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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피던스 크기 비교를 통한 유도모터 턴쇼트 고장진단법

Interturn Fault Diagnosis Method of Induction Motor by Impedance Magnitude 

Compari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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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A motor model and off-line diagnosis method of the induction motor having an interturn fault(ITF) is studied. The 

proposed method is based on the magnitude comparison of the six impedance in the d-q plane. To prove the impedance 

unbalance, the induction motor model is presented with an ITF circuit loop with a fault resistance. Then, six impedance 

components in the stationary d-q plane are defined depending on the connected phase windings. Finding the maximum and 

minimum magnitude of the six impedance, the ITF and the faulty phase can be founded. To verify the proposed method, the 

experimental results with an induction motor having an ITF are sh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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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유도모터는 규소강판, 권선, 회전자바, 각종기계 부품으로 구성

되어 있으며, 기계적으로 강인한 이점이 있다. 또한 영구자석형 

모터에 비교해서 고가의 영구자석을 사용하지 않아 저가격이이면

서, 효율 또한 상대적으로 낮지 않으며, 제어용 인버터가 없이도 

등속 운전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유도모터는 이러한 장점들로 

인해 전통적으로 대형 산업생산시설에 꾸준히 활용되어 오고 있

다. 유도모터가 기계적으로 강인한 장점이 있지만, 각 구성품들은 

고장이 발생할 확률이 존재하며, 고장이 발생하면 시스템 보호기

능(과전류보호, 과전압보호, 이상속도감지, 모터고온감지, 등) 동작

으로 잦은 운전정지와 같은 문제부터, 과도한 진동으로 인한 시

스템파손 또는 모터 내부 과열에 의한 화재등과 같은 치명적 사

고까지 다양한 문제가 발생한다. 유도모터의 다양한 구성품 중에 

가장 많은 고장은 권선에서 발생하게 된다[1]-[4]. 이는 권선이 

구리선에 아주 앏은 절연체를 코팅하여 사용되는데, 열과 물리적 

스트레스에 쉽게 손상되어 절연 특성을 잃어버리기 때문이다. 권

선은 적층된 규소강판에 여러 번의 감아서 작은 전류로 높은 자

속을 만드는 것이 주목적인데, 권선의 절연체가 약화 또는 그 기

능을 잃어버리면 근접한 코일사이에 접촉면을 통해 전기적 도통

이 이루어진다. 이와 같이 이웃하는 권선사이에 직접적 접촉으로 

전기적 도통이 일어나게 되면, 자속을 약화시키고, 도통이 이루어

진 권선에 독립적인 폐회로망을 형성하게 된다. 이러한 고장을 

턴쇼트고장(ITF: Inter turn short fault)이라 한다. 고장에 의해

서 생성된 독립적인 폐회로망에는 Faraday법칙으로 인해 간섭되

는 에어갭 자속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유도기전력을 발생 

되고, 이는 고장 폐회로의 작은 임피던스로 인해서 큰 고장전류

가 도통된다. 큰 고장전류는 내부에 발열을 발생시키고, 이는 다

시 주변 절연체를 약화시켜 턴쇼트고장의 확대를 가져오게 된다. 

따라서 턴쇼트고장의 진단은 고장의 정도가 경미할 때 진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존의 유도모터 고장 진단연구는 많이 수행되어 왔다. 

