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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기 시스템의 효율 규제에 관한 국제 동향

Global Trends in Efficiency Regulation of Motor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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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bong Jang)

Abstract – Minimum Efficiency Performance Standard (MEPS) has already been operated in many countries. In particular, the 

European Union (EU) has entered the IE3 stage since 2017. Korea will also enter the IE3 phase from October 2018. As for 

Korea, there is still a restriction on induction motors only. But, in the EU and the United States, efficiency regulation of 

variable speed drives is being deeply examined. Standards related to this are gradually being fixed. In this paper, the current 

status and the direction of global standards related to the efficiency of motors, inverters and systems are reviewed. And the 

case of improving the efficiency of the system including the motor will be exam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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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우리나라는 2008년부터 삼상유도전동기의 고효율 전동기 사용을 

의무화하는 최저효율제(MEPS : Minimum Energy Performance 

Standard)를 시행하고 있다. 이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근거

를 두고 있는 ‘효율관리기자재 운영규정’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 

0.75~375kW에 해당되는 삼상유도전동기에 대해 적용하고 있으

며, 현재로는 200kW를 초과한 2극기와 8극기의 경우에는 적용

되지 않고 있으나, 2019년 이후에는 이들에도 적용이 예정되어 

있다.

삼상유도전동기 이외에도 제품의 효율이 전동기 효율의 영향

을 크게 받는 냉장고, 냉방기, 세탁기, 진공청소기, 선풍기 등도 

같이 관리되어지고 있다. 

그러나, 공장의 설비에 포함된 전동기 시스템과 같이 전력소비

는 매우 크지만, 효율 측정이 곤란한 경우까지 포함하기는 어렵

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러한 설비에서 사용되는 전기에너지는 

전체 전기에너지 소비에서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하며, 특히 펌

프, 팬, 컴프레서가 전동기 시스템에서 전기에너지의 상당부분이 

소비된다. 따라서, 최근에는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시스템 효율

에 대한 규제를 준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시스템효율 측정

과 효율등급을 정의한 표준인 IEC TS 61800-9-1과 IEC TS 

61800-9-2가 2017년에 출판되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에 따른 

연구와 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2. 전동기 효율과 관련한 표준 현황

현재 우리나라에 발간되어 있는 시험규격인 회전기기-제2-1

부: 손실 및 효율을 측정하는 표준 시험방법(표준번호 KS C 

IEC60034-2-1)은 IEC 60034-2-1:2007를 번역한 규격이다. IEC 

60034-2-1은 2014년에 개정되었으나, 글 싣는 순서 정도가 변경

되었고, 실질적인 시험절차의 변경은 없었다. 따라서 아직까지는 

국내 표준이 국제표준의 시험절차를 잘 반영하고 있는 상황이다. 

해외의 경우, 특히 미국과 유럽에서는 전동기 자체 효율에 대

한 표준뿐 아니라 인버터와 이를 포함한 전체 시스템의 효율과 

관련한 표준도 이미 마련되어 있다. 표1에 전동기 및 인버터, 그

리고 이를 포함한 시스템과 관련한 IEC 표준을 나타내었다. 

2.1 IEC 60034-2-1과 IEC 60034-30-1

IEC 60034-2-1은 정격 운전시 전동기의 손실과 효율을 실험

적으로 결정하는 방법에 대하여 기술되어 있다[1]. 현재 최종판

은 2014년에 개정되었으며 기존과 내용은 같으나 측정하는 방법

에 대해 전동기별로 재정리 되었다. 

시험평가 대상에는 동기전동기를 포함하여 유도전동기와 직류

전동기 모두를 포함하고 있다. 

이 중에서 유도기의 효율을 결정하는 방법으로 추천하는 시험

방법을 3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첫 번째 방법은 다이나모장치를 

이용하여 입력 에너지와 출력에너지를 직접 측정하는 방법으로 

모든 용량의 단상전동기에 적용한다. 두 번째 방법으로는 손실분

리시험을 제시하고 있으며, 추가부하손실을 잔류손실로부터 결정

하는 방법으로 2MW이하의 3상 유도기에 적용한다. 세 번째 방

법도 두 번째 방법과 같은 손실분리 시험이지만 추가부하손실을 

지정된 값으로 대체하는 방법이다. 이는 2MW보다 큰 대용량 3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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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기에 적용한다. 

