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AERI/RR-2629/2005

전류신호분석을 이용한 회전축계 이상상태 

진단기술개발

Development of Rotor Diagnosis Method via Motor 

Current Signature Analysis

한국원자력연구소



- 2 -

제 출 문

한국원자력연구소장 귀하

     본 보고서를 2005년도 “전류신호분석을 이용한 회전축계 이상상태 진단기

술개발”과제의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06. 1. 30.

    과 제 명: 전류신호분석을 이용한 회전축계 

   이상상태 진단기술개발

    주 저 자: 박진석

    공 저 자: 허형, 김민환, 정경훈, 이규만

   박진호, 박근배 (기계공학연구부)

이철권, 허섭 

(계측제어 인간공학연구부)



- 3 -

요  약  문

  국내외 학계나 연구기관에서 회전축의 기계적 이상상태를 감시하기 위한 방법

으로 모터 전류 신호분석(motor current signature analysis: MCSA)에 대하여 

많은 연구를 하고 있다. 모터 전류 신호분석 관련 기술을 연구하는 이유는 간편

하고 적은 비용으로 모터의 전기적 결함 또는 회전축의 이상 상태와 같은 기계

적 결함을 감시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축진동 센서를 설치할 수 없는 회전축의 

경우 MCSA 방법은 저널베어링의 틈새의 이상상태를 진단하기에 매우 유용한 방

법이다. 현재 MCSA 방법으로 회전축 또는 전동기의 이상 상태를 감시하려는 움

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향후 펌프의 유량, 토크, 캐비테이션 등의 이상 상태까

지 감시하는 방법으로 활용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MCSA 방법 중에서 전동기의 전류신호를 분석하여 저널베어링의 틈

새(clearance)의 이상상태를 진단하기 위한 연구로서 저널베어링의 틈새비

(clearance ratio)에 따라 전동기에 공급되는 전원주파수 측대역 주파수 (side 

band frequency)의 크기 및 진동 크기에 대한 상관관계를 시험으로 구하였으며, 

ASME OM 코드의 진동 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측대역 주파수의 크기에 따른 운전 

허용 범위를 제시하였다. 

  전류신호 분석을 이용한 전동기 이상상태 감시기술에 대한 기술현황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부경대학교 양보석 교수가 잘 정리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그 내용을 부록에 첨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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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A study on motor current signature analysis has been performed to 

monitor a journal bearing fault due to increasing clearance. It was known 

that the journal bearing clearance produces side band frequencies, the 

supplied current frequency plus and minus rotational rotor frequency in 

motor current. But the existence information of the side band frequencies 

is not sufficient to diagnose whether the journal bearing is healthy or 

not. This research aims to make a guide line to diagnose a journal bearing 

fault with the amplitude information of the side band frequency.

  Four journal bearing sets with different clearances are used to measure 

the side band frequency amplitude versus journal bearing clearance and the 

rotor vibration amplitude versus the journal bearing clearance. The side 

band frequency amplitude and the rotor vibration amplitude are increased 

as the journal bearing clearance increases. This trend assures that ASME 

OM vibration guide line can be applied to estimate the journal bearing 

clearance size. In this research, 2.5 times of the reference amplitude in 

side band frequency is suggested as an indicator of a journal bearing 

fault. Further study is necessary to obtain more specific quantitative 

relations between the side band frequency amplitude and the journal 

bearing clearance of a mo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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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가. 연구 목적

    유도전동기로 구동하는 회전축 진동은 진동 측정용 센서에서 측정한 축 진

동의 크기와 기준 축 진동의 크기와 비교하여 회전축의 이상상태를 진단한다. 

그러나 전동기나 펌프의 축 진동 센서를 부착할 수 없는 경우에 다른 방법으로 

회전축의 이상상태를 진단하여야 한다. 전동기에 입력되는 전류 신호분석(motor 

current signature analysis: MCSA) 방법은 회전축 진동 신호 대신 전류신호 분

석으로 회전축의 이상상태를 진단하는 방법이다. 

  본 연구는 국내의 일부 학계와 연구기관에서 연구하는 MCSA 방법에 대한 기술

현황을 분석하고 아직 부족한 연구 분야 인 저널베어링의 틈새 증가에 의해 발

생하는 회전축의 이상상태를 진단하는 방법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나. 연구 배경

    국외에서는 MCSA 방법으로 전동기의 이상상태를 감시하려는 다양한 연구가 

오랜 기간 동안 진행되었으며 국외의 많은 연구자들이 전동기 권선 단락, 엔드

링 손상, 권선의 비대칭 감김, 베어링 손상(볼베어링, 저널베어링)을 감시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였다. 해외에서의 MCSA 관련 기술 수준은 펌프의 유량, 토

크, 캐비테이션 등의 이상 상태까지 감시하는 방법으로 발전하고 있다. 

  국내의 학계와 연구소에서도 최근에 MCSA 방법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고 있으

며 부경대학교, 전력기술주식회사, 전력연구원 등에서 부분적으로 수행되고 있

다. MCSA 방법은 축진동으로 인한 결함 뿐 아니라 전동기의 전기적 결함도 진단

할 수 있는 방법이지만 산업계에서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지 않

았다. 본 연구는 국내에서 산업계에 적용사례가 없는 MCSA 방법에 대한 기초연

구를 수행하기 위한 것이다. 

다. 연구 범위

    국내외적으로 저널베어링의 틈새비와 전류신호와의 상관관계가 명확하게 밝

혀진 연구 결과가 없기 때문에 본 연구는 저널베어링 틈새비과 전류신호와의 정

성적인 상관관계를 구하는 데 있다. 소형 캔드모터형 농형 유도전동기 (2.2kW)

의 저널베어링 틈새비에 따른 전원주파수 측대역 크기와 축진동의 크기를 측정

하였다. 저널베어링 틈새비가 증가함에 따라 전원 주파수 측대역 크기 및 축진

동의 크기에 대한 상관관계를 구하였다. 본 연구의 시험에서 측대역 크기가 축

진동의 크기와 함께 증가하는 상관관계를 확인한 후에 ASME OM 진동 허용기준에 

따라 측대역 크기의 허용 기준치를 제시하였다. 

  부경대학교에서 연구한 MCSA 기술현황은 다양한 연구 분야에 대하여 잘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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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자료이기 때문에 별도의 기술현황을 본문에 기술하지 않고 부록에 양보석 

교수가 수행한 연구 내용을 게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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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가. MCSA 문헌조사

    국외에서는 MCSA 관련 연구를 활발히 수행하였으며, 대표적인 인물은 

William T. Thomson (Abertay Dundee University)[1] 로서 2004 년 최근까지 연

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주로 시험을 통하여 전동기의 결함을 진단하는 연구

가 수행되고 있으며 모델에 기초한 진단 시스템은 아직 성공한 사례가 없다. 그 

이유는 모델의 비선형, 변수의 불확실성, 잡음 때문에 신뢰성 있게 진단하기 어

렵기 때문이다. 2001년에 Parlos는 축진동 센서 없이 NNs(neural networks) 방

법으로 회전체 고장을 진단하는 사례가 있다[2]. 기타 회전자 바 (rotor bar), 

권선 단락 (shorted turn) 등에 관한 연구가 수행되었다[3~6].

  국내는 부경대학교[7]에서 많은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전력연구원, 한국전

력기술(주) 등에서 기초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있지만 아직 응용단계까지 성숙하

지 않았다. 부경대학교는 기존에 알려진 MCSA 방법에 대한 기술현황 조사가 잘 

정리되어 있으며, 인공지능 등을 활용하여 진단의 신뢰성을 높이는 연구를 수행

하고 있다. 한국전력기술(주)에서는 MCSA 이론적 방법으로 펌프의 유량을 예측

하려는 시도를 수행하였지만 시험으로 이론을 검증하지 않았다. 전력연구원은 

발전소에서 가동하는 펌프의 전류를 직접 측정하여 펌프의 이상상태를 분석하려

는 시도를 하였다.  

