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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we compared the industrial induction motors sold by leading
international companies and developed a 7.5 kW super premium (IE4) class
4-pole three-phase induction motor, the prototype for which was designed and
produced herein. We designed and fabricated a stator, an Al/Cu rotor, housing,
bearing front and rear covers made of Al 6061, a shaft, and a cooling fan. The
cooling fan produced with 3D printing technology was assembled on the unload
shaft. Following motor assembly, its mechanical performance such as noise,
vibration, wind speed, and efficiency were analyzed. Compared with the
considered international-standard motors, our proposed motor exhibited superior
performance in terms of noise, balancing, and efficiency. In this paper, IE4-class
efficiency was achieved with Al and Cu die-casting rotors. In the future, we plan
to achieve IE5-class efficiency with Cu die-casting and develop Al/Cu hybrid
rotor fabrication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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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이루어져왔다. 전동기 시장을 주도하는 해외 선진업체 대비 연구
개발 인력 및 인프라가 취약하며 중국 등 후발 주자의 급속한 기술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절감 및 온실가스 저감을 위하여 최저 효

추격으로 인해 국내 기술 개발이 시급한 실정이다. 기존 Al 다이

율제(MEPS: minimum energy performance standards) 정책을

캐스팅 회전자를 Cu 다이캐스팅 회전자로 대체하면 모터 손실을

실시하여 고효율 전동기의 보급 확대를 장려하고 있다. 최저효율

줄이고 전동기 효율을 향상 시킬 수 있다. Cu 다이캐스팅 회전자

기준을 IE2에서 IE3로 강화하는 추세로 국내에서도 2015년부터

유도전동기의 경우 회전자 동손이 낮기 때문에 회전자 발열 감소

IE3로 기준을 상향 조정하였으며, IE4 및 IE5의 전동기 효율 기준

로 인해 Al 다이캐스팅 회전자에 비해 2~5℃ 정도 온도 상승을

전환은 2030년까지 반드시 실시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속적인 전

줄일 수 있다[1-4]. Cu는 용융 온도가 높기 때문에 다이캐스팅 조건

동기 제어 기술 및 전력반도체 소자의 발달로 인하여 유도전동기

이 어려워 현재는 Al 다이캐스팅 방법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 기

를 비롯한 다양한 전동기의 활용범위가 지속적으로 확장되고 있는

존 IE3급 유도전동기는 Al 회전자가 사용되고 있으나 IE4급 효율

추세이며, 산업용 회전기계가 소형화에서 대형화로 바뀌면서 구동

을 달성하기 위해서 해외 선진사에서는 전기 전도도가 높은 회전

용 모터에서 발생되는 소음 저감을 위한 기술개발이 지속적으로

자 소재의 사용이 요구되어 전동기 초기 구동시 동손 저감이 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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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 회전자의 장점과 유도전동기의 정격부하 운전 중 효율이 우수
한 Cu 회전자의 장점이 결합된 하이브리드 회전자를 주로 이용하
고 있다[5-7]. 본 논문에서는 국내외 유도전동기 시장을 주도 하는
선진업체들이 판매하고 있는 제품과 본 연구를 통해 직접 설계 및
시제품 제작을 진행한 개발 유도전동기를 비교 분석 하여 소음/진
동/밸런싱/공극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현하였다. 또한 비용이
많이 소모되는 Al/Cu 하이브리드 회전자가 아닌 Al, Cu 회전자로
IE4급 효율을 달성 할 수 있는 개발 7.5 kW IE4(super premium)
급 4극(phase) 삼상유도전동기의 핵심부품인 고정자, 축계, 알루
미늄 합금 하우징, 베어링 앞뒤커버, 3D 프린팅 냉각팬과 Al, Cu
Fig. 2 Induction motor vibration measurement setup

다이캐스팅 회전자를 각각 조립하여 기계적 성능 평가를 진행하였
다. 축 흔들림 12 µm 이하인 정밀 가공 샤프트와 베어링, Al
rotor를 열박음 하고 샤프트 부하측과 반부하측에 대한 각각의 밸
런싱을 0.8 g 이하로 진행하였다. 3D 프린팅 기술을 적용한 냉각
팬을 반부하측에 조립하여 축계를 완성하였다. (Ø0.85 × 5Reel +
Ø0.90 × 5Reel) × 16turn 권선사양을 충족하는 고정자를 개발하
여 하우징과 열박음 공정을 진행하였다. 전동기 조립 후 소음, 진
동, 풍속, 온도 상승, 역율, 효율 등 기계적/전기적 성능 분석을 진
행하였다.

