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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작기계 스핀들용 유도전동기의 용량-속도에 따른 손실 및 
발열특성 해석

Power Loss and Thermal Characteristic Analysis of Induction Motors for Machine Tool 
Spindle according to the Rated Power-Speed  

성 기 *․ 조 한 욱†․황 주 호**․심 종 엽**

(Ki-Hyun Seong․Han-Wook Cho․Joo-Ho Hwang․Jong-Yeob Shim)

Abstract  -  This paper deals with the power loss and thermal characteristics of induction motor for machine tools 

according to the rated power and speed. To reduce the fabrication error by thermal strain in rotational machine tools, we 

calculated the power loss and thermal behavior of induction motors. Firstly, the inverse design of general induction 

motors for machine tool spindle has been performed. The inverse design results are compared with the torque-speed 

characteristic curve in motor's catalog. The power loss are calculated by finite element method(FEM) at rated condition. 

Secondary, the transient thermal characteristics of induction motors are calculated by equivalent thermal resistance model 

from Motor-CAD S/W. The inverse design, power loss and thermal behavior calculation for induction motors with 

various rated power and speed has been performed. Finally, to verify the design and calculation process of induction 

motor, we implemented the experimental set with 0.4kW 1710rpm class industrial induction motor model. The obtained 

thermal characteristics of experimental model confirmed that the design and power loss calculation processes are 

appropriate to the prediction of thermal strain in rotational machine too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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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회  주축과 회  테이블로 표되는 기계장비, 즉, 공작

기계용 회 운동 유니트는, 축(샤 트)을 심으로 정속운동 

혹은 회  치결정의 기능을 수행한다. 이 때, 운동 명령이 

주어진 회  방향을 제외한 나머지 5 자유도 방향에서의 운

동오차를 회 정 도로 나타낸다. 회  주축의 경우 운동 

오차는 공작물의 가공 시 형상오차  표면조도에 향을 

주게 되므로 운동오차의 정 측은 매우 요하다[1]-[4].

  기계장비의 시뮬 이션 기반 정 도 측이 요한 이유

는, 설계자가 시스템에 한 체 인 이해와 성능을 해석해

야 하는 번거로움이 따르고, 시스템 체에 한 해석이 상

으로 매우 어려우므로, 재 부분의 산업 장에서는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가공오차의 보정을 시행하고 있다. 기

존의 연구는, 정  주축을 회 체의 에서 진동 안정성이

나 강성 등을 해석하는 선행연구가 부분이며, 가공정 도

에 직 인 향을 주는 회  정 도의 측에 한 연구

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1]-[4].

동력에 의해 구동되는 회 운동 공작기계 유니트는 베어

링, 회 샤 트, 유도형 는 동기형 동기, 동력 달요소, 

치검출센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구성요소 각각에

서의 조립오차와 가해지는 외력(주축에 주어지는 부하)의 

변화에 따라 정 도가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는 회 운동 공작기계를 구성하는 여러 가지의 구성요소 들 

, 유도 동기를 구동기로 용하는 회 운동 공작기계의 

구동계의 해석, 즉, 유도 동기의 손실과 부하 특성이 고려

된 가공 오차의 측을 한 발열량(Watt)의 계산을 다룬

다. 특히, 공작기계의 스핀들 구동용 동기의 경우, 새롭게 

개발되는 동기를 공작기계 시스템에 용하는 것이 아니

고, 정해진 용량과 속도 역에서 양산된 동기를 용하는 

사례가 부분이므로, 가공오차를 용하여야 하는 실제 사

용자는 제작자에 의해 공 되는 다양한 용량-속도를 갖는 

동기들에 한 데이터베이스(Database, DB)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 유리하다. 

