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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In this paper seeks the parameter which relates 
with the efficiency from premium efficiency level single-phase 
induction motor. Also it compares with the parameters and it 
analyzes and an optimum parameter it seeks by FEM. 
Consquently, a optimal design is accomplished from the this 
paper. Also parameters compare efficiency. And it analyzes 
and studies about optimum parameter by FEM. The sample 
single-phase induction motor selection selected existing 
premium level motor. We analyze each parameter using 2-D 
finite element analysis (FEM). According to Study of losses 
and Design flow, losses and efficiency can be explain by 
many parameter. So this paper present optimal parameters. 
Finally, this paper presents the method which raises the 
efficiency of premium efficiency level single-phase induction 
motor.

1. 서    론
 
  모든 분야가 소비 고효율을 목 으로 많은 연구를 하고 있는 가운
데 최근 유도 동기 시장의 7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소형  유도
동기의 리미엄  개발로 인하여 국내 소비 력의 55%를 사용하는 
유도 동기 효율을 4%이상 향상시켜 막 한 에 지 감이 이루어 질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리미엄  유도 동기 효율을 1~2%정도를 더욱 
향상 시킨다면 에 지 감 면에서 더 큰 폭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삼상 유도기의 경우 많은 연구를 통하여 최 설계가 진행되고 있지만
단상 유도기의 설계 방법은 아직 확실한 방향이 제시되지 않아 기존의 
경험 인 측면을 활용하여 설계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기본 인 고효율 설계를 통한 리미엄  단상 유도 
동기를 추가 으로 효율을 향상시키는 방법에 하여 제시하 다. 그 
방법으로 먼  라미터를 선정하여 FEM을 통하여 결과를 분석함으로
써 리미엄  단상유도기를 설계하고 각 라미터의 최 값을 찾아낸 
후 실험계획법을 통하여 회 자의 형상을 최  설계하 다. 

2. 본    론

  2.1 프리미엄급 기본 모델
  연구에 사용 된 기 모델은 0.5hp을 갖는 알루미늄바를 이용한 커패
시터 기동-구동 동기(capacitor-start and run motor)를 설계 하 으
며 표 형의 슬롯 조합인 36/44 구조를 갖는 4극 동기로 설계 하 다.  
  즉 리미엄  고효율 동기를 목표로 일반 인 단상 유도 동기의 
설계방법을 통하여 기 모델을 만들어 보았다.
  
  2.2 설계방향
  통상 유도 동기 설계는 경험 인 요소가 가장 많이 작용한다. 따라
서 설계 과정은 이 의 동기 부분을 따라가고 부분 으로 일반 인 
고효율 설계의 방법을 용하 다.
  그림 1에 체 인 고효율 동기의 설계흐름에 추가 으로 고정자와 
회 자의 최 화 설계방향을 제시하 다. 설계 시 먼  고정자의 기본
인 라미터들의 효율특성을 분석한 후 회 자 슬롯의 최 형상을 통하
여 최 화 된 리미엄  고효율 단상유도기를 설계할 것이다.
   
  2.3 고효율 전동기 설계
  유도 동기의 설계 방법은 주로 기본설계 후 등가회로법이나 유한요
소법을 이용해서 설계의 타당성 여부를 단한다. 만약 효율등이 사용자

가 원하는 값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기본설계를 다시 실행하여 리미
엄  고효율 동기의 기본설계를 수행한다. 그 결과 기본 인 설계 방
법을 따라 효율이 84.9%인 리미엄 단상 유도 동기의 기본 인 라
미터들을 얻어내었다.

<그림 1>추가적인 프리미엄급 고효율 전동기 설계 Flow chart

  2.4 프리미엄급 고효율 전동기 파라미터 특성 분석
  기본 인 설계를 통한 리미엄  고효율 동기의 몇 가지 라미터
의 특성을 분석하여 효율에 향을 미치는 라미터를 찾은 후 각 라
미터에 따른 효율을 비교 분석하 다.
  먼  다른 조건을 일정한 값으로 유지 시킨 후 기본 설계시 140㎜으
로 결정되었던 고정자 외경값을 변화시켜 최 값을 찾아 보았다.