2. 국내외 상용 유도전동기 기계적 성능 분석
및 개발 유도전동기 단위부품 제작
Fig. 3 Induction motor balancing measurement setup

2.1 기계적 성능 분석

총 5회 측정하여 평균값을 도출하였다[7]. 소음 측정실 초기 소음

국내 유도전동기 생산업체 A, B, C사와 해외 선진사 Z사에 대한

값은 42.0 dB 였으며, 소음계는 교정(calibration)기관에서 교정

소음, 진동, 밸런싱, 풍속, 효율 등을 분석하였다. 국내 상용유도전동

받았으며 KS C 1502 규격에 적합한 소음계를 사용하였다. 무부하운

기 모델은 IE3급 7.5 kW 4극 3상 유도전동기이며, 해외 선진사

전시 측정된 유도전동기의 회전속도는 역뱡향 1,800 rpm으로 회전

모델은 IE4급 7.5 kW 4극 3상 사양을 가진다. 개발된 Al, Cu rotor로

되고 30분 워밍업 후 각 방향에서 소음을 측정하고 평균값 결과를

제작된 7.5 kW 유도전동기를 포함한 총 7대의 유도전동기 기계적

Table 1에 나타내었다. 제조사별 유도전동기의 풍속과 냉각팬 사이

성능 분석 셋업 중 소음은 Fig. 1과 같이 KS C IEC 60034-9 규격에

즈가 커질수록 소음 값도 크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다.

따라 전동기 출력이 1 kW 이상이므로 유도전동기의 정면, 우측면,

유도전동기의 진동 측정은 KS B ISO 21940-13 규격에 준하여

좌측면, 후면 총 4방향으로 측정하였으며 각 방향 당 1 m 거리에서

측정하였으며 진동 측정용 전용 테이블(500 × 300 × 15T)을 제작
하여 외부 진동을 최대한 차단하였다. Sigma사의 Field balance
측정기를 이용하여 전동기를 장착한 테이블의 14 포인트에서 각
포인트 별로 3회 측정 후 평균값에 대한 진동을 계산하여 Table
1에 나타내었다[9].
국내외 유도전동기 4대의 경우 소음, 진동, 풍속, 효율을 측정
하고 나서 모두 분해한 후 회전자의 밸런싱 측정을 Fig. 3과 같은
밸런싱 머신을 설계 및 제작하였다. 정밀한 측정을 위해 회전자
양끝단의 높이 기준을 하이트 게이지를 이용하여 10 µm이내로
정렬 하였고 부하측에 제작된 반키를 삽입 하였으며 베어링이 체결된

Fig. 1 Induction motor noise measurement set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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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7.5 kW induction motor mechanical properties
measurement results
Division

Domestic
A(IE3)

B(IE3)

International
C(IE3)

Z(IE4)

Stator diameter
(cylindricity)
[mm]

139.673
(0.083)

135.023
(0.087)

149.986
(0.077)

129.966
(0.067)

Rotor diameter
(cylindricity)
[mm]

138.582
(0.025)

133.898
(0.025)

149.004
(0.042)

129.257
(0.018)

Air gap [mm]

0.546

0.563

0.491

0.355

Balancing Load
[g]
Unload

0.44

0.48

0.45

0.63

0.42

0.33

0.43

0.40

Rotor weight [kg]

20.60

17.92

18.50

21.88

Noise [dB]

65.4

72.6

58.5

62.7

Vibration [µm]

6.293

5.359

8.778

6.241

Wind speed [m/s]

3.6

6.1

3.2

4.4

Efficiency [%]

92.24

91.59

92.10

92.40

Rotor type

Table 2 7.5 kW induction motor rotor dimensions measurement
results
[unit: mm]