[5]-[15]. Cash는 순시적인 라인과 중성점 전압의 합을 고장진

단 신호로 활용하였으며[5], Cardoso는 운전 중에 삼상성분이 벡

터평면에서 원으로 나타나야 하는데, 이것이 타원의 형태로 나타

나는 것을 관찰하여 고장진단에 사용하였다[6]. Arkan [7]과 

Briz [8]는 역상성분(Negative sequence elements)의 크기를 고

장진단에 활용하였으며, 역상임피던스(Negative sequence 

impedance)를 활용한 연구 [9, 10, 13]도 진행되었다. Yun은 중

성점 전압과 역상성분을 동시에 활용하였다[12]. Ostojic 은 

Cross-Coupled impedance를 활용하였는데, 이것 또한 역상임피

던스의 한 방법에 속한다[15]. 불평형 전류가 타원형으로 나타나

는데, 벡터공간에서 분석하는 방법도 제시 되었다. 기존 연구는 

모두 모터가 운전되는 상태에서 검출하는 방법을 제시한 것으로, 

각 상의 센서, 인가되는 전원의 불평형에 의한 영향을 완전히 배

제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더불어 인버터가 사용되는 환경에

서는 노이즈에 의한 영향까지 추가되어 실제 고장이 많이 진행되

어 이상신호의 크기가 크게 발생했을 때에 검출가능한 단점이 있

다. 또한 각 모터가 고장이 없을 때의 고장정보 신호의 데이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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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4극 유도모터단면도, (a) a상 권선세트 a1-a16의 위치, 

(b) a상권선 자속 및 고장권선에 의한 자속경로.

Fig. 1 Cross-sectional view of 4-Pole induction motor

추후 고장이 발생하였을 때 더욱 커져있을 고장정보 신호와의 비

교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이는 다양한 속도, 출력토크에 대해

서 다른 신호 크기가 발생하므로 데이터의 형태로 구성되는 경우

가 많으며, 이 정보를 만들기 위한 운전 및 정보 수집 기간이 필

요한 단점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온라인 고장진단법의 단점을 최소화 할 수 있

는, 오프라인 유도모터의 턴쇼트 고장진단법을 제안한다. 제안된 

기법은 모터가 운전되지 않은 상태에서, 모터의 정보가 없이 간

단한 임피던스 측정으로 고장을 판별하는 법을 제안하다. 고장에 

의한 임피던스 차이를 보이기 위해서 고장모델을 먼저 수립하고, 

이를 기반으로 6개의 임피던스를 모터의 상연결에 따라 정의하였

다. 정의된 6개의 임피던스의 크기를 비교하여 턴쇼트 고장 여부

와 고장이 발생한 상을 판별하는 기법을 제안한다. 실험을 통해

서 제안된 기법의 효용성을 증명하였다. 

2. 유도모터 턴쇼트 고장 모델

그림 1은 본 논문에서 턴쇼트 고장 모델 및 검출에 활용한 4

극 유도모터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으며, 표 1은 모터 파라미터를 

보여준다. 그림 1(a)에서는 모터 a상의 a1~a16의 권선 위치를 보

여준다. 본 논문에서는 a상에 고장이 발생하였을 때를 가정하고 

고장모델 수립 및 실험을 진행하였다. 다른 상의 고장의 경우에

는 a상 결과를 위상에 따라 회전하여 보일 수 있다. 그림 1(b)는 

a2권선에 고장이 발생하였을 때 자속의 경로를 보여준다. a상권

선과 관련된 자속은 흰색으로 표시되어 있다. 4극이므로, 총 4개

의 주요 자속경로가 존재하고 a상 권선은 이 경로에 발생하는 자

속에 영향을 주고받게 된다. 편의상 a상권선에 의해서 발생하는 

자속이 만들어내는 4개의 극을 P1~P4로 지칭하였다. 고장이 발

생하면, 고장권선에 전류가 유도되고 이는 다시 고장자속을 발생

시키는데, 그 자속경로는 그림의 검은색 선으로 표시할 수 있다. 

고장권선이 속한 P1에 고장자속이 집중되어 있고, 바로 이웃한 

P2, P4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실선으로 표시하였고, 점선은 반대

편극에 영향을 미치는 고장자속을 표시하고 있다. 일반 고장이 

없는 권선은 서로 다른 극의 자속 영향이 서로 같아서 합이 0이 

되므로 흰색의 주요자속의 경로와 같이 나타난다. 그러나 고장권

선은 한극에서 부분적으로 발생하므로 서로 합해서 0이 되지 않

으므로, 고장코일에 의한 자속은 모터 전체적으로 간섭이 발생하

게 된다. 그러나 자속 경로가 길어지게 되면 릴럭턴스가 커지게 

되어 자속의 이동을 방행하되 되므로, 실제 자속은 이웃한 권선

에 집중되게 된다. 그림의 실선과 점선으로 표시한 자속 중에 주

요한 양은 이웃한 권선과 간섭되는 실선으로 표시된 것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고장권선의 자속은 권선이 속한 극 P1과 양쪽으

로 이웃한 극P2, P4에 반반씩 자속의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주

요 고장권선의 자속을 가정하였고, 이는 하나의 자극쌍(Pole 

pair)에 고장이 영향을 미친다고 모델링 할 수 있다.