  본 논문에서는 데이터베이스 상으로 선정된 여러 가지 

형태의 속도-토크 특성을 갖는 공작기계용 상용 유도 동기 

모델들의 정보를 분석하고, 각각의 모델에 한 형상 측설

계, 속도-토크 특성  손실의 계산, 열등가회로를 이용한 

발열특성 해석을 수행하고 실험 상 유도 동기의 발열특성 

실험을 통해 측설계 결과  손실특성, 발열특성에 한 

검증을 수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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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용량-속도에 따른 공작기계 스핀들용 

유도 동기의 선정

  본 논문에서 설계  해석을 수행하고자 하는 공작기계용 

상용 유도 동기 모델은 표 1과 같이 선정되었다. 동기 

기지 데이터 즉, 용량, 속도, 토크, 등의 성능 데이터와 외경,

내경, 층 길이 등을 먼  형상 측 설계에 고려할 수 있

다. 형상 측 설계는 유도 동기의 설계이론에 의해 수행되

며, 설계결과는 제작자에 이해 제공된 카탈로그에서의 속도

-토크특성의 비교를 통해 한 성능검증이 가능하다. 

표   1  용량-속도별 유도 동기 선정모델

Table 1 Selected induction motor models according to the 

rated power and speed

Model
Power
(W) RPM

Torque
(Nm)

Power 
Factor Ploes

Winding
connection

1 1500 3000 4.7 0.68 4 Delta

2 5500 1600 32.8 0.77 4 Wye

3 11000 10000 10.5 0.70 2 Delta

4 15000 650 220 0.64 4 Wye

5 15000 10000 14.3 0.73 4 Wye

6 22000 8000 26.2 0.76 4 Delta

7 22000 5500 38.2 0.75 4 Delta

8 25000 2500 95.4 0.84 4 Wye

9 3700 1500 23.5 0.68 4 Delta

10 18500 3500 50.4 0.72 4 Wye

11 11000 800 131 0.82 4 Wye

12 18500 9000 19.6 0.67 4 Wye

13 11000 9000 11.6 0.82 2 Delta

14 2200 1500 14 0.75 4 Delta

3. 공작기계 스핀들용 유도 동기의 측설계 이론

3.1 측설계이론

  상용 유도 동기 제작자에 의해 주어지는 카탈로그

(Catalog / Data Sheet)의 기본 형상 치수(고정자 외경, 고

정자 내경, 축방향 길이)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측설계에 

고려되는 설계요소는 고정자, 회 자의 슬롯 형상 측과, 

권선설계가 주가 된다. 가장먼  측설계 모델의 형상 치

수  목표설계 사양 확인을 한다. 카탈로그를 통하여 정격

출력, 역률, 입력 압, 극, 상수 등 사양을 결정하고, 기본 형

상 치수를 알기 때문에 장하분배법을 이용하여 슬롯형상과 

권선설계가 가능하다. 공극자속 도( )를 가정하고, 고정자

와 회 자 각각의 치, 요크에서 류 도와 자속 도를 가정

한다. 자속 도는 포화를 고려하여 최  자속 도 아래로 

유지한다. 일반 으로 60[Hz]동작에서 요크에서는 1.4∼

1.7[T] 사이의 값을 가지고 공작기계 스핀들용 유도 동기가 

고 효율임을 감안하여 1.7[T]로 가정하겠다. 치에서는 1.55∼

2.0[T] 사이의 값을 가지고 요크에서의 자속 도와 같이 

2.0[T]로 가정하겠다. 한, 치 포화계수(1+)로 가정하고, 

치 포화를 고려한 최 값과 평균값에 한 비  , 치 포화를 

고려한 평균값과 실효값의 비  ,를 경험 인 값을 이용하

여 정한다. 는 0∼1 사이의 값으로 하고, 는 1.02∼1.12 

사이의 값을 이용한다[5]-[7].

   

그림 1 권선설계 Flowchart

Fig.  1 Flowchart for the winding design

3.1.1 권선설계

  권선설계에서는 턴수, 률, 류 도 등 여러 가지 변

수를 고려한 설계를 수행한다. 그림 1은 권선설계 

Flowchart이다. 슬롯수 결정을 시작으로 코일피치, 권선계

수, 극당자속, 상당턴수, 슬롯당 도체수 계산을 한 뒤, 도체

수가 짝수 인지를 확인하고 슬롯당 도체수의 변화, 턴수의 

변화를 확인하여 턴수와 공극자속 도 계산을 완료 한다. 

