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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or inter-turn fault 발생 시 권선 방식에 따른 

IPM Type BLDC Motor의 Fault Tolerance 향상 

논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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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ult Tolerance Improvement of IPM Type BLDC Motor Considering Winding

Configuration under a Stator Inter-Turn Fault Con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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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e-Woon Kim․Jin-Gyu Yoon․Jin Hur)

Abstract - This paper analyzes fault tolerance under a stator turn fault, according to the winding configuration. 

Improvement of torque characteristics and fault tolerance can be achieved by winding configuration without additional 

methods. And, torque characteristics and fault tolerance according to the winding configuration can be usually analyzed 

by analytical method. But, when the stator turn fault generates, compare to the steady-state, analysis of torque 

characteristics and fault tolerance using the analytical method is not accurate because it does not reflect influence in 

mutual inductance and magnetic non-linearity. Therefore, analysis of torque characteristics and fault tolerance has to be 

performed by using the numerical method under fault condition. This paper develops fault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the 

winding configuration using the FEM-base model considered magnetic non-linearity. And, this paper suggests fault 

tolerance improvement according to the winding configuration, by the comparison of 8/12 and 10/12 models, under fault 

con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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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IPM type BLDC 모터는 의료  가  기기에서부터 공

장에서 사용되는 산업용 로 까지 산업 반에서 리 사용

되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는 차량(EV, HEV)에서 화석 에

지 감을 한 주요 구동 원으로서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모터의 사용 증가는 추가 으로 고 신뢰성과 고장 

응 능력(Fault tolerance) 향상이 요구된다. 특히 차량에서

는 사람의 생명과 련되므로 더욱 요하게 고려된다. 그

러므로 발생할 수 있는 고장에 하여 실시간으로 검출하고 

측하는 기술과 처음부터 고장에 하여 강한 설계를 하는 

것은 고 신뢰성과 고장 응 능력 향상을 하여 아주 필수

이다. 

모터에서 고장의 원인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

은 고정자 권선 고장(Stator Turn Fault)이다. 고정자 권선 

고장은 고정자 권선에 압  류 스트 스 혹은 열에 의

한 연 괴로 발생하며, 고장에 의해 발생되는 열은 다른 

인 한 권선으로 쉽게 되어 더 큰 손실을 래하는 특

징을 가지게 된다. 그리고 고정자 권선 고장은 모터의 특성

에도 악 향을 미치게 되므로 고정자 권선 고장에 한 고

장 응 능력의 향상은 필수 이다.

모터에서 고장에 하여 응 능력 향상시키는 방법으로

는 모터의 설계 인 측면을 이용하는 방법과 고장 검출 알

고리즘을 이용한 방법[1],[2] 으로 나  수 있다. 첫 번째, 모

터의 설계 인 측면에서 고려하는 방법은 모터 설계 시 기

본 으로 고려되는 요소들을 이용하는 것으로서, 고려되는 

요소에는 자석의 모양, 배치 그리고 극 슬롯 수에 따른 권선 

방식 등이 있다. 두 번째, 고장 검출 알고리즘을 이용한 방

법은 고장 발생 시 나타나는 류  압을 측정하여 특성

을 분석  제어하여 고장에 한 응력을 향상시키는 방

법이다. 하지만, 기본 으로 측정  분석 그리고 제어를 

한 센서  계측 그리고 제어 장비들로 인하여 추가 인 비

용이 증가하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비용으로 고장 상태

에서 고장의 향을 최소화하기 해서는 첫 번째 방법인 

모터 설계 인 측면을 고려한 방법을 고려하게 된다.

모터의 설계 인 범주 에서 권선 방식을 이용하는 방법

은 토크 리 을 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간 향력을 

감소시켜 고장 응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고정

자 권선 고장에 한 향을 최소화하기 하여 자주 이용

된다[3],[4]. 그리고 이러한 권선 방식은 크게 일반 인 방식

과 새로운 방식으로 구분된다. 여기서, 일반 인 방식으로는 

분포권(Distributed Winding)과 집 권(Concentrated Winding)

이 있고 새로운 방식에는 Modular Winding이 있다. 새로운 

방식에는 Modular Winding이 있다. 그러나 고정자 권선 고

장의 에서 분포권의 경우에는 권선 간에 오버랩 되는 

부분이 증가하기 때문에 집 권과 Modular Winding에 비하

여 고장에 의한 향을 많이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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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권선 간에 오버랩 되는 부분이 은 집

권과 Modular Winding의 비교를 하여 8극 12슬롯 모델과 

10극 12슬롯 모델을 이용하여 고장 응 능력을 분석하 고 

기존의 수식을 이용한 방법과 FEM을 이용한 수치해석을 

이용하여 고장 특성을 분석하 다. 한 결과를 검증하기 

하여 순환 류 특성을 실험에 의한 결과와 수식을 이용

한 방법과 수치해석을 이용한 방법 통한 결과와 비교 분석

하 다. 그리고 정상 상태와 비교하여 고장 상태에서 입력 

류와 발생 토크의 고조  성분을 분석하여 고장에 의한 

모터가 받게 되는 향을 분석하 고, 회 자와 고정자의 기

자력(MMF)고조  성분을 분석하여 토크 특성을 비교하

다.

