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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피던스 성분을 이용한 매입형 영구자석 전동기의
고정자 절연파괴 고장의 초기 검출 기법

Early Detection Technique in IPM-type Motor with Stator-Turn Fault  
using Impedance Parameter

정 채 림*․김 경 태*․허  진†

(Chae-Lim Jeong․Kyung-Tae Kim․Jin Hur)

Abstract  –  This paper proposes an early diagnosis technique for the stator-turn fault (STF) in an interior permanent 

magnet (IPM)-type brushless DC (BLDC) motor using the impedance parameter. We have analyzed the varying 

characteristics owing to the STF through various experiments and the finite element method (FEM). As a result, we 

have presented a simple method for fault detection. This technique can be applied without requiring a fast Fourier 

transform (FFT) and the calculation of the negative-sequence impedance. The fault detection system works on the basis 

of the comparison the measured impedance with the database impedance. The variations in the characteristics owing to 

the STF as well as the proposed technique have been verified through the simulation and experi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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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한 상에서의 권선 단락 고장 발생

Fig. 1 Stator turn fault occurrence in single ph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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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BLDC 동기는 높은 출력 도와 고효율  우수한 구동 

특성으로 인하여, 다양한 기 구동 시스템을 이용하는 산업

에서 넓게 사용되고 있다. 그리고 특히, interior permanent 

magnet-type(IPM-type) BLDC 동기는 구조상의 강건함

을 가지고 있어서 높은 신뢰성을 요구하는 응용분야에서도 

많이 이용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 신뢰성 응용 분

야에서 고장으로 인한 큰 피해를 방하기 해서는 동기

의 효과 인 모니터링과 정확한 고장 진단이 매우 요하다

[1-2].

동기에서 발생하는 고장의 유형을 조사해 보면 크게 고

정자  회 자 련 고장, 인버터  력 회로 부분 고장, 

센서류 부분 고장, 그리고 기타 기계  고장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러한 고장들 에 고정자 권선의 압  류 스

트 스 혹은 연 괴로 발생하는 권선 단락(stator-turn 

fault)은 BLDC 동기의 가장 공통 인 고장  하나이다

[2-3]. 고정자 권선의 단락은 그림 1과 같이 한 상의 두 권

선 사이에서 연자의 괴로 인해 발생하는 고장으로 정의

된다. 이러한 단락이 발생하게 되면 순환 류(if)가 흐르게 

되고, 순환 류의 제곱에 비례하여 열이 발생하게 되어 인

한 코일의 연을 괴한다. 그로인해 짧은 시간 내에 한 

상 체가 단락되며, 결국 동기는 완 한 고장이 발생하여 

동작이 멈출 것이다. 그러나 고정자 권선에 단락 고장이 발

생하는 순간부터 동기의 완 한 고장까지는 짧은 시간 간

격이 허용되므로, 동기 동작 시에 발생하는 고장에 한 

기 진단 기법이 존재한다면 인 한 권선의 단락과 고정자 

코어의 손상에 한 방이 가능하다. 결과 으로 기 고

장 진단 기법은 수리하는 비용과 동기의 작동 정지 시간

을 어들게 하여 자산 손실을 최소화하도록 도움을 다

[4].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입력 임피던스를 이용한 기 진단 

기법이 제시되었으며, 진단 기법의 증명을 해 실험과 시뮬

이션을 수행하 다. 제안한 기법이 용된 임피던스의 인

덕턴스는 간단하고 계산 과정이 은 winding function 

theory(WFT)를 이용하여 계산되어지고, 고장을 분석하기 

해 고속 푸리에 변환을 이용하지 않았으며, 한 역상 임

피던스의 계산 없이 입력 압과 입력 류를 이용하여 입

력 임피던스를 계산함으로써 고정자 권선 단락의 진단은 빠

른 응답성을 가진다. 그러므로 제안된 고장 진단 기법은 이

의 방법보다 쉽고 빠르게 고장 진단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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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고정자 연 괴 고장의 진단 모델링

Fig. 2 Diagnosis modeling of stator turn fault

2.  고장 진단 기법

 고정자 권선 단락의 발생은 기 인 특성과 기계 인 

특성의 상당한 악 향을 래하기 때문에 빠른 진단이 필요

하다. 본 논문은 고장에 의한 여러 변화들 에서 동기의 

회 속도에 가장 먼  을 두었다. 고장 턴 수의 증가에 

따라 유효 턴 수의 감소에 의해 역기 력이 감소하고, 입력 

류와 상차가 발생하여 약계자 제어와 같은 효과를 일으

켜 동기의 회  속도는 정상 상태의 속도보다 빨라지기 

때문이다[6]. 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주 수는 증가하기 때문

에 주 수의 측을 통해 정상 상태와 고장 상태 사이의 

상차 발생의 여부를 고속 푸리에 변환 없이 확인할 수 있지

만, 이 방법만을 가지고 단락 고장을 진단하기에는 정확도와 

신뢰성이 떨어지므로 기 고장 진단에 이용하기에는 역부

족이다. 그러므로 속도뿐만 아니라 다른 요소들의 변화를 

함께 단할 수 있는 매개체가 필요하다. 

