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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데이터를 이용한 유도발전기의 출력 특성 분석

Output Characterization Analysis of Induction Generator using Test Data 

 김 종 겸*

(Jong-Gyeum Kim)

Abstract - Induction generator is used primarily in small hydroelectric power station less than 1000㎾ recently. Unlike 

the synchronous generator, induction generator produces electricity when it is rotated above synchronous speed.  

In this study, we calculated the parameters of the induction generator with test reports presented by the manufacturer 

and analyzed that how much the induction generator has produced power near the rated speed. If we can use the test 

data to calculate the parameters, it is possible the output characteristics analysis of the induction generator. As a result 

of analysis, we concluded that output of induction generator varies sensitively for small changes in rotational speed in 

the near synchronous spe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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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소수력은 신․재생에 지의 한 분야로서 탄산가스 배출량

이 매우 낮아 세계 인 환경규제에도 극 으로 비할 수 

있는 친환경 에 지원으로 각 받고 있다. 한 에 지 

도가 다른 에 지원에 비해 높아 지역의 분산 원에 기여할 

수 있는 유용한 자원으로 평가되고 있다[1∼4].

우리나라는 연평균 강우량이 1,277㎜로써 강우량이 풍부

하고 국토의 ⅔가 산지로 구성되어 있어 지형에 맞는 치

수사업으로 이나 수지를 건설할 경우 수자원 확보가 매

우 유리하다. 한 일반 하천, 다목   양수발 소의 수

 조 , 농업용 수지, 하수 종말 처리장의 방류수, 수도 

로의 압, 화력발 소의 온배수, 양어장의 순환수, 공장의 

냉각수, 방조제 수문 등 소수력으로 이용 가능한 잠재 자원

도 매우 풍부하다[1,2].

소수력 발 소는 개 수지, 수압 로, 수차 발 기, 제

어설비, 계통연계장치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에서 

수차의 기계에 지를 기에 지로 변환시키는 발 기는 매

우 요한 설비 의 하나이다. 

일반 으로 발 소 설비용량이 큰 경우 동기발 기가 사

용되지만, 최근 설비 용량이 수백 ㎾이하는 물론이고 1,000

㎾ 이상에서도 유도발 기를 많이 용하고 있다[2∼7].

유도 동기는 개 압별, 용량별, 극수별로 효율이 정해

져 있지만 유도발 기의 경우 사용하는 곳이 많지 않고, 주

문에 의해 제작되므로 효율이 표 화되어 있지 않다. 따라

서 사용자가 요구한 발 기의 출력  효율을 보증하도록 

설계 제작하는 것이 매우 요하지만, 실제로 장에서 설치 

운 할 경우 정격출력과 효율이 보증되지 않아 서로 민감하

게 립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사용자가 제시한 사양 로 제작하

고 권선 항측정, 구속시험  개방시험을 통해 제시한 시

험 성 서에서 유도발 기의 라미터를 구하여 회 속도 

변화에 따라 유도발 기의 출력  효율이 보증되는지에 

해 분석하 다.

2. 소수력 발  시스템 구성

소수력 발 소에서는 물의 유동에 지를 수차에 의해 기

계 인 에 지로 변환한 다음 발 기를 사용하여 기 인 

에 지를 변환시킴으로서 청정에 지를 얻을 수 있다. 

Induction
Generator

Water
Turbine

Mechanical
Power In

Generator
Losses

Circuit
Breaker

Electric
Power

Out

Grid(D/L)

sr nn >

그림 1 수차 발 시스템 구성도

Fig. 1 Diagram of water turbine generator system

일반 으로 유량 고낙차의 경우 펠턴과 같은 충동수차

가 사용되고, 낙차로서 유량이 풍부하거나 유량 변화가 있

는 곳에서는 란시스나 카 란 는 로펠러와 같은 반동

형 수차가 사용된다.

그림 1은 수차발  시스템의 간략화된 구성도이다.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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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에서 기계에 지를 발생할 수 있는 수차(Water turbine)로  

동기속도 이상( )으로 발 기를 회 시킬 경우 생산된 

력 에서 손실을 제외한 유효 력이 차단기(CB)를 거쳐 

배  계통(Grid)으로 달된다[2∼4].

