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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효율 전동기 기술 동향 : 유도기 중심으로

Technology Trends to High Efficiency Motors : Focused on Induction Mo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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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Minimum Energy Performance Standard(MEPS) has been adapted in Korea since 2008. For at least 37 kW, IE3 

effciency class motors are now mandatory in Korea. IE4 level regulation is expected in a few years. Foreign companies are 

already selling IE4 class motors in the market, and the discussions on IE5 have already started. The efficiency standard of 

variable speed motors is scheduled for publication shortly. Recently, discussions are now beginning to prepare for IE5 in 

Korea. In this paper, author reviews the policies associated with a high efficent electric motors by reference to both domestic 

and international standards, and reviews the research direction to prepare for IE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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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효율제 시험방법 향후전망

한국

2008년 최초 시행

0.75~200kW급에 IE2 적용

2015년 이후 37~200kW급 

IE3 적용

IEC 60034-2-1

2018년 

37kW이하에도 

IE3 적용 예정

호주
2001년 최초 시행

2006년 개정 시행

IE2등급 이상 의무화

IEC 

60034-2-1:2007  

방법A 또는, 

IEEE 112-B

IE3등급 이상으로 

변경 계획

브라질
2009년 최초 시행

IE2등급 이상
NBR 17094 2017년 개정 예정

중국
2011년 2.2kW이하에 IE2 

적용

IEC 60034-2-1 

동등 규격 적용

2016년 IE3적용 

예정

캐나다
IE2등급 이상

2012년 이후부터 일부 

1~200 hp급 IE3 적용중

CSA C390-10 아직 예정 없음

터어키 현재 없음 SMG-2012/2

2017년부터 

0.75kW~375kW에 

IE3 적용예정

유럽
2011년 IE2 적용

2015년 IE3 적용 (7.5kW 

이상)

IEC 60034-2-1: 

2007

2017년 이후 

대용량에 IE3 

적용 예정

미국
2010년 이후 IE2 적용

200hp이하 모델 IE3 적용

IEEE 112-B 

또는, 

CSA C390-10

500hp이하 모델 

IE3 적용 예정

멕시코
2010년 이후 375kW 이하 

IE2 적용

CSA C390 또는, 

IEEE Std.112

미국을 따라갈 

예정

일본 2015년 이후 IE3 적용
JIS C 4034-2-1: 

2011
아직 예정 없음

사우디 2015년 이후 IE2 적용
IEC 60034-2-1: 

2007
2017년 IE3 예정

표 1 최저효율제 적용 현황

Table 1 The status of Minimum Energy Performance Standard
1. 서  론

전동기는 생산된 전기의 약 70%를 소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

려져 있다. 따라서, 저효율 전동기를 고효율 전동기로 교체하여 

사용하게 되면 전기에너지의 소비가 줄어들게 되고, 이로인해, 이

산화탄소 배출량도 줄어들게 된다. 

최근 환경규제가 높아짐에 따라, 세계의 각 정부들은 전동기 

최저효율제를 도입하고 있다. 표 1은 현재 최저효율제를 시행중

인 국가의 현황을 정리한 내용이다.[1]

이러한 기술의 발전과 환경규제는 전동기 분야를 점차 초 고

효율 전동기 시장으로 나아가게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세계적인 

추세에 맞추어 현재 일부 전동기에 대해 IE3 등급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해외 선진업체들이 이미 IE4 등급을 만족하는 전동

기를 출시하고 있는 반면, 국내의 생산업체들은 아직 IE4 등급 

생산을 어려워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급속히 고효율 전동기 시장으로 집입하고 있

는 현재 시점에서, 전동기의 효율과 관련된 시험 표준과 국내외

의 고효율 관련 기술을 검토하고 IE5를 대비하기 위해 주요 기

술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2. 최저효율제 및 등급관련 국내외 정책 분석 

우리나라의 전동기 최저효율 관리 현황을 보면, 에너지소비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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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격 
출력

