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35

와 류 발열장치를 응용한 모터 구동형 히터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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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에서는 와 류를 생성하는 모터를 제어하여 구동하는 히터를 설계하 다. 모터는 와 류 히터의 회

체를 구동하는데, 자기장은 와 류 히터의 회 체와 고정체 사이의 공기간극에서 주어지며, 고정체에 한 회

체의 운동은 와 류를 발생시키며 이것이 결국 열을 발생시키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 장치의 효율에 향을 

주는 요소들의 분석을 해 8개와 16개의 자석으로 구성된 회 을 이용하 다. 그 결과 자기장의 자극은 모

터의 속도와 회 체를 구성하는 자석의 개수에 의해 향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ABSTRACT

This paper descries the operation of a heater which was designed to control a motor that generates an eddy current. As the motor drives the rotor of an 

eddy current heater, magnetic fields are provided within the air gap between an eddy current heater’s rotor and stator. Throughout the research, a rotor  

composed of 8 and 16 pieces of magnets was used to analyze which are the factors that affect the efficiency of this equipment. Test results showed that the 

magnetic fields are influenced by variable functions including the velocity of a motor and the quantity of magnets composing a ro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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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21세기  사회는 태양[1], 풍력[2] 등의 자연에

지를 기에 지로 변환하는 기술의 개발과 더불어 

필요시 장된 에 지를 사용하는 에 지 장  공

 기술, 기를 사용하는 제품들의 기사용 효율의 

등 제  고효율화 등 다양한 신기술의 개발을 통해 

기 사용을 감하려는 노력이 지속 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최근에는 기에 지에 

자연에 지를 추가함으로서 효율을 극 화하여 열에

지를 생성하는데 한 심이 확산되고 있다. 

기에 지가 열에 지로 변환되어 사용되는 분야

는 매우 넓다. 를 들어 제품 형의 가열, 건조, 제품

의 제조 공정 등이 모든 분야에 필수불가결한 공정 

일뿐만 아니라 건축, 빌딩, 가정용 냉난방에 사용되는 

기의 열변환 등에도 많이 사용되고 있다[3-4]. 기

를 열로 바꾸는 장치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모

터는 기 사용의 주요 제품인데, 모터의 효율을 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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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이라도 높인다면 기에 지를 생산하기 한 

투자를 이는데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기에

지를 열로 변환하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기에 지

에 자연에 지를 추가하여 열에 지를 얻는 량을 증

시킬 수만 있다면 이러한 방법은 에 지 생산의 효

율을 제고하는데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즉, 투입

된 기량 비 변환되는 에 지의 량이 기존의 기술

에 의한 효율보다 높은 효율이 될 만큼 발생된다면 

이를 응용한 제품의 개발은 경쟁력 우 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기에 지를 열에 지로 변환시켜 산업용 제조공

정에서 사용하는 한가지의 가 유도가열기술이다

[5-8]. 감긴 코일에 류를 흘려 고주 를 달하면 

코일 내에 치한 도체 재질의 소재에 유도 류가 

흘러 비 으로 고온으로 가열하게 되는 유도가열 

방식 은 이미 리 사용되는 기술로서, 자기장이 교번

하면서 와 류가 발생하여 도체에 하면서 열로 

변환되는 원리를 응용한 것이다. 이 기술은 철강의 용

해로, 강재의 열처리 공정과 부품 생산, 보일러 등 다

양한 곳에 응용되고 있다[9-10]. 

본 논문에서 언 하는 기술은 기를 직  코일에 

흘려서 와 류 발열을 발생 시키는 것이 아니고 구

자석이 갖는 자기장의 세기를 이용하여 비 으로 

도체에 와 류를 발생시켜서 열을 발생되도록 하는 

것이다. 

이 기술은 와 류를 이용하여 열을 발생시켜 이를 

상업 으로 사용하는 장치  제품을 개발하는데 목

이 있다. 이와 같은 방식을 통해 모터 회 에 의한 

와 류 유도가열방식의 이동형 온수기 제품, 산업용 

열기 제품  와 류 유도가열방식의 열 공  장치 

개발 등에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풍향 등의 자연에

지를 이용하여 모터를 체할 회 력을 얻는다고 

가정하면 기존의 기에 지에 자연에 지를 더함으

로서 열에 지를 만들어내는데 있어서 효율을 극 화

할 수 있을 것이다.