Items Values Units

Pole number 4

Power 350 [kW]
Rated phase current 78 [As ]
Rated phase to phase voltage 3300 [Vs ]
Phase resistance  83.5 [m]
ITF number  1 Turn

표    1 모터 파라미터

Table 1 Motor parameter specification

그림 2는 고장이 발생하였을 때의 고장권선의 회로구조를 보여

준다. 그림 2(a)는 a상에 고장권선이 발생하였을 때 이웃한 권선 

사이 접촉에 의해서 발생하는 고장저항()을 표시하고 있

다.[1-3] 고장저항이 크게 되면 절연이 잘 되는 것이므로 고장이 

발생하지 않은 것과 같고, 작은 값이면 절연성이 떨어진 것이므로, 

턴쇼트 고장으로 간주될 수 있다. 그림 2(b)는 a상권선중에 a2에

서 고장이 발생한 것을 상세히 보여주고 있다. a상권선에 고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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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유도모터 고정자 권선과 a상에 발생한 턴쇼트 고장권선, 

(a) 3상 권선모델, (b) a상권선의 상세모델, (c) d-q등가 

모델.

Fig. 2 Induction motor winding models with interturn fault, 

(a)three-phase windings, (b)a-phase windings, (c) 

d-q equivalent windings.

그림 3 (a)턴쇼트 고장 회로, (b)고장권선에 의한 단권변압기 모

델, (c)복권변압기 모델, (d)변압기의 T등가모델.

Fig. 3 (a) Circuit of a-phase one-pole pair with interturn 

fault, (b) simplified circuit, (c) Equivalent circuit 

with two windings, (d) T-equivalent curciut

발생하면, 이는 a상 권선이 영향을 주고받는 d축에 영향을 주게 

되며, 고장에 의해 생성된 폐회로는 권선 a2와 서로 같은 자속경

로를 공유하므로 변압기와 같이 모델링 될 수 있다. 이와 같은 모

델링의 변환은 그림 3에서 자세히 단계적으로 표시하였다. 

그림 3(a)는 고장이 발생한 a상의 한 자극쌍의 등가회로를 보

여준다. 고장에 의해서 로 독립적인 폐회로가 존재하며, 고장

이 발생한 권선 턴수  , 고장이 발생하지 않은 권선 턴수  , 

전체턴수     가 존재한다. 도통되는 정상 상전류는 

로 표현된다. 고장권선과 고장이 발생하지 않은 권선은 같은 코

어에 있으므로, 그림 2에서와 같이 직접적인 간섭이 일어나게 된

다. 이러한 간섭은 자속이 코어에 존재할 때, 고장권선에 유도기

자력 을 발생하게 된다. 유도기자력은 고장전류 를 발생시키게 

된다. 

