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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k’s Vector Approach의 위상각 변이를 활용한
유도전동기 고정자 고장진단

A Stator Fault Diagnosis of an Induction Motor based on the Phase
Angle of Park’s Vector Appro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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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paper, we propose a fault diagnosis method based on Park’s Vector Approach using the Euler’s theorem. If 
we interpreted it as Euler’s theorem, it is possible to easily find the phase angle difference between the healthy condition and 
the fault condition. And, we analyzed the variation of the phase angle and performed the diagnostic method of the induction 
motor using feature vectors that were obtained by using a Fourier transform. The analysis of time and speed variation of the 
motor was performed and, as a result, we could find more soft variations than rough variations. In particular, the analysis of 
the distortion through each phase shows that two-turn and four-turn shorted motors are linearly separable. In this experiment, 
we know that the maximum breakdown threshold value for determining steady-state fault detection is 49.0788. Simulation and 
experimental results show the more detectable than conventional method. 

Keywords: Park’s vector approach, induction machine, fault detection, euler’s theorem, phase angle

Copyright© ICROS 2014

그림 1. d-q변환 시스템.
Fig. 1. d-q conversion system.

I. 서론

유도전동기는 많은 전기 기기나 산업공정에서 중요한 역

할을 담당하면서 갑작스런 사고 및 고장으로 많은 인명 피

해를 가져온다. 이러한 이유로 유도전동기 예방 진단의 필

요성이 크게 요구되고 있다. 유도전동기의 고장원인은 전기

적, 기계적 결함, 유지보수의 미비로 나눌 수 있다. 그 중 

고정자 권선의 절연파괴 및 베어링 고장이 전체 고장의 

78%이상이며, 그 외에 유지보수의 문제와 운전과실 등이 

고장의 원인으로 차지하고 있다[1].
유도전동기의 고장진단방법으로는 전기적 신호를 이용한 

고장진단, 온도측정을 이용한 고장진단, 적외선 측정을 통

한 진단, 소음 및 진동 모니터링 고장진단, 속도 및 토크 

고장진단, 화학분석, 음향 소음 측정, 모터 신호의 신경회로

망 기법 등의 다양한 고장기법이 존재한다[2].
하지만 이러한 다양한 방법에도 불구하고 예상치 못한 

시스템 장애 및 고장이 발생되고 있다.
이 중 전기적 신호만을 이용한 고장진단(MESA: Mo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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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ctrical Signature Analysis)방법은 고정자 및 회전자 고장

진단에서 기타 악세사리를 필요하지 않은 상태에서 측정 

및 분석이 가능하여 선호를 받고 있지만, 전기적 신호의 분

석을 위해서 유도전동기의 장기적 구동에 따른 분석과 함

께 위험 부담을 가지고 있다. 또한, 고정자의 작은 단락분

석에 미미한 변화만 나타나면서 고장 유무를 분석하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3,4].
본 논문에서는 MCSA (Motor Current Signature Analysis)

를 이용한 Park’s Vector Approach를 Euler’s Theorem으로 접

근 하여 위상각 변화에 따른 고장진단방법을 제안한다[12].

II. Park’S Vector Approach
3상 유도전동기는 Park’s Vector Approach를 사용하여 

MCSA방법을 간략화할 수 있다. 페이저 공간의 표기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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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Park’s Vector의 패턴.
Fig. 2. Pattern of Park’s Vector.

그림 3. 2차원 평면상의 와  .

Fig. 3.  and   on a two-dimension.

그림 4. 정상상태와 고장상태의 위상차.
Fig. 4. The phase difference between normal conditions and fault 

conditions.

동기의 단면에 위치하고 복소평면 상 3상에 임의의 순시 

값으로 변환한다. 이 복소 평면에서 페이저 공간은 3상 공

급 시스템의 각 주파수와 동일한 각속도로 회전한다. 
이에 유도전동기 3상 전류를 Park’s Vector Approach에 

적용할 경우, 다음 식 (1)과 식 (2)와 같이 변환된다.

  




  




  




  (1)

  




  




 (2)

이때, 이상적인 조건에서의 Park’s Vector Approach성분은 

다음과 같다.

  


sin (3)

  


 sin  

 (4)

여기서 은 공급전류의 최대값[A], 는 공급 각주파수

(rad/s), t 는 시간변수[s]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2는 좌표상의 원점에 중심을 둔 원의 궤적을 나타

내는 것으로 정상기동의 경우 그림 2의 좌측과 같이 표현

되며, 고정자 권선에 단락이 발생할 경우 그림 2의 우측그

림과 같이 타원모양을 나타내게 된다. 단락된 턴 수가 증가

할수록 공급 전류의 비대칭성분이 증가하게 되며 비대칭 

성분이 증가할수록 Park’s Vector의 패턴의 궤적은 왜곡이 

더욱 심해진다[5,6].
최근에는 패턴의 찌그러짐의 정도를 왜곡률(DR: 

Distortion Ratio)이라고 정의하고 왜곡률을 식 (5)와 식 (6)
을 이용하여 수치적으로 연산하였다[7].