  2005년 현재까지 국내외에서 수행한 MCSA 내용 중에서 저널베어링의 틈새의 

진단에 대하여 명확한 방향을 제시하는 연구결과가 없다. 따라서 MCSA를 이용한 

저널베어링 틈새에 대한 진단기술 개발을 수행한 본 연구는 독창성이 있다고 판

단된다. 표 1은 국내외에서 수행된 MCSA 관련 연구기관과 연구내용을 나타낸 것

이다.  

  EPRI 조사에 의하면 모터의 37% 손상이 고정자 권선에 기인하며, 41% 는 베어

링 관련에 기인한 손상, 10% 는 회전자 관련에 기인한 손상, 12% 는 기타 여러 

가지 원인에 기인한 손상이라고 알려졌다[8]. 모터 손상 보고서에 의하면 농형유

도 전동기에서 회전자 권선의 손상으로 인한 문제 발생 회수는 고정자 권선의 

손상 회수보다 적다고 알려졌다. 그러나 회전자 손상에 기인한 유도 전동기의 

손상은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킨다고 알려졌다. 회전자 손상은 회전자 구리 바의 

파손에 의한 문제 발생이 일반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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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MCSA 방법을 이용한 저널베어링 이상상태 진단 연구현황

2005 년 현재 본 연구 내
용의 포함 여부 (O, X)

X

X

X

△

O

KEPRI

연구기관 MCSA 관련 현기술 상태

- 저널베어링 손상 감지 자료 없음
- Oil whip 및 oil whirl 자료 없음
- 펌프의 특성에 대한 연구 없음
  (유량, 토크, Cavitation 등)

- 회전축 고장에 대한 구체적 자료 부족
- 전류신호를 이용하여 진단하는 개념 보유
- 구체적 검증 결과 없음

- 기존의 이론을 배경으로 MCSA 신호 분석

KOPEC

부경대학교

KAERI - 저널베어링 마모의 진단 기준 제시

해외 연구기관
- 저널베어링 마모에 대한 일부 연구 있음
- 펌프 진단 관련 특허 및 구체적인 응용 사례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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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MCSA 관련 이론

    본 연구의 목표는 저널베어링 틈새에 의한 공급전류 주파수 측대역을 분석

하여 이상상태를 예측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다. 저널베어링의 틈새와 

같이 기계적 손상은 전원주파수 측대역을 유발하는 사실은 다른 연구에서 밝혀

진 내용이다. 본 연구는 측대역 주파수 크기와 축진동 크기의 유사성을 시험을 

통하여 얻은 후에 축진동 허용 기준값을 이용하여 측대역 주파수 크기의 허용 

값을 제시하였다. 

  MCSA 방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전동기 이상상태 종류에 따른 현상에 

대하여 살펴 본 후에 본 연구에서 수행한 내용을 설명하였다. 전동기의 이상상

태는 회전자 바(rotor bar) 손상, 회전자와 고정자의 공극 이상상태, 고정자 권

선 단락(shorted turn) 등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1) 회전자 바 손상

    회전자 바 손상으로 인하여 고정자 전류에 다음과 같은 측면 주파수를 발생

시킨다. 그림 1이 손상이 없는 회전자 일 때 측정되는 전원주파수이지만 회전자 

바가 손상되면 그림 2와 같이 전원주파수의 상단과 하단에 각각 식 (1)과 같이 

측면 주파수가 발생한다. 그러나 고정자 권선이 비대칭으로 감겼을 경우에 그림 

3과 같이 전원주파수의 하단에서만 측면 주파수 성분이 발생한다. 

f sb= f 1 (1±2s)Hz (1)

여기서, f sb= 회전자 바 손상에 기인한 측면 주파수, Hz

 f 1= 공급 주파수, Hz

 s= 유도전동기 슬립

(2) Detection of Mechanical Influences

    전동기 공극 편심의 변화는 전자기 flux 파형을 변화 시킨다. 편심으로 인

해 회전자는 공극의 반경방향으로 진동하게 되며 공극 내부에 존재하는 전자기 

파형을 변화시킨다. 이로 인하여 고정자 권선에 발생하는 전류 주파수는 다음과 

같다.

f e= f 1±m∙f r (2)

여기서, f 1= 공급 주파수

 f r= 회전자 회전 주파수

 m= 1, 2, 3, ...

 f e= 공극 변화로 발생하는 전류 주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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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정상 회전자 가동 시 발생하는 전원주파수 

성분

그림 2. 회전자 바 (rotor bar) 손상 시 발생하는 

전원주파수 측대역 성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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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비대칭 권선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전원주파수 측대역 성분

(3) 권선단락

    기계적 결함이 아닌 단락된 권선의 수에 종속한 전류 주파수 성분은 다음 

식 (3)과 같이 구할 수 있다. 권선 단락이 없는 경우에 그림 4와 같은 전원주파

수 성분이 권선이 단락되면 식 (3)에 해당되는 전원주파수 성분이 발생하는 것

을 그림 5에서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공급 전원 주파수 50 Hz로 구동하는 11 

kW의 전동기가 1440 rpm으로 회전할 때 그림 5와 같이 125 Hz, 175 Hz 주파수 

성분은 식 (3)에 의하면 k=1, n=3 인 경우와 k=1, n=5 에 해당하는 결함 주파수 

이다. 

(3)

f st= 권선 단락에 의한 전류 주파수 성분

f 1= 전원 공급 주파수

n= 1, 2, 3, ...

k= 1, 3, 5, ...

p= pole pairs

s= 슬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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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권선단락이 없는 전동기의 

전원주파수 성분

그림 5. 권선단락 된 전동기의 전원주파수 

측대역 성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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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저널베어링 이상상태 진단

가. 저널베어링 틈새 모사

    저널베어링 틈새는 전동기 공극 편심을 유발하며, 편심으로 인해 회전자는 

공극의 반경 방향으로 진동하게 되며 공극 내부에 존재하는 전자기 파형을 변화

시킨다. 이로 인하여 고정자 권선에 발생하는 전류 주파수 측대역(side band) 

f e는 식 (2)과 같이 기존의 연구 결과로 알려져 있다. 

f e= f 1±m∙f r

  저널베어링 결함의 종류는 크랙, 일부손상, 틈새변경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정상적으로 베어링을 사용하면서 예상할 수 있는 결함의 종류는 틈새가 넓어지

는 경우이다. 본 연구는 저널베어링의 틈새를 조정하여 베어링의 틈새를 모사하

였다. 페트로프(Petroff)의 베어링 방정식에 의하면 베어링의 마찰계수( μ)는 다

음과 같이 표시된다. 

μ=
π
2

30
ηN
P
1
φ (4)

여기서 φ=c/r은 틈새비로서, 너무 작으면 경계마찰이 되기 쉬우므로 적당한 값

을 잡아야 한다. 표준 틈새비는 0.001 이지만 정밀을 요하는 베어링에서는 

0.0005 정도를 사용한다. 고온에서 사용되는 베어링은 냉각을 위하여 다량의 순

환 유량을 요하므로 0.002 정도로 한다. 

