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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철도 추진용 유도전동기 최적 설계 및 특성 분석

Optimal Design and Analysis of Induction Motor for Propulsion of Electric Railway

설현수·이상돈·이 주*

Hyun-Soo Seol·Sang-Don Lee·Ju Lee

1. 서 론

기존 철도차량 견인용 전동기는 전력용 반도체 및 제어 기술의 발달에 따라 직류전동기에서 유도전동기로 획기적인 발전을

이루었고, 최근 높은 에너지 밀도를 가지는 희토류계 영구자석이 개발되면서 유도전동기보다 효율과 출력밀도가 향상된 매입형

영구자석 동기전동기(Interior Permanent Magnet Synchronous Motor, 이하 IPMSM)가 상당수 개발되었다. 이러한 IPMSM은

높은 효율과 약자속 제어를 통한 넓은 속도 가변 영역 특성을 갖는다[1]. 하지만, 희토류계 영구자석의 불안정한 공급 때문에

제작 단가가 낮고 고 신뢰성을 갖고 있는 유도전동기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게 되었다. 과거 유도전동기는 제어가 쉽지 않았지

만 최근 전력소자 및 제어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속도 및 토크제어가 가능하여 넓은 운전영역에서 구동될 수 있다[2]. 일반적으

로 철도차량용 전동기의 경우, 용량이 200kW 이상의 큰 용량을 요구한다. 하지만, 제작비용 및 시험평가의 제한 등의 요인으

로 본 논문에서는 축소모델인 20kW 급 유도전동기 최적 설계에 대해 서술한다.

2. 전기철도 추진용 유도전동기 기초 설계

2.1 전기철도 추진용 유도전동기 설계 사양

표 1은 유도전동기의 요구 성능을 나타낸 표이며, 순시 정격과 연속 정격에서의 요구 출력 및 토크를 나타낸다.

2.2 전기철도 추진용 유도전동기 기초 설계

표 2는 전기추진용 유도전동기의 제한사항을 나타내고 있다. 배터리 전압은 최소 77Vdc로 결정되었다. 인버터 전압이용률을

Abstract This paper will describe the optimal design of an induction motor for the propulsion of an electric railway.

First, the design requirements are satisfied through the basic model, which is designed in a design process using the

equivalent circuit. Then, Rotor slot and Airgap are determined by analysis and comparison of torque, torque ripple, effi-

ciency, and power factor. In addition, Rotor slot shape is optimized by using the response surface method. Finally,

through the results of equivalent circuit and FEA, the final model is found to satisfy the design requirements; its effi-

ciency was far higher than that of the basic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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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논문은 전기철도 추진용 유도전동기 최적 설계에 관한 논문이다. 먼저 유도전동기의 등가회로 특성을 이

용한 기초 설계 프로세스를 통해 기본 모델을 산정하여 목표 성능을 만족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회전자 슬롯수 및 공

극 길이를 토크, 토크 리플, 효율, 역률 특성을 비교 분석하여 결정하였다. 그 다음으로 반응표면법을 이용하여 회전자

슬롯 형상을 최적화하였다. 최종적으로 이러한 과정으로 도출한 최종모델이 등가회로와 유한요소해석 결과를 통해 목

표 성능을 만족하고 효율이 기본 모델 대비 향상된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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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로 고려하면, DC Link 전압은 73.15Vdc가 되고 실제 전동기 설계 시 상전압 제한치는 전압 변조 기법을 고려하여

51.72Vrms가 된다.

일반적으로 유도전동기의 공극이 작으면 역률이 증가하고 최대토크가 증가하는 장점이 있으나 운전 범위가 넓은 제어용 유

도전동기의 경우 고조파 성분에 의해 철손 증가 및 전자기 소음 증가 등의 단점이 발생하므로 무조건 공극이 작은 것이 좋은

Table 1. Design requirements.

Value Unit

Intermittent rating @ 1500rpm 
Power 19 kW

Torque 120 Nm

Continuous rating @ 6000rpm
Power 11.9 kW

Torque 19 Nm

Table 2. Design specifications.