Al
Al
Al
die-casting die-casting die-casting

Domestic

Division

International

A(IE3)

B(IE3)

C(IE3)

Z(IE4)

Drive end (DE)

100.696

97.160

100.936

102.712

Bearing-core

73.06

86.24

92.48

68.28

Core-core

162.78

153.48

130.55

178.25

Core-bearing

73.86

80.78

87.27

64.73

Non drive end
(NDE)

54.04

39.59

68.92

49.99

Bearing-bearing

309.800

320.500

310.300

310.300

Type of bearing

6208ZZ6207ZZ

6208ZZ6206ZZ

6208ZZ6208ZZ

6208ZZ6208ZZ

Table 3 7.5 kW induction motor bearing-core length measurement
results
[unit: mm]

Al/Cu
hybrid

Load axis

Unload axis

Manufacturer Bearing Bearing Position Bearing Bearing Position
-stator

상태로 역방향 1,800 rpm 속도에서 밸런싱을 측정한 결과는 Table
1에 나타내었다. RPM measurement와 진동의 크기는 Sigma사의
Field balance 측정기를 이용하였으며 부하측(drive end)와 반부하
측(non drive end)에 각각 진동 센서를 부착하여 밸런싱 정도를
측정하였다.
회전자와 결합된 샤프트 축 흔들림량과 회전자의 밸런싱 정도에
[10]

따라 유도전동기의 진동 값에 영향을 줄 수 있다 . Table 1는
각 제조사별 유도전동기의 고정자 및 회전자의 직경(진원도), 공

-rotor

error

-stator

-rotor

error

Domestic
A(IE3)

77.442 73.060

4.382

75.176 73.860

1.316

Domestic
B(IE3)

87.250 86.244

1.006

84.809 80.778

4.031

Domestic
C(IE3)

91.868 92.480

-0.612

92.458 87.270

5.188

International
69.085 68.280
Z(IE4)

0.805

63.910 64.730

-0.820

효율을 만족함을 알 수 있다[11].

극, 밸런싱, 회전자 무게, 소음, 진동, 풍속, 효율, 회전자 타입에
대한 전체적인 결과를 표로 나타내었다. 전동기 효율은 다이나모

국내에서 Al die-casting 방식으로는 기술적/비용적인 문제로

시험을 통해서 측정되었으며, 해외 선진사 제품은 IE4급(92.4%)

IE4급을 달성하기 힘들기 때문에 모든 전동기를 분해하여 Fig. 4
와 같이 고정자와 회전자 조립시 위치 공차에 따른 효율과의 상관
관계를 분석하고 개발 7.5 kW 전동기 조립시 위치 공차를 최소화
하고자 한다. 우선 하이트 게이지 및 버니어 캘리퍼스를 이용하여
유도전동기 회전자 치수를 측정하였다. 6개 구간에 대한 치수를
Table 2와 같이 분석하여 고정자와 조립시 위치 공차에 따른 전동
기 효율 상관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3차원 측정기를 이용하
여 유도전동기 회전자/고정자의 직경(진원도 및 원통도)를 측정하
여 Table 1에 나타내었다. 회전자와 고정자 직경(진원도 및 원통
도) 값에 의한 공극결과 값이 전동기 조립시 효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하고자 한다.
Table 2에서 측정된 값을 기준으로 부하측과 반부하측 별로 베
어링 코어간의 길이 오차를 분석한 결과 Table 3와 같이 국내외
IE3급 전동기는 위치 에러가 -0.612 mm에서 5.188 mm까지 크게

Fig. 4 Rotor and stator bearing and core length error measur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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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Shaft manufacturing process

들림 규격 중 일반등급 적용과 냉각팬 소음/진동에 의한 베어링
Fig. 5 Stator position tolerance

소손과 샤프트 부식에 의해 전동기 수명 단축을 야기하는 문제점
이 있다. 샤프트 정밀 가공 후 베어링과 열박음 하기 전에 축 흔들
림 측정 장비를 이용하여 12 µm 이내 축 흔들림을 가지는 샤프트
를 선별하였다. 기존 샤프트가 CNC 절삭, 열처리, 연마, 휨교정,
정밀측정 순으로 가공 했다면 이번 논문에서 제작된 샤프트는
CNC 절삭, 연마공정, 정밀 측정 순으로 제작하였다. Fig. 7과 같
이 샤프트 제작시 열처리, 휨교정 공정을 제외하고 정밀등급 축흔
들림을 가지는 샤프트를 제작 할 수 있는 설계 및 가공 공정 기술