권선직경 설계는 정격 류가 계산되고 류 도가 가정된다

면 쉽게 설계 할 수 있는 라미터이다. Flowchart 순서에 

따라 결정할 수 있는 라미터를 결정하면 슬롯수 결정을 

한다. 특히, 슬롯과 한 계를 갖기 때문에 슬롯수의 결

정은 가장 우선되는 설계이다. 3상 유도 동기에서 고정자 

슬롯수는 3의 배수이며, 6극, 12극을 갖는 동기에서는 9의 

배수가 된다. 슬롯수 는 식(1)로 나타낼 수 있다[5][6].

    (1)

  여기서,   은 극 수,   는 매극 매상당 슬롯수,   은 

상수를 각각 나타낸다. 극당 상당 슬롯수 결정할 때, 공작기

계 스핀들용 유도 동기는 소형기부터 형기까지 다양한 

사이즈를 가지기 때문에 사이즈에 따라 소형기에서 2, 형

기에서 3 으로 정하면 되겠다. 한, 회 자의 슬롯수의 경

우도 경험 으로 성공 인 슬롯 조합을 사용하는 것이 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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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를 들어 4극 고정자 36슬롯에서는 28, 30, 32, 33, 34, 

45, 48 슬롯을 사용한다[3]. 슬롯수가 계산되면 코일피치 결

정 후 권선계수를 계산 한다. 코일 피치 는 식(2)로 나타낼 

수 있다. 




[slot]   (2)

권선계수는 식(3)으로 나타내고, 권선계수를 구성하는 

과 은 각각 식(4), (5)로 나타낼 수 있다.  

   (3)

 
sin




sin


 (4)

  sin 




     (5)

여기서, 은 분포계수, 는 단 계수를 나타내고 4극 3

상 q=3 동기에서 분포계수는 0.96 코일피치 6일 때 단

계수는 0.87 이다. 슬롯수, 극피치, 권선계수가 결정되면 극

당자속과 상당턴수를 계산한다. 극당자속은 식(6)과 같고 이

때, 는 식(7)로 나타낼 수 있다[5].

  (6)

 


 (7)

  한편, 는 고정자 내경으로 제작자에 의해 주어지는 기

본 데이터이다. 따라서, 상당턴수는 식(8)로 나타낼 수 있다.

 


 (8)

여기서, 는 상 압, 는 공극에서 유기 압과 인가 압

과의 계 로 극수에 따른 경험식(9)로 나타 낼 수 

있다[5].

≈  (9)

  슬롯당 도체 수 는 에서 계산된 체 상당턴수에 상

당 슬롯수를 나 어 식(10)으로 나타낼 수 있다.

 


 (10)

여기서, 은 병렬회로수 이고, 2층권인 경우 슬롯당 도체수

는 짝수가 되기 때문에 값을 조정하고 턴수를 다시  식

(11)로 나타낼 수 있다. 턴수가 변경되면 최  가정한 자속

도를 턴수에 따라 재조정 해 다. 식(12)로 나타낼 수 있

다.

′
′

 (11)

′
′
 (12)

  슬롯 당 도체수가 결정되면 권선 직경 설계를 한다. 권선 

직경 설계는 슬롯 오 닝보다 작아야 하고 무 크게 되면 

제작에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표  권선 직경과 유사하게 

설계를 한다. 권선 직경은 소선가닥수와 병렬 회로수 등으

로 조정 할 수 있다. 권선 직경을 계산하기 해 먼  정격

류를 계산하고, 류 도를 가정한다. 류 도는 동기 

냉각과 연등 을 고려하여 가정한다. 공작기계 스핀들용 

유도 동기는 수냉 는 냉각유로 냉각하기 때문에 최  

류 도를 9.0[A/mm
2
]으로 정하고 이를 넘지 않도록 설계한

다. 정격 류는 식(13)으로 나타낼 수 있다.

 ×cos ×


 (13)

여기서, 는 효율로 목표효율과 카탈로그의 역률을 최 한 

정확하게 측하여 설계의 오차를 일 수 있다. 정격 류

를 계산하면 요구되는 권선의 면 을 계산 할 수 있다.