고장으로 인해 변화하는 다른 요소는 고장 비율의 증가에 

따라 감소하는 체 권선 수와 그로 인해 감소되는 항과 

인덕턴스의 값, 그리고, 상차 발생과 입력 류 값의 증가

와 같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 결과 으로, 입력 압과 

입력 류, 속도로 이루어진 입력 임피던스의 측을 이용한

다면 간단하게 고장을 진단할 수 있다. 고장 비율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100×=
windingtotalofNumber
windingshortedofNumberFf

               
(1)

그림 2는 제안한 고장 진단 기법의 구성을 보여 다. 

체 인 흐름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고장 진단 알고리즘

을 세분화하여 나타내었다. 첫 번째로 Database의 알고리즘

은 데이터베이스를 구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으로 데이터

베이스는 동기의 동작  정상 상태와 고장 상태의 입력 

임피던스 값을 계산하여 비교 값으로 두게 된다. 두 번째로 

Fault diagnosis의 알고리즘은 실시간으로 계산되어지는 입

력 임피던스의 계산 과정과 어떻게 데이터베이스와 비교하

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Comparison의 알고리

즘은 데이터베이스와 실시간으로 계산되어지는 입력 임피던

스가 비교되어지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으로 정상 상태와 고

장 상태의 데이터베이스 값과 비교가 이루어지며 계속해서 

피드백을 받는다. 만약 고장이 발생하여 고장 상태의 데이

터베이스보다 작다면 사용자에게 고장이 발생하 음을 인지

시켜 다.

본 논문에서는 정확한 진단을 해 입력 임피던스의 데이

터베이스를 계산하 다. 입력 임피던스는 항과 리액턴스

로 이루어져 있으며, 리액턴스는 각속도와 인덕턴스로 구성

된다. 인덕턴스는 WFT를 이용하여 구할 수 있다. WFT는 

동기에 감겨있는 권선의 형태를 고려해서 기자력의 형

을 구하여 동기의 인덕턴스를 계산하는 방법이다[1], [5], 

[8-9]. 따라서 도체 류 도를 나타내는 turn function과 권

선의 턴 수를 나타내는 winding function의 곱으로 인덕턴

스를 계산하게 되며, IPM-type BLDC 동기의 경우 공극

이 d축과 q축에 따라 변하기 때문에 inverse air-gap 

function를 고려해 주어야 한다[7]. 그러므로 인덕턴스는 다

음과 같이 계산된다.

⎥⎦
⎤

⎢⎣
⎡⋅⋅⋅= ∫ −2π

0 jiij )()N()n( dθθθglrμL 1
st0 θ

             
(2)

여기서 ni(θ)와 Nj(θ)는 각각 turn function과 winding 
function을 뜻하며, i, j, r 그리고 l는 각각 turn function의 

상, winding function의 상, 회 자의 반경 그리고 stack의 길

이를 의미한다. g-1(θ)은 inverse air-gap function을 뜻한다.
정상 상태일 때의 turn function과 winding function은 상

당 극수와 상당 턴 수에 의해 계산되어 지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3
_ N

phaseperslotsofNumber
turnsofnumberTotalht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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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고정자 권선 단락 고장에 따른 a상의 turn function과 

winding function

Fig. 3 Turn function and winding function of a-phase 

according to stator turn fault

고정자 권선 단락 고장의 발생에 따라 turn function과 

winding function은 그림 3과 같이 변화하며, 고장에 의해 

변화하는 다른 function들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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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장 상태에서의 turn function

)1(
63

1_ fF
NNfT −−=

 : 고장 상태의 다른 a상의 winding 

fun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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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장 상태의 winding fun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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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상의 winding fun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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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인덕턴스 (FEM)

(b) Inductance (FEM)

그림 4 WFT와 FEM의 인덕턴스 값 비교

Fig. 4 Comparison of inductance values of WFT and FEM

그림 4은 WFT과 유한요소법(FEM)을 이용하여 계산된 

인덕턴스 값의 비교를 보여 다. 결과 으로, 두 가지의 결

과 값은 매우 흡사하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WFT

를 선호하는 이유는, WFT는 오직 권선 배치와 기계의 기하

학구조의 정보만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유한요소법보다 계

산 속도가 빠르고 간결한 구조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5].