Fig. 6 Rotor position tolerance

을 적용하였다. 특히 샤프트 설계시 회전체 동역학 해석을 적용하
여 샤프트 축 흔들림을 줄임으로서 전동기 소음과 진동을 최소화

차이가 있었으나 해외 선진사 제품의 경우 1 mm 이내로 정밀한

하였다.

조립 공차를 가지고 있었다.

선별된 샤프트는 회전자 및 베어링과 조립되고 유도전동기의 밸
런싱 등급 및 사용 최고 회전수에 의해 수정면 편심(ε)의 허용값(g)

3. 개발 7.5 kW 유도전동기 조립 및 기계적 성능 평가

이 정해진다.

3.1 개발 7.5 kW 유도전동기 조립

   ×  ÷ 

개발 7.5 kW IE4급 유도전동기는 크게 고정자, 회전자, 축, 프

(1)

G : 등급수, n : 최고회전수(rpm), ε : 수정면 편심, W : 제품중

레임, 베어링 커버, 냉각팬, 팬 커버로 나눌 수 있으며 세부적으로

량, r : 수정반경 이와 같이 계산된 수정면 편심으로부터 허용량이

는 약 32개의 부품으로 구성되어 있다. 고정자의 경우 전기 강판의

계산되며 Fig. 7과 같은 결과를 보인다. 7.5 kW IE4급 유도전동기

자기적 손실 최소화를 위한 응력제거 열처리 기술 및 자기적 손실

의 경우 G1 등급에서 G2.5 등급 사이인 1.2 g 이하의 값을 적용하

영향도 측정 기술이 요구된다. (Ø0.85 × 5Reel + Ø0.90 × 5Reel)

면 유도전동기의 소음/진동을 줄이고 효율을 상승 시킬 수 있을

× 16turn 권선사양을 충족하는 고정자를 Fig. 5와 같은 기준으로

것으로 사료된다.

제작하였다. 프레스 웰딩 방식을 적용하였고 열처리 공정을 통해
응력을 제거하였다.
회전자 코어 소재는 50PN400을 사용하였으며 적층 방식은
interlocking 기술을 적용하고 열처리 공정을 적용한 Al, Cu
die-casting(1) 회전자와 열처리 하지 않은 Cu die-casting(2) 모델을
제작하였다. 회전자 소음 저감을 위해 skew 타입의 회전자를 개발하
였고 Fig. 6 기준에 따라 제작하였다. 샤프트와 회전자 베어링과의
조립시에 열박음 공정을 사용하였다. Al die-casting 회전자의 무게는
23.12 kg 이며 Cu die-casting(1) 회전자의 무게는 28.32 kg, Cu
die-casting(2) 회전자 무게는 28.34 kg 이다.
산업용 유도 전동기 샤프트는 주로 S45C 소재로 샤프트 축 흔

Fig. 8 Balancing standards according to induction motor rotation spe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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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Shaft assembly and bearing cover tightening tolerance

  ×÷

(2)

베어링 커버 재질은 알루미늄 소재는 기존의 유도전동기 베어링
커버 소재로 쓰였던 주철에 비해 항복강도가 약 3배 정도 작아서
커버와 프레임 조립시 변형이 생기거나 베어링 외륜이 이탈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얇은 두께의 원형 박판인 베어링 플레이
트를 사용하여 베어링 외륜과 베어링 커버 사이에 강성을 보완하
였다. 베어링 플레이트를 Fig. 8과 같이 부하측과 반부하측 베어링
과 커버 내경 사이에 각각 삽입함으로써 회전자 회전시 고정자와
회전자간에 공극 변화에 주는 영향을 줄 일 수 있고 이는 유도전동
기 효율 상승에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
유도전동기 구동시 소음 저감 및 효율 상승을 위한 냉각팬 사
이즈 최소화를 진행 하였다. 냉각팬 사이즈를 기존 100% 기준으