 


 (14)

 





 (15)

′ 





 (16)

여기서, 는 소선가닥수이다. 식(14)는 권석면 을 나타낸 

식으로 정격 류에 가정한 류 도와 병렬회로수를 나 어 

구한다. 식(15)는 권선 직경을 나타낸 식이고 식(16)과 같이 

소선가닥수로 나 어 합한 권선 직경 설계를 할 수 있다

[6].

3.1.2 슬롯형상 설계

 고정자 슬롯의 형상은 여러 가지가 용되고 있다. 사다리

꼴 형상, 사각 형상, 둥근 형상 등이 있지만 공작기계 스핀

들용 유도 동기에서는 슬롯바닥이 둥근 타입 형상을 용

하여 측설계를 수행하 다. 그림 2는 고정자 슬롯형상설

계 Flowchart이다. 슬롯 면  계산을 시작으로 고정자 치 

설계, 슬롯  폭 설계, 슬롯 바닥 폭 설계 슬롯 높이 설계 

순으로 설계한다. Flowchart 순서 로 가장 먼  슬롯 면  

계산한다. 슬롯의 율을 경험  산정을 통해 결정해야 

하는데, 본 연구에서 율은 분포권에서 0.4로 하여 설계

를 진행하 다. 율이 정해지면 슬롯의 면 을 식(17)로 

나타낼 수 있다.

 

′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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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고정자 슬롯형상설계 Flowchart

Fig.  2 Flowchart for the shape design of the stator slot  

그림 3 고정자 슬롯 형상

Fig. 3 Shape of the stator slot 

그림 4 회 자 슬롯 형상

Fig. 4 Shape of the rotor slot 

여기서, 은 율이다. 슬롯면 이 정해지면 치 설계를 

한다. 그림 3은 고정자 슬롯 형상을 나타낸다. 그림 3에서 

보면 많은 변수들이 있고, 부 설계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

에 제작에 련된 변수인 슬롯 오 닝 등은 경험 인 값으

로 설계한다. 경험 인 방법에 의해 얻어진 식(18)-(20)으로 

나타낼 수 있다[8]. 

       (18)

       (19)

       (20)

  고정자 수의 크기를 결정하는 변수인  ,  한 경험

인 값으로 설계한다. 본 연구에서는 는 1.0∼3.0[mm], 

는 1.0∼3.0[mm] 사이값으로 설계하 다. 슬롯면 이 계

산 되고 고정자 치 폭을 설계한다. 치 폭의 경우 모든 자속

이 지나가는 곳이기 때문에 최  자속 도 값을 이용 하여 

치를 설계한다. 미리 가정해둔 치에서 최  자속 도 값을 

이용하여 식(21)로 나타낼 수 있다[6].

 





 (21)

고정자 치 폭이 결정되면 슬롯  폭 를 계산한다. 원

주길이에서 치 폭을 빼서 나타 낼 수 있다.

 

   
  (22)

슬롯  폭이 결정 되면 슬롯 바닥 폭 와 슬롯 높이 

를 구한다. 치를 평행하게 하여 부분 인 포화를 방지 하면 

에 한 식을 식(22)로 나타낼 수 있고, 슬롯 면 을 구

하는 식(24)를 통하여 두 식의 연립방정식으로 값을 계산 

할 수 있다[6].

 

       (23)

  



  


  ∙  (24)

  그림 4는 회 자 슬롯 형상을 나타낸다. 회 자 형상 

한 여러 가지 형상이 사용되고 있다. 심구바 형상, 슬롯 오

 형상, 물방울형상, 원형상등이 있고, 본 연구에서는 고속

모델 10000rpm 이상에서는 원형상으로 설계하고 그 외의 

10000rpm 이하의 유도 동기에서는 물방울형상을 설계한다. 

10000rpm이하의 모델이 많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물방울

회 자 바의 형상 설계를 논한다. 회 자 형상 설계는 고정

자 형상설계와 비슷한 순서로 설계를 진행한다. 슬롯면 을 

계산하기 해 회 자에 흐르는 류를 식(25)로 나타낼 수 

있다.