턴쇼트고장은 얼마나 많은 턴수의 권선이 서로 단락되어 고장

이 발생한가를 보여주는 와 고장권선사이에 어느 정도의 접촉

저항이 발생하는가를 나타내는 로 그 심각성을 표현할 수 있

다. 가 높으면 유도되는 기자력이 높을 것이고, 가 작으면 

고장전류 는 높게 발생할 것이다. 높은 고장전류는 고장에 의해

서 심각한 발열을 일으키고, 손실, 토크리플을 발생하게 되므로 

고장의 정도가 심하다고 표현 할 수 있다. 정리하면, 가 높을

수록, 가 작을수록 고장의 정도가 심해진다. 그런데, 이 두 파

라미터가 고장에 미치는 영향은 서로 독립적이지 않기에 와 

의 많은 경우의 수가 같은 고장의 영향을 보여줌을 [4]에서 

보여주었다. 따라서 본 모델링에서는 를 1~2턴 정도로 작은 

값으로 정하고 는 0에 가까운 수로 가정하였다. 실제 많이 발

생하는 턴쇼트 고장은 바로 이웃한 권선에서 발생하므로 는 

1~2턴이 많고, 가 절연체의 상태에 따라 높은 값에서 낮은 값

으로 떨어지면서 턴쇼트 고장이 시작된다. 또한 거의 임피던스가 

0에 가까운 고장이 발생한 폐회로에서는 작은 유도기전력이라도, 

큰 고장전류를 발생시키므로 일반적으로 고장전류 는 상전류 

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값을 가진다. 

그림 3(b)는 단권변압기와 같은 구조로, a상 한 자극쌍 코일의 

자속쇄교량 과 고장코일에서의 자속쇄교량 를 수식으로 표

현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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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은 고장이 발생하지 않았을 때의 한 자극쌍의 인덕턴

스를 나타낸다. 수식 (1)과 (2)는 일반 복권 변압기의 1,2차 권선

의 자속쇄교량 식과 동일하다. 회로적으로 고장코일의 저항과 누

설인덕턴스가 1, 2차 권선에 모두 영향을 주게 되어 단권과 복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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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a상에 고장이 발생 하였을 때의 d-q축 등가모델, (a) d

축 등가모델 (개의 정상적 자극쌍 모델과 하단 

1개의 고장 자극쌍 모델), (b) q축 등가모델, (c) 고주파

수 입력전원에 대한 간략화된 d축 등가모델.

Fig. 4 d-q equivalent circuit model with a-phase interturn 

fault. 

변압기의 수식이 달라진다. 그러나 여기서 고장권선의 턴수 는 

보통1~2턴의 작은 수이므로, 고장코일의 저항값과 누설인덕턴스

가 아주 작으므로 무시할 수 있다. 따라서 그림 3(b)는 그림 3(c)

와 같이 자속쇄교량을 공유하는 1,2차 변압기로 모델링이 가능하

다. 최종적으로 변압기는 그림 3(d)와 같은 T-등가회로로 활용한

다. 여기서     
′ 는 한 자극쌍의 권선저항값, 고장코

일에 대한 1차권선 누설인덕턴서, 2차 고장코일의 누설인덕턴스, 

고장코일에 대한 상호인덕턴스, 등가 고장저항을 나타낸다.

그림 3(d)는 하나의 자극쌍에서 발생한 고장권선의 등가모델

을 나타내고 있다. 이를 전체 4극 모터로 확대하고 이를 d-q축

에 표현하면 그림 4와 같다. 그림에서     는 유도

모터의 고정자저항, 고정자누설인덕턴스, 회전자누설인덕턴스, 상

호인덕턴스, 회전자저항을 각각 나타낸다.  ,  , 

 ,  ,  는 극수, 자극쌍당 고정자

/회전자 누설인덕턴스, 자극쌍당 상호인덕턴스, 자극쌍당 회전자 

저항을 나타내며,    를 나타낸다. 추후 고장판별을 위

한 임피던스 측정 주파수가 충분이 높다고 가정하여, 상대적으로 

큰 인덕턴스값인 는 등가회로에서 생략하였다. 또한 이와 같

은 원리로 그림 4(c)에서  의 영향도 생략하였다. 고장권선

의 영향은 앞서 살펴본바와 같이 근접한 하나의 자극쌍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그림4(a)와 같이 하단의 1개의 자극쌍을 고

장의 영향을 모델링하고,  개의 다른 자극쌍은 정상적으로 

표현하였다. 또한 a상권선은 고장이 발생하더라도 d축의 자속에

만 영향을 미치므로 q축의 등가회로는 변함없이 고장이 없는 등

가모델로 그림 4(b)와 같이 나타난다. 그림 4(c)는 모터고장이 발

생하였을 때 높은 주파수 입력 전원에 대한 등가회로 표현하고 

있다.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높은 주파수의 입력 전원은 상호인

덕턴스(Mutual inductance)의 임피던스를 다른 누설인덕턴스

(Leakage inductance)와 회전자저항으로 이루어진 임피던스에 

비해서 주파수에 비례하여 크게 증가하게 되므로 상대적인 크기

에서 그 영향이 무시하였다.