  본 시험에 사용된 전동기는 2.2 kW 용량으로서 베어링 내경과 저널 외경의 차

이가 0.4mm 초과 시에 베어링을 교체하는 제작사의 기준이 있다. 저널베어링 틈

새의 경향에 따른 전원주파수 측대역의 크기를 파악하기 위하여 틈새비의 크기

를 표 2과 같이 0.0036 ~ 0.025로 모사하여 페트로프 식에서 제시하는 틈새비에

서 제작사에서 정한 틈새비를 초과하는 시험 조합을 설정하였다. 그림 6은 저널

베어링의 형상으로써 베어링의 내경( D)와 저널의 외경( d)으로부터 틈새

( c=
D-d
2 )를 구할 수 있다. 그림 7은 저널베어링 틈새에 의해서 회전자의 편심

이 생기는 현상을 나타낸 것으로서 편심이 생기면 회전자와 고정자 사이의 간격

(g)도 함께 변하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8은 틈새비가 다른 저널베어링

의 실제 형상을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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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저널베어링 이상상태 진단 시험 조합

순서

베어링 내경 (D), mm
저널 외경 (d)

(shaft sleeve), mm
틈새비 ( φ=c/r)

Left Right Left Right 
Left 

Bearing

Right 

Bearing

1 28.00 28.00 27.9 27.9 0.0036 0.0036

2 28.18 28.18 27.9 27.9 0.010 0.010

3 28.32 28.32 27.9 27.9 0.015 0.015

4 28.46 28.46 27.9 27.9 0.020 0.020

5 28.60 28.60 27.9 27.9 0.025 0.025

그림 6. 저널베어링 구성 

베어링

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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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저널베어링 틈새에 의한 공극 편심 

그림 8. 시험에 사용된 저널베어링 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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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전동기 형상



- 20 -

그림 10. 회전축 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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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시험방법

  그림 11, 12는 시험에 사용된 장치와 개념도를 보인 것이다. 전동기를 베드에 

고정하고 dynamometer를 전동기 회전축에 연결하여 정격 부하로 운전하면서 전

류신호를 측정하였다. 표 2에 따른 시험 조합대로 틈새가 다른 저널베어링을 교

체하여 전동기의 전류신호를 측정하였다. 표 3은 본 시험에 사용된 기록기

(recorder), 전류센서(current probe), 근접센서(proximity sensor), 신호분석

기 등에 대한 사양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 13은 전류센서의 형상이며, 그림 14

는 전동기의 축진동을 측정하기 위하여 사용한 근접센서의 형상을 나타낸 것이

다. 

  전동기에 입력되는 전류신호와 축진동 신호는 레코드에 저장하여 신호해석 장

비인 I-DEAS TDAS로 주파수 분석을 하였다. 베어링 틈새비가 달라짐에 따라 측

정된 전동기 전류신호와 축진동 신호는 그림 15~18과 같다. 그림 19~22는 TDAS

로 주파수 분석한 결과 그림으로써 주파수 축의 해상도는 0.125 Hz 이다. 저널

베어링의 틈새비에 따른 측대역의 크기가 전동기에 입력되는 전원 주파수 크기

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작기 때문에 그림 19~22의 Y축을 로그(log) 좌표로 나

타내었다. 

  그림 20에서 전원주파수( f s)는 60 Hz이며, 축진동 신호의 주파수 중에서 주파

수가 53 Hz인 것은 회전축의 회전속도이다. 식 (2)에 의하면 전원주파수에서 회

전주파수를 더하거나 빼서 나타나는 7 Hz 및 113 Hz는 저널베어링의 틈새로 인

하여 나타나는 주파수 성분이다. 

표 3. 계측기 종류 

Recorder
TEAC

10 kHz for 8 Channel

Clamp on Current Probes

Fluke 80i-110s

50A unipolar

±1mA resolution

10mV/A differential

±1%, ±1mA accuracy of reading

DC to 10 kHz

10 apperture

Power supply 5V

Signal Analyzer I-DEAS TDAS

Proximity Probe 3300 NSv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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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저널베어링 틈새 상태 진단을 위한 시험장치 

그림 12. 시험장치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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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전류센서 

그림 14. 근접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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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전동기 전류신호 및 축진동 신호 (베어링 틈새비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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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전동기 전류신호 및 축진동 신호 (베어링 틈새비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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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전동기 전류신호 및 축진동 신호 (베어링 틈새비 0.020)



- 27 -

그림 18. 전동기 전류신호 및 축진동 신호 (베어링 틈새비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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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전동기 전류신호 주파수 성분

(베어링 틈새비 0.01) 

그림 20. 전동기 전류신호 주파수 성분

(베어링 틈새비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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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전동기 전류신호 주파수 성분

(베어링 틈새비 0.02)

그림 22. 전동기 전류신호 주파수 성분

(베어링 틈새비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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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 결과

가. 시험결과 및 분석

    시험결과에서 측정된 저널베어링 틈새와 전원주파수 측대역 크기 상관관계

와 저널베어링 틈새비와 축진동의 크기 상관관계로부터 전원주파수와 축진동과

의 유사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축진동의 크기에 따라서 이상상태를 

진단하는 ASME OM 기준을 전원주파수 측대역의 크기에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저널베어링 틈새에 의해서 공극의 편심이 발생하면서 전원주파수 측대역 크기

가 증가 하는 것을 표 4와 그림 19에서 알 수 있으며, 전원주파수 측대역 크기

가 증가함에 따라 축진동의 크기도 증가함도 알 수 있다. 표 4와 그림 23은 틈

새비가 0.01 일 때에 발생하는 측대역 크기를 기준으로 normalization 한 값을 

나타낸다. ASME OM 진동 기준인 표 5에 따르면 정상운전 시 초기 운전 상태의 

기준 진동(Vr) 크기의 2.5 배보다 작으면 운전을 해도 된다. 그러나 기준 진동

의 2.5배보다 크면 경보를 발생하고 운전원은 그 원인을 파악 한다. 

  시험 결과에 따르면 틈새비 0.015는 베어링 틈새 0.42mm에 해당하는 값으로서 

이 때 시험에서 측정한 축진동의 크기는 진동 허용값 (기준값의 2.5배) 범위 내

에 있다. 제작사에서 베어링 교체의 기준으로 잡고 있는 베어링 틈새 0.4mm와 

판단 기준이 거의 일치함을 보여준다. 베어링 틈새가 더 증가하면 전원주파수 

측대역 크기도 증가하며, 축진동의 크기도 따라서 증가하였다. 그림 23에서 기

준 전원주파수 측대역의 크기 2.5배 이하에 해당하는 베어링 틈새비는 약 0.018

로 예측할 수 있다.  

  그림 24, 25는 각각 베어링 틈새비가 0.01 및 0.025 일 때 전동기 입력 전류

신호에 대한 STFT (short time fourier transformation) 값을 나타낸다. 저널베

어링의 틈새 증가에 따라서 STFT 신호가 시간 영역에 흩어지는 현상을 정성적으

로 알 수 있지만 정량적인 평가 어려우므로 STFT 신호를 사용하여 저널베어링의 

틈새 증가를 진단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연구 보완 사항

    본 시험의 조합은 표 2와 같이 5 가지 베어링 틈새에 대해서 전원주파수 측

대역을 측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틈새비 0.0036 (베어링 틈새 0.1mm)에 대한 시

험 결과는 수록하지 않았다. 베어링 틈새비가 0.0036 경우에 측정된 전원주파수 

측대역의 크기는 다른 4 가지 베어링 틈새비일 때 측정된 전원주파수 측대역의 

크기 경향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다. 

  본 시험은 소형 전동기인 2.2kW 전동기에서 전원주파수 측대역 크기와 베어링 

틈새비와의 관계를 구한 값이다. 중형 또는 대형 전동기에 대하여 같은 방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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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측대역 크기와 베어링 틈새비와의 상관관계를 평가하지 못하였다.