22
1 )( aaaaaa LRjXRZ ω+=+=                 (5)

정상 상태의 임피던스는 (5)와 같으며, 이때의 인덕턴스는 

자기 인덕턴스와 상호 인덕턴스를 함께 고려한 것이며, 각속

도는 정상 상태의 주 수로 구하게 된다. 

abaamutualselfa LLLLL +=+= , statesteadya fπω 2=     
(6)
  

고정자 권선 단락이 a상에 발생했을 때, 항, 인덕턴스 

그리고 주 수의 변화가 다음과 같이 발생한다. 

afas RFR )1( −= , afabaamutualselfas LLLLLL ++=+= , (7)

fractionfaultas fπω 2=                                  

22
2 )( asasasasasa LRjXRZ ω+=+=                 

(8)

따라서 a상의 고장 상태의 임피던스는 (8)와 같이 구해지

며, b상과 c상 한 이와 같은 방법으로 계산되어진다. 이러

한 임피던스 값들이 데이터베이스가 된다.

여기서 고장에 한 데이터베이스 값인 4.16%는 3턴이 

단락된 시 이며, 0%보다 높다고 하여 고장으로 단하지 

않고 5% 미만까지는 경고의 신호를 주고 5%이상이 되었을 

때에는 고장이 발생하 다고 단한다. 그 이유는 동기가 

동작하고 있을 때에는 다양한 상황으로 인해 입력 압과 

입력 류의 값이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마다 

모두 고장으로 단한다면, 고장 진단에 한 신뢰도가 떨어

질 수 있기 때문이다.

데이터베이스의 계산 후, 실시간으로 계산되어지는 입력 

임피던스 값과 데이터베이스 값을 비교한다. a상의 실시간 

입력 임피던스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a

a
a I

V
Z =

                                         
(9)

Va와 Ia는 a상의 상 압과 a상의 상 류를 의미한다.

3. 체 시스템 구성

실험 장비의 구성은 그림 5과 같으며 실험 장비의 구성을 

자세하게 설명하기 해 그림 6와 같이 블록선도로 나타내

었다. 그림 7(a)는 실험에서 사용한 IPM-type BLDC 동기

이며, 그림 7(b)는 시뮬 이션에서 사용한 IPM-type BLDC 

동기이다. 동  고장을 구 하기 해, 고정자 권선을 분

할하여 그림 7(a)의 tap에 연결해주고 contactor를 그림 8과 

같이 동기의 tap과 연결하여 스 치를 on시키면 동작  

고장이 발생할 수 있도록 구 하 다. 그림 8(b)는 12턴 고

장을 만들어 주기 한 동  고장 결선 개요도이다.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여 4턴과 12턴 고장이 발생하는 동 인 고장 

실험을 수행하 으며, 그림 9와 같이 시뮬 이션 한 스

치를 이용하여 동  고장이 발생할 수 있도록 구 해주었

다. S_H의 스 치가 작동할 때에는 정상 상태로 동작하고 

S_H가 꺼지고 동시에 S_F가 켜질 때에는 고장이 발생하도

록 설계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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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정상 상태

(a) The steady 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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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고장 상태

(b) The fault state

그림 10 역기 력과 입력 류의 비교

Fig. 10 The comparison of the back EMF and input current

그림 5 실험 장비 구성

Fig. 5 Experimental set-up

그림 6 실험 장비 구성의 블록선도

Fig. 6 Block diagram of experimental set-up

(a) 실험 동기

(a) Test motor

    
(b) 분석 모델

(b) Analysis of motor

그림 7 매입형 구자석형 BLDC 동기

Fig. 7 IPM-type BLDC motors

(a) 실제 구조

(a) The actual structure

(b) 블록 다이어그램

(b) The block diagram

그림 8 동 인 고장 실험을 한 contactor의 구조

Fig. 8 The construction of the contactor for dynamic fault 

experiment

그림 9 동 인 고장을 한 시뮬 이션 회로

Fig. 9 The simulation circuit for dynamic fault experiment

4. 시뮬 이션 결과

일반 으로, 고정자 권선 단락 고장의 발생은 평균 토크 

상승뿐만 아니라 입력 압과 입력 류의 상차를 야기한

다. 그러나 IPM-type BLDC 동기의 경우, 입력 류의 

상차의 발생으로 인해 역기 력과 상차가 발생하게 되면 

약계자 제어와 같은 효과로 인해 회  속도가 증가하게 된

다[6]. 상차가 발생하 을 때 속도 변화를 알아보기 해, 

시뮬 이션에서 20[ms]에 동  고장이 발생할 수 있도록 스

치 속도를 조 하여  뒤, 결과를 확인해 보았다.