3. 등가 임피던스 및 턴쇼트 고장 검출 기법

등가회로로부터 a상권선에 턴쇼트가 발생하면, d축의 임피던스

가 작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b상 c상에도 동일하게 적용되

며, 단지 임피던스가 작아지는 축의 영향이 각 상의 자속 방향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된다. 이러한 각 자속 방향에 따라서 턴쇼트에 

의한 임피던스 감소가 결정되므로 이를 활용해서 턴쇼트 고장 검

출 및 고장이 발생한 상을 찾는 고장 검출 기법을 제안한다. 제안

된 기법은 운전이 되지 않는 오프라인 상태에서 상호인덕턴스의 

영향을 줄일 수 있는 50Hz이상 주파수의 단상전압을 인가하고 각 

인가되는 상에 따라 나타나는 임피던스를 측정하고 이를 비교하여 

고장의 발생 여부와 고장이 발생한 상을 구분하였다.

그림 5는 제안된 검출기법에서 단상전원을 인가하는 방법에 

따른 임피던스 측정 벡터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에서      

는 상과 상 상이에 연결된 전원과 도통되는 전류를 나타내고 

있다. 상단의 3가지는 3상중에 2개의 상을 선택하여 측정 전원이 

인가되고 나머지 한상은 연결되지 않고 오픈되었다. 하단 3가지

는 선택된 하나의 상과 병렬로 연결된 두상에 측정 전원을 인가

하고 임피던스를 측정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6가지 연결 

방법에 따라서 전류가 도통되는 상이 다르게 되고, 이는 내부의 

자속간섭의 방향을 결정하게 되어 임피던스를 측정하는 방향을 

정하게 된다. a상에 턴쇼트 고장이 발생하게 되면 a상 방향의 임

피던스를 측정하는 4번째 연결법인  가 연결되었을 때 가장 

적게 나타나고,  가 연결되면 가장 큰 임피던스를 보여주게 

된다. 

그림 6은 각 연결 방법에 따른 임피던스 방향을 보여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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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6개의 임피던스를 측정하기 위한 모터 3상 연결도.
Fig. 5 6 different impedance measurement method

그림 6 d-q축에서의 임피던스의 방향도.

Fig. 6 Direction of the six-impedance in d-q axis.

그림 7 제안된 턴쇼트 고장진단 알고리즘 순서도.

Fig. 7 Flow chart of the proposed interturn short fault 

detection method.

여기서, 각 임피던스를 계산하는 법은 아래와 같이 정의한다. 

   

  

      

  

      

  

      (3)

    

        

       

        (4)

식에서       는       의 복소수 표현이다. 

     의 경우에는 두상이 직렬 연결되어 있고, 

     는 한상과 병렬로 연결된 두상이 직렬 연결되

어 있다. 따라서전위 같은 전압대비 전류를 구하게 되면 

     가 4/3배가 커지게 되므로, 식 (3)과 같이 3/4을 

곱하여 그 크기를      와 같은 크기로 조정하였다. 

각 연결법에 따라 구해진 임피던스는 서로의 크기를 비교하여 고

장 난 상을 찾아 낼 수 있다. 그림 7은 고장검출 및 고장발생 상

을 찾는 순서도를 나타낸다. a상에 고장이 발생하면 고장에 의해

서 임피던스의 크기가 낮아져  가 d축과 같은 방향이므로 가

장 낮은 크기를 갖고,  는 q축방향이므로 고장의 영향을 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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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실험환경 (a) 실험모터 (b) 측정 전압 및 전류 신호 (c) 

실험회로구성.

Fig. 8 Experiment environment, (a) induction motor, (b) plots 

of voltage and current, (c) circuit configuration.