Value Unit

Voltage limit 77 Vdc

Current limit 260 Arms

Voltage modulation method SVPWM

Material of core 50PN700

Conductivity of aluminum 28816900 Siemens/m

Length of airgap 0.5 mm

Maximum fill factor 0.44

Fig. 1. Characteristics of induction motor according to phase turns and stack leng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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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아니다. 기초 설계에서는 제작 가능한 최소 공극길이로 하여 진행하였으며 최적 설계를 통해 최적 공극 길이를 재설정한다.

유도전동기는 설계 시 고정자 턴수와 적층 길이의 선정이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된다. 그림 1은 고정자 상 턴수와 적층 길이에

따른 유도전동기 특성을 나타낸다. 그림 1을 살펴보면, 고정자 상 턴수가 증가함에 따라 고정자 외경이 커지고 그에 따라 전동

기 체적이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일반적으로 고정자 치에서 발생하는 자속은 상전압에 비례하고 고정자 상 턴수에

반비례하기 때문에 고정자 상 턴수가 증가함에 따라 공극자속밀도가 작아진다. 그리고 고정자 상 턴수가 증가함에 따라 효율이

커지는 경향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공극자속밀도가 클 때에는 고정자의 자속밀도가 포화되어 효율이 떨어지게 되지만, 공극

자속밀도가 작아지면 포화된 부분이 포화가 풀리면서 효율이 올라가기 때문이다. 

Table 3. Basic design results.

Value Unit

Stator

Outer diameter 214 mm

Inner diameter 125.3 mm

Number of slots 36

Rotor
Length of airgap 0.5 mm

Number of slots 34

Winding

Method of winding Delta

Number of parallel circuit 2

Turns per slots 6

Diameter of conductor 4.49 mm

Stack length 200 mm

Fig. 2. Basic model.

Table 4. Equivalent circuit results of basic model.

1500rpm 6000rpm Unit

Power 19.5 12.4 kW

Phase voltage 40 52 Vrms

Phase current 216.1 115.5 Arms

Frequency 55 205 Hz

Slip 0.079 0.037

Torque 122.59 20.35 Nm

Efficiency 85.1 92.22 %

Power factor 0.883 0.759

Stator copper loss/ Rotor copper loss/ Core loss 1487/1681/243 425/490/149 W

Stator current density 6.82 3.6 Arms/m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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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는 유도전동기 기초 설계 결과로 그림 1의 결과를 토대로 산정하였다. 그림 1에서 노란색 부분을 보면, 공극자속밀도가

대략 0.7T가 되고 효율이 가장 높은 영역에 해당되며 고정자 외경 및 체적이 작은 영역에 해당하므로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3. 전기철도 추진용 유도전동기 최적 설계

3.1 회전자 슬롯 수 결정

일반적으로 유도전동기의 경우, 극수, 고정자 슬롯수, 회전자 슬롯수 조합은 경험적인 조합으로부터 결정된다[3]. 기초 설계

단계에서 산정한 기본 모델은 극 수가 4, 고정자 슬롯수가 36으로 정하였다. 따라서 본 절에서 회전자 슬롯 수에 따른 유도전

동기의 특성을 살펴보겠다. 그림 4는 회전자 슬롯 수에 따른 유도전동기의 특성을 나타낸다. 그림 4를 보면, 회전자 슬롯수 34,

44, 45, 48에 따라 각각 토크, 토크 리플, 효율, 역률 특성을 나타낸다. 토크 및 효율 특성은 34 슬롯이 우수하고 토크 리플 및

역률 특성은 45 슬롯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난다. 34, 45 슬롯을 비교해보면, 다른 특성은 거의 비슷하지만 토크 리플에서 45슬

롯이 34슬롯 보다 훨씬 좋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회전자 슬롯수를 45로 산정하였다.

Fig. 4. Characteristics of induction motor according to number of rotor slots.