그 결과, 그림 10(a)의 정상 상태의 역기 력과 입력 류

의 형이 고장이 발생한 후 그림 10(b)와 같이 상차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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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4턴 고장 (Ff=5.56%)

(a) 4-turn fault (Ff=5.56%)

(b) 12턴 고장 (Ff=16.67%)

(b) 12-turn fault (Ff=1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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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압의 비교

(c) Comparison of voltage

그림 12 고장에 따른 입력 압의 시뮬 이션 결과 (속도=3500rpm, 부하=0.5Nm)

Fig. 12 Simulation results of voltages according to stator turn fault (speed=3500rpm, load=0.5Nm)

(a) 4턴 고장 (Ff=5.56%)

(a) 4-turn fault (Ff=5.56%)

(b) 12턴 고장 (Ff=16.67%)

(b) 12-turn fault (Ff=1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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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류의 비교

(c) Comparison of voltage

그림 13 고장에 따른 입력 류의 시뮬 이션 결과 (속도=3500rpm, 부하=0.5Nm)

Fig. 13 Simulation results of currents according to stator turn fault (speed=3500rpm, load=0.5Nm)

 (a) 4턴 고장 (Ff=5.56%)

 (a) 4-turn fault (Ff=5.56%)

(b) 12턴 고장 (Ff=16.67%)

(b) 12-turn fault (Ff=16.67%)

그림 11 고정자 권선 단락에 의한 속도 변화

Fig. 11 Speed change according to stator turn fault

한 그림 11과 같이 고장의 발생에 따라 상승한 회  속

도를 시뮬 이션을 통해 확인하 다. 4턴의 고장이 발생하

을 때는 약 3500[rpm]이던 속도가 약 3700[rpm]으로 상승

하 으며, 12턴의 고장이 발생하 을 때는 약 3500[rpm]이

던 속도가 약 3860[rpm]까지 상승하 다. 그러므로 고장 턴 

수의 증가로 인해 약계자 제어와 같은 효과로 속도가 더욱 

증가한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한 고정자 권선에 단락 고장이 동기의 속도 외에도 

입력 압과 입력 류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기 

해 변화 양상을 시뮬 이션을 통해 분석하 다. 

그림 12는 고정자 권선에 단락 고장이 발생하 을 때의 

입력 압의 변화 양상을 확인하기 한 시뮬 이션 결과이

다. 그림 12(a)와 12(b)를 보고 고장 후의 차이 을 악

하기란 무리가 있다. 따라서 정상 상태와 고장 상태의 차이

를 확인하기 해 12(c)와 같이 비교를 해보았다. 비교를 통

해 고장의 발생으로 입력 압에 상차가 발생함을 볼 수 

있으며, 고장 비율이 높아질수록 상차는 더 커지고, 최

치에는 크게 향을 미치지 않음을 확인하 다.

그림 13은 고정자 권선에 단락 고장이 발생하 을 때의 

입력 류의 변화 양상을 알아보기 한 시뮬 이션 결과이

다. 입력 압과는 달리 입력 류의 경우 고장이 발생함에 

따라 최 치가 증가하 으며, 고장이 4턴에서 12턴으로 증가

함에 따라 입력 류의 최 치도 더욱 증가하 다. 한 정

상 상태와 고장 상태를 비교해본 결과, 13(c)에서 볼 수 있

듯이 상차가 발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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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4턴 고장 (Ff=5.56%)

(a) 4-turn fault (Ff=5.56%)

(b) 12턴 고장 (Ff=16.67%)

(b) 12-turn fault (Ff=1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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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Comparison of voltage

그림 15 고장에 따른 입력 압의 실험 결과 (속도=3500rpm, 부하=0.5Nm)

Fig. 15 Experiment results of voltages according to stator turn fault (speed=3500rpm, load=0.5Nm)

(a) 4턴 고장 (Ff=5.56%)

(a) 4-turn fault (Ff=5.56%)

(b) 12턴 고장 (Ff=16.67%)

(b) 12-turn fault (Ff=1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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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Comparison of voltage

그림 16 고장에 따른 입력 류의 실험 결과 (속도=3500rpm, 부하=0.5Nm)

Fig. 16 Experiment results of currents according to stator turn fault (speed=3500rpm, load=0.5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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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다양한 조건에서의 주 수 차이 비교

Fig. 14 Comparison of margin of frequency with various 

loads and speeds

5. 실험 결과

시뮬 이션을 통해 고장에 따른 속도와 입력 압  입

력 류의 변화 양상에 해 알아보았으며, 시뮬 이션에 

한 검증을 해 실험을 실시하 다.