보호형 전폐형

2극 4극 6극 8극 2극 4극 6극 8극

0.75 75.5 82.5 80.0 74.0 75.5 82.5 80.0 74.0

1.5 84.0 84.0 85.5 85.5 84.0 84.0 86.5 82.5

2.2 84.0 86.5 86.5 86.5 85.5 87.5 87.5 84.0

3.7 85.5 87.5 87.5 87.5 87.5 87.5 87.5 85.5

5.5 87.5 88.5 88.5 88.5 88.5 89.5 89.5 85.5

7.5 88.5 89.5 90.2 89.5 89.5 89.5 89.5 88.5

11 89.5 91.0 90.2 89.5 90.2 91.0 90.2 88.5

15 90.2 91.0 91.0 90.2 90.2 91.0 90.2 89.5

18.5 91.0 91.7 91.7 90.2 91.0 92.4 91.7 89.5

22 91.0 92.4 92.4 91.0 91.0 92.4 91.7 91.0

30 91.7 93.0 93.0 91.0 91.7 93.0 93.0 91.0

37 93.0 94.5 94.1 91.7 93.0 94.5 94.1 92.4

45 93.6 95.0 94.5 92.4 93.6 95.0 94.5 92.4

55 93.6 95.0 94.5 93.6 93.6 95.4 94.5 93.6

75 93.6 95.4 95.0 93.6 94.1 95.4 95.0 93.6

90 94.1 95.4 95.0 93.6 95.0 95.4 95.0 94.1

110 94.1 95.8 95.4 93.6 95.0 95.8 95.8 94.1

132 94.5 95.8 95.4 94.1 95.4 95.8 95.8 94.5

160 95.0 95.8 95.4 94.1 95.4 96.2 95.8 94.5

200 95.0 95.8 95.4 94.1 95.8 96.2 95.8 94.5

225 - 96.2 95.8 - - 96.2 95.8 -

260 - 96.2 95.8 - - 96.2 95.8 -

300 - 96.2 95.8 - - 96.2 95.8 -

335 - 96.2 95.8 - - 96.2 95.8 -

375 - 96.2 95.8 - - 96.2 95.8 -

표 2 최저소비효율기준(%)

Table 2 Minimum Energy Performance limits (%)

율등급표시제도를 통해 효율이 높은 에너지절약형 제품을 쉽게 구

입할 수 있도록 하고 제조(수입)업자들이 생산(수입)단계에서부터 

원천적으로 에너지절약형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도록 하기 위한 

의무 신고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이 제도에서는 에너지소비효율 또는 에너지사용량에 따라 효

율등급을 표시하도록 하고, 에너지소비효율의 하한치인 최저소비

효율기준(MEPS : Minimum Energy Performance Standard)을 

관리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은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5-37호)’에 공시되어 있으며, 현재는 삼상유도전동기가 관

리대상에 포함되어 있다. 적용은 정격출력 0.75kW 이상 375kW 

이하인 삼상유도전동기에 한하며, KS C IEC 60034-2-1의 규정

에 의하여 측정한 전부하효율(%)을 최저효율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측정된 전부하효율, 정격출력/극수, 1시간사용시 CO2 배출

량, 연간에너지비용을 전동기 전면에 표기하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다. 또한,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는 측정방법에 대해서도 

명확히 규정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KS C IEC 60034-2-1의 효율 결정을 위한 방법은 “8.2 간접 

측정으로 결정”의 “8.2.2 개별 손실의 합산”을 따르며, 각 손실 

측정방법에서 부하손은 “8.2.2.4.1 부하시험으로 구하는 부하손”을 

따르며, 표류부하손(추가부하손) 측정은 “8.2.2.5.1 회전력을 측정

하는 부하시험으로”를 따른다. 또한, 효율 측정은 60Hz/정현파 

정격전압에서 실시하여, 정격주파수가 60Hz가 아닌 삼상유도전동

기의 경우도 이를 따른다.]

이 규정에 따르면, 2016.10.1일 이전까지는 표 2에 따른 최저

소비효율기준을 적용하며, 그 이후에는 200kW~375kW 삼상유도

전동기에 현재보다 한단계 높은 프리미엄효율기준이 적용될 예정

이다. 그리고, 2018.10월 이후부터는 0.75kW~37kW 전동기에도 

프리미엄효율기준이 적용될 예정이다.

3. IEC 및 KS 분석

최저효율제에 있어 중요한 점은 효율을 어떻게 측정하고, 어떤 

값을 최저 기준으로 결정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과거에는 전동

기 제조업체의 자체 기준에 따라 시험한 효율이 명시되어 있었으

나, 현재에는 유럽의 IEC에서 제안한 기준이 전세계 기준을 통합

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특히, IEC 60034-2-1:2014는 효율측정

방법에 대해 규정되어 있고, IEC 60034-30-1:2014는 국제 효율 

등급에 대해 규정되어 있다.