  전동기 고정자와 회전자 사이의 공극 변화에 따른 전자기 해석을 통하여 전류

신호의 주파수 성분을 구하는 해석 모델과 시험에서 구한 전류 신호의 주파수 

성분 비교를 통하여 저널베어링 틈새를 진단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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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베어링 틈새비 크기에 따른 전원주파수 측대역 크기 

베어링 

틈새비

Normalized Amplitude ASME OM 

Vibration 

Criteria

측대역주파수 

크기 허용 

여부f1 f2 Vibration

0.01 1.00 1.00 1.00 〈 2.5 Vr 허용

0.015 1.79 1.31 0.67 〈 2.5 Vr 허용

0.02 3.22 2.98 4.22 〉2.5 Vr 경보 발생

0.025 6.46 5.05 5.11 〉2.5 Vr 경보 발생

그림 23. 베어링 틈새비 크기에 따른 전원주파수 측대역 상관관계



- 33 -

표 5. ASME OM 기준에 의한 진동 허용 기준

Test Type
Pump Speed

Test

Parameter
Acceptance Range Alert Range

Required Action Range

Low High

Group A Test N/A Q 0.95 to 1.10Qr 0.93 to ＜0.95Qr ＜0.93Qr ＞1.10Qr
N/A △P 0.95 to 1.10△Pr 0.93 to ＜1.10△Pr ＜0.93△Pr ＞1.10△Pr
＜600 rpm Vd or Vv ≤2.5Vr ＞2.5Vr to 6 Vr or

＞10.5 to 22 mils

None ＞6Vr or

＞22 mils
≥600 rpm Vd or Vv ≤2.5Vr ＞2.5Vr to 6 Vr or

＞0.325 to 0.7 in/sec

None ＞6Vr or

＞0.7 in/s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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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베어링 틈새비 0.01 일 때 STFT 신호 형상 

그림 25. 베어링 틈새비 0.025 일 때 STFT 신호 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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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본 연구의 시험을 통하여 저널베어링 틈새비 증가에 따라 전원주파수 측대

역 크기와 축진동의 크기가 함께 증가함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ASME OM 진동 기

준을 전원주파수 측대역의 크기에 적용하여 저널베어링 회전축의 이상상태를 진

단하는 데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로서 전원주파수 측대

역의 크기가 기준값의 2.5 배를 초과하면 저널베어링 회전축에 이상상태가 발생

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본 연구는 한정된 기간과 예산상의 제약으로 4 가지 틈새비의 저널베어링만 

모사하여 분석하였기 때문에 시험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충분히 평가하지 못했

다. 보다 다양한 저널베어링 틈새비에 대한 전원주파수 측대역 크기의 상관관계

를 얻기 위한 추가 시험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소형 전동기 이외에 

중형 또는 대형 전동기의 저널베어링 틈새비에 따른 전원주파수 측대역 크기의 

상관관계를 구하여 본 연구의 결과와 비교 분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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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소형 Induction MotorInduction Motor의의 구조구조



중대형중대형 고압고압 Induction MotorInduction Motor의의 구조구조

Cooler Rotor

Stator

Bearing
Shaft

Frame

Foot

외부 냉각 Fan

내부냉각 Fan



♣ 유도전동기의 일반적 특징 : 
• 튼튼하고 가격이 저렴하여 산업계에 가장 널리 사용

• 고정자, 회전자, 베어링으로 구성

• 고정자 권선의 교류전류는 전원에서 직접 공급

• 회전자 권선에서는 고정자 교류전압의 유도작용에 의해 교류전류 인가

유도전동기의유도전동기의 특징특징 및및 구분구분

♣ 유도전동기의 사용 구분

단상 유도전동기

(~ 1 HP, 소형) 
선풍기, 청소기, 에어컨, 주스 믹서, 세탁기, 냉장고
등의 가정용품

3상 유도전동기

(대형, 수십~수천 HP)
펌프(pump), 휀(fan), 압축기(compressor), 제지기
(paper mill), 방직기(textile mill) 등 산업용 구동기



상태감시상태감시 및및 진단의진단의 중요성중요성

Induction motors
• “Workhorses” of industry 
• Most widely used as the majority of prime drives
• Typically consume between 40~50% of all the generated capacity

The manufacturers and users want
• To increase  motor availability and performance
• To reduce consequential damage, to increase motor life
• To reduce spare parts inventories and breakdown maintenance

An efficient condition monitoring scheme and accurate 
diagnostic approaches can make manufacturers and
users’ ideas  come truth. 



유도유도 전동기의전동기의 일반적인일반적인 고장고장 빈도빈도

1980년대 조사자료

• 베어링 관련 : 40% 
• 고정자 권선 관련 : 38%
• 회전자 관련 : 10 %
• 기타 : 12%

최근의 현장경험
Broken rotor bar
가장 일반적 문제

• IEEE Motor Reliability Working Group, Report of large motor reliability survey of industrial commercial installations, Part I, IEEE 
Trans. Industrial Application, Vol IA-21, pp. 853-872, July/Aug. 1985.

• O.V. Thorsen and M. Dalva, Condition monitoring methods, failure identification and analysis for high voltage motors in petrochemical
industry, in Proc. 8th Inst. Elec. Eng. Int. Conf., EMD’97, University of Cambridge, No. 444, pp.109-113.

• A.H. Bonnet and G.C. Soukup, Cause and analysis of stator and rotor failures in three-phase squirrel-cage induction motors, IEEE Trans.
Industrial Application, Vol. 28, pp. 921-937, July/Aug. 1992.



유도유도 전동기의전동기의 주요주요 결함결함, , 증상증상 및및 진단법진단법

Faults • Stator fault(opening or shorting of a stator phase winding
• Abnormal connection of the stator windings
• Broken rotor bar or cracked rotor end-rings
• Static/dynamic air-gap eccentricities
• Bent shaft
• Shorted rotor field winding
• Bearing and gearbox failures

Symptoms • Unbalanced air-gap voltages and line currents
• Increased torque pulsations
• Decreased average torques
• Increased losses and reduction in efficiency
• Excessive heating

Diagnostic 
methods

• Electromagnetic field monitoring
• Temperature measurement
• Infrared recognition
• Radio frequency emission monitoring
• Vibration monitoring
• Chemical analysis
• Acoustic noise measurement
• Motor current signature analysis (MCSA)
• Artificial intelligence & neural network based techniques



전동기전동기 결함의결함의 종류종류

결함 요소 결함 종류

기계적

결함

베어링(bearing) 구름요소베어링 결함 (bearing defect)
저널베어링 결함(Oil whip/whirl 등)

축(shaft)
질량 불평형 (mass unbalance),  축 굽힘 (bent shaft), 
헐거움 (looseness),  접촉 (rubbing),  공진 (resonance)

커플링(coupling) 정렬 불량 (misalignment)

전기적

결함

유연한 고정자

고정자 적층(lamination)의 단락

고정자 철심의 느슨함

고정자 (stator)

회전자 봉(rotor bar)의 파손 / 크랙

회전자 봉의 헐거움 / 개방

회전자 적층의 단락

회전자의 불규칙한 국부가열에 의한 열 굽힘(thermal bow)
단락 링의 파손 / 크랙

회전자 (rotor),
단락 링(end ring)

공극 불평형(고정자 편심, 회전자 편심)    공극 (air-gap) 



교류전동기의교류전동기의 포괄적인포괄적인 OnOn--line line 감시도구감시도구
((ISO/WD 19035ISO/WD 19035--2)2)