고장에 따른 속도의 변화를 더욱 자세히 알아보기 해 

다양한 조건에서 실험을 수행하 다. 먼  주 수를 사용하

여 고장이 발생하 을 때의 속도 변화를 알아보았다. 따라

서 주 수의 변화를 쉽게 악하기 해 우리는 주 수의 

차이(margin of frequency)를 재정의 하 다. 주 수 차이란 

(10)에서 볼 수 있듯이 고장 비율에 따른 주 수와 정상 상

태의 주 수 사이의 차이를 의미한다.

statesteadyfractionfaultinm fff −=arg                     (10)

그림 14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는 두 가지의 조건에서 

실험을 진행하 다. 첫 번째로 그림 14(a)와 같이 동기의 

속도가 일정하고 부하가 변할 때, 고장 발생에 따른 주 수 

변화에 해 실험하 다. 두 번째로 그림 14(b)와 같이 동

기의 부하가 일정하고 속도가 변할 때, 고장 발생에 따른 주

수 변화에 해 실험하 다. 결과 으로, 동기가 고속 

회 할 때와 부하의 경우에 고장 비율에 따른 주 수 차

이가 정상 상태 보다 가장 많이 증가하 다. 그러므로 고속 

회 과 부하의 상황에서 동기를 구동할 때 고장에 해 

취약하므로 더욱 주의해야한다.

그림 15와 16는  시뮬 이션과 같은 방법으로 동  

고장을 발생시켰을 때의 입력 압과 입력 류의 변화이

다. 입력 압의 경우, 고장 비율의 증가에 따라 상차가 

발생하 으며, 정상 상태와 고장 상태를 비교해보았을 때, 

시뮬 이션과 비슷한 양상으로 고장 비율이 높아질수록 

상차가 더욱 커졌다. 입력 류의 경우, 시뮬 이션과는 다

르게 고장이 발생하는 순간에 류의 값이 어드는 부분이 

발생했다. 그 이유는 시뮬 이션의 고장 발생을 한 스

치는 이상 인 스 치로 S_H가 꺼지고 S_F가 켜지는 순간

이 완벽하게 일치하므로 회로 인 끊김이 없는 반면에, 실험

의 경우 magnetic contactor를 사용하기 때문에, 스 치를 

켜는 순간 Normal Open이 던 회로가 Close가 되는 순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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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뮬 이션처럼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고 잠시 동안 회로

인 끊김이 발생하게 되므로, 일시 으로 류의 값이 0이 되

는 구간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러한 부분을 제외하고 분석

해 보았을 때, 시뮬 이션과 마찬가지로 고장이 발생함에 따

라 최 치가 상승하 으며, 정상 상태와 고장 상태의 상차

를 비교해 보았을 때 상차가 벌어짐을 확인하 다.

결과 으로 실험과 시뮬 이션을 통해 고정자의 정상 상

태와 고장 상태 사이의 입력 압의 상차 발생과 입력 

류 상차의 발생과 최 치의 상승을 증명하 다. 그러므로 

고정자 권선의 단락 고장의 기 진단을 해 속도 변화  

입력 압과 입력 류의 변화를 모두 포함하여 분석이 이

져야 함으로 입력 임피던스를 이용하여 고장 진단을 하게 

된다면 신뢰성 있는 빠르고 정확한 진단이 가능하다.

6.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정확하고 빠르게 고장을 진단하기 해 입

력 임피던스를 이용한 고장 진단 기법을 제안하 다. 제안

된 고장 진단 기법은 실시간으로 각 상의 입력 압과 입력 

류를 통해 입력 임피던스를 계산하고, 데이터베이스와의 

비교를 통해 고장을 진단하는 방법이다. 고속 푸리에 변환

이나 복잡한 계산식이 필요 없기 때문에 이 의 진단 방법

보다 간단하고 빠르게 진단이 가능하다. 비록 우리는 고장 

진단 회로를 진단의 용이함을 해 따로 회로를 제작하여 

사용했지만, MCU의 경우 동기를 제어하는 인버터 내에 

장착되어 있으므로, 새로운 고장 진단 회로를 제작할 필요 

없이 기존의 인버터 내의 MCU를 고장 진단에 이용이 가능

하다. 그러므로 제안된 고장 진단 기법을 이용한다면 추가 

비용 없이 고장 발생 시 빠른 진단으로 재산 피해  인명 

피해를 이고 보호하기 해 유익하게 사용될 수 있으리라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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