이와 유사하게 동기기의 효율을 결정하는 방법으로 추천하는 

시험방법 역시 3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첫 번째 방법은 유도기에

서와 마찬가지로 다이나모장치를 이용하여 입력 에너지와 출력에

너지를 직접 측정하는 방법이며, 영구자석형 전동기와 프래임 크

기가 180mm 이하인 전동기에 적용된다. 두 번째 방법은 전부하

에서의 열포화 시험과 단락시험을 통한 손실분리 시험 방법이다. 

이는 프레임의 크기가 180mm보다 크고 2MW 이내의 동기기에 

적용된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방법은 2MW 이상의 동기기에 적

용되는 방법으로 전부하 시험 없이 시행하는 손실분리법을 제안

하고 있다.

IEC 60034-30-1에서는 전력변환장치를 거치지 않고 상용전원

으로 직접 구동되는 정현파 입력의 교류전동기에 대한 IE등급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2]. 120W 이상부터 1,000kW 이하까지의 

2,4,6,8극 전동기를 대상으로 한다. 현재까지는 IE1~IE4까지 규정

되어 있으며, IE5는 곧 추가될 예정에 있다.

일례로 50Hz에서의 4극기의 등급기준은 그림 1과 같으며, IE1 

~ IE4 등급의 효율제한을 나타내고 있다.

2.2 IEC TS 60034-2-3과 IEC TS 60034-30-2

IEC TS 60034-2-3 : 2013은 전력변환장치(인버터)로 구동되

는 유도전동기의 손실과 효율을 결정하는 방법에 대해 기술되

어 있으며[3],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아직 TS (Technical 

Specification) 단계이며, 2019년 공식적인 표준(IEC)으로 출판을 

예정하고 있다. 여기에는 동기전동기를 비롯한 가변속 전동기의 

효율 결정방법에 대해서도 추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내용으로는 인버터에서 발생되는 고조파로 인해 전동기에

서는 추가적인 고조파 손실이 발생되게 되며 ‘이 값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에 대하여 기술되어 있다. 기본적으로는 고조파를 

포함한 인버터 구동에서의 손실과 상용전원의 정현파 구동에서

의 손실과의 차이로 부터 계산된다. 이때, 인버터의 스위칭 주파

수와 제어방식에 따라 손실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표준적인 시험

용 인버터의 사양 정의가 필요하며, 이에 대한 규격이 제시되어 

있다.

시험방법으로는 손실분리법, 직접측정법, 열량법이 있으며, 손

실분리법에서는 표준에 제시된 사양을 만족하는 시험용 인버터를 

이용하는 방법과 제조사의 특정 인버터를 이용하는 방법 모두를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직접측정법과 열량법은 제조사의 특정 인

버터를 이용하여 시험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IEC TS 60034-30-2 : 2016 역시 현재 TS 단계이며, 2019년 

공식적인 표준(IEC)으로 출판을 예정하고 있다. 가변속으로 구동

하는 전동기(유도기, 동기기, SynRM)의 효율 등급을 IE5등급을 

포함하여, IE1~IE5까지로 규정하고 있다[4]. IE1~IE5까지의 효율

한계 값에 대한 참조값이 주어져 있으며, 실제 IE 등급은 고조파

손실과 정격속도의 90%에서의 측정을 고려하여 보정하는 수식을 

통해 결정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시험방법에 관해서

는 유도전동기에 대해서만 규정되어 있으며, 동기전동기 등에 대

해서는 향후에 보완 및 추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적용대상 적용범위 시험법 등급

전동기
고정주파수용 

전동기
IEC 60034-2-1: 2014

IEC 60034-30-1: 

2014

전동기
인버터 구동용 

가변속 전동기

IEC TS 60034-2-3: 

2013*

IEC TS 60034-30-2: 

2016**

인버터 가변속용 인버터
IEC 61800-9-1 : 2017

IEC 61800-9-2 : 2017전동기+

인버터
전동기 시스템

* , ** 2019년에 IEC 60034-2-3 ed 1.0 발간 예정

표 1 전동기 효율과 관련된 IEC 규격 현황

Table 1 The status of IEC Standard for Motor effici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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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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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 EU의 펌프에 관한 규제의 로드맵

Fig. 2 Road map for regulation on Pumps in EU

2.3 IEC 61800-9-1 과 IEC 61800-9-2

유럽연합(EU)는 2014년까지 전동기 및 구동시스템의 효율 규

제를 위한 연구를 1차적으로 마쳤으며, 그 이후 경제적 효과에 

대하여 외부 자문도 이루어졌다. 미국에서도 2014년 이후부터 전

동기부하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펌프, 팬, 컴프레서의 시스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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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확장된 전동기 시스템의 정의