Ⅱ. 와 류온수기 제작

와 류 상은 도체의 내부 안에서 만들어지는 

류로, 도체 체가 아닌 일부분에 소용돌이 모양으로 

닫힌 통로를 흐르는 류로서, 도체 내부를 지나는 자

기력선속의 변화로 인해서 생기는 류를 일컫는다. 

자석을 도체  에서 이동시키면 자기력선속이 변하

면서 맴돌이 류가 생기고, 맴돌이 류의 자기장은 

자석의 이동을 방해하게 되는데, 이 맴돌이 류를 와

류라고 한다. 

 와 류 발열은 자기장의 변화가 발생하고 있는 자

계 에 놓여있는 도 성 물체 내에 발생하는 와류손 

는 히스테리시스 손을 이용하여 가열하는 방식이다. 

피가열체가 도 성일 때는 피가열물에 직  열이 발

생하지만 연성일 때는 우선 도 성 용기 에서 발

생하는 열을 가지고 용기 속에 있는 피가열물을 간

으로 가열시키게 된다.

 와 류 발열을 이용한 가열방식은 피가열체 내에

서 직  열을 발생시킬 수 있으며 다른 가열 가열방

식에서처럼 열원을 이용하지 않는다. 화석연료 사용에 

비해 주  온도가 높아지지 않고, 이산화탄소 배출도 

없기 때문에 탄소배출에 의한 환경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로벌한 규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

 그림 1은 열변환 장치 기구부에 들어가는 8개 혹

은 16개의 자석을 수용하는 2개의 외함 설계도이다. 

이것은 자석 배열방식에 따른 열발생 정도를 실험하

기 한 장치로서, 모터와 고정 임, 자석, 자석고

정 지그로 구성되어있으며, 자석의 개수에 따른 온도

변화를 알아보기 한 방안이었다. 그림1에서 (a)에는 

총 8개의 자석이 치하며 (b)에는 총 8개의 자석이 

배치되도록 하 다. 이 두 개의 구조는 후에 구조물에 

의한 효율을 측정하는데 사용되었다. 

   

               (a)                     (b)

그림 1. 히터의 외함 (a) 자석 8개, (b) 자석 16개
Fig. 1 Enclosure of Heater (a) 8 piece magnet, (b) 16 

piece magnet

그림 2는 그림 1의 외함이 발열체 에 고정되어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즉, 1차 측에 자기장을 발

생하는 자석을 배치하고, 2차측에 도체 을 고정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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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로서 모터로 1차측 자석을 회 시키면 고정된 2차 

측 도체 에 자계의 변화가 연속으로 나타난다. 이 자

계의 변화로 와 류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열이 발생

하는 것이다.

 

그림 2. 발열체 구성도
Fig. 2 Block diagram of heater

그림 3은 그림 2의 상 에 물통 등을 올려놓을 수 

있도록 선반의 역할을 하는 구조물이 있는 발열장치

를 보인다. 그 선반 아래에는 모터에 의해 회 하는 

히터의 외함이 보인다.

 

그림 3. 발열체 사진
Fig. 3 Picture of heater

자석은 회 할 때 가열물에 자속의 교번이 일어나

도록 극을 변화하면서 부착한다. 여러 가지 자속의 크

기나, 배열 구조, 자속교번 속도 등에 따른 변화를 시

험하기 해 다음과 같이 구성해보았다.

그림 4는 와 류 온수기 실험장치의 구성 불록도이

다. 열을 발생시키는 와 류 발생 장치부와 모터를 회

시키기 한 인버터, 모터의 속도를 제어하기 한 

인버터 제어 컨트롤보드부, 각종 센서 피드백신호를 

취득하는 센서보드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종 검출용 센서로는 열과 온도를 제어하기 해 

취득해야할 물 온도, 탱크자체 온도 검출용 온도센서, 

물 사용 시 물의 배출 속도를 측정하는 유량센서, 모

터속도 측정용 스피드센서, 인버터 출력 류 측정 센

서를 사용한다.