수차발  시스템에서의 발 설비 용량()은 낙차, 사용유

량 그리고 수차  발 기의 효율을 이용하여 식 ⑴과 같이 

결정한다. 

  ××× × ×  (1)

여기서,  발전설비용량㎾   사용수량㎥
유효낙차  수차효율
  발전기효율 

식 ⑴에서와 같이 발 출력을 높이기 해서는 수차와 발

기의 효율을 각각 높이면 된다. 수차의 효율은 3차원 유

동해석과 제작 기술의 향상으로 차 개선되고 있다. 한 

발 기의 효율은 수차에 비해 상 으로 높은 편이지만 설

계 기술의 향상과 재료의 개선으로 차 향상되고 있다. 

3. 유도 발 기 등가회로  라미터 산출

3.1 등가회로

그림 2는 유도기의 속도-토크 특성곡선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 2 유도기의 속도-토크 특성 곡선[8]

Fig.  2 Speed-Torque curve of Induction machine

유도기의 슬립이 0∼1의 역에서는 동기(motoring 

mode)로 동작하고, 슬립이 부(-)일 경우 즉, -1∼0의 역에

서 운 할 경우 발 기(generating mode)로 동작한다. 그림 

2에서 동기로 운 할 경우와 발 기로 운 할 경우 토크 

극성은 반 되고 크기도 서로 다르며, 최  토크의 크기에서

도 명칭을 서로 달리 표 하고 있다. 즉, 동기로 운 할 

경우 최  토크인 탈출 토크(Pull-out torque)보다 발 기로 

운 할 경우 최  토크인 푸시 오버 토크(Push-over torque)

가 더 높은 값을 가진다. 그러나 실제 운 역인 슬립이 

아주 작은 범 에서의 동기  발 기 토크 크기는 차이

가 아주 작은 편이다.

그림 3은 3상 유도기의 등가회로도로서 동기  발 기 

운 에 한 력 흐름도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3에서   

과   은 각각 고정자 항과 리액턴스이고,   와   는 

각각 회 자의 항과 리액턴스로서 고정자를 기 한 것이

다. 한   와   은 철손 항과 자화리액턴스 성분을  

은 고정자의 상 압이다. 

그림 3⒜의 유도 동기 등가회로도로서 고정자에 인가된 

력()이 각각 고정자, 회 자 손실( )  철손()

을 제외한 력()이 축에 달된다. 그러나 유도발 기는 

그림 3⒝와 같이 동기와 반 로 기계 인 입력( )이 회

자와 고정자 손실 그리고 동기와 같은 철손을 제외한 

력()이 고정자 단자에 달되어 계통에는 유효 력으

로 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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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유도기의 등가회로도

Fig. 3 Equivalent circuit of Induction machine

유도 동기가 동기속도 보다 높은 속도에서 동작할 때 슬

립은 부(-)가 되어 발 기로서 동작하게 된다. 유도 동기가 

동기속도에 해당되는 속도에서 다른 기기에 의해 구동될 때 

유도기 력과 회 자 류는 제로가 된다. 이 경우 발생 토

크는 제로가 된다. 속도가 동기속도 이상일 경우 슬립은 부

(-)가 된다. 이때 회 자 기 력   와 회 자 류   는 

부(-)가 된다. 한 반 된 류는 방향을 바꾸고, 합성 

류      는 공  압의 상과 다른 성분을 가진다. 

발생된 체 기계  출력과 응하는 토크는 부(-)가 되는

데 이것은 회 자가 축에 기계 인 출력을 달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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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축으로부터 흡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기기

가 원으로부터 여자 류   를 흡수함으로써 유도발 기

로 동작한다. 그림 3에서 유도기가 발 기(IG)로서 동작할 

때 류   과   의 방향은 유도 동기와 반 가 된다.