3.1 효율측정 방법에 관한 표준

KS C IEC 60034-2-1:2008 (회전기기-제2-1부: 손실 및 효

율을 측정하는 표준 시험방법)은 직류기, 교류 동기기 및 유도기

에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내용의 개요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2007년 제1판으로 발행된 IEC 60034-2-1을 기초로 기술적 

내용 및 대응국제표준의 구성을 변경하지 않고 작성된 한국산업

표준이다.[2] 즉, IEC 60034-2-1을 변역한 내용임을 알 수 있다. 그

러나, 번역과정 중에 일부 걸러지지 않은 오류들이 발견되기도 한

다. 또한, IEC 60034-2-1은 2014년에 2판으로 개정되어 발표되

었으나, 한국산업표준(KS)는 아직 이에 맞추어 개정이 이루어 지지 

않은 상태이다. 

 IEC 60034-2-3:2013에서는 IEC 60034-2-1에서 다루고 있

지 않는 컨버터 구동형 유도전동기의 손실 및 효율을 측정하는 

표준 시험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으며, 주요 목적은 컨버터 구

동에 발생되는 고조파에 의한 추가적인 손실을 측정하는 시험방

법에 대해 규정하는 것으로 되어있다.[3]

3.1.1 KS C IEC 60034-2-1:2008

현재 우리나라에서 표준으로 사용되고 있는 KS C IEC 

60034-2-1:2008은 IEC의 2007년도판을 따르고 있다. 그러나 

IEC 60034-2-1은 2014년에 2판으로 개정되었으며, 시험 내용에 

대한 설명을 성능시험 순서에 맞추어 다시 기술하여 시험방법의 

명확성을 높였다고 기술되어 있다.[4]

실제로 IEC 60034-2-1:2007의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효율

측정방법과 효율계산 방법이 내용 중에 여기저기에 분산되어 설

명되고 있어 내용 파악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2014년 개정판

인 2판에서는 시험절차에 맟추어 잘 기술되어져 있다. 

본 논문에서는 KS C IEC 60034-2-1:2008을 기준으로 주로 

농형 유도전동기의 효율측정 방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IEC 60034-2-1:2014의 방법 2-1-1A와 2-1-1B‘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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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 규격에는 전동기의 효율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크게 두 가

지로 제시되어 있다. 첫 번째는 입력 전력과 출력 전력을 측정하

여 효율을 계산하는 직접측정법과 총손실을 결정하여 입력 전력 

또는 출력전력과의 차이로부터 효율을 간접적으로 측정하는 간접

측정법으로 분류되어 있다.

어떤 측정법을 사용하든, 시험절차 또는 시험장비로부터 오는 

오차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으며, 표준에서는 이를 상대적 불확

도라는 개념으로 정리하고 있다. 불확도에서 ‘저’는 실험 결과만

을 근거로 효율을 결정할 경우를, ‘중’은 한정된 근사값을 근거로 

효율을 결정한 경우, ‘고’는 광범위한 가정을 근거로 효율을 결정

한 경우를 일컫는다. 

표 3은 표준에서 제시한 유도기의 효율 측정시 참고할 불확도

를 나타내며, 불확도 측면에서, 단상유도기와 1kW급 이하의 유도

기에 대해서는 효율 측정시 직접 측정방법을 선호하고, 1kW~ 

150kW급의 유도전동기에 대해서는 간접 측정방법을 선호한다고 

나타나 있다. 

방법 표준방법 소요설비 불확도

직접

회전력 측정
모든 단상 및 

다상 ≤1kW

전부하용 회전력계/ 

동력계
저

교정된 기기 시험 교정된 기기 *

이중 전원 back-to-back 

시험

전부하용 기기 세트, 

동일한 두 개의 유닛
저

총손실

열량계법 특수 단열 외함 *

단일 전원 back-to-back 

시험

동일한 두 개의 유닛 

(권선형 회전자)
저

손실의 합산 (부하 시험의 여부에 관계없이)

전류 손실로 결정한 PLL
3상, 1kW 초과 

150kW 이하

1.25 x 전부하 이상의 

회전력계 / 동력계
저

지정값으로 결정한 PLL 중~고

회전자 제거 시험과 역회

전 시험으로 결정한 PLL

정격 전력이 ≤5x총 

손실 PT 이하인 보조 

전동기

고

Eh-star 시험으로 결정한 

PLL
** 중

손실 합산 (부하시험을 하지 않음)

등가 회로법으로 결정한 

전류, 전력, 미끄럼 지정값

으로 결정한 PLL

다른 시험에 시험기기

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부하 가능성이 

없고, 모방기기 없음)

중/고

* : 불확도를 결정해야 한다.