 (5)

min
max (6)

이때, 은 Park’s Vector의 스칼라, max는 Park’s Vector의 

가장 큰 진폭, min은 가장 작은 진폭을 나타낸다.

max와 min의 크기가 같으면 왜곡률(DR)이 1로 전동기

의 가장 이상적인 상태이고, 차이가 클수록 왜곡률이 커지

므로 전동기의 권선단락으로 인한 상전류의 불평형이 큰 

상태이다.
Park’s Vector Approach의 경우, 측정 및 분석을 위한 악

세사리가 필요하지 않으며 분석에 있어서도 FFT등의 다양

한 분석기법을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우수한 측정 및 분

석방법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지만 노이즈 발생 시 패턴, 기
동시의 패턴 등의 몇몇의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정확한 고

장원인을 규명하는데 문제점이 있다[8-12].

III. Euler’s Theorem을 기반한 Park’s Vector 해석

Park’s Vector Approach의 와 는 다음 식 (7)로 표현

이 된다.

     (7)

식 (7)을 2차원 평면상에 표현하면 다음과 같이 표현이 

가능하다.
식 (7)은 Euler’s theorem에 의해 식 (8)로 표현이 가능하다.

    
 cos  sin
 

(8)

이때,      은 전류의 최댓값을 나타내며,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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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제안된 위상각의 시간변화.
Fig. 5. The time changes of  the phase angle.

그림 6. 위상각 변화의 FFT 분석.
Fig. 6. FFT analysis of phase angle change.

표 1. 전동기 사양.
Table 1. Motor specifications.

Description Value
Power 0.75[KW] (1[HP])

Input Voltage 220[V]/380[V]
Full Load Current 3.8[A]/2.2[A]
Supply Frequency 60[Hz]
Number of Pole 4

Number of Rotor Slot 44
Number of Stator Slot 36

Full Load Torque 0.43[kg․m]
Rated Speed 1690[rpm]

Park’s Vector Approach에서 원의 모양을 결정하며, 전류의 

크기를 나타내는 중요한 요소이다. 이 때, Re와 Im의 성분

인 cos와 sin는 의 포지션을 결정 지어 준다.

고장이 발생했을 시, 의 최댓값만을 이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지만, 실제 위상각 에 의해 특정 패턴이 발생한

다는 것을 다음 그림 4와 같이 확인 할 수 있다.
그림 4는 정상 전류5[A]를 기준으로 시뮬레이션을 실시

하였으며, 3상 중 B상에 전류 4.5[A]로 전류이상신호를 발

생시켜 주었다. 만약 고장전류의 차이가 크게 발생할 경우 

위상각 의 변화 또한 크게 발생한다.
위상각 의 변화에 의한 패턴의 특징을 이용하기 위해 

Euler’s theorem의 식 (8)에 의해 다음 식 (9)와 같이 구할 

수 있다.

 

    
   

    
(9)

IV. SIMULATION
본 시뮬레이션은 LabVIEW2012를 이용하여 3상전류 1[A] 

기준으로 실시하였다.
1. 제안된 위상각 변화에 따른 패턴

그림 5는 3상전류의 B상에 0.7[A]의 이상전류를 발생시

킨 조건하에서 식 (9)에 의해서 구하여진 위상각의 차이를 

시간변화로 도시한 것이다.. 
정상상태일 경우, Park’s Vector 패턴에서 알 수 있듯이 

반경이 동일한 원형을 나타내기 때문에 시간변화에 따른 

그래프는 왜곡이 보이지 않는 정현파의 모양을 나타낸다. 
그러나 이상전류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그림 5와 같이 정현

파에 찌그러짐이 발생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 FFT 분석

시뮬레이션을 토대로 FFT분석을 실시해 보면, 그림 6과 

같은 특징패턴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림 6과 같이 Park’s Vector Approach의 위상각 변화는 

162번째 대역에서 특정패턴이 나오는 것을 모의실험을 통

해 알 수 있다.

V. 실험 및 결과 고찰

1. 실험조건

본 실험은 표 1과 같은 사양을 갖는 1[HP], 3상유도전동

기를 사용하였으며, 인버터를 이용해 220[V] 구동전압으로 

운전하였다. 220[V]의 구동전압에서의 전부하시 공급전류는 

3.8[A]이다.
전류측정은 Fluke사의 i5s AC Current Clamp를 각 상에 

연결하였으며, USB-DAQ보드는 NI사의 USB9215A with 
BNC를 사용하였다.