 


  (25)

 ≈cos   (26)

여기서, 는 자화 리액턴스를 고려한 값으로 식(26)으로 나

타낼 수 있다. 류 값이 결정되면 슬롯면 을 계산한다. 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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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토크-속도특성 측설계 결과

Fig. 5 Results of the NT characteristics

, 회 자 류 도를 가정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4.0[A/mm
2
]

으로 정하고, 식(27)로 나타낼 수 있다.

  


 (27)

여기서, 는 류 도이다. or은 경험 인 값을 통하여 설

계 하고 본 연구에서는 0.5∼4.0[mm]치 폭을 설계 한다. 먼

 가정했던 회 자 치 자속 도를 이용하여 식(28)로 나

타낼 수 있다. 

 





 (28)

회 자  폭 은 식(29)으로 나타낼 수 있고, 회 자 바

닥 폭 과 는 식(30)과 식(31)로 나타낼 수 있다.



   



   (29)

 

   

 

  (30)

  



 
  


  ∙  (31)

3.2 토크-속도 특성 해석 결과

  동기 제작자에 의해 주어지는 카탈로그의 기본 형상 치

수(고정자 외경, 고정자 내경, 축방향 길이)와 설계이론을 통

한 권선설계, 형상설계를 바탕으로 약계자 제어가 고려된 토

크-속도 특성을 도출하 다. 그림 5은 선정된 Model-1, 3, 

6, 8 동기의 토크-속도 특성결과를 나타낸다.(유사한 결과

인 Model 2, 4, 4, 7, 11-14은 생략하 음) 고성능 인버터로 

구동되는 약계자 제어가 용되는 측설계 상 유도 동

기의 토크-속도 특성해석을 수행은 상용 S/W인 Ansys 

Maxwell 2D v.16과 RMxprt를 사용하 다.

  동기의 운 은 정격슬립 V/f 제어로 동작되는 속 역

과 슬립 조정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고속 역에서의 약계자 

제어 역, 최 토크 운 에서 최 슬립으로 운 되는 특성

역이 고려되었다. 그림 5에서 보여 지는 바와 같이, 제작

자로부터 주어진 토크-속도 특성곡선과 측설계된 상 

동기들의 특성곡선이 매우 유사하게 설계되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3.3 용량-속도별 해석 모델 손실 해석

  동기에서 발생하는 손실은 기 으로 고정자와 회 자

의 동손과 철손, 기계 으로는 베어링 마찰손, 풍손 등의 손

실들이다. 이러한 손실들이 발열특성에서 동기 각부의 온

도가 상승하는 원인인 열원이 된다. 이  주된 손실은 동

손과 철손이며, 가장 큰 비 을 차지하는 손실은 동손이다. 

유도 동기에서 동손은 고정자 권선부와 회 자 도체 바의 

항 손실이며 철손은 고정자와 회 자의 철심에서 발생하

는 와 류손과 히스테리시스손 등의 자기  리액턴스 손실

이다. 특히 동손의 기 항은 온도변화의 향을 받기 때

문에 식(32)로 나타낼 수 있다[9][10].

 [] (32)

여기서, 는 기온도, 는 기온도에서의 기 항값 

는 항의 온도 계수이다. 온도 상승률에 어느 정도 비례

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발열특성을 해석하기 해서는 정

확한 손실 값 측이 필요하다.

  다양한 용량-속도를 갖는 다수의 공작기계 스핀들용 유도

동기의 측 설계 결과를 토 로 유한요소해석을 사용하

여 손실(발열량, Watt) 값을 도출하 다. 그림 6은 유도 동

기의 총 손실을 1 로 하여, 각 부 별 손실을 비율로 나타낸 

그래 이다.

4. 유도 동기 발열량 실험  해석 비교

  앞서 측된 다양한 용량-속도를 갖는 유도 동기의 발

열량 데이터의 신뢰성을 검증하기 해 0.4kW 1710rpm 유

도 동기를 실험모델로 선정하여 반(Half) 부하 실험으로 진

행되었다. 반 부하 시 1.1Nm 토크로 발열 측정 실험을 진행

하고 열 특성 해석결과와 비교했다. 발열량 계산은 집 정

수회로 해석기법이 용된 Motor Design Ltd.社의 

Motor-CAD S/W v7.1.8를 사용하 다.