  <그림 2>고정자 외경에 따른 효율   <그림 3>공극 길이에 따른 효율

   <그림 4>적층 길이에 따른 효율 
      
  그림 2에서 고정자 외경을 136㎜으로 결정하 을 경우 효율이 최 를 
나타내었는데 주권선과 보조권선의 류가 증가함에 따라 고정자 동손
이 증가하지만 철손은 비교  크게 감소된것을 알 수 있었다.
  다른 조건을 일정한 값으로 유지 시킨 후 설계시 0.2㎜로 결정되었던 
공극값을 변화시켜 최 값을 찾아 보았다. 이론 으로 공극의 길이가 
0.3㎜이상으로 증가하게 되면 공극 기자력의 증가로 인하여 역률과 효율
이 감소하게 된다. 한 자기  회로 에서는 공극의 자기 항이 커
지므로 자속의 양이 감소하여 효율이 떨어지게 된다. 그러므로 그림 3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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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rque
Copper 
loss

Core 
loss

Main
Current

Aux.
Current

기모델 2.051 41.495 13.514 1.245 1.973

최 모델 2.065 41.955 11.635 1.28 1.977

   <그림 5>강판에 따른 효율        <그림 6>강판에 따른 철손

  

   <그림 7>통풍홀에 따른 효율   <그림 8>구동커패시터에 따른 효율

서 공극의 최 치를 0.3으로 설정하고 FEM을 수행하 다. 그 결과 공극
의 길이가 0.15㎜이하의 경우에는 과도상태가 매우 길어져 진동이 상
되었고 정상상태에 도달 이후에는 동기가 정지하는 특성을 나타내었
다. 
  그림 4에서 설계시 70㎜으로 결정되었던 층길이를 변화시켜 최 값
을 찾아 보았다. 만약 층길이를 크게 설정한다면 강 의 체 면 이 
넓어지므로 자속의 자로가 넓어진다. 따라서 공극의 자속 도는 작아지
므로 무 큰 값에서는 효율이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1)

여기서,: 공극자속 도,   : 극상수,   : 극당 자속,   : 고정

자 내경,   : 층길이
  그림 5와 그림 6은 강 에 따른 효율과 철손의 특성을 분석하 다. 
S07은 효율면에서 가장 우수하 지만 가격이 비싸다는 단 이 있었고 
가격 비 비교  우수한 특성을 보이는 것은 S18 이 다.
  그 밖에 그림 7과 그림 8은 각각 통풍홀의 외경 크기와 구동커패시터
의 용량을 분석하여 특성을 나타내었다. 통풍홀과 구동커패시터는 효율
에 크게 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통풍홀의 특성
비교는 열 해석에 의한 연구가 추가 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 보조권선  2차 항이 고정되었으므로 커패시터용량을 증가시
키면 주권선 류와 보조권선 류의 상차가 커지므로 보조권선의 
류는 증가하는 반면 주권선의 류는 작아지는 특성을 보 다. 따라서 
토크특성  역율은 증가하겠지만 효율은 커패시터 용량이 커진다고 해
서 반드시 상승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2.5 프리미엄급 고효율 전동기 회전자형상 최적화 설계
  알루미늄바를 사용한 회 자 형상의 최 화 설계는 요인 설계법과 반
응 표면법을 사용하여 두 실험의 최 값을 분석하여 최 값을 결정 하
다. 그림 10과 그림11, 12, 13으로 그 결과 값을 나타내었다. 설계 변
수는 그림 9와 같이 3개의 요인을 사용하 으며 먼  설계변수의 수
을 설정하여 해석 한 후 얻은 데이터들을 이용하여 요인설계와 반응표
면모델을 생성하여 생성된 모델의 최 화를 수행하 다. 
 

            

<그림 9>변수를 포함한 회전자 형상    <그림 10>효율의 주효과도
  
  2.6 FEM 해석 결과
  FEM해석결과 효율이 86.1%로 기본 설계 모델보다 효율이 약 1.2%
가 증가하 음을 알 수 있었다. 
  한 표 1에서 철손과 동손이 많이 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림 11>효율, W1, H에 대한 등고선도와 표면도

<그림 12>효율, W2, H에 대한 등고선도와 표면도

<그림 13>효율, W1, W2에 대한 등고선도와 표면도

  <표 1> 기본설계 모델과 최적화 모델 분석결과 비교

3.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리미엄  단상유도 동기의 기본설계를 통한 효율을 
여러 라미터를 분석하여 더욱 향상시켰으며 추가척인 효율 향상을 
해 회 자의 형상을 실험계획법를 통하여 추가 설계하 다.
  한 기본설계모델과 최 화모델을 비교함으로써 철손과 동손으로 인
하여 효율이 향상 됨을 증명하 다.
  하지만 추후에 최  모델을 만들어 실험을 통하여 검증되어야 할 것
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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