Fig. 3 Definiton of extended product

그림 4 PDS의 손실 결정을 위한 동작점

Fig. 4 Operating point for loss determination of PDS

그림 5 CDM과 전동기 제작사에 대한 가이드라인

Fig. 5 Guideline for CDM and motor manufacturers

율 규제에 대한 연구를 수행해 오고 있다. 이는 전동기, 인버터

와 같은 단품의 효율향상만으로는 에너지 절감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하를 포함한 확장된 시스템(EP : Extended 

Product)의 효율 관리가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으며, EU는 그림 2

와 같이 펌프 시스템에 EEI(Energy efficiency index)를 적용하여 

효율을 관리할 계획을 마련한 바가 있다[5]. 이와 관련하여 IEC 

61800-9에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펌프 시스템의 EEI 효율 등

급 적용은 현실적인 이유로 아직까지 시행되고 있지는 않다.

IEC 61800은 총 9부로 구성되어 있고, 9부에서 전동기 시스템

의 효율에 대한 규격을 다루고 있다.

그림 3은 전동기를 포함한 전체 시스템의 구성에서 CDM 

(Complete drive module), PDS(Power drive system), Motor 

system, EP의 정의를 보여 주고 있다. 본선 이후부터 전동기 이

전까지의 전동기 구동을 위한 장치를 통칭하여 CDM이라 정의하

고 있으며, 이때, 차단기와 같은 보조장치는 제외된다. CDM과 전

동기를 합쳐서 PDS라 정의하고, 본선이후부터 전동기까지 모든 

장치를 통칭하여 모터시스템이라 정의한다. 여기에 부하까지 포

함한 전체 시스템을 EP(Extended Product)라 정의하고 있다.

2017년에 발행된 IEC61800-9-1에서는 SAM(Semi analytic 

model)의 개념을 활용하여 확장된 전동기 시스템의 효율을 산정

하는 방법인 EPA(Extended product approach)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6]. 이 방법을 통해 EP에 대하여 EEI를 계산할 수 있게 된

다. EU는 펌프 시스템 등에 EEI를 적용하여 효율을 관리할 계획

을 마련하고 있다. 이는 전동기가 일정 부하에서 연속적으로 운

전되고 있는 경우가 아니고, 주기적 또는 비주기적으로 운전되고 

있는 경우의 시스템의 효율 개념으로 확장하여 적용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계산은 속도-토크 프로파일과 부하-시간(duty) 프

로파일을 이용하게 된다. 이 중에서 특히 속도-토크 프로파일은 

부하의 종류(펌프, 팬, 견인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되며, 실제로는 

무한에 가까운 부하점에서의 특성값이 요구된다. 그러나, 실용적

인 측면에서는 그림 4에서와 같이 8개의 운전점에서의 값을 요

구하며, 이를 이용하여 다른 부하점의 값을 제시된 보간법을 통

해 계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IEC61800-9-2 : 2017에서는 가변속으로 구동하는 전동기 시

스템의 에너지효율 향상을 위해 CDM과 PDS의 효율 결정방법과 

효율등급을 정의하고 있다[7]. 여기서 효율등급은 전동기 또는 

인버터 자체의 효율등급인 IE 등급과 구별하여 PDS의 경우에는 

IES등급으로 나타내고 있으며, 적용범위는 0.12kW~1MW를 대상

으로 하고 있다.

생산업체중에 전동기만을 생산하거나 혹은 인버터만을 생산하

는 업체가 있다면 제시된 모델인 RCDM(Reference CDM)과 RM 

(Reference motor)을 기준으로 PDS의 효율등급을 산정할 수 있

다. 즉, 전동기만 생산하는 업체의 경우 RCDM을 이용하여 IES 

등급을 산정할 수 있게 하였고, 전력변환장치만 생산하는 업체의 

경우에도 RM을 이용하여 IES 등급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

다. 두 제품을 모두 생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효율측정을 통해 

IES 등급을 산정하면 된다. 이러한 경우에 대하여 그림 5에서처

럼 CDM과 전동기 제작사가 IE/IES 등급을 산정하기 위한 가이

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CDM의 IE등급 산정을 위해 CDM의 손실을 결정하는 형식시