2 . 고정자 권선 고장(Stator Turn Fault)에서의 모터의 

기기 방정식

본 논문에서는 수식을 이용한 방법을 통하여 고정자 권선 

고장이 발생하 을 때 모터의 기기 방정식을 유도하 다[5], 

[6]. 그리고 기기 방정식을 이용하여 권선 방식에 따른 모터 

특성을 확인하 다. 하지만, 기기 방정식과 같은 분석 인 

방법은 모터가 회 함에 따라 변하는 인덕턴스와 자기 인 

비선형성을 고려하지 못한다는 단 을 가지고 있다.

그림 1은 3상 Wye-결선에서의 고정자 권선 고장을 도식

으로 나타내었다. 그리고 여기서 권선 고장은 A상에서 발

생하 으며 고장이 발생한 부분(Faulty turn)과 고장이 발생

하지 않은 부분(Healthy turn)으로 된다. 이때, 고장이 발생

하지 않은 부분은 으로, 고장 발생한 부분은 로 나타

내었다.

그림 1 고정자 권선 고장 발생 시 Wye-결선에서의 3상 권

선 도식도

Fig. 1 Schematic of wye-connected three-phase windings 

with a stator turn fault

식 (1)과 (2)는 고장 상태에서의 압  출력 토크 방정

식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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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  은 고장 상태에서의 자석에 의한 쇄교 자

속이고, 는 고장률을 나타내며, 
′는 고장 상태에서의 입

력 류를 나타낸다. 그리고 
′는 고장 상태에서의 항이

며, 
′는 고장 상태에서의 자기  상호 인덕턴스를 나타낸

다. 

식 (1)과 (2)를 재정리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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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는 정상 상태에서의 3상의 자기  상호 인덕

턴스이고, 는 동기 기 각속도(rad/sec)를 나타낸다. 

             





      


                (5)

고정자 권선 고장이 발생하 을 때 순환 류와 토크 특

성은 앞서 식 (4) ∼ (5)를 통하여 알 수 있다. 하지만, 식 

(5)를 통하여 알 수 있는 순환 류는 오직 자기 인덕턴스

만을 고려하기 때문에 상호 인덕턴스 차이가 큰 모델에서는 

정확한 순환 류 특성을 확인 할 수 없다. 그리고 식 (4)와 

같이, 순환 류에 향을 받는 고장 발생 시 추가 으로 나

타나는 토크 성분은 정확하게 확인할 수 없다. 그러므로 고

장이 발생하 을 때, 순환 류 특성과 토크 특성을 정확하

게 확인하고 분석하기 해서는 자기 인 비선형성과 상호 

인덕턴스의 향을 고려할 수 있는 FEM을 이용한 고장 모

델링이 필수 이다.

3 . 고정자 권선 고장 모델링

고정자 권선 고장의 에서, 한 상에서의 고장은 인

한 고장이 발생하지 않은 상에도 악 향을 미치게 된다. 이

것은 모터에서 고정자 권선과 회 자의 자석 간에는 자기

인 커 링이 존재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따라서 고정자 권

선 고장이 발생하게 되면, 단락된 권선에서 순환 류가 발

생하게 되고 이 순환 류는 자석으로부터 단락된 권선에 쇄

교되는 자속에 의해 발생된다. 그러나 이러한 특성은 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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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인 특성을 가지게 되므로 이러한 향을 분석하기 해

서는 그림 3과 4와 같은 FEM을 이용한 모델링이 필수 이

다[7],[8]. 본 논문에서는 한상의 권선의 5%를 고장 턴으로 

가정하고 모델링을 수행 하 다.

그림 3  고정자 권선 고장의 권선 구조

Fig. 3  Winding configuration of the inter-turn fault

그림 4  FEM을 이용한 고장 모델링

Fig. 4  Fault modeling of using FEM

4 . 고장 상태에서 발생 토크 특성

 

고정자에서 권선 고장이 발생하게 되면 자기 인 커 링

에 의하여 입력 류의 수십 배에 달하는 순환 류가 발생

하게 된다.  입력 류는 고장 턴으로 인한 정상 턴의 감

소와 순환 류의 향으로 3상 불 평형으로 발생하게 된

다. 이러한 순환 류와 입력 류 특성은 모터의 토크 특

성에 악 향을 미치게 되어 토크 리 을 증가시키게 된다. 