검지검지 가능가능 결함결함

감시기술감시기술 설설 명명 절연

열화

고정자

권선

회전자

권선

회전자

편심

베어링

손상

진동분석
베어링 또는 프레임에서 가속도계로
측정된 진동신호의 스펙트럼분석

권장

불가

권장

불가
권장 권장 권장

고정자

전류분석
고정자 전류의 스펙트럼 분석

권장

불가
권장 권장 권장 권장

축방향

자속분석

축 탐색코일을 통하는 축방향 누석자
속의 스펙트럼 분석

권장

불가
권장 권장 권장

권장

불가

윤활유 마멸
입자 분석

유 윤활베어링의 마멸입자의 화학적/
크기 분석

권장

불가

권장

불가

권장

불가

권장

불가
권장

냉각

가스분석
냉각 가스의 화학적 분석 권장 권장 권장

권장

불가

권장

불가

부분방전
고정자 권선내의 방전 펄스의 시간영
역 분석 또는 스펙트럼 분석

권장
권장

불가

권장

불가

권장

불가

권장

불가



MCSAMCSA:: MMotor otor CCurrent urrent SSignature ignature AAnalysisnalysis

• Thermal and vibration monitoring have been utilized for decades
• Those are delicate and expensive
• Vibration monitoring methods are utilized to detect the presence of incipient

failure
• Stator current monitoring can provide the same indications without 

requiring access to the motor 
• This technique utilizes results of spectral analysis of the stator current

(precisely, supply current) of a motor to spot an existing or incipient failure
of the motor or the drive system

• Basic technology was developed at the Oak Ridge National Laboratory for
determining the affects of aging and service wear on motor-operated valves
used in nuclear power plant safety systems (H.D. Haynes, 1989)

• MCSA: the most applicable and effective for diagnosis of broken rotor bars
• High resolution Fourier analysis of the supply current to the motor to identify

the twice slip frequency sidebands 2sfL

• Particular interest: broken bar, rotor eccentricity, worn or damaged bearings, 
unbalanced voltage and single-phasing effects



Products ExamplesProducts Examples

Motor for Valve and Aircraft Fuel Pump (Oak Ridge National Laboratory)



MCSAMCSA



고정자고정자 전류전류 감시감시 시스템시스템

3Φ Source
LoadLoad

CurrentCurrent
ProbeProbe

Low PassLow Pass
FilterFilter

A/DA/D
ConverterConverter

PreprocessorPreprocessor :
FFT & Averaging

Algorithm:Algorithm:
Fault DetectionFault Detection

Postprocessor Postprocessor :
Diagnosis

SamplerSampler

Induction Induction 
MotorMotor

Removal of 60Hz excitation
component & undesirable
high-frequency components

Frequency Information
based-decision

Block diagram of single-phase stator current monitoring scheme



• 전자유도형 : 전자계의 유도현상을 이용

단점 : AC전류 외의 비정형 파형이나 DC파형의 측정은 별도의 추가요소가 없이는 불가능

AC전류파형에서도 주파수 대비 출력특성이 달라짐

정격 이상의 전류에서는 파괴현상이 나타남

• 전류 자기효과형 : 전자유도형이 지니는 모든 단점을 장점으로 변환

한국센서 : www.hansen.co.kr/
전류전류 센서센서

박스형 센서

원형 센서

각형 센서



구름요소구름요소베어링의베어링의 구조구조

Deep-groove ball bearing Spherical-roller bearing

Tapered-roller bearing Double-row roller bearing



베어링베어링 요소요소 결함결함

Outer race fault Inner race fault

Ball fault

Retainer fault



베어링베어링 결함의결함의 주요주요 유형유형
Ref. : Barden Precision Bearings, 1998

과열 과대 하중 false brinellingtrue brinelling 피로결함 역 하중

오염
(contamination) 윤활제 결함 부식 정렬불량 헐거운 끼워맞춤 억지 끼워맞춤



베어링베어링 결함결함 원인원인

Bearings 파손: 전동기 결함의 약 40~50%

Four types of rolling-element 
bearing misalignment

부적절한 윤활(Improper lubrication) 

오염(Contamination)

부식(Corrosion) 

Improper installation/misalignment

깊은 홈 볼베어링 원통 롤러베어링깊은 홈 볼베어링 원통 롤러베어링



베어링베어링 결함결함 특징주파수특징주파수

• 결함에 의한 베어링 진동 → 고정자와 회전자 사이의 공극 변화 초래
→ 공극 자속(flux)을 변화 → 고정자 전류성분을 유도

m = 1, 2, 3… , fL = 전원주파수(50/60 Hz),  fr =  회전주파수(Hz)
fv =  베어링 결함의 특징 진동주파수(Hz), Dp = 베어링 피치직경, 
Db = 볼의 직경, Nb = 볼 수,   β = 접촉 각

b L vf f m f= ±

Contact Angle β

Ball Dia.
(Db)

Pitch Dia.
(Dp)

(1 cos / ) 0.6
2

b
v r b p b r

N
f f D D N fβ= + ≈

2[1 ( cos / ) ]p
v r b p

b

D
f f D D

D
β= −

(1 cos / )
2

r
v b p

f
f D Dβ= −• Train defect:

• Outer race 
defect :

• Inner race  
defect :

• Ball defect:

(1 cos / ) 0.4
2

b
v r b p b r

N
f f D D N fβ= − ≈

R. R. Schoen, T. G. Habetler, F. Kamran, and R. G. Bartheld, Motor bearing damage detection using stator current monitoring, IEEE Trans. Industrial  
Application, vol. 31, pp. 1274–1279, Nov./Dec. 1995.

R. L. Schiltz, Forcing frequency identification of rolling element bearings, J. Sound Vibration, pp. 16–19, May 1990.



Case History 1 : 외륜결함

제품명 외경 내경 피치직경 Dp 볼 직경 Db 볼 수 Nb 접촉각 β 회전주파수 fr
0 1735rpm(28.9Hz)60mm 12mm 9NSK 6208 80mm 40mm

fb = | fL ± m fv |로 부터♣ 진동 결함주파수 ♣ 전류 결함주파수

fo = ½ Nb fr ( 1 – BD/PD  cos β ) = 104 Hz
fi = ½ Nb fr ( 1 + BD/PD  cos β ) = 156 Hz
fL = 60Hz, 2fo = 208 Hz

fbo = | fL – 1 × fo | =   44Hz, fbo = | fL + 1 × fo | = 164Hz
fbo = | fL – 2 × fo | = 148Hz, fbo = | fL + 2 × fo | = 268Hz
fbi = | fL – 1 × fi | =   96Hz, fbi = | fL + 1 × fi | = 216Hz
fbi = | fL – 2 × fi | = 252Hz, fbi = | fL + 2 × fi | = 372Hz

44Hz
148Hz96Hz

전자기력으로 인한 성분
( fL)

fo fi 2fo

전자기력으로 인한 성분
(2 fL)

진동 스펙트럼(100 ~ 225Hz) 전류 스펙트럼(30 ~ 155Hz)



Case History 2 : 외륜, 내륜 결함

제품명 외경 내경 피치직경 Pd 볼 직경 Bd 볼 수 Nb 접촉각 β 회전속도 fr

0 1735rpm(28.9Hz)46mm 10mm 9NSK 6206 62mm 30mm

fo = ½ n fr [1 – BD/PD cos β] = 102 Hz
fi = ½ n fr [1 + BD/PD cos β] = 158 Hz
2fo = 204 Hz

| fs – 1 × fo | = 42 Hz
| fs – 2 × fo | = 144 Hz
| fs – 1 × fi |  = 98 Hz

진동 스펙트럼(100 ~ 225Hz) 전류 스펙트럼 (30 ~ 155Hz)

