하였다. 본 연구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모터의 잠재적 고장 형태와 그 영향을 분석해 본 

결과 브러시는 모터의 성능 및 수명을 좌우하며, 
브러시의 고장은 모터의 기계적 노이즈 소음과 전

기적 노이즈를 발생시켜 접촉 불량 및 기동특성에 

대한 문제가 발생함을 실험을 통하여 확인하였다. 
(2) 브러시 마모는 정류자와 브러시가 접촉에 의한 아

크에 의해 생성된 열에 의해 브러시 소재가 열화 되

어져 반복 회전마찰에 의해 발생하는데, 가속하고

자 하는 영역(240V~280V)에서 전압이 증가하면 회

전수도 증가하는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므로 전압

(회전속도)이 가속인자로서 타당함을 확인하였다.
(3) 모터의 고장은 브러시의 유효길이까지 마모가 되

면 전류공급이 끊겨 모터의 동작이 불능상태가 되

어 고장으로 판단하며, 브러시의 유효 길이는 1수
준(280V)의 시험 결과로부터 2.0 mm로 정하였다.  

(4) 브러시 마모의 가속수명시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사용조건(220V)에 대한 가속 스트레스 수준(280V)
에서의 가속계수(AF)는 1.73이 되며, 이는 사용조

건에 비해 가속 스트레스 수준에서 시험할 경우 

시험시간을 1.73배 줄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5) 청소기 모터의 기존 문헌 결과와 비교하면 형상모수의 

점 추정 값은 매우 크게 나왔는데 이 결과 값은 수준

별 샘플 수가 너무 적어서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 따
라서 청소기 모터의 형상모수()는 95% 신뢰하한

인 9.58을 사용하며, 가속지수()는 2.28이다. 또한 

사용조건에서 청소기 모터의 B10 수명은 신뢰수준 

90%에서 597시간을 보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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