** : 이 경우에는 1~150kW 범위의 전동기에 적합하다. 그 이상의 정격은 

현재 심의 중이다.

참고 : PLL : 추가 부하손 또는 표유 부하손 (W), 전선 이외 활성 철심 및 

다른 금속부에서의 부하 전류에 의해 발생된 손실

표 3 유도기 효율 시험 방법

Table 3 Efficiency test methods of induction motors

A. 직접측정법 (농형 유도전도기를 중심으로)

농형 유도전동기의 효율을 직접 측정하는 방법 중 대표적인 방

법으로는 ‘KS C IEC 60034-2-1의 6.3.1’에 나와 있는 방법인, 부

하 기기를 회전력계 또는 동력계에 결합하여 측정하는 방법과 

‘6.3.2’의 동일한 기기 두 대를 직결하여 한 대는 부하로 다른 한 

대는 발전기로 동작하도록 하여 회전력을 측정하는 방법이 있다. 

이 중에서 회전력계 또는 동력계를 이용하는 방법을 모든 단상전

동기 및 1kW이하의 3상을 포함한 다상 전동기에서 불확도가 낮

은 시험벙법으로 표준에서 제시하고 있다. 측정된 값으로부터 효

율을 계산하는 방식은 ‘KS C IEC 60034-2-1의 8.1’에 상세히 제시

되어 있다. 

B. 간접측정법 (농형 유도전도기를 중심으로)

농형 유도전동기의 효율을 간접적으로 측정하는 방법은 ‘KS C 

IEC 60034-2-1의 6.4.2~6.4.5’에 상세히 기술되어 있으며, 측정된 

값으로부터 효율을 계산하는 방식은 ‘KS C IEC 60034-2-1의 

8.2’에 상세히 제시되어 있다. 

효율계산을 위한 손실에 대해 살펴보면, 총손실은 일정손실, 

부하손 및 추가부하손의 합으로 구성된다. 여기서, 일정손실은 마

찰손, 풍손, 철손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부하손은 고정자 동손과 

회전자 동손으로 구성된다. 그리고, 추가부하손은 부하곡선시험으

로부터 계산된다.

3.1.2 IEC 60034-2-3:2013

IEC 60034-2-3은 컨버터로 구동하는 유도전동기의 효율을 측

정하는 방법을 다루고 있는 표준이다. 즉, 정현파 구동이 아닌 경

우에 해당된다.

일반적으로 전동기 제조업체와 컨버터 제조업체가 다른 경우도 

많다. 따라서, 다양한 전동기와 컨버터의 조합이 가능하며, 모든 

조합에서 측정값은 각기 달라질 수 밖에 없다. IEC 60034-2-3에

서는 아주 제한된 상황에서의 시험방법만을 제시하고 있다. 즉, 

50Hz 또는 60Hz에서의 시험방법에 대해 주로 다루고 있다. 

컨버터 구동시의 유도전동기의 효율측정에서의 핵심사항은 순

수 정현파입력시의 효율과 컨버터 입력시의 효율과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추가적인 고조파 손실이다. 따라서, 제시된 시험방법은 

정현파 구동시 시험방법인 IEC 60034-2-1에서 제시한 방법을 근

거로 하고 있다. 먼저 정현파 구동시 부하시험와 무바하 시험을 

통해 여러 가지 손실을 계산해 내고, 컨버터 구동시에서도 부하시

험과 무부하시험을 통해 손실을 계산해낸다. 이후 두 값의 차이로

부터 추가적인 고조파 손실을 계산하는 과정으로 계산하고 있다.

3.2 효율등급에 관한 표준 : IEC 60034-30-1

IEC 60034-30-1:2014는 컨버터를 사용하지 않는 직입 구동

형 전동기의 효율 등급을 IE코드로 규정하고 있다.[5] 

IEC 60034-30-1은 IEC 60034-30 (2008)과 IEC 60034-31 

(2010)을 대체하여 2014년에 초판으로 제정되었으며, 2017년에 

개정을 목표로 논의가 진행중이다.

적용범위는 교류전동기 중 용량이 0.12kW~1,000kW, 전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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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V~1kV, 극수는 2, 4, 6, 8폴에 해당되는 50Hz 또는 60Hz의 

정현파 직입 구동형 교류전동기로 한정하고 있다. 곧 출판 예정

에 있는 2부 IEC 60034-30-2에서는 가변속 전동기와 컨버터 구

동 전동기의 효율에 대해 다룰 것으로 예정되어 있다.