204Hz

102Hz 158Hz 98Hz 144Hz

42Hz



회전자회전자 봉봉((Rotor Bar) Rotor Bar) 파손파손

• 유도전동기 고장의 약 5~10% 차지(1980년대)
• 최근에는 가장 보편적인 결함으로 현장에서 경험

• 직접적인 고장의 원인은 아니나, 봉 파손에 따른 심각한 2차 효과 야기

♦ 회전자 봉의 크랙에 따른 Chip이 고속회전 중인 고전압 전동기내를 돌다가 고정자

코일의 end winding 부위에 박히고 전압에 따라 국부 가열

→ 절연 손상 야기 → 고정자 권선 고장 → 최근은 이물질 세정으로 거의 발생 안함

♦ 공극 편심의 이상 레벨로 unbalanced magnetic force 초래

→ 고정자와 회전자 사이의 마찰(rubbing) → 베어링 열화, 진동 발생

회전자 봉 파손 전동기(2,000HP)Stator Winding 파손 사례



회전자회전자 봉봉 파손의파손의 검지검지((Detection)Detection)

• 전원주파수 fL의 3상 대칭 고정자 권선은 동기속도에 전향 회전자장(forward rotating 
magnetic field)을 발생

• 공급 전압 또는 고정자 권선 임피던스의 비대칭은 고정자 권선으로부터 후향 회전자장
(backward rotating magnetic field)을 야기

• 동일한 회전자장 기본성분이 회전자 권선에 작용 시, 고정자 권선과 회전자 권선 내의
유도 전자기력(electromagnetic force: emf)과 전류의 주파수 차이는 슬립주파수 s fL

• 농형 권선내의 회전자 전류는 고정자장으로 동일 극 수를 가지는 유효 3상 자장을 발생, 
회전하는 회전자에 대해 슬립주파수로 회전

• 대칭 농형 권선은 단지 전향 회전자장 만 존재

• 회전자 비대칭성이 있으면, 전향 회전하는 회전자에 대해 슬립주파수의 후향 회전자장 발생

• 그 결과로, 회전자에 대한 후향 회전자장이

frb = fL(1 – 2s) (Hz) : Lower twice slip frequency sideband
에서 고정자 권선에 emf와 전류를 유도

• 2sfL에서 토크 맥동 및 속도 변동 야기하는 전류의 주기적 변동 존재

• 이 속도 변동은 fL(1 – 2s) 측대역 성분의 크기(amps)를 감소 가능

• 회전자 진동에 기인하여 고정자권선 내에 Upper sideband current 성분 유도

frb = fL(1 + 2s) (Hz) : Upper twice slip frequency sideband



회전자회전자 봉봉 파손파손 : : 결함결함 특징주파수특징주파수

• 결함특징 주파수

fL : 전원주파수
s : 슬립
k = 1, 2, 3, …
k/p =1, 3, 5, …

(1 2 ) (Hz)rb Lf f ks= ±

(1 ) (Hz)rb L
k sf f s

p
⎡ ⎤⎛ ⎞−

= ±⎢ ⎥⎜ ⎟
⎝ ⎠⎣ ⎦

fL (1 – 2s), fL (1 + 2s), fL (1 – 4s), fL (1 + 4s), …

fL (3 – 4s), fL (3 – 2s), fL (5 – 6s), fL (5 – 4s), …

• 회전자 봉 파손은 조화성분의 측대역파(sidebands)를 조사

• 좌측 측대역 성분 fL ( 1 – 2s) 의 진폭은 파손된 회전자 봉의 양에 비례

• 이 주파수 성분의 진폭 Ils는

2sin ,
2 (2 )

br
ls s

rs

N pI I
p N

πα α
π α

≅ =
−

Is: 고정자 전류 기본주파수성분, p: 극 쌍 수, 
Nbr: 파손된 회전자 봉 수, Nrs: 회전자 슬롯 수

• 우측 측대역 성분 fL ( 1 + 2s) 은 결함의 심각도 감시에 이용

-2sfL   fL  +2sfL



Broken Rotor Bars Broken Rotor Bars (full-load, 60Hz, curr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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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okenBroken RRotor Bars otor Bars (full-load, 60Hz, vib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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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okenBroken RRotor Bars otor Bars : : Case History (1)Case History (1)

정격동력 정격전압 정격전류 정격주파수 정격속도(Nr) 극 수(p)
60 Hz 1773 rpm 4210 Hp 3300 V 30 A

Ns = 120 fs / p = 120 × 60/4 = 1800 rpm
s = (Ns – Nr)/ Ns = (1800 – 1773)/1800 = 0.015 진폭차: 정상상태 61dB/ 비정상상태 35 dB

frb = fL ( 1 ± 2s) = 58.2 Hz, 61.8 Hz

정상상태의 고정자 전류 스펙트럼

61dB

회전자 봉 파손 시 고정자 전류 스펙트럼

35dB

G. B. Kliman and J. Stein, “Induction motor fault detection via passive current monitoring,” in Proc. 1990 
Int. Conf. Electrical Machines, vol.1, Cambridge, MA, pp. 13–17.



BrokenBroken RRotor Bars otor Bars : : Case History (2)Case History (2)

정격동력 정격전압 정격전류 정격주파수 정격속도(Nr) 극 수(p)

60 Hz 1735 rpm 47.5 Hp 220 V 20.1 A

정상상태의 고정자 전류 스펙트럼 회전자 봉이 파손된 고정자 전류 스펙트럼

Ns = 120 fs / p = 120 × 60/4 = 1800 rpm
s = (Ns – Nr)/ Ns
= (1800 – 1735) / 1800 = 0.036(3.6%)

55.68 Hz

64dB

32dB

64.32 Hz

frb = fL ( 1 ± 2s)  Hz = 55.68 Hz, 64.32 Hz



Healthy condition Broken rotor bar condition

3상, 6600V, 4285HP, 60Hz, 376A, 3580 rpm
46 rotor bars, s = 1% (full load)

• Current zoom spectrum
• Twice slip freq. sidebands (±0.7Hz) for actual full-load condition
• Decibel difference : 26 dB, factor of 20 times larger in the absolute units of amps
• Indication of a serious broken rotor bar problem (20개 파손 확인)

BrokenBroken RRotor Bars otor Bars : : Case History (3)Case History (3)



Rotor Bar Damage Severity LevelRotor Bar Damage Severity Level

등급 진폭차 저항증가율(%) 상태 평가

< 0.6 Excellent

Good

Moderate

Rotor bar fault developing

1 or 2 rotor bar broken

Multiple rotor bar broken

Severe rotor bar problem 
Replace as soon as possible

1.2 ~ 0.6
2.4 ~ 1.2 

4.8 ~ 2.4 

9.6 ~ 4.8 

6 30 ~ 36 dB 19.2 ~ 9.6 Repair as soon as 
possible

> 19.2

> 60 dB
54 ~ 60 dB
48 ~ 54 dB

42 ~ 48 dB

36 ~ 42 dB

< 30 dB

권장조치

1 None 

2 None

3 Trend data

4 Increasing trending 
frequency

5 Perform vibration test 
to confirm source

7 Repair or replace as
soon as possible

Berry. P. E., and James, E., 1999, “Comparison of Motor Current Analysis and Vibration Analysis in 
Detecting Rotor Bar and Air-gap Eccentricity Problems in Induction Motors,” Technical Associates of 
Charlotte, Charlotte, NC



회전자회전자 봉봉 파손파손 사진사진

Since rotor was aluminum die 
cast, we can not see the broken
rotor bars on the surface.

But we can find the broken bars 
from eng ring, as figure shown.