그림 9 Normalized된 실험결과, (a) 50, 100, 200Hz에서의 임피

던스그래프, (b) 전체 주파수 데이터의 평균 임피던스 

그래프.

Fig. 9 (a) normalized impedance results at 50, 100, 200Hz, (b) 

averaged impedance results for various frequency.

받지 않으므로 가장 큰 크기를 갖게 된다. 이와 같은 원리를 이

용해서 b상에 고장이 발생하면  가 가장작고,  가 가장 

크다. c상은  가 가장작고,  가 가장 크다. 고장의 발생여

부는 가장 큰 임피던스와 작은 임피던스의 차이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다. 여기서, 가장 작은 임피던스는 세트(set) 

     의 멤버(member)중에서 나오고, 가장 큰 임

피던스는 세트      의 멤버 중 하나가 선정되므로, 

측정오차에 의해서 최소 최대값이 다른 세트에서 나올 수 없게 

3개의 멤버(member)로 구성된 각 세트(set)에서 해당하는 최소

값 멤버 또는 최대값 멤버를 아래 식과 같이 찾는다.

min minimum                    (5)

   max maximum                     (6)

     

           
     (7)

min  max 은 최소값, 최대값, 평균값을 나타낸다. 턴쇼트 

고장 판별은 최소값과 최대값이 발생하는 것이 모두 하나의 상을 

나타내고, 다음과 같이 최소값과 최대값의 차이가 고장의 한계점

(Threshold) 를 넘어서 발생 할 때 최종 고장으로 확정한다.

                 

max min
                  (8)

고장에 의한 최대점 최소점이 나타내는 고장상이 동일한지와 

최대점과 최소점의 차이 비율을 활용하므로, 턴쇼트 고장의 발생

을 안정적으로 검출 할 수 있게 된다.

4. 실험적 고찰

제안된 턴쇼트 고장진단 기법을 실험적으로 그 효용성을 증명

하기 위하여 인위적으로 턴쇼트 고장이 발생한 모터에 적용하였

다. 그림 8은 고장을 발생시킨 모터의 사진과 측정시의 전압과 

전류 파형을 보여준다. 전체 권선은 하나의 권선세트가 7턴으로 

구성되어있고, 총 16개의 권선세트(a1~a16)가 있으므로, 총 112

턴이 있다. 고장은 a4권선(그림1참조)에 1턴을 강제로 용접으로 

단락을 발생시켰다. 실험은 입력 전압으로 60~140s , 50~500Hz

를 선정하고, 전압과 전류를 측정하여 임피던스의 크기를 계산하

였다. 전원은 AC파워서플라이를 활용하여 하모닉성분을 배제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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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quency

 [Hz]
Impedance

Impedance direction ITF detection

a-bc c-a c-ab b-c b-ca a-b

Min. impedance

   

Max. impedance

   