IE4등급이 새로이 확정되어 추가 되었으며, IE5등급은 아직 자

세히 규정되어 있지는 않다. 다만, 추후 개정시 추가될 것임을 명

시하고 있으며, IE4에 비해 20% 손실이 낮은 값을 목표로 하고 

있음을 첨부사항에서 명시하고 있다.

그림 1은 IE4등급을 포함하여, IEC 60034-30-1을 근거로 

50Hz에서의 4극기의 효율제한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1 IEC 60034-30-1의 50Hz, 4극기 효율등급제한 

Fig. 1 Efficiency limits of 50Hz, 4poles motors

그림 2 세계 전동기 시장 예측

Fig. 2 Estimated global motor sales

kW Class Rated 
Torque Tl/Tn Tb/Tn Rotor 

Inertia Weight Rated 
speed

5.5

IE2 18.1 2.2 3.0 0.0197 60.0 2,910 

IE3 17.9 2.4 3.5 0.0180 62.0 2,930

IE4 17.9 2.6 3.4 0.0252 69.0 2,940

55

IE2 178 2.2 2.8 0.3739 413 2,960

IE3 178 2.7 3.3 0.3736 430 2,960

IE4 177 3.0 3.1 0.6068 520 2,970

150

IE2 481 2.2 2.8 1.96 940 2,980

IE3 481 2.3 3.1 2.18 990 2,980

IE4 481 2.4 2.9 3.20 1197 2,980

표 4 A사 3상유도전동기 비교

Table 4 3ph Induction motors of A company

그림 3 농형유도기의 용량 대비 평균 손실 분리 비율

Fig. 3 Average loss fraction in SCIMs

4. 국내외 기술 동향

그림 2는 향후 전동기 시장을 예측한 내용으로 세계 시장은 

이미 IE3 단계에 와있다.[6] 2016년 현재 IEC 표준에는 IE4등급

이 확정 공시되어 있으며, 최저효율제는 선진국가들을 중심으로 

IE3등급으로 상향 조정되어 가는 추세에 있다. 

WEG, ABB, SEW, NORD등 해외 선진 업체는 이미 IE4등급의 

전동기를 상용화하여 출시하고 있다.[7][8][9][10]

표 4는 해외 전동기제조업체 W사의 유도전동기 사양 일부를 

정리한 내용이다. 현재 IE4 등급을 만족시키는 알루미늄 다이캐

스팅 회전기의 농형유도전동기가 상용화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이에 비해, 아직 국내에서는 IE4를 만족시키는 유도전동기는 상

용화 되어 있지 않다. 

W사 IE4모델의 특징으로는 프레임 사이즈는 유지하면서, 회전

자의 관성모멘트가 IE3 모델에 비해 대략 40~60% 증가되었으며, 

총중량도 10~20% 증가되었으며 또한, 정격토크는 줄이고, 정격속

도를 높인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표준화된 프레임 사이즈가 전동

기의 부피를 늘일수 있는 여유가 일부 있었음을 의미하며, 형상 

최적화와 체적증대를 통해 IE4를 만족 시켰을 것이라 예상해 볼 수 

있다.

국내외에서 구리 다이캐스팅 회전자를 적용하여 IE4를 만족시

키기 위한 연구[11][12][13]가 주로 진행되었던 것에 비해 W사등

은 알루미늄 다이캐스팅으로 IE4를 만족 시킨 유도전동기를 상용

화하여 경쟁력을 높였다. IE4 알루미늄 다이캐스팅 유도전동기의 

상용화로 인해 IE4 동기전동기는 가격면에서 경쟁력이 줄어들 것

으로 예상할 수 있다.

IE5급의 경우에는 해외에서도 아직 유도전동기 모델로 개발된 

예는 찾아 보기 어렵다. 이는 유도전동기의 손실중 회전자에서 

발생되는 손실이 그림 3에서와 같이 큰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이

다.[14] 따라서, 유도전동기의 회전자에서의 손실을 줄이기 위해 

알루미늄 다이캐스팅 대신에 전기 전도도가 높은 구리 다이캐스

팅을 사용하는 연구들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

회전자의 전기적 손실을 줄일 수 있는 또다른 방법으로는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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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석을 이용하는 방법이다. 영구자석형 회전자를 이용할 경우

에는, 회전자권선에 의한 전기적손실이 발생되지 않으므로, 회전

자 손실과 전기자 손실을 크게 줄일 수 있다. 반면에, 영구자석형 

전동기의 경우에는 컨버터라는 부가적인 장치가 필수적이며, 이

로 인해 가격적 측면에서는 불리하게 되어 시장에서의 즉시 적용

에는 어려움이 예상된다.