토크 리 은 일반 으로 회 자와 고정자 기자력(MMF)

의 고조  성분의 상호 작용을 통하여 발생하게 된다. 그리

고 회 자 기자력의 고조  성분은 pn-차 성분으로 나타나

게 되고 고정자 기자력 성분은 권선 분포에 따라 다르게 나

타나게 된다. 여기서 p는 극 수를 나타낸다. 따라서 회 자 

기자력의 고조  성분과 고정자 기자력의 고조  성분의 동

일 차수가 많을수록 모터에서의 토크 리 은 증가하게 된다

[9]. 

그림 5에서는 8극 12슬롯 모델과 10극 12슬롯 모델의 정

상  고장 상태에서의 고정자 기자력의 고조  성분을 나

타내었다. 8극 12슬롯 모델의 경우에 정상  고장 상태에

서 4, 8, 16, 20 28, 32, 40, 44 … 의 4n-차 고조  성분이 

발생하고 10극 12슬롯 모델의 경우에는 1, 5, 7, 11, 13, 17, 

19 … 의 고조  성분이 발생하게 된다. 그러므로 회 자 

기자력의 고조  성분이 4n-차 성분으로 나타나는 8극 12슬

롯 모델의 경우에는 고정자 기자력의 고조  성분과 상호작

용이 증가하게 된다. 하지만 회 자 기자력의 고조  성분

이 5n-차 성분으로 나타나는 10극 12슬롯 모델의 경우에는 

5차 고조  성분만이 상호작용을 하게 된다. 그러므로 정상 

 고장 상태에서 토크 리 은 8극 12슬롯 모델에서 크게 

발생하게 된다. 그리고 이 상은 그림 6의 발생 토크를 통

하여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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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고정자 기자력 고조  성분 분포 비교

Fig. 5 Comparison of MMF space harmonic compon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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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발생 토크 특성

Fig. 6  Comparison of generated torque

그림 7은 그림 6의 발생 토크 고조  성분이다. 고정자 

권선 고장이 발생하게 되면 발생 토크의 고조  성분  모

터의 구동 방향과 반  방향의 성분인 역상 성분 2, 5, 8… 

의 고조  성분이 증가한다. 8극 12슬롯 모델의 경우에는 

고장이 발생하 을 때 역상 성분인 2 고조  성분이 증가하

지만 10극 12 슬롯 모델의 경우에는 이와 반 로 2 고조  

성분은 감소한다. 그리고 상 으로 5 고조  성분은 8극 

12슬롯 모델이 10극 12슬롯 모델에 비하여 크게 나타난다. 

한, 두 모델 모두 그림 6과 같이 토크 리 은 증가하지만 

토크 형의 최댓값은 일정하기 때문에 기본  성분은 감소

하고 다른 성분의 고조  성분은 증가한다. 하지만, 기본  

성분의 감소폭은 8극 12슬롯 모델이 10극 12슬롯 모델에 비

하여 크게 나타나게 된다. 그러므로 고장이 발생하 을 때 

8극 12슬롯 모델이 10극 12슬롯 모델에 비하여 고장의 향

을 더 많이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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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발생 토크의 고조  성분

Fig. 7 Analysis of harmonic components of generated torque

5 . 정상  고장 상태에서 해석과 실험 결 과 비 교

5 .1 해석 모델

               

    (a) 8극 회 자   (b) 10극 회 자    (c) 고정자 

    (a) Rotor-8pole   (b) Rotor-10pole    (c) Stator  

그림 8  해석 모델

Fig. 8  Analysis models

      

그림 9  실험 장비

Fig. 9  Experiment equipment

5 .2  순환 류

순환 류는 고장 턴 수와 자석의 쇄교자속에 향을 받

는다. 그림 10, 그림 11은 FEM 모델링을 이용한 순환 류

와 실제 실험을 통한 순환 류 특성을 비교하 다. 그리고 

그림 10, 그림 11의 비교를 통하여 FEM을 이용한 경우 실

험을 통한 결과와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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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수치 해석  방법을 이용한 순환 류

Fig. 10 Comparison of circulating current by numerical 

method

    