그림 4. 히터의 기장치 블록도
Fig. 4 Block diagram of electrical equipment in heater

그림 4의 기장치를 운용하는 로그램은 그림 5

와 같이 설계되었다. 

그림 5. 히터구동제어기 
Fig. 5 Heater driving controller

해당 로그램은 써미스터를 이용한 온도계측 보드

에서 데이터를 취득하여 실시간 데이터를 장하고 

이를 디스 이를 하는 기능을 한다. 로그램에서 

ADC를 이용하여 취득한 데이터를 사용자가 설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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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와 비교하여 온도유지를 한 온도의 증가  

감소를 단하며,  이 때 취득데이터와 설정데이터간

의 온도 차이에 따라 모터 속도를 제어하는 기능을 

갖는다. 이것은 UDP통신을 통한 마이크로컨트롤러와 

PC와의 통신 구 으로 구 되었다. 이외에도 시스템

의 자동온도조 모드와 수동조작모드의 상태알림 표

시,  재 모터의 속도  토크 디스 이,  시스템 

구동  에러사항 경고기능, PC와의 데이터 통신에 

따른 추가기능을 부여하는 것들이 가능하도록 로그

래  되었다.

그림 6은 이진데이터로 이루어진 데이터를 처리하

여 신호의 해석  형 분석을 하는 로그램이다. 

이진데이터는 사용 인 디지타이  등의 PCI, PXI보

드에서 제공되는 툴을 사용하거나 외부 컴 일러를 

이용한 로그램을 작성하여 데이터를 얻고 처리한다. 

본 로그램은 기존에 사용 인 컴 일러나 데이터 

수집 로그램에서 추출한 출력값인 이진데이터를 가

공하고 이를 그래 로 도식화하여 신호처리를 수월하

게 하 다. 

그림 6. 신호의 해석  형 분석 제어기
Fig. 6 Controller for interpreting and analyzing of signal

한 어떠한 타입의 이진데이터라도 헤더 부분의 

데이터 주소를 알 수 있다면 이를 제거한 후 순수한 

데이터를 추출하여 샘 링을 거쳐 그래 에 도식화하

여 데이터를 처리하고, 처리된 데이터를 문자열로 

장하여 다른 로그램에서도 충분히 활용 가능하도록 

하 다. 이러한 운용은  와 류 발열장치에서 다수의 

센서와 DAQ보드를 이용한 다채 의 입력에 따른 다

채 의 출력 데이터를 도식화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한개의 데이터 수집 로그램으로 가능하도록 할 것

이다.

그림 7. 모터제어기
Fig. 7 Motor controller

그림 7은 와 류을 발생시키기 한 모터제어 로

그램이다. 기존의 모터 제어를 한 로그램의 경우 

포지션 제어, 출력의 세기 등 한 가지의 특화된 기능

을 목표로 설계되는 것이 부분이다. 이러한 기존 설

계방식에 따라 센서와 같은 외부 변화 요인에 따른 

모터 동작에는 두 가지 이상의 모듈이 필요하고 이에 

따른 두 가지 이상의 로그램이 필요하 다. 하지만 

본 로그램은 센서의 데이터 취득과 모터 제어를 

한 PWM 신호발생을 하나의 로그램으로 작성함으

로서 본 로그램을 사용하는 모듈도 하나로 작동이 

가능하게 하 다. 이러한 이 은 산업 장에서 모듈 

제작비용 감과 더불어 제작될 제품의 부피를 일 

수 있고, 어떠한 종류의 센서라도 확장 가능한 시스템

이 되도록 할 것이다.

그림 8. 온도제어모듈
Fig. 8 Temperature controlling mod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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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FND 제어 모듈
Fig. 9 FND controlling module

그림 8은 Arm을 이용한 온도제어모듈을 나타내며, 

그림 9는 Atmega를 이용한 FND제어 수동모듈을 나

타낸다.