영구자석을 이용한 전동기 개발은 컨버터 없이 직접 구동가능

한 라인스타트 타입과 컨버터를 이용하여 구동하는 타입으로 크

게 나누어 진행되고 있다.

현재 대부분의 유도전동기가 컨버터 없이 직접 구동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은 라인스타트 방식의 

동기전동기(LSPM) 사용일 것이다. 따라서, 이와 관련한 많은 연

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15][16][17]

그리고, 라인스타트 방식의 동기전동기에 대해서는 IEC 

60034-30-1에서 이미 효율 등급을 IE코드로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은 라인스타트 방식의 동기전동기가 IE5등급으로 

개발된 사례 또한 찾아보기 어렵다.

아마도 IE5를 만족시킬 현실적인 대안은 컨버터 구동형 전동

기에서 찾을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W사의 30kW급 영구자석형 전동기는 중량이 76kg으

로 동급 유도전동기의 265kg에 비해 77%를 줄였으며, 프레임사

이즈를 몇 단계를 줄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18]

이러한 크기의 여유는 영구자석형 전동기가 IE5에 좋은 대안

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하며, A사의 경우에는 이미 영구자석형 IE5 

전동기를 상용화 해 둔 상태이다.

또다른 사례로, 그림 4는 일본의 H사가 개발한 IE5급 11kW 

영구자석형 전동기이다.[19]

제작된 전동기는 영구자석은 페라이트를 사용하였으며, 고정자 

철심을 amorphous 재질을 사용하였고, 팬케이크 타입의 전동기이

다. 이는 페라이트 영구자속과 amorphous 철심이 IE5 등급의 전

동기 설계에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는 좋은 사례로 볼 수 있다.

그림 4 IE5급 Amorphous 전동기 프로토타입 (Hitachi)

Fig. 4 IE5 Prototype Amorphous Motor (Hitachi)

6. 결  론

전세계는 환경문제가 큰 관심의 대상이며, 에너지 소비를 줄이

기 위해 생산된 전기의 약 70%를 소비하는 전동기 효율에 관심

을 두고 있다. 현재 전동기의 최저효율제도는 선진국을 중심으로 

IE3 등급까지 와 있으며, 향후 몇 년안에IE4 등급으로 상향 조정

될 예정에 있다. 또한, IEC에서는 IE5 등급에 대한 논의는 이미 

시작되었다.

아직은 대부분 고정속도용 전동기에 대해 최저효율제가 적용

되고 있으나, 이제 곧 가변속 전동기에 대해서도 IEC 규격이 발

표될 예정에 있다.

분야 사례

재료

자성체 재질

회전자 Cage 재질

권선/절연체 재질

Amorphous

Copper die-casting

Carbon nano tubes

설계

전기적 설계

자기적 설계

기계적 설계

권선법, 점적율

형상 최적화

팬, 베어링, 프레임

제조 제조 공정 철심용접, 엠보싱

표 5 고효율 전동기 개발을 위한 주요 논점

Table 5 Main issue of high efficiency motors

이와 관련하여, 세계시장은 이미 IE4 등급의 농형유도전동기와 

LSPM이 상용화 되어 있고, 점차 농형유도전동기로 굳어져 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또한, IE5 등급에 대한 연구는 대체로 영구

자석형 전동기를 이용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해외 사례

를 통해 볼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 IE4 농형유도전동기에 연구와 투자가 

집중되어 있고, 가변속 전동기에 대한 대비가 부족한 현실이다. 

다행히 현재 국내에서도 IE5 등급의 전동기 개발을 위한 논의가 

시작되고 있다, 분야별로 중요한 몇가지 키워드를 살펴보면 표 5 

와 같다. 아직 상용화 하기에는 기술적으로 또는 경제적으로 어

려운 부분도 있고, 당장 적용하기에는 어려운 기술 분야도 있다. 

앞으로 깊이 연구되어야 할 분야로는 유도전동기의 효율 한계

를 보다 면밀히 검토하여야 할 것이며, 유도전동기의 대안으로 

LSPM, PMSM, SynRM, SRM에 대한 연구도 다시 깊이 있게 진

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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