또한 실험에서는 부하 변화조건을 고려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실험하였다.
- 인버터를 이용해 유도전동기 구동

- 다이나모메타를 이용해 전동기 운전속도를 조절

- 정격 속도인 1690[rpm] 에서부터 시작

- 약 1분에 10[rpm]씩 증가시켜가며 1790[rpm]까지 약 10
분 동안 실험

- 샘플링 속도 : 10,000[S/s] 
- 샘플링 수 : 10,000[s]
- 샘플링 주기 : 1[s]

2. 노이즈 필터링

시뮬레이션과 달리 실제 데이터는 인버터에 의해 구동되

므로 그림 7과 같이 노이즈 성분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노이즈를 제거하기 위해 표 2와 같은 필터링 작업을 수

행하여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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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고정자 전류의 노이즈 성분.
Fig. 7. Noise component of the stator current.

표 2. 필터 파라미터 설정.
Table 2. Filter parameter setting.

필터링 타입 저역 통과 필터

필터 스펙

컷 오프 주파수 : 100[Hz]
필터링 방식 : 무한 임펄스 응답(IIR) 필터

토폴로지 : 버터워스

차수 : 3

그림 8. IIR 필터링 수행 후 전류신호.
Fig. 8. Current signal after IIR filtering.

필터링을 수행한 후, 위 그림 8과 같이 전류신호를 얻

었다.
이때, 기동시 전류값은 DR 및 제안한 방법을 적용할 때 

분석의 어려움이 따름으로 1주기 동안은 컷오프를 시켜주

었다.
다음 그림 9와 그림 10은 필터링 수행 전과 후의 Park’s 

Vector Approach 수행 결과이다.
3. 제안된 위상각변화에 따른 패턴

위의 조건과 같이 실험을 실시하며 필터링을 수행한 패

턴을 식 (8), (9)를 통하여 를 구한 후 각 정상상태, 2턴 

단락, 4턴 단락별로 FFT의 변화를 관찰하였다. 
그림과 같이 162번째 해당되는 주파수대역에 특정패턴이 

나옴을 실험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이는 위상각 의 정보

를 담고 있으며 다음 그림과 같이 정상상태, 2턴 단락, 4턴 

단락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림 9. Park’s Vector의 패턴(필터링 적용 전).
Fig. 9. Park’s Vector pattern (before applying the filter).

그림10. Park’s Vector의 패턴 (필터링 적용 후).
Fig. 10. Park’s Vector pattern (after applying the filter).

그림11. 위상각 변화의 FFT (정상상태).
Fig. 11. FFT of phase angle change (normal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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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2. 위상각 변화의 FFT (2턴 단락).
Fig. 12. FFT of phase angle change (2turn winding fault).

그림13. 위상각 변화의 FFT (4턴 단락).
Fig. 13. FFT of phase angle change (4turn winding fault).

4. 결과 고찰

기존의 왜곡률에 의한 고장유형별 패턴에서는 다음 그림 

14와 같이 정상상태와 2턴, 4턴 단락의 경계선이 명확히 드

러나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본 위상각 패턴에 의해서는 각 턴 단락별 구분되

어 보이는 것을 그림 15를 통하여 확인 할 수 있다.
특히, 2턴과 4턴 단락의 분류가 확연히 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으며, 정상상태와 2턴 단락의 경우에도 rough한 부

분이 완화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14. 기존 왜곡률에 의한 고장유형별 패턴.
Fig. 14. Fault type pattern by existing DR (Distortion Rate).

그림15. 제안된 위상각 변화에 의한 고장유형별 패턴.
Fig. 15. Fault type pattern by the proposed changes in the phase 

angle.

VI. 결론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Park’s Vector Approach의 값을 

이용하여 왜곡율의 연산방법을 Euler’s theorem으로 재해석

하여 위상각 의 변화량을 찾은 후, 값으로 왜곡률을 구

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시뮬레이션 결과에서 정상상태의 위상각과 고장상태의 

위상각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위상각 차이를 FFT
로 분석하여 162번째 주파수대역에서 위상각의 변화를 확

인할 수 있었다. 그에 따른 실험결과로 정상상태에서 고장

판별을 위한 Threshold값으로 maximum 49.0788의 값을 초

과할 경우, 유도전동기의 고장이 발생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제안된 방법은 기존의 왜곡률 알고리듬 패턴의 

rough함을 부드럽게 해줌으로써 고장진단분석에 용이하게 

사용될 수 있다. 특히, 2턴 단락과 4턴 단락은 기존의 방법

에 비해 선형분리가 가능한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향후, 고정자 권선 단락부분 뿐만 아니라 회전자 및 베

어링고장과 복합적인 고장에 따른 Euler’s theorem 위상각 

진단방법의 신뢰도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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