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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In this paper, diagnosis for 85 high voltage induction
motors which have operated for more than 20 years in 18 wide area
water supply offices were applied and the results of diagnosis were
analysed.
Furthermore, main factors that would be affecting rotor defects
were selected and correlations between dependent variables which
was magnitude for sideband frequency on current during operation
and independent variables such as starting characteristic, operating
time, number of operation, load factor, maker, rotation speed, capacity
were analysed. It was clear that factors including starting
characteristic, number of operation, maker, rotation speed caused
break by correlation analysis. From this, regression equation was
deduced through regression analysis. Based on suggested regression
equation, it is applied usefully that we can estimate the condition of
rotor without onsite diagnosis and plan the schedule of diagnosis.

1. 서    론

본 연구는 18개 광역상수도 사업장에서 20년 이상 운영한 고압유도전
동기 85대를 대상으로 정밀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여 고압유
도전동기의 회전자 결함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인자를 선정하고 상관관
계를 분석하였다. 여기서, 회전자 결함판정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운전중 전류의 측파대(sideband) 주파수 크기(dB)를 종속변수로 하고 기
동특성, 가동시간, 가동빈도, 부하율, 제조사, 회전수 및 용량 등을 독립
변수로 하여 상관성을 분석하였다. 회전자 결함에 대한 상관관계 분석결
과 기동특성, 가동빈도, 제조사 및 회전수가 회전자 고장을 일으키는 주
요 인자로 밝혀져 이를 바탕으로 회귀분석을 통해 회귀방정식을 도출하
였다. 개발된 회귀방정식을 이용할 경우 현장진단을 수행하지 않고도 회
전자의 결함상태를 추정할 수 있어 진단계획을 수립하는데 유용하게 사
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본    론

  2.1 고압유도전동기의 회전자 구조
고압유도전동기의 농형 회전자 구조는 [그림 2-1]과 같이 철심(core),
회전자 봉(rotor bar), 단락링(end ring), 축 및 베어링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2-4].

<그림 2-1> 고압유도전동기의 농형(籠形) 회전자 구조

철심은 자속밀도를 높이고 와전류 손실을 줄이기 위하여 규소강판을
이용한 적층철심(lamination core)을 사용하며, 회전자 봉을 삽입하는 슬
롯(slot)의 수는 고정자 슬롯의 수 보다 적게 설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회전자 봉은 고정자에서 유도된 전압과 회전자의 임피던스에 따라 흐
르는 회전자 전류의 통로 역할을 한다. 고압유도전동기의 회전자막대 재

료는 원형 또는 평각단면(平角斷面)의 경동막대(硬銅捧)을 많이 사용한
다.
단락링은 각 슬롯의 회전자 막대를 통하여 흐르는 전류를 통합하는
역할을 하며, 회전자봉과 단락링의 접속은 통상 용접(soldering)을 한다.
단락링의 재료는 통전능력과 기계적 강도 등을 고려하여 청동 또는 황
동을 사용한다.

  2.2 회전자의 고장원인
고압유도전동기의 회전자가 파손되는 원인은 [그림 2-2]와 같이 반복
되는 기동, 정지에 의한 기계적 응력과 자기적 응력이 주요 원인으로 작
용하며, 운전중에는 주울열에 의한 열팽창과 고속회전에 의한 원심력의
영향으로 회전자 막대의 균열이나 파손을 일으킬 수 있다[1, 4, 5].
특히, 기동할 때 회전자 전류의 주파수는 전원주파수(정지상태)에서
슬립주파수(동기속도)까지 변화하고, 이 전류에 대응하는 힘이 원심력에
의한 회전자 반경 방향으로 작용하여 회전자 막대에 변위를 일으켜 균
열이 생기거나 파손된다.

<그림 2-2> 회전자 원심력에 의한 응력변화

회전자 고장의 주요 원인은 회전자에 작용하는 여러 응력(stress)의
결합에 의해 복합적으로 발생하며, 주요 응력은 열 응력(thermal
stress), 자기적 응력(electromagnetic stress), 잔류 응력(residual stress),
동적 응력(dynamic stress), 환경적 응력(environment stress), 기계적 응
력(mechanical stress) 등이 있다[7, 8].

  2.3 고압전동기 회전자 정밀진단 실시
  2.3.1 회전자 정밀진단 대상 및 결과
진단대상은 비교적 운영기간이 길수록 노후도가 심할 것으로 예상하

여, 설치후 20년 경과된 고압유도전동기 85대를 선정하였다. 그리고 운
영환경에 따른 특성차이와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국 각지의 18개
사업장에 설치된 것을 [표 2-1]와 같이 선정하였다.

  

구 분 수량
(대)

용량
(kW)

전압
(kV)

총 수 량 85

수 도 권 45 110∼3,800 6.6, 3.3

강 원 권 6 149∼336 3.3

전 북 권 7 187∼375 3.3

광주전남권 11 522∼2,100 6.6

대구경북권 3 660 3.3

부산경남권 13 112∼1,170 3.3

<표 2-1> 고압유도전동기 회전자 정밀진단 대상

  고압유도전동기 85대를 대상으로 회전자 정밀진단을 실시하여 결함

을 판정한 결과는 [그림 2-3]과 같다. 85대의 고압유도전동기 중에서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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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상태가 양호한 전동기는 69대이고, 추이관리 이상의 결함이 있는
전동기는 16대로 나타났다. 회전자의 운전중 주파수분석 및 기동전류 시
험결과에서 추이관리 대상전동기는 총 10대 이고, 점검보수 대상은 6대
로 나타나 추이관리 이상의 결함검출률은 약 20%로 나타났다.

<그림 2-3> 회전자 정밀진단 결과

  2.4 고압전동기 회전자 결함요인 분석
수도사업장에서 실제 운영중인 것을 대상으로 진단을 실시하였기에
설치환경 및 기준이 유사하므로 일반적인 것은 제외하고 운전특성의 변
화에 기인한 요소를 선정하였다. 즉, 회전자 결함판정에 기준이 되는 운
전중 고정자 전류의 측파대 주파수 크기와 기동전류 특성, 가동시간, 가
동빈도, 부하율, 용량 및 제조사 등을 선정하고 상관성을 분석하였다.

<그림 2-4> 회전자 결함과 기동특성과의 상관관계

<그림 2-5> 회전자 결함과 기동특성과의 상관관계

<그림 2-6> sideband와 가동빈도의 상관관계

<그림 2-7> 회전자 결함과 제조사별 상관관계

<그림 2-8> sideband와 부하율의 상관관계

<그림 2-9> sideband와 회전수와의 상관관계

<그림 2-10> sideband와 전동기 용량과의 상관관계

3. 결    론

광역상수도 사업장의 20년 이상 된 고압유도전동기 85대를 대상으로
회전자의 정밀진단을 실시한 결과 보수를 요하는 것은 6대(7%)이고 추
이관리 대상은 10대(12%)로 나타났다. 진단결과를 종합하면 추이관리
이상의 결함검출률이 약 20%로 나타나 회전자의 정밀진단을 통한 체계
적인 유지보수가 필요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리고 고압유도전동기의
회전자 결함판정에 주요 인자로 사용되는 운전중 고정자 전류의 측파대
주파수를 종속변수로 하고, 결함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인자 7가지를 독
립변수로 하여 상관성을 분석한 결과 전동기의 기동전류 특성, 가동빈
도, 제조사 및 회전수 순으로 나타났고 가동시간, 부하율 및 용량 등은
회전자 결함에 미치는 영향이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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