험에는 세 가지 방법이 있다. 첫 번째 방법은 규정된 수학적 모

델 또는 제조사가 제시하는 다른 수학적 모델을 이용하여 계산하

거나, 시뮬레이션하는 방법이다. 두 번째 방법은 그림 6과 같이 

입력측과 출력측의 측정차이를 이용하는 방법이다. 그리고 세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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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입출력의 측정을 통한 손실측정법

Fig. 6 Input-output measurement for CDM loss
그림 8 부하율 그래프 예시

Fig. 8 Example fo a load factor graph

그림 9 입출력의 측정을 통한 손실측정법

Fig. 9 Loss determination by input-output measurement

그림 7 부분 부하시 전동기의 효율

Fig. 7 Motor efficiency vs. Load

째 방법은 냉매의 흐름과 온도차이로부터 열량을 계산하는 방법

이다. 

PDS의 IES 등급 산정을 위한 형식시험은 수학적 계산방법 또

는 입출력단 측정방법을 이용하면 된다.

현재 IEC61800-9-2에서는 CDM의 경우, 효율등급은 IE0부터 

IE2까지만 규정되어 있으며, IE3부터는 아직 정해져 있지 않다. 

여기서 IE1 등급은 RCDM이 기준이 되며, 이 값의 +/- 25% 이

내로 규정되어 있다. IE1보다 25% 크면 IE0, IE1보다 25% 작으

면 IE2로 정해진다. 

PDS의 경우에는 RPDS가 IES1 등급의 기준이 된다. 이보다 

20% 크면 IES0, IES1보다 20% 작으면 IES2가 된다. IES3 이후

부터는 아직 정해지지 않다.

3. 효율 향상에 대한 가능성

현재까지는 에너지 절감을 위해서 전동기의 효율 향상에 중점

을 둔 규제를 시행해 오고 있다. 그러나 전동기 자체만의 효율 

증대만으로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의 극복을 위해서는 시스템

의 효율 향상이 중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시스템 효율의 중요성

은 그림 7과 그림 8에서 알 수 있다. 그림 7은 고효율전동기의 

토크-효율곡선을 보여준다. 대체로 40% 이상의 부하에서는 높은 

효율이 유지되나 40% 미만의 경우에는 효율이 급격히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그림 8은 전동기 운전 중 실제 전동기의 

부하상황을 예시로 보여주고 있다[8]. 전동기가 정격 운전점에서

만 구동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실제 전동

기 용량 선정에 있어서 현실적인 이유로 몇단계 높은 용량의 전

동기를 선정하게 되는 점까지 고려한다면, 실제 전동기는 효율이 

매우 낮은 부하조건인 40% 미만에서 운전되는 경우가 상당히 높

은 비율로 있음을 추정할 수 있다. 이러한 운전조건은 펌프 시스

템에서 흔히 일어나는 경우이다. 이 경우 전동기 또는 인버터 단

품만의 효율 규제 보다는 시스템 전체의 효율을 관리하는 것이 

매우 효과적이다. EU는 이러한 경우에 대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연구해 왔으나, 아직은 현실적은 문제로 적용을 미루고 있는 상

황이다.

이러한 접근과는 별도로 최근에는 IT기술과의 결합을 통해 전

동기의 관리를 효과적으로 하는 방향의 연구도 이루어지고 있다. 

일례로, 그림 10에서처럼 ABB사는 스마트 센서를 개발하여 기존 

전동기 외부에 부착하는 방식으로, 진동, 온도, 과부화, 소비전력 

등의 정보를 수집하여 무선으로 전송하여 유지보수 등의 관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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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하고 있다[9]. 기존에 설치된 전동기에서 이러한 정보들을 

얻을 수 있다면 에너지 저감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

상된다.

그림 10 ABB사의 스마트센서

Fig 10 Smart Sensor made by ABB

4. 결  론

전체 전기에너지의 약 2/3을 소비하는 전동기 시스템의 에너

지 소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고려될 수 있으

며, 고효율 전동기를 사용하는 방법과 가변속제어를 이용하는 방

법이다. 고효율전동기 사용에 관해서는 이미 어느 정도 관련 규

정이 정비되어 가고 있다. 

가변속 제어와 관련한 표준이나 규정은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

로 점차 확정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와 

관련한 연구나 검토는 아직 미비한 상황이다. 본 논문에서는 전

동기 효율과 관련된 해외의 표준 현황을 살펴보았으며, 전동기 

단품의 효율 관리에서 시스템의 효율 관리로 점차 넘어가고 있음

을 볼 수 있었다. 우리나라도 여기에 보조를 맞추어 연구가 이루

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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