Fig. 10 Induction motor unit part manufacturing process

로 75%, 50%로 각각 수정 설계 하였으며 3D 프린팅이기를 이
용하여 2가지 소재에 대한 냉각팬을 각각 시제작 하였고 Fig. 9

로 고방열 경량소재를 적용하여 전동기 소형 경량화로 효율 상승

에 나타내었다. 가장 보편적이고 많이 사용되는 플라스틱 수지인

이 가능하다.

ABS (acrylonitile+POLY-butadiene+styrene)로 테스트를 진행

3.2 개발 7.5 kW 유도전동기 기계적 성능 평가

하였으나 샤프트와 조립 및 분해시 충격강도의 저하 문제로
M2G-CL 소재로 변경하여 3D 프린팅 기술과 수축률 보정을 적

샤프트 축 흔들림 정밀등급(25 µm) 이하 샤프트와 냉각팬 사이

용하여 기존 사이즈 35.0 mm에서 35.4 mm 변경하여 냉각팬을

즈를 75%로 감소시켜 3D 프린팅한 냉각팬과 함께 축계를 구성하

제조하였다.

였다. 회전자와 결합된 축계는 밸런싱 측정 장치에서 부하/반부하

전동기 프레임 소재로 주철 또는 열전도도가 낮은 알루미늄 합

측 각각 0.8 g 이내의 밸런싱을 가진다. 밸런싱 공정 후 고정자,

금을 사용하고 있어 방열 및 냉각성능이 낮은 문제점이 있다. 특히

하우징, 베어링 앞/뒤 커버와 조립하고 냉각팬과 팬 커버를 결합

주철의 경우 1,700℃ 이상의 높은 용해온도가 요구되고, 일반적으

후 최종적으로 소음, 진동, 풍속, 효율 등을 측정하고 분석한다. 해

로 사형 주조를 통해서 제조되므로 생산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외 선진사 IE4급 제품과 개발된 유도전동기에 대한 비교 분석은

있다. 전동기의 경량화 및 냉각성능 확보를 위한 고방열 경량소재

Fig. 10과 같다.

를 적용한 프레임을 압출 공정으로 제작하였다. 전동기 허용온도

개발 7.5 kW IE4급 유도전동기의 유도전동기 회전자 타입에 따

상승 내에서 작동될 때 평균 수명이 30년 기준으로 보고 있으나

른 밸런싱/진동/소음/공극 특성은 Table 4와 같으며 회전자 소음의

과부하 운전이나 주변 환경 영향으로 10℃ 초과시 전동기 수명은

경우 Al die casting 61.0 dB, Cu die casting(1) 64.0 dB, Cu

절반으로 줄어든다. 즉 모터의 방열은 전동기의 수명과 직결 되므

die casting(2) 62.9 dB로 회전자 중량에 따라 소음이 커짐을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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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Measurement results for induction motor noise/vibration/wind speed/air gap/balancing/efficiency
Table 4 Mechanical characteristics of the developed 7.5 kW
induction motor according to rotor type

Fig. 12 Comparison of induction motor temperature according
to cooling fan size

수 있다. 진동은 Al die casting 12.02 µm, Cu die casting(1)
13.56 µm, Cu die casting(2) 14.11 µm로 회전자 무게, 밸런싱
및 축 흔들림 량에 따라 진동이 작아짐을 알 수 있다. 풍속은 모터
좌측 하단에서 가장 높은 풍속을 기록하였으며 3.2~3.7 m/s의 값

Division

Al die
casting

Cu die
Cu die International
casting(1) casting(2)
Z(IE4)

Stator diameter
(cylindricity)
[mm]

149.999
(0.064)

149.996
(0.048)

150.009
(0.053)

129.966
(0.067)

Rotor diameter
(cylindricity)
[mm]

149.024
(0.0075)

149.024
(0.011)

149.022
(0.017)

129.257
(0.018)

Air gap [mm]