Ⅲ. 실험결과

발열기의 회 수에 따른 온도 변화를 알아보고 시

스템의 열변환 효율을 검토하기 해 모터의 회 수

를 1300, 1400, 1500, 1600, 1700, 1800rpm 의 각기 다

른 조건에서 온도특성 실험을 하 다. 한 회 에 

있는 자석수에 따른 효율을 알아보기 해 8개 16개

의 자석을 장치하고 그 결과를 살펴보았다. 자석의 배

치는 그림 1에 나타난 (a)와 (b)의 형태로 하 다. 

실험에 사용된 모터는 TSC- 23P를 사용하 다. 

TSC-23P는 2.2kW, 4P, 단상, V/T 인버터 일체형이

며 속도(rpm)제어형의 기  스펙이고 유도 동기 

모터는 설정속도에 해서 실제 부하는 변동되므로 

모터의 입력선에 Watt Meter를 연결하여  모터에 입

력되는 소요 력(Watt) 을 측정하 다. 그림 10은 자

석이 8개 16개 각각에 한 rpm에 따른 온열기의 상

에 놓인 물통의 물의 온도가 C까지 상승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보여주는 그래 이다. 그림에서 (a)

는 자석을 8개 사용했을 경우이고 (b)는 자석을 16개

를 사용했을 경우의 모터의 속도에 따른 물의 온도가 

80도에 이르는 시간을 나타낸다. 그림 (a)와 (b)를 비

교해보면 자석이 많다고 해서 열효율이 더 좋은 것은 

아닌 것을 알 수 있다. 를 들어 1300rpm의 경우 8

개의 자석을 사용한 발열체는 1200 의 시간이 걸린 

반면에 2배의 더 많은 자석을 사용한 발열체의 경우

는 약 1700 의 시간이 걸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에 rpm이 1700이상으로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8개의 자석을 사용한 경우에 비해 16개의 자석을 사

용한 발열체가 짧은 시간에 더 많은 열을 발생시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a) 

(b) 

그림 10. 온도변화 (a) 자석 8개 (b) 자석 16개 
Fig. 10 Temperature change (a) 8 piece magnet (b) 16 

piece magnet

그림 11. 와 류 발열기
Fig. 11 Eddy current he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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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터의 rpm을 증가시키는 경우에는 8개를 사용하

는 경우나 16개의 자석을 사용하는 경우에나 비슷하

게 결정 온도에 걸리는 시간이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효율이라는 측면을 고려해 보면 rpm의 

증가가 반드시 효율을 높인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rpm을 높이기 한 력의 소모가 증가하

기 때문에 고속과 속에서의 모터의 력소모가 다

르기 때문이다. 그림 11은 개발된 와 류 발열기 사진

을 나타낸다.

Ⅳ. 결론

본 논문을 통해 모터 회 에 의한 와 류 유도가열

방식의 산업용 가열기를 개발하 다. 이 장치는 모터 

회 에 소요되는 기에 지만을 이용하여 발열  

온도제어가 가능한 시스템의 제품으로서 온수설비가 

되어있지 않은 기   시설의 온수공 기 설치가 가

능하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그러나 모터의 회 력을 

기만이 아닌 자연 에 지, 풍력, 수력, 조력 등을 이

용하면 환경 친화 인 히터의 개발도 가능하다는 가

능성을 제시하 다. 즉, 기에 지와 자연에 지를 

동시에 활용하게 되면  높은 효율의 산업설비용 온수

공 기 공 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한 최근에 

리에서 개최된 에 지 기후 약에서 우려했던 이산화

탄소 발생량이 폭 감소하는 효과를 기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 장치의 효율을 개량하기 해 8개와 16개의 자

석으로 구성된 회 을 이용하여 결과를 분석하 다. 

그 결과 자석의 수가 많다고 해서 반드시 열효율이 

높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모터의 

rpm에 의해 특정 온도에 이르는 발열시간이 단축되

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rpm을 상승시키기 

한 력을 소모를 감안할 때 반드시 효율이 개선될 

것이고 말할 수는 없다. 

향후에는 자석의 배치에 따른 효율 개선방안에 

한 연구가 필요하고 이에 따른 열변환 효율 시험  

에 지 변환에 소요되는 비용에 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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