3.2 공극 길이의 결정

동력용 유도전동기의 경우 공극이 작을수록 여자전류가 감소하여 고정자 전류가 감소하고 역률이 증가하여 특성이 좋아진다.

그러나 저속에서부터 고속영역까지 구동되는 차량용 유도전동기의 경우 무조건 공극이 작은 것이 좋은 것은 아니다. 그림 5는

6000rpm에서의 유도전동기의 특성을 나타낸 그림이다.

Fig. 3. Speed – torque curve of basic model (a) 1500rpm, (b) 6000r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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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를 살펴보면, 공극이 작을수록 효율 및 토크가 낮아지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고조파 성분에 의해 고정자 철

손 및 회전자 철손이 증가하고 고조파에 의해 회전자에 고조파 전류가 발생하여 회전자 동손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효율 및 토

크가 감소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고속에서 토크 및 효율이 특성이 좋으면서 저속에서도 요구 조건을 만족시키는 공극 길이를

선정하였다.

3.3 회전자 슬롯 최적 설계

제어용 유도전동기는 회전자 슬롯이 넓고 얕은 형상을 가질 때 누설 자속이 줄어들게 된다. 그러나 너무 넓은 형상으로 할

경우 회전자 치 폭이 줄어들어 치에서의 포화가 발생하게 되고, 포화 발생 시 기자력 강하로 인하여 여자 전류 증가 및 토크 감

소가 발생하게 되므로 적당한 회전자 바 너비가 설계 되어야 한다. 또한 너무 얕은 형상으로 설계 할 경우 회전자 저항이 증가

하여 회전자 동손이 증가하게 되어 여러모로 특성이 나빠진다. 이러한 것들을 고려하여 회전자의 형상 치수를 누설, 고조파 저

감을 위해 최적화를 진행하였다. 특히 회전자 바 윗 너비(Bs1)와 높이(Hs2) 그리고 회전자 외경과 회전자 바 윗너비와의 간격

(Hs01)의 경우 회전자 저항과 슬롯 누설 리액턴스에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이므로 최적의 값을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림

6은 회전자 슬롯 형상 및 설계 변수를 나타내며 표 5는 회전자 슬롯 설계 변수의 최소값과 최대값을 나타낸다. 회전자 외경과

Fig. 5. Characteristics of induction motor according to air-gap length.

Fig. 6. Rotor slot shape and design variables.

Table 5. Maximum and minimum value of design variables.

Hs0 Hs1 Bs1 Bs2 Bs0

 Maximum value [mm] 0.5 0.4 3 1 0.8

Minimum value [mm] 0.7 0.6 5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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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전자 바 윗너비와의 간격(Hs01)은 그 길이가 작을수록 누설이 작아지는 경향을 보이는데, 제작성을 고려했을 때 0.3mm가 최

소이므로 0.3mm로 결정하였다. 나머지 설계 변수에 대해서는 표 5에서 나타난 최소값과 최대값을 바탕으로 실험계획법 중 반

응표면법을 이용하여 최적설계를 진행하였다[4,5].

그림 7은 1500rpm에서 설계 변수 Hs0, Hs1, Bs0 에 따른 특성으로 오른쪽은 토크를, 왼쪽은 전류 값을 나타낸다. Hs0의 경

우 다른 변수들을 고정시키고 특성을 보았을 때, 그 값이 가장 작은 0.5mm일 때 특성이 가장 좋으므로 0.5mm로 고정하였다.

따라서 Hs0를 0.5로 고정시키고 Hs1 과 Bs0의 변화에 따른 특성을 살펴보면, 빨간색으로 표시된 영역이 가장 토크가 큰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개발 전동기의 전류 제한 값이 260Arms이므로 이를 넘지 않으면서 가장 큰 전류가 나오고 동시에 토크를 많

Fig. 7.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Hs0, Hs1, Bs0 @ 1500rpm.

Fig. 8.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Hs0, Hs1, Bs0 @ 6000rpm.