0.487

0.486

0.493

0.355

Balancing Load
[g]
Unload

0.29

0.45

0.63

0.63

0.27

0.38

0.59

0.40

Rotor weight [kg]

23.12

28.32

28.34

21.88

Noise [dB]

61.0

64.0

62.9

62.7

Vibration [µm]

12.016

13.558

14.107

6.241

Wind speed [m/s]

3.7

3.2

3.3

4.4

Efficiency [%]

92.90

93.40

93.10

92.40

Rotor type

Al
die-casting

Cu die
casting

Cu die
casting

Al/Cu
hybrid

을 가졌다. 개발 전동기의 풍속이 해외 선진사 제품보다 낮은 이유
는 기존 사이즈 대비 75%로 줄였기 때문이다. Fig. 11과 같이 냉

을 달성하였음을 알 수 있다.

각팬을 100%, 75%, 50% 사이즈별로 제작하여 시간에 따른 전동

유도전동기 효율 향상을 위해 전동기 조립시 고정자 코어와 회

기 온도 상승을 측정하였는데 100%, 75%의 경우 전동기의 온도

전자 코어 정렬 오차 최소화를 위해서 개발 7.5 kW 유도전동기는

상승이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냉각팬 사이즈 축소에 따른 철손

조립 공차 관리 공정이 필요하다. Table 5와 같이 고정자와 회전자

및 소음 감소 효과와 온도 상승 최적화가 가능한 사이즈를 75%로

의 정렬 오차 값을 기준으로 스프링 와셔의 위치 및 두께를 결정하

선정하였다. 역률(power factor)의 경우 3개 전동기 모두 77% 이

고 ± 1.0 mm (0.5t 강판 4장 이후 기준) 이내로 조립 공차를 관리

상의 값을 보였다(IE4급 기준: 77.0% 이상). 마지막으로 효율은

하였다. 부하축은 설계값 대비 –1.081~0.807 mm의 오차값을 가

7.5 kW IE4급 기준 92.4% 이상이므로 3개의 회전자 모두 IE4급

지고 반부하축은 설계값이 2.260 이므로 –0.727~0.426 mm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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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전동기를 개발한 후 해외 선진사 IE4급 유도전동기 방식과 같

Table 5 Developed 7.5 kW induction motor bearing-core length
measurement results
[unit: mm]
Load axis

은 Al/Cu hybrid 회전자를 적용한 IE5급 유도전동기 제작 기술을
개발하고자 한다.

Unload axis

7.5 kW IE4급 해외 선진사 제품과 성능 비교시 진동, 공극, 풍

Division Bearing Bearing Position Bearing Bearing Position
-stator -rotor
error -stator -rotor
error

속을 제외한 소음, 밸런싱, 효율 부분에서 앞선 성능을 보유함을

Designed

79.50

79.50

0

Al die
casting

79.424

79.20

79.56

77.30

2.260

알 수 있었다. 특히 Al, Cu die-casting 공정으로만 회전자를 제작

0.224

79.446 76.760

2.686

하여도 IE4급 달성이 가능하다는 점이 주목할 만한 결과이다. 추

Cu die
79.527 78.720
casting(1)

0.807

78.701

1.861

Cu die
79.629 80.710
casting(2)

-1.081

77.113 76.840

후 Al/Cu hybrid 회전자 개발, 고정자/회전자 조립 공차 개선, 공
77.0

극 0.45 mm 이하로 개선 적용 시 현재 개발 전동기의 IE4급을
넘어서 ultra-premium efficiency (IE5)급 전동기 개발이 가능 할

1.533

것으로 사료된다.

후

차값을 가지므로 스프링 와셔로 정렬을 하여 유도전동기 효율을

기

상승 시킬 수 있다.
이 논문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으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아 수행

4. 결 론

된 연구임을 밝히며, 이에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차세대
고효율(IE4) 전동기 오픈플랫폼 구축 및 운영” No. 2019201010

국내 IE3급 및 해외 선진사 IE4급 7.5 kW 유도전동기의 소음/

6780).

진동/밸런싱/풍속 측정을 통해 기계적 성능 데이터 베이스를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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