절연 short

W.T. Thomson and M. Fenger, “Current signature analysis to detect induction motor faults”



공극공극 편심편심((AirAir--gap Eccentricity): gap Eccentricity): 정의정의

♣ 공극 편심(air-gap eccentricity)
• 고정자와 회전자 사이의 공극 불일치
• 편심이 크면 불평형 자기력(unbalanced magnetic force: UMP)이

증가하여 고정자와 회전자사이의 접촉(rub)으로 손상 발생 가능

♣ 정적 편심(static eccentricity): 
• 최소 공극 위치가 공간 중에 고정
• 고정자 코어의 비진원, 고정자 또는 회전자의 부적절한 설치

♣ 동적 편심(dynamic eccentricity): 
• 회전자 중심이 회전중심에 있지 않고, 최소 공극 위치가

회전자와 함께 회전
• 굽힌 축(bent shaft), 베어링 마모/정렬불량, 기계적 공진 등
• 실제로는 이 두 종류 편심이 공존

Geometric centerRotor center Stator

Static
eccentricity

Normal
motor

Dynamic 
eccentricity

Whirling 
orbit

Parallel misalignment

Angular misalignment

Combined misalignment



공극공극 편심편심: : 허용기준허용기준 및및 검지방법검지방법

♣ 허용기준

• 정상 공극의 10%까지 허용 가능, 25~35% 베어링 파손, 50% 심각한 상태

• 제작사는 통상 불평형 자기흡인력(UMP)을 최소화하고, 진동·소음을 저감하기 위해

가능한 낮은 레벨의 총 편심량을 유지

• 새 전동기라도 제작 및 조립방법에 의해 선천적으로 어느 정도의 정적 편심 존재

• 이는 한 방향으로 정상 UMP를 야기하고, 사용 중 축 굽힘, 베어링 마모 등을 초래

• 이에 따라 어느 정도의 동적 편심을 발생

• MCSA를 이용하여 정적, 동적 편심 검지 가능

♣ 공극 편심의 검지방법

1. 슬롯주파수의 측대역 성분(sidebands)에서 전류 거동 감시

2. 전원주파수의 기본 측대역 성분에서 전류 거동 감시



공극공극 편심편심 : : 결함결함 특징주파수특징주파수

방법 1: 슬롯주파수의 측대역 주파수 fss 주 슬롯조화성분(Principal Slot Harmonics)

(1 )( )ss L rs d w
sf f kN n n

p
⎧ ⎫−

= ± ±⎨ ⎬
⎩ ⎭

(1 ) 1PSH L rs
sf f N

p
⎧ ⎫−

= ±⎨ ⎬
⎩ ⎭

fL = 전원주파수, k = 1, 2, 3, …, Nrs = 회전자 봉(슬롯)의 수
nd = 편심 차수 (정적 편심= 0, 동적 편심= 1, 2, 3, …), s = 전동기 슬립, 
p = 극 쌍 수(pole pairs),  nw = 고정자 시간 조화성분의 차수(1, 3, 5, 7, …)

• 장점: 공극 편심과 회전자 봉 파손에 의한 스펙트럼 성분들의 분리 가능
• 단점: 회전자 슬롯 수와 같은 기계 구조에 대한 깊은 지식 필요

방법 2: 기본 측대역 주파수 ffs (1 )1fs L L r
k sf f f k f

p
⎧ ⎫−

= ± = ±⎨ ⎬
⎩ ⎭

• 장점: 회전자 슬롯 수와 같은 기계 구조에 대한 어떤 지식도 불필요

fL = 전원주파수, k = 1, 2, 3, …,  s = 전동기 슬립, p = 극 쌍 수(pole pairs)

• M. E. H. Benbouzid1, A Review of Induction Motors Signature Analysis as a Medium for Faults Detection, IEEE Trans. 
Industrial Electronics, Vol.47, No.5, 2000, pp.984-993. 



공극공극 편심편심 : : Case History (1)Case History (1)

(1 )1

30.66, 59.34Hz

fs L L r
k sf f f k f

p
⎧ ⎫−

= ± = ±⎨ ⎬
⎩ ⎭

=

[ (1 ) / 1] 761.5HzPSH L rsf f N s p= − ± =

(1 )( )ss L rs d w
sf f kN n n

p
⎧ ⎫−

= ± ±⎨ ⎬
⎩ ⎭

s = 0.022
Nrs= 28
ε = 0.4137%
p = 2
fr = 29.34 Hz

S. Nandi et al., IEEE Trans. Energy Conversion,
17(3), 2002



공극공극 편심편심 : : Case History (2)Case History (2) W.T. Thomson et al., IEEE Trans. Energy Conversion,
13(4), 1998

[ (1 ) / 1] 1,172 Hz,1,072 HzPSH L rsf f N s p= − ± =

(1 )( ) 1,072 Hz, 1272 Hzss L rs d w
sf f kN n n

p
⎧ ⎫−

= ± ± =⎨ ⎬
⎩ ⎭

Squirrel-cage, 11 kW, 415 V, 20 A, 50 Hz, 4-pole, 
1420 rpm, 51 rotor slots, 36 stator slots, s = 0.1187

Skewing effect(1,072Hz)
10% static eccentricity
(1322rpm, 12.5A, 415V)

50% static eccentricity
(1322rpm, 11.5A, 415V)



공극공극 편심편심 : : Case History (3)Case History (3)

[ (1 )
912 Hz 1,0

/ 1]
, 32 Hz

PSH L rsf f N s p= − ±
=

(1

972 Hz 1,1

)

H

( )

, 52 z

ss L rs d w
sf f kN n n

p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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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or Winding Faults : Shorted TurnsStator Winding Faults : Shorted Turns

♣ 결함의 분류
• Turn-to-turn shorts within a coil
(고정자 고장의 가장 일반적 유형)

• Coil-to-coil shorts of the same phase
• Phase to phase shorts
• Phase to ground shorts
• Open circuit in one phase

Winding shorted
turn-to-turn

Turn-to-turn 

Coil-to-coil 

Open circuit

Phase-to-phase 

Phase-to-ground 

End-winding failure

Phase damage due to
unbalanced voltage

Winding shorted
phase-to-phaseY결선 고정자의 가능 결함



Stator Winding Faults : Shorted TurnsStator Winding Faults : Shorted Turns

• 결함의 진전은 대부분의 경우, 
turn-to-turn short → coil-to-coil short → phase-to-phase short
또는 phase-to-ground short → final breakdown

• 주로 저 전압(LV) 전동기에서 많이 발생

• HV 전동기는 부분방전 감시로 결함 전의 절연 열화를 진단

• 전동기 고장의 약 38%가 고정자 결함 문제

• 결함 감시방법
• Air-gap monitoring
• Axial flux monitoring
• Winding impedance unbalance sensing
• MCSA

• 결함의 원인
• 동 파편(copper debris), 철심 파단 입자(burr)
• 과열(overheating)에 의한 국부 절연 열화

도체파편에 의한 Short, 부적절한 통풍 기인

• End-winding 부분에서 흔히 발생



Stator Winding Faults : Shorted TurnsStator Winding Faults : Shorted Turns

결함특징 주파수

(1 )st L
nf f s k
p

⎧ ⎫
= − ±⎨ ⎬

⎩ ⎭

fL : supply frequency,  
n = 1, 2, 3 …,  k = 1, 3, 5 …,    
p : pole pairs,   s : slip

• 결함특징주파수의 계산 예 (p = 1, k = 1)

2 Pole
n = 1 fL (2 – s),  s fL

n = 2 fL (3 – 2s), fL (1 – 2s)
n = 3 fL (4 – 3s), fL (2 – 3s) 
n = 4 fL (5 – 4s),  fL (3 – 4s) 
n = 5 fL (6 – 5s),  fL (4 – 5s) 