4.1 발열 특성

  열원에 의한 발열과 인 한 부분에서 열 달 되어 더해진 

발열을 두고 어떤 특정 온도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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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Model 1∼4 손실          (b) Model 5∼8 손실 

   (c) Model 9∼11 손실       (d) Model 12∼14 손실

그림 6 용량-속도별 유도 동기 손실 분포

Fig. 6 Loss distribution of Selected induction motor 

according to the rated power-rated speed 

그림 7 구조  열 항 배치도

Fig. 7 Map of the structural thermal resistance

 

그림 8 매질 도에 따른 열 항 

Fig.  8 Thermal resistance of material conduction

그림 9 간극 도에 따른 열 항

Fig. 9 Thermal resistance of gap conduction

열량을 산정하는 정수가 열용량이다. 열용량은 어떠한 물체

의 온도를 1℃  올리는 데 필요한 열량을 나타내며, 열량과 

온도변화량의 계를 알 수 있는 요소가 된다. 열용량()과 

열량()  온도변화량(∆)의 계식은 식(33)으로 나타낼 

수 있다. 열용량은 물질의 종류에 따라서 달라지며, 한 같

은 물질이어도 그 양에 따라서도 달라진다. 열  과도상태 

해석에 필수 인 열용량은 동기 모든 부분에서 고려되는 

것으로 물질의 질량, 비열 용량, 물질의 도에 의하여 식

(34)로 나타낼 수 있다.

∆


 (33)

[℃]   (34)

여기서, 은 물질의 질량[kg], 는 비열용량[J/kg․℃] 는 

물질의 도[kg/m3]이다. 열용량을 산정하기 해 필요한 열

량은 해당 열원에서 발생되는 발열뿐만 아니라 인 한 열원

이나 매질에서 열 달 되는 발열도 포함하게 된다. 각  

마다 열용량이 다르게 정해지고, 매질이 가지는 열 도도가 

다르므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간의 온도 차가 발생

하게 되고, 발열 력이 달되게 된다[11]-[13].

  그림 7은 구조  열 항 배치도를 나타낸다. 열 달 방식

에 따라 매질 도 열 항, 간극 도 열 항, 류 열 항, 

방사 열 항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방사 열 항은 자기  

형태로 달되고 주된 열 달방식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고려하지 않겠다[11]-[13].

  그림 8은 매질 도 열 항의 등가회로를 나타내며, 동

기를 구성하는 각각의 매질 내에서 도성 열 달에 해서

만 고려되는 열 항으로, 달되는 발열 력과의 계식은 

식(35)으로 나타낼 수 있다.

  ∆ ∆

[W/m]  (35)

여기서, 는 매질의 열 도도 [W/m
2
․℃], 는 도 매

질의 단면  [m
2
], 는 도 매질의 길이 [m], ∆ ∆는 

두  간 온도변화 차분[℃]이다.

  그림 9은 간극 도 열 항의 등가회로를 나타내며, 동

기 제작 시 매질과 매질 사이를 억지끼움하는 과정에서 겉

보기에는 붙어있지만 실제로 미세한 틈이 존재하고 틈 사이

에서 열 도가 발생되는 열 항 성분이다. 통과하는 발열 

력에 하여 각 매질의 열 도도가 다르므로 하나의 매질

로 간주하기 해 평균 열 도도를 로 정의하면 매질 

도 열 항과 마찬가지로 식(36)으로 나타낼 수 있다.

  ∆ ∆   


[W/m]  (36)

여기서, 는 평균 열 도도 [W/m
2
․℃], 는 간극의 단면

 [m
2
],   는 도 매질의 총 길이 [m]이다.