     (a) 8극 12슬롯 모델          (b) 10극 12슬롯 모델

     (a) 8pole 12slot model        (b) 10pole 12slot model

그림 11 실험을 통한 순환 류

Fig. 11 Circulating current by experiment result

5 .3  입력  류

그림 12, 그림 14 그리고 그림 15는 정상  고장 상태에

서의 입력 류의 해석결과와 실험결과를 나타내었다. 고장

이 발생하 을 때 8극 12슬롯 모델과 10극 12슬롯 모델은 

각각 정상 상태에 비하여 약 25%와 13% 입력 류가 증가

한다. 이것은 고장이 증가할수록 두 모델 모두 정상 턴의 

감소하기 때문에 입력 류가 증가하는 것이다. 하지만 두 

모델은 고장에 의한 향력 차이로 인하여 증가량은 다르게 

나타난다. 향력의 차이는 그림 13의 입력 류의 고조  

성분 분석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10극 12슬롯 모델은 8

극 12슬롯 모델에 비하여 기본  성분이 작게 감소하고 역

상 성분인 2, 5 고조  성분은 작게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

다. 그러므로 10극 12슬롯 모델이 8극 12슬롯 모델에 비해 

고장에 한 향력이 작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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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시뮬 이션을 통한 입력 류

Fig. 12  Comparison of Input current by sim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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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입력 류 고조  분석

Fig. 13  Analysis of harmonic components of input current

   

      (a) 정상 상태               (b) 고장 상태

        (a) Steady condition         (b) Fault condition

그림 14  8극 12슬롯 모델의 실험을 통한 입력 류

Fig. 14  Input current of 8 pole 12 slot model by experiment

    

    (a) 정상 상태               (b) 고장 상태

      (a) Steady condition          (b) Fault condition

그림 15  10극 12슬롯 모델의 실험을 통한 입력 류

Fig. 15  Input current of 10pole 12slot  model by experiment

5 .4  모터 동작 특성

그림 16과 그림 17은 정상  고장 상태에서 8극 12슬롯 

모델과 10극 12슬롯 모델의 실험을 통한 모터 동작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고정자 권선 고장이 발생하게 되면 정상 상

태에 비하여 8극 12슬롯 모델과 10극 12슬롯 모델의 입력 

류는 각각 25%와 10% 증가한다. 그러므로 고장 상태에서 

모터의 효율은 동일 출력에서10극 12슬롯이 8극 12슬롯에 

비하여 높게 나타난다. 따라서 그림 17, 그림 18과 같이 두 

모델의 효율 감소폭은 8극 12슬롯 모델의 경우에는 정상 상

태에 비하여 26% 감소하지만 10극 12슬롯 모델의 경우에는 

8% 감소하게 때문에 약 3배 더 많이 감소된 8극 12슬롯 모

델이 10극 12슬롯 모델에 비하여 효율이 우수함을 알 수 있

다.

 (a) 정상 상태  

        (a) Steady condition 

(b) 고장 상태

                      (b) Fault condition

그림 16  실험을 통한 8극 12슬롯 모델의 동작 특성 

Fig. 16  Performance characteristics of 8 pole 12 slot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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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정상 상태

                      (a) Steady condition

(b) 고장 상태

                      (b) Fault condition 

그림 17  실험을 통한 10극 12슬롯 모델의 동작 특성 

Fig. 17  Performance characteristics of 10 pole 12 slot model

3 . 결   론

모터에 권선 고장이 발생하게 되면 순환 류는 입력 

류와 토크 리 에 향을  뿐만 아니라 높은 열을 발생시

키게 된다. 순환 류와 3상 불 평형 입력 류 그리고 높

은 열은 모터의 출력 특성에 악 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므

로 고장에 하여 모터가 받는 향을 정확하게 분석을 할 

수 있어야만 고장 응 능력을 향상시킬 수가 있다. 하지만, 

수식을 이용한 방법을 이용한 고장에 한 향 분석은 상

호 인덕턴스와 자기 인 비선형성을 고려하지 못하기 때문

에 정확하지 않다.

본 논문에서는 상호 인덕턴스와 자기 인 비선형성을 고

려 할 수 있는 수치해석을 이용한 방법을 통하여 고장에 

한 향을 분석하 다. 정상  고장 상태에서 FEM 모델링

을 통한 모터 특성 분석을 하여 입력 류의 증가량  

고조  성분 분석, 한 발생 토크 특성  고조  성분 분

석을 수행하 다.

그리고 권선 방식을 통한 모터의 고장 응 능력 향상을 

제안하 다. 이를 하여 8극 12슬롯모델과 10극 12슬롯 모

델의 비교하 으며, FEM 모델링과 실험 결과를 통하여 고

장이 발생하 을 때 모터가 구동하여 사고를 회피할 수 있

는 능력이 10극 12슬롯 모델이 8극 12슬롯 모델에 비하여 

우수함을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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