4 Pole
3/2 fL (1 – s/3),  fL/2 (1 + s) 
fL (2 – s), sfL

5/2fL(1 – 3s/5), fL/2(1 – 3s) 
3 fL (1 – 2s/3),  fL (1 – 2s) 
7/2fL(1–5s/7), 3fL/2(1–5s/3) 



Shorted Turns : Shorted Turns : Case History (1)Case History (1)

Test motor : 4 pole, 11kW, 415/420V, 20.5A, 1440rpm, 50Hz, 36 slot stator, 
s= 0.00133(no load), 180 turns/phase, 2.34 V/turn

• 4 Pole Motors (p = 2, k = 1)
n = 1 : fst = 3/2 fL (1 – s/3) = 75Hz,  fst = fL/2 (1 + s) = 25Hz
n = 2 : fst = fL (2 – s) = 100Hz,  fst = sfL = 0
n = 3 :  fst = 5/2fL(1 – 3s/5) = 125Hz,  fst = fL/2(1 – 3s) = 25Hz
n = 4 : fst = 3 fL (1 – 2s/3) = 150Hz,  fst = fL (1 – 2s) = 50Hz
n = 5 : fst = 7/2fL(1–5s/7) = 175Hz,  fst = 3fL/2(1–5s/3) = 75Hz

One short turns in stator winding

• 25, 75Hz: 공극 편심

• 100Hz: 전압불평형,
권선 비대칭

• 150Hz: 전원전압 3차
조화성분, 자기
비선형 효과

• 125, 175Hz: Shorted
Turn 전동기만 발생

⇒ Fault Indicator

Current spectrum: no stator faults



Shorted Turns : Shorted Turns : Case History (2)Case History (2)

Test motor : 2 pole, 4kW, 415V, 2900rpm, 50Hz, No load(s=0)

• 2 Pole Motors (p = 1, k = 1)
n = 1 : fst = fL (2 – s) = 100Hz,  fst = s fL = 0Hz
n = 2 : fst = fL (3 – 2s) = 150Hz,  fst = fL (1 – 2s) = 50Hz
n = 3 :  fst = fL (4 – 3s) = 200Hz,  fst = fL (2 – 3s) = 100Hz
n = 4 : fst = fL (5 – 4s) = 250Hz,  fst = fL(3 – 4s) = 150Hz
n = 5 : fst = fL (6 – 5s) = 300Hz,  fst = fL (4 –5 s) = 200Hz

• 25, 75Hz: 공극 편심

• 100Hz: 전압불평형,
권선 비대칭

• 150, 250, 350Hz: 
거의 변화 없음

• 200, 300Hz: 2 pole 
전동기에서 발생

⇒ Fault Indicator

One short turns in stator windingCurrent spectrum: no stator faults



Gearbox FaultGearbox Fault

• 기어 결함에 의한 기계적 진동은 부가적인 전류성분을 증가시킴
• 저속 회전의 감속기 축은 기본 전원주파수 성분 주위의 측대역 성분의
전류성분을 증가

• 회전자 봉 결함주파수와 유사한 형태의 결함주파수 발생, 따라서 Mill과 같은
극 저속 회전 시에는 슬립주파수와 같은 정도의 크기

• 결함특징 주파수

1 2( , , , )g L gr gr grnf f k f f f= ±

fL : 전원주파수(Hz),  k = 1, 2, 3, …
fgr : 기어 회전주파수(Hz), n = 감속 단의 수, Ni : 감속비

1 1 2 1 2 1/ , / , , /gr m gr gr grn grn nf f N f f N f f N−= = =

Motor

Driven

N1

N2

N3

fm

fgr1

fgr2



Gearbox Fault : Gearbox Fault : Case HistoryCase History

• 계산 예 : Coal mill motor 
전동기: 300 HP, 575V, 295A, 885rpm, 60Hz,
감속기: 감속비 1/45, 3단 감속, 19.67 rpm (0.33Hz)    

Motor

Coal Mill

885rpm

19.39rpm

142rpm

52.8rpm

1st 
stage

2nd 
stage

3rd 
stage

• 회전주파수 및 결함 특징주파수

Motor 1st stage
(6.246)

2nd stage
(2.684)

3rd stage
(2.723)

14.75 Hz 2.362 Hz 0.88 Hz 0.323 Hz
57.64 Hz 
62.36 Hz

59.12 Hz 
60.88 Hz

60 Hz

55.28 Hz
64.72 Hz

58.24 Hz
61.76 Hz

59.68 Hz 
60.32 Hz

1st
1st 1st2nd 2nd 1st

• 회전자 봉 결함 특징주파수 :
58Hz, 62Hz



Fault Feature Frequency in Current Spectrum Fault Feature Frequency in Current Spectrum 

bng L vf f nf= ±• Faulty bearing :

(1 )st L
nf f s k
p

⎧ ⎫
= − ±⎨ ⎬

⎩ ⎭
• Stator faults :
(shorted turns)

(1 2 )b Lf ks f= ±• Broken rotor bar :

,
1( )ec h ss L rs d w

sf f f kN n n
p

⎧ ⎫⎛ ⎞−
= = ± ±⎨ ⎬⎜ ⎟

⎝ ⎠⎩ ⎭
• Air-gap Eccentricity :

, ( 1, 2,3, ),ec l fs L r kf f f k f == = ±

• Mechanical fault :
(misalignment, looseness etc.)

m L rf f k f= ±

• Gearbox fault :
1 2( , , , )g L gr gr grnf f k f f f= ±



Flowchart for Diagnosis SystemFlowchart for Diagnosis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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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ificationClass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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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ature 

calculation
Feature Feature 

calculationcalculation

TrainingTrainingTraining

DecisionDecision
LevelLevel
fusionfusion

• Steady-state monitoring
• Transient monitoring

DAQ Device

DAQ Module (8 ch.)
Data acquisition device

A/D Converter Module
(USB terminal)

Computer
CM & D

Notebook PC

LabVieW-based 
Software

DAQ Terminal 
BNC type

Transducers
(vibration, current)

Mach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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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ult Conditions & Signal AcquisitionFault Conditions & Signal Acquisition
Stator fault

Eccentricity

Rotor unbalance Rotor bar broken

Faulty bearing Bowed rotor



Feature Extraction & SelectionFeature Extraction & Selection

PopulationPopulation

• SelectionSelection
• CrossoverCrossover
• MutationMutation

Initial parametersInitial parameters
settingsetting

PCA featuresPCA features

Classifier
(ART_KNN)

Fitness evaluationFitness evaluationMaximum
generation?

Best featuresBest features

Selected
features

Network 
structure
parameter

Training,
validation
accuracy

7.2 7.4 7.6 7.8 8

-1
0

1
2

-2

-1

0

1

2

PC1

PC2

P
C
3

Angular mis alignme nt
Bowe d rotor
Broke n rotor bar
Be aring fault
Rotor unbalance
Normal condition
P aralle l alignme nt
P has e  unbalacne

GA AlgorithmGA AlgorithmPCA AlgorithmPCA Algorithm



상태감시 소프트웨어 구성도

START

이상 판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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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동의 trend

판 별

결과 표시

이력데이터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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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ph 표시

리스트 표시

Graph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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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On--line Diagnosis Algorithm & Systemline Diagnosis Algorithm & System

Attentional 
subsystem

Discernment
layer

Input

Comparison/
Input layer

ρ

Matching
similarity

Reset

Orienting 
subsystem

Raw Data

Feature Extraction

Parameter Optimization

ART-KNN Training

ART-KNN Test

Training Result

Classification

Display

DAQ

ART-KNN을
이용한 진단

특징 추출

및 선택
Feature Selection

Classifier : ARTClassifier : ART--KNN KNN 



Products ExampleProducts Example

Control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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