  그림 10은 류 열 항의 등가호로를 나타내며, 어떤 물질

에서 발열이 달되는 상이 통풍공기가 되는 부분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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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류 열 항

Fig. 10 Thermal resistance of the convection

그림 11 Motor-CAD S/W에 의한 열 등가회로 모델링

Fig. 11 Modeling of the thermal equivalent circuit by Motor-CAD S/W

열 항으로, 고정자 권선의 엔드턴이나 회 자 엔드링부로 

달된 발열과 내기 사이, 하우징으로 도된 발열과 외기 

사이에서 직 인 열 도에 한 항이다. 방열되는 발열 

력과의 계식은 식(37)으로 나타낼 수 있다.

  ∆ ∆ [W]  (37)

여기서, 는 열 달율 [W/m
2
․℃], 는 방열 단면  [m

2
], 

∆ ∆는 방열 과 공기 간 온도변화 차분 [℃]을 

나타내며, 고정자와 회 자 사이의 공극은 강제 류에 의한 

열 달율을 산정하여 류 열 항으로 등가화 하 다

[11]-[13].

  각 열원과 열용량, 그리고 열 항들을 실제 주어진 유도

동기의 구조 인 치수와 매질에 따라 여러 열  상수들로 

계산하여 기 회로  해석을 하기 해 등가회로망을 구성

할 수 있다. 그림 11은 Motor-CAD S/W의 형상입력에 의

해 얻어지는 열 등가 회로 모델이며 3차원 모델의 열 항

을 축 방향과 반경 방향의 2차원 모델로 등가화 하 다

[14][15].

4.2 0.4kw 유도 동기 발열 실험

  앞서 기술된 공작기계의 스핀들용 유도 동기 측설계 

이론  손실, 발열량 해석과정  결과의 검증을 하여 발

열실험을 수행하 다. 실제 공작기계 스핀들용 유도 동기

의 용량과 속도가 상 으로 크거나 높기 때문에, 실험실 

수 에서의 부하시험을 수행하기 매우 어렵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0.4kW 1710rpm 의 산업용 유도 동기를 실험

상 모델로 선정하고 부하에 따른 발열특성실험을 수행하

다. 표 2는 발열량 실험을 한 유도 동기의 사양을 나

타낸다. 정격용량 0.4kW 정격속도 1710rpm 으로 각 부 에

서의 손실은 유한요소해석을 통해 도출하 다. 그림 12는 

유도 동기를 실험을 나타낸다. 그림 12(a)와 같이 다이나모

미터 시험기에 동기를 연결하고 부하기에 Thermometer

(Fluke 54ⅡB)를 연결하여 부하기에서 발생되는 열을 실시

간으로 확인할 수 있고 손을 방지하 다. 온도측정을 

하여 NI Labview와 NI DAQ9174의 온도측정 모듈을 이용

하여 발생온도를 실시간 자동 측정 할 수 있게 하 다[16]. 

표   2  실험모델 사양

Table 2 Specification of the test model

Item Value Item Value

정격 용량 0.4 kW 고정자 
외경/내경/축

115.5/69.97/55.4

정격 토크 23.5 Nm
회 자 

외경/내경/축
114.5/17.5/55.4

정격 
스피드

1710 rpm 고정자 슬롯 수 24

극수 4 회 자 슬롯 수 34

고정자 
동손

55.78 W 고정자 철손 6.57 W

회 자 
동손

5.64 W 회 자 철손 0.89 W

  부하기를 통하여 반 부하 조건을 만족시키고, 특정부 의 

열 측정을 하여 그림 12(b)와 같이 동기 내부의 고정자 

권선, 고정자 철심에 Thermocouple(열 )를 부착 하 고 

기온도를 동시에 측정 했다. 발열특성 측정실험은 7200

(120분) 동안 진행하 다[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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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유도 동기 Thercouple 치

(b) 유도 동기 실험 시스템

그림 12 유도 동기 실험  Thermocouple 부착 치

Fig. 12 Experiment of the induction motor and Attachment 

location of the thermocouple

 

그림 13 반경방향 단면 형상

Fig. 13 Shape of the radial direction

 