그림 3⒝와 같은 등가회로도를 가지고 발 기로 운 할 

경우 력 흐름도로 나타내면 그림 4와 같다. 먼  수차의 

축 회 운동으로 발생된 발 기의 회 축에 달된 입력에

지    에서 회 손실을 제외한 력이 변환된 력성분 

이 된다. 이 성분에서 회 자 손실  을 제외한 력

성분이 고정자에 달된다. 고정자에 달된 성분 에서 

고정자 자체 손실  을 제외한 성분에 력으로 변환되는 

출력성분   가 된다. 실제 유도발 기에서 발생된 력은 

출력성분에서 각종 손실을 제외한 유효 력이다[5]. 

outPinP convP ga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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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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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발 기로 운 시 력 흐름도

Fig. 4 Power flow diagram at the generating operating

유도기가 발 기로 운 할 경우 류, 력 그리고 토크

는 동기와 같은 수식을 개하면 된다. 그러나 슬립이 마

이 스가 되므로 회 자를 통해 고정자에 달되는 기계  

출력은 식 ⑵와 같이 회 자 손실이 고려되어야 한다.

      (2)

수차에 의해 유도발 기를 동기속도 이상으로 운 할 경

우 발 기 단자에서의 피상 력은 다음과 같다.

    (3)

식 ⑶에서의 유효 력  와 무효 력  은 각각 다음과 

같다.

  (4)

  (5)

3.2 유도발 기 라미터 산출

장에 설치된 유도발 기가 제시된 사양으로 설계 제작

되어 출력이 나오는 경우가 가장 이상 이지만, 실제로 당

보다 낮은 출력과 효율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발 기의 시험 성 서에서 제시한 항측정, 무

부하  구속시험을 통해 구한 특성값을 계산하여 유도발

기의 효율, 출력을 얻기 해 그림 3에서 제시한 등가회로의 

라미터를 찾아내고, 이 라미터를 사용하여 주문자가 제

시한 특성을 발휘하는지를 확인하고 한 유도발 기가 어

떤 회 속도에서 가장 높은 출력을 발생시킬 수 있는지를 

해석하 다.

표 1은 수차 발 기의 일반 인 주문 사양을 나타낸 것으

로서 정격 낙차와 정격 유량에 해 발 기가 발생해야 할 

발생 력을 나타내고 있다. 이 사양에 해 발 기 제작사

는 설계 제작을 통해 출력 력을 보증해야 한다.

출력 490㎾

극수 10극

정격 압/ 류 3,300V/109.4A

효율 94.1%

역률 83.3%

연등 F종

결선방식 Y

주 온도 40℃

양정 13.1

유량 4.5cms

회 속도/무구속 속도  725/1,800 rpm

표  1 수차 발 기 제원

Table 1 Specification of water turbine generator

표 1에서 출력은 유효 력에 해당되는 것이고, 압, 류 

 역률로부터 피상 력과 무효 력을 그리고 회 속도로  

슬립을 알 수 있다.

 * 권선 측정 항값() : 0.321Ω(at 24℃)

* 무부하 시험

압  

3.3㎸

류   

41.6A
:19,200W

주 수: 

60㎐

* 회 자 구속 시험

압   

520V

류   

104A
  : 18,560W

주 수 : 

60㎐

압   

279V

류   

104A
  : 14,080W

주 수 : 

30㎐

* 부하시험

부하율 류(A) 효율(%) 역률(%) 슬립(%)

25% 55.7 85.8 44.8 -0.175

50% 68.4 91.6 68.4 -0.334

75% 87.5 93.4 78.7 -0.495

100% 109.4 94.1 83.3 -0.661

125% 133.3 94.2 85.3 -0.833

기동 류 660A

기동 토크 111%

최  토크 283%

표   2  3상 유도발 기 시험 성 서

Table 2 Test Report for Three Phase Induction Generator

유도발 기의 특성을 가장 잘 악할 수 있는 정확한 자

료는 시험 성 서이다. 시험 성 서는 기본정격, 권선 항, 

구속  개방 시험을 통해 얻어진 값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표 2는 제작사에서 제공한 유도발 기에 한 시험 데이

터이다. 제작사에서 제공한 항측정, 무부하시험, 구속시험

의 3가지만으로 유도발 기의 동작 특성분석을 한 등가회

로도의 주요 라미터를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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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의 등가회로에서 사용되는 라미터를 찾기 해 

