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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1. 1. 서서서서
♣♣♣♣
    론론론론    

전동기는 산업 현장에서 회전기계의 주요 동력원

으로써 널리 사용되고 있다. 산업의 발달과 함께 전

동기는 대형화, 고속화, 고전압화 되고 있고 이를 

위한 설계 단계나 운전 시 지금까지의 지식이나 경

험으로는 고려될 수 없었던 진동·소음 문제가 발생

하고 있다. 

전동기의 주요 진동·소음원으로는 고정자와 회전

자의 Slot 조합에 의한 고주파수의 전자기음, 기계·

전기적 가진력과 전동기 부품의 공진에 의한 진동·

소음, 과도한 기계적 불평형이나 헐거움에 의한 진

동·소음 그리고 전동기를 냉각시키기 위하여 사용되

는 전동기 냉각팬에 의한 소음 등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대형 유도전동기의 내부 Air 유동

에 의한 과도한 소음 발생의 원인을 시험적으로 규

명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였다. 

2. 2. 2. 2. 본론본론본론본론    

2.1 2.1 2.1 2.1 전동기전동기전동기전동기    소음소음소음소음    발생발생발생발생    현상현상현상현상    

(1) 전동기 Shop Test 요약 

대상 전동기의 사양은 3100kW, 6600V, 2P, 

60Hz의 3상 수평형 유도전동기로서 Shop Test 시  

94.4dB(A)의 과도한 소음이 발생하였다. 소음 측정 

방법은 전동기 프레임의 벽면으로부터 1m 이격된 

거리에서 고정자의 중심축과 일치하는 위치에 마이

크로폰을 설치하였으며 Fig.1과 같이 주파수 분석결

과 197Hz, 92.9dB(A) 소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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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1 Noise spectrum 

  

2.2.2.2.2222    전동기전동기전동기전동기    소음소음소음소음    원인원인원인원인    분석분석분석분석    및및및및    대책대책대책대책    

(1) 원인 추정 

소음 발생의 원인을 찾기 위하여 추가적인 시험

을 실시 하였다. 전기적 가진력에 의한 영향을 확인

하기 위하여 전동기 전원을 70Hz까지 상승시켜 

Shut Down하여 전기적 영향을 배제시켰으나 과도

한 소음은 저감되지 않았고 전동기 부품의 Impact 

Test 결과 197Hz 대역의 공진주파수를 가지는 부

품은 확인할 수 없었다. Shut Down시 특정 RPM 

대역에서 소음 발생을 확인하였으며 통풍상자 내부

의 공명소음임을 추정하였다.  

 

(2) 통풍상자 내부 Air 순환에 의한 소음 

통풍상자는 전동기 내부에서 발생하는 열의 교환

이 이루어지는 부품으로서 Fig.2에 프레임 내/외부 

Air 유로를 나타내었다.  

 

 
Fig.2 Heat Exchanging of Mo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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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 Wind noise of 1 cylinder 

 
통풍상자 내 원기둥 모양의 튜브를 횡단하는 공

기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있다. Fig.3처럼 Cylinder 1개
를 횡단하는 공기 유동의 소음을 측정할 수 있으며 
Peak 성분의 공력소음 주파수는 식(1)로부터 구할 
수 있다.  

D
U

stfreq ×=        (1)  

     freq : Peak 성분의 주파수 (Hz) 

      st : Strouhal number 

      U : 유속 (m/s)  

      D : 관 직경 (m) 

 
튜브 주위에서 발생하는 Peak 주파수와 전동기 

내부에서 형성되는 음향모드가 일치하는 경우에는 

큰 공명소음이 발생한다. 양단 폐관의 조건에서 공

명주파수는 식(2)와 같이 구할 수 있다. 

 

L
cn

freq
2
⋅=         (2) 

L: 전동기 벽간 거리(m),  

c : 음속(340m/s), n : 기본차수(n=1,2,3,…) 

 

(3) 내부 Air 유동에 의한 공력소음 확인 

전동기의 구조를 변경할 수 없는 상황에서 공명

소음을 회피하기 위해서는 식(1)에서 가진주파수를 

전동기 내부의 공명주파수로부터 회피 시켜야 한다. 

프레임과 통풍상자 사이에 Air 유동 방지장치를 설

치하였고 통풍상자로 향하는 유로의  단면을 절반 

밀폐했을 때 소음은 8dB(A) 감소하였으며 완전 밀

폐 시켰을 때 12dB(A) 감소함을 확인하였다. 

이로써 과도한 소음의 원인은 전동기 내부의 Air 유

동에 의한 공력소음임을 판단할 수 있었다. 

 

(4) 내부팬 재설계를 통한 소음 저감 대책 

Fig.4에 RPM 변화에 따른 Peak 주파수의 경향

을 나타내었다. 2996RPM 이전에는 197Hz 대역의 

 
Fig.4 Noise level according to RPM 

 

 
Fig.5 Reduced noise after changing diameter 

 

소음 Level이 60dB 이하였으나 3099RPM을 통

과하여 3600RPM까지 계속해서 상승함을 확인할 

수 있다. 식(3)의 팬 상사법칙으로부터 2996RPM에 

상응하는 내부 유량을 만족할 수 있는 내부팬의  

지름을 기존 430mm에서 405mm로 재설계 하였다.  

그 결과 Fig.5에서처럼 소음은 94.4dB(A)에서 

82.1dB(A)로 감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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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현재 팬 외경,  D2：수정 팬 외경 

Q1：현재 풍량,     Q2：수정 풍량 

 

3. 3. 3. 3. 결결결결        론론론론    

본 논문에서는 전동기 내부의 Air 유동에 의한 공

력소음을 시험적 방법으로 분석하였으며 팬 상사법

칙으로부터 전동기 내부의 소음을 최적화 할 수 있

는 팬의 사양을 정하였다. 전동기 내부의 Air 유량

은 온도 냉각 요구조건을 만족하기 위하여 설계되

는데 소음 발생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설계 시 

항상 고려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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