(a) 해석 모델 3D 형상 측    (b) 해석모델 실제 형상

그림 14 해석모델 3D 형상

Fig. 14 Shape of the 3D analysis model

4.3 발열특성 해석  시뮬 이션 결과

  발열특성 해석  시뮬 이션을 해 Motor-CAD S/W

를 이용하여 실험모델의 형상설계, 권선설계, 열용량, 열 항 

계산, 열등가 회로 구성, 과도상태, 정상상태 발열특성 등을 

설정한다. 그림 13는 해석모델 반경방향 단면 형상을 나타

낸다. 정확한 형상 측을 해 해석모델 동기 내부의 고

정자와 회 자를 단하여 치수를 확인 했다. 그림 14(a)는

해석 모델의 3D 형상을 나타낸다. 그림 14(b)와 비교하 을 

때 매우 유사하게 형상을 측함을 확인 했다. 권선설계는 

발열특성 시뮬 이션이기 때문에 권선직경과 률을 통한 

항 값 측이 부이고, 큰 비 을 차지하지는 않는다. 권

선설계가 마무리 되면 열용량, 열 항등의 라미터를 결정

한다. 라미터 결정 시 계산된 손실값, 냉각 방식 등은 결

정 할 수 있지만 동기의 내부를 구성하는 구조의 매질이 

갖는 도도나 비열 등의 값과 각각의 도로 인하여 발생

되는 열 항 값을 계산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따라서 

Motor CAD S/W에서 제공되는 기본값이나 자동으로 계산

해주는 값으로 라미터를 결정한다[17].

  그림 15는 실험모델의 발열량 실험결과  시뮬 이션 결

과이다. (a)는 고정자 권선에서의 결과 비교이다. 열  정상

상태에서 실험과 시뮬 이션 모두 동일한 조건으로 기온

도 25 ℃를 유지하고 고정자 권선(엔드턴)에서 발열량을 실

험  시뮬 이션을 통해 확인 하 다. 실험결과 92.89 ℃의 

온도가 발생되는 것을 확인했고, 시뮬 이션에서는 90.8 ℃

의 온도가 발생되는 것으로 확인했다. 약 3.7% 오차가 발생

했다. (b)는 고정자 철심에서의 결과 비교이다. 고정자 권선

에서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조건으로 열  정상상태에서 

기온도 25℃를 유지하여 실험  시뮬 이션을 진행 했다. 

실험 결과 81.4 ℃의 온도가 발생되는 것을 확인 하 고, 시

뮬 이션에서는 78.7 ℃의 온도가 발생되는 것을 확인했다. 

약 5% 오차가 발생 다. 비교결과 정상상태에서는 각 역

에서 5% 미만의 오차가 발생되었고, 과도상태에서는 각 

역에서 12% 미만의 오차가 발생되는 것을 확인 했다.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스핀들 구동용 유도 동기의 발열에 의해 

발생 가능한 정  공작기계의 가공오차 측을 하여, 유

도 동기에서 발생하는 손실, 즉, 발열량의 해석  실험  

검증을 수행하 다. 동기 제작자에 의해 공 되는 다양한 

용량-속도를 갖는 동기들에 하여 발열량 데이터베이스

(DB)가 구축을 하여 다수의 용량-속도 역을 갖는 유도

동기를 선정하 다. 더하여, 제작자에 의해 주어진 토크-

속도 특성곡선을 만족하는 동기의 형상을 설계이론을 바

탕으로 측설계하고, 각각의 모델에서 발생하는 손실의 양

을 계산하 다. 각각의 유도 동기에 손실  발열량을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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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고정자 권선(엔드턴)에서 발열특성

       (b) 고정자 철심에서 발열특성

그림 15 유도 동기 실험  시뮬 이션 결과

Fig. 15 Results of the induction motor experiment and 

simulation

험을 통해 검증 할 수 없는 한계 이 있었지만, 데이터베이

스 용량-속도에 따른 유도 동기의 발열량 DB 구축 고려요

소를 제시하 고, 상용 S/W를 이용하여 발열특성 해석을 

한 열 등가회로, 열 항, 열용량 해석 요소를 분석하 다. 

특히, 실험 모델의 발열특성 실험결과와 시뮬 이션 결과를 

비교하여 5% 미만의 오차를 나타내는 것을 확인하여 공작

기계 스핀들용 유도 동기의 측설계  발열특성 계산과

정의 타당성을 검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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