Fig. 9.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Bs1, Bs2 @ 1500r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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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발생시키는 설계 변수 값을 찾아보면, Bs0가 1.2, Hs1이 0.6이 된다. 마찬가지로 6000rpm에서 토크가 가장 많이 발생되는

변수 값을 찾아보면, Bs0가 1.2, hs1이 0.6이 된다. 효율의 경우 이 변수 값이 가장 효율이 좋은 것만은 아니지만 설계 목표에

있어서 토크를 달성하는 것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토크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효율도 적정 수준으로 나오는 설계 변수 값을 선

택하였다.

그림 10은 1500rpm에서 회전자 설계 변수 Bs2, Bs1에 따른 특성을 나타낸 그림이다. 먼저 전류 값을 살펴보면, 전류가

260Arms을 넘지 않으면서 가장 큰 영역에서 설계 변수 값이 결정되어야 하고 이 영역에서 토크 특성을 살펴보면 목표 토크인

120Nm를 만족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영역 범위 안에서 6000rpm에서 목표 성능을 만족하는 영역에서 설계 변수가 선택

되어야 한다.

위에서 살펴본 반응표면법을 통해서 구한 회전자 설계 변수 값을 표 6에 나타내었다.

3.4 최종 모델

표 7은 최종 설계 결과를 나타낸 표이다. 표 7를 살펴보면, 고정자 외경이 다소 커진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것은 전동기

의 냉각 방식이 공냉식이므로 더 낮은 전류밀도에서 구동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전류밀도는 코일면적당 전류 값으로 전류밀도

를 줄이기 위해서는 코일면적을 크게 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동일한 점적률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고정자 외경이 커질 수 밖

에 없다. 그림 12는 등가회로 특성을 나타낸다. 표 8은 최종모델의 유한요소해석 결과를 나타내고, 목표 사양을 만족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Table 6. Design results of rotor slot.

Hs0 Hs01 Hs1 Hs2 Bs0 Bs1 Bs2

Value [mm] 0.5 0.3 0.6 10.7 1.2 4.4 2.9

Fig. 10.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Bs1, Bs2 @ 6000rpm.

Table 7. Final design results.

Value Unit

Stator

Number of slots 36

Outer diameter 226 mm

Stack length 200 mm

Phase turns (turns per slot) 15 (5)

Number of parallel circuit 2

Fill Factor 44 %

Rotor

Length of airgap 1.0 mm

Number of slots 45

Outer diameter 125.3 mm

Inner diameter 34 mm

Material of core 50PN700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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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전기철도 추진용 유도전동기 최적 설계에 대해서 서술하였다. 먼저 유도전동기의 등가회로 특성을 이용한 기

초 설계 프로세스를 통해 기본 모델을 산정하여 목표 성능 만족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회전자 슬롯수 및 공극 길이에 따라 토

크, 토크 리플, 효율, 역률 특성 및 경향성을 분석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회전자 슬롯수, 공극 길이를 결정하였다. 그 다음으로

회전자 형상 변수에 대해 반응표면법을 이용한 최적화를 진행하여 회전자 형상을 결정하였다. 최종 모델의 유한요소해석 결과

Fig. 11. Final model.

Fig. 12. Equivalent circuit results of final model (a) 55Hz, 38Vrms (b) 205Hz, 52Vrms.

Table 8. FEA results of final model.

1500rpm 6000rpm Unit

Line voltage 38 52 Vrms

Power 20 13 kW

Phase current 257 111 Arms

Frequency 55 205 Hz

Speed 1560 6039 rpm

Slip 0.055 0.018

Torque 124 20.5 Nm

Efficiency 88.9 93.1 %

Power factor 0.76 0.69

Stator copper loss/ Rotor copper loss/ Core loss 1029/1256/239 191/297/480 W

Stator current density 5.8 2.5 Arms/m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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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보면, 요구 속도에서 부하조건을 만족시킨다. 또한, 1500rpm에서 효율이 85.1%에서 88.9%로 증가하였고, 6000rpm에서

92.22%에서 93.1%로 증가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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