우선 권선 항 측정을 통해 구한 값으로 고정자 항을 찾

아내고, 구속 시험을 통해 구한 력을 이용하여 회 자 

항을 얻는다. 항 측정시 온도는 라미터의 크기에 큰 변

수가 되므로 정확한 온도가 표시되어야 한다. 항을 보다 

정확하게 구하기 해서는 직류 압의 인가시 류로 구하

는 경우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외국에서는 이 방법을 보편

으로 사용하지만, 국내에서는 이 방법을 잘 사용하지 않고 

있다. 한 구속시험에서 걸리는 압과 류로 임피던스를 

구하여 회 자의 형상에 따라 고정자와 회 자의 리액턴스

를 찾으면 주요 라미터 산출이 가능하다. 이때 회 자의 

형상에 따른 리액턴스 값이 같거나 달라질 수 있으므로 회

자에 한 형상의 정확한 악이 필요하다. 그러나 부

분의 발 기 제작사에서는 이에 한 정확한 자료를 제시하

지 않고 있다. 특히 구속시험에서는 정격의 1/4에 해당되는 

주 수에서 시험한 값을 정격주 수의 값으로 변환해서 사

용하고 있다[9]. 그러나 본 시험 성 서는 정격 주 수와 

1/2에 해당되는 주 수로 시험한 결과만 있다. 그래서 본 연

구에서는 정격 주 수에서의 값을 가지고 분석하 다. 

표 2에서 제시한 권선 항값()으로 고정자 항()은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


(6)

식 ⑹에서   는 측정시 주 온도이고,  는 연등 에 

따른 온도이다.

무부하 시험을 통해 어드미턴스의 컨덕턴스()와 서셉 

턴스() 라미터를 식 ⑺  ⑻과 같이 구할 수 있다. 우선 

  는 무부하시의 력()으로부터 구하고,   는 무부하 

시험시의 압과 류로 얻어지는 어드미턴스로 구하면 된

다.

 


 

 (7)

 



 (8)

식 ⑺과 식 ⑻로부터 각각 철손 항과 자화리액턴스를 구

할 수 있다.

  


 (9)

  


(10)

구속시험을 통해 다음과 같은 라미터를 찾을 수 있다. 

먼  구속시험에서 류와 력으로부터 구속시의 회 자 

항()을 구할 수 있다. 이때 회 자 항은 식 ⑿와 같이 

구속시의 항으로부터 고정자 항을 빼면 된다.

 



 

 (11)

    (12)

고정자와 회 자에 한 리액턴스()는 구속시의 임피

던스에서 구속시의 항을 빼면 된다.

 



 (13)

식 ⒀에서 구한 체 임피던스를 가지고서 회 자의 형태

에 따라 고정자와 회 자의 리액턴스를 구하면 된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표 2에서 제시한 기동  최  토

크를 고려할 경우 NEMA B에 해당되는 것으로 간주하여 

고정자와 회 자의 리액턴스는 각각 구속시험으로부터 구한 

리액턴스()를 각각 0.4와 0.6 만큼 배분하 다[10].

  

×  (14)

  

× (15)

표 2의 시험 데이터를 사용하여 주문자가 제시한 정격 출

력의 발생여부를 해석하기 해 식 ⑹～⒂로 계산한 유도발

기의 라미터는 표 3과 같다. 

라미터 Values

고정자 항  0.217Ω

회 자 항  0.355Ω

고정자 리액턴스  1.132Ω

회 자 리액턴스  1.698Ω

철손 항  567.188Ω

자화 리액턴스  45.949Ω

표   3  유도발 기 라미터

Table 3 Induction generator parameters

4. 유도발 기 출력  효율 계산

실제 발 기 효율 검증을 해서는 유도발 기에 한 공

장 시험성 서가 비되어야 하고, 이 시험성 서로 유도발

기의 라미터 산출이 먼  이루어져야 한다. 구해진 

라미터를 가지고서 회 속도 조정에 따라 력  효율의 

변화와 장에서 수차의 회 수 조정에 의해 력  효율

의 비교 검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때 회 수의 조정에 따

라 가장 높은 효율이 발생되는 포인트를 찾아내는 것이 매

우 요하다.

그림 5는 표 3의 자료를 가지고서 슬립의 변화에 따라 

동기와 발 기로 운 할 경우 피상 력(), 유효 력() 

그리고 무효 력()의 크기를 나타낸 것이다. 동기 운

역에서 피상 력이 발 기로 운 할 경우보다는 약간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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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나타난다. 이는 발 기로 운 할 경우 자화에 필요한 무

효 류의 크기가 동기로 운 할 경우보다 약간 높기 때문

이다[3]. 한 무효 력은 동기로 운 하거나 발 기로 운

할 경우 반드시 필요한 성분으로 방향 반 은 없지만, 유

효 력은 동기로 운 할 경우에 해 발 기로 운 할 경

우 극성이 반 됨을 알 수 있다.