ITF phase

50

Z[Ω] 5.5101 5.5139 5.5361 5.5600 5.5584 5.5306
   

(Z)nor[Ω] 0.9955 0.9962 1.0002 1.0045 1.0043 0.9992

R[Ω] 1.0601 1.0305 1.0579 1.0634 1.0917 1.0663
a-phase fault

L[mH] 17.1474 17.3063 17.2330 17.4356 17.2840 17.3385

60

Z[Ω] 6.4858 6.4785 6.5129 6.5270 6.5210 6.5038
   

(Z)nor[Ω] 0.9971 0.9959 1.0012 1.0034 1.0025 0.9998

R[Ω] 1.0569 1.3896 1.0509 1.4308 1.0781 1.4335
a-phase fault　

L[mH] 16.9741 16.9608 17.0498 17.0779 17.0596 17.0145

100

Z[Ω] 10.4871 10.4802 10.5233 10.5701 10.5670 10.5270
   

(Z)nor[Ω] 0.9963 0.9957 0.9998 1.0042 1.0039 1.0001

R[Ω] 1.5997 1.5540 1.5973 1.5932 1.6380 1.5942
a-phase fault　

L[mH] 16.5365 16.4544 16.5953 16.5896 16.6556 16.5200

150

Z[Ω] 15.2316 15.2483 15.3252 15.3596 15.3611 15.3100
   

(Z)nor[Ω] 0.9951 0.9962 1.0013 1.0035 1.0036 1.0003

R[Ω] 2.1266 2.0945 2.1334 2.1445 2.1785 2.1473
a-phase fault

L[mH] 15.9890 16.0396 16.0883 16.1514 16.1199 16.0978

200

Z[Ω] 19.9218 19.9485 20.0045 20.0792 20.0892 19.9878
   

(Z)nor[Ω] 0.9958 0.9972 1.0000 1.0037 1.0042 0.9991

R[Ω] 2.7003 2.6585 2.6977 2.7230 2.7607 2.7218
a-phase fault

L[mH] 15.7200 15.7198 15.7868 15.8179 15.8479 15.7445

300

Z[Ω] 29.1763 29.1913 29.2695 29.3882 29.3981 29.2644
   

(Z)nor[Ω] 0.9964 0.9969 0.9996 1.0036 1.0040 0.9994

R[Ω] 3.8375 3.7414 3.8392 3.8499 3.9313 3.8295
a-phase fault　

L[mH] 15.3653 15.3375 15.4151 15.4353 15.4774 15.3705

400

Z[Ω] 38.1315 38.1341 38.2958 38.3763 38.3550 38.2720
   

(Z)nor[Ω] 0.9966 0.9967 1.0009 1.0030 1.0025 1.0003

R[Ω] 5.0649 4.9065 5.0676 5.0494 5.1699 5.0562
a-phase fault　

L[mH] 15.0254 15.0592 15.0912 15.1489 15.1095 15.1067

500

Z[Ω] 46.8513 46.8951 47.0416 47.1736 47.2062 47.0303
   

(Z)nor[Ω] 0.9961 0.9971 1.0002 1.0030 1.0037 0.9999

R[Ω] 6.2885 6.0802 6.3072 6.2622 6.4630 6.2283
a-phase fault　

L[mH] 14.7751 14.8043 14.8354 14.8861 14.8815 14.8415

Average (Z)nor[Ω] 0.9961 0.9965 1.0004 1.0036 1.0036 0.9998
   

a-phase fault　

표    2 실험결과고장.

Table 2 Measured impedance results.

록 하였으며, 하나의 파워서플라이와 센서를 이용하여 측정오차

를 최소화 하였다.

계산된 결과는 표 2에 나타나 있으며, 그림 9에는 (a) 50, 

100, 200Hz의 결과와 (b) 전체데이터 평균을 표시 하였다. 표 2

에서 보는바와 같이 모든 주파수 조건에서     

중에 가장 작은 값은  로,     중 가장 큰값은 

 로 판별되었다. 두 임피던스는 모두 a상의 고장을 나타내고 

있으며, Normalized된 데이터를 기준으로 최소값( )와 최대

값 ( )의 차이가 약 0.8%의 차이를 가지단. 이는 고장으로 판

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지만, 고장 판별은 값의 선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추후 다양한 모터의 데이터가 추가되어야 정확

히 정해 질수 있을 것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인가 주파수에 따

른 차이는 거의 없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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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유도모터의 턴쇼트 고장모델과 고장진단알고리

즘을 제안하였다. 제안된 모델은 고장이 발생한 권선의 자속 방

향을 고려하여 d-q축으로 표시하였으며, 턴쇼트 고장으로 인해 

임피던스가 작아지는 것을 모델링하였다. 제안된 고장진단 알고

리즘은 오프라인에서 모터 상에 전압을 인가하는 연결 방식에 따

라 6개 방향으로의 임피던스를 측정할 수 있도록 제안하였으며, 

이들 임피던스의 크기를 비교하여 고장여부와 함께 고장이 발생

한 상을 찾을 수 있도록 하였다. 제안된 기법은 오프라인에서 센

서를 동일하게 적용하여 센서의 차이로 발생하는 측정오류를 최

소화 할 수 있고, 모터에 대한 사전 지식없이 빠르게 턴쇼트 고

장을 검출하는 수 있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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