그림 5 피상 력, 유효 력, 무효 력

Fig. 5 Apparent power, active power, reactive power

표 1의 발 기 제원을 가지고 산출한 표 3의 라미터를 

이용하여 정격회 속도(725[rpm]) 후에서 력  역률을 

비교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구분

제

시

값

계산 결과[rpm]

724.

7592

725.

00

726.

16

725.

054

유효 력[KW] 490 455 476 490 480

무효 력[㎸AR] 325 326 336 343 338

피상 력[KVA] 588 560 583 598 588

역률[%] 83.3 81.3 81.6 81.9 81.8

표   4  력  역률 비교

Table 4 Comparison of Power and power factor

표 4에서 제시된 값은 표 1에서 수차 발 기 제원에서 구

한 것이고, 4가지 계산 결과는 공장시험에서 제시한 라미

터를 가지고서 발 기의 라미터를 구한 다음 회 속도의 

변화에 따라 구한 것이다. 계산값 에서 정격회 속도에서

의 값에서 유효 력은 약간 낮지만, 무효 력을 약간 높으므

로 역률은 약 2%가 낮다. 그러나 회 속도를 726.16rpm으로 

조  높여 계산한 결과 제시한 유효 력은 정격과 동일하지

만 무효 력이 약간 증가하여 피상 력은 조  높아진다. 

한 발 기 단자에서의 피상 력을 정격과 같도록 운 할 

경우(725.054rpm) 정격보다는 유효, 무효 력 등이 조  높

다. 표 2에서 부하시험을 할 때의 슬립(-0.661%)에 해당되

는 회 속도(724.7592rpm)에서 계산한 력은 제시한 값보

다는 체 으로 약간 작은 값을 나타내었다.

표 4에서의 계산 결과 표 2에서 제시한 값과 완 하게 일

치하지 않는 이유는 풍손 등의 일부 손실을 계산에 고려하

지 않았고, 시험시의 속도가 정격속도에 일치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그림 5에서와 같은 시뮬 이션 결과에

서 약간의 속도변화에도 력은 민감하게 변할 수 있기 때

문이다.

그림 6은 표 3의 라미터를 사용하여 회 속도에 따른 

유도발 기의 효율을 분석한 것이다. 여기서는 풍손과 표유

부하손에 한 부분은 고려하지 않았다. 

그림 6 유도발 기 효율 곡선

Fig. 6 Efficiency curve of Induction generator

그림 6에서 알 수 있듯이 동기 동작 모드에서 동기속도

에 가깝게 운 하는 경우보다 발 기 동작 역에서 운 할 

경우 효율은 다소 낮게 나타났다. 그러나 발 기 운 역

에서 동기속도에 가깝게 운 할수록 효율은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본 해석에서 제시한 발 기의 회 속도를 

725[rpm](slip=-0.6944)로 회 할 때 회 체 손실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효율은 97.9[%]로서 요구한 성능 보증값인 

94.1[%]보다는 약간 높다. 일반 으로 풍손 등 회 체의 손

실이 출력의 3%에 해당되는 을 감안할 경우 제시한 효율

과 계산한 효율의 거의 일치하게 된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소수력 발 소에 사용되고 있는 유도발

기에 해 주문자가 제시한 정격에 해 공 자가 설계 제

작한 발 기가 장에서 설치 운 할 경우 정확한 출력을 

낼 수 있는지를 사 에 확인할 수 있는 연구를 진행하 다.

본 연구에서는 사용자가 제시한 주문 사양서를 가지고서 

제작한 유도발 기의 시험 성 서를 사용하여 라미터를 

구한다음 등가회로도에 용하여 발 기를 정격속도와 정격 

속도 근처에서 운 할 경우 력  효율의 변화를 분석하

다. 

해석 결과 유도발 기는 제시된 사양 로 장에서 정확

하게 일치된 출력을 내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로 약간의 회

속도 변화에 출력  효율의 변화는 아주 민감하게 변화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결과는 향후 유도발 기의 회 속도 변화에 따른 

특성 해석에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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