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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의 구동원으로는 크게 전기 모터와 내연 기관, 외연 기관이 있는데, 내연 기관과 외연 기관은 기

계요소라기보다는 하나의 기계장치이므로 여기서는 전기 모터에 중점을 두고 설명하고자 한다.

전기 모터

전기 모터는 전기 에너지를 기계 에너지로 변환하는 기계요소로 시동 및 운전이 쉽고 다양한 부하의 

종류와 크기에 대응하는 기종을 선택하기 쉬우며, 소음 진동이 적고 환경에 대한 공해가 적은 것이 

특징이다. 모터의 입력과 출력의 크기는 아래와 같이 구할 수 있다.

입력 전력(W)＝전압(V)×전류(A)

모터 출력(W)＝회전 속도(rad/sec)×회전력(Nm)

한편 모터의 효율(%)은 출력/입력×100의 식으로 구해지는데, 나머지는 모터의 손실이다. 모터의 

손실에는 기계적 마찰 손실, 구리 선내에서의 선실(copper loss) 및 철심 내에서의 손실(iron loss) 등이 

있다. 모터는 일반적으로 회전자(rotor, 전기자)와 고정자(stator, 계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의 종

류는 아래와 같다.

1.	회전자의	종류

 ● 농형(바구니형) 회전자(squirrel－cage rotor)
 ● 돌출극 농형 회전자(salient－poled ro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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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경자강 회전자(semi－hard steel rotor)
 ● 연강 회전자(solid－steel rotor)
 ● 돌출극형 규소강판 회전자(salient－poled lamination rotor)
 ● 미세치형 연강 회전자(solid－steel rotor with fine teeth)
 ● 영구자석형 회전자(permanent－magnet rotor)
 ● 유도자형 회전자(inductor rotor)
 ● 권선형 회전자(winding rotor)
 ● 정류자형 회전자(commutator rotor)

2.	고정자의	종류

 ● 분포권 고정자(distributed winding stator)
 ● 집중권 고정자(concentrated winding stator)
 ● 유도자형 고정자(inductor stator)
 ● 영구자석형 고정자(permanent－magnet stator)

한편 전기 모터의 분류 방법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변환 원리에 따른 분류：전자 모터, 정전 모터, 초음파 모터

 ● 전원에 따른 분류

－ 직류：정류자 모터, 무정류자 전동기(브러시리스 직류 모터)

－ 단상 교류：단상 유도 모터

－ 삼상 교류：삼상 유도 모터, 동기 모터, 스테핑 모터

 ● 구조에 따른 분류

 ● 회전 방식에 따른 분류

전기 모터의 구조는 그림 1－1과 같다.

브래킷 스테이터 권선

출력축

전원 리드선

베어링
로터

베어링

 그림 1－1  전기 모터 구조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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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모터 분류 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중 많이 사용되고 있는 전기 모터의 종류를  

표 1－1에 제시하였다. 

표 1－1  전기 모터의 분류

유도 전동기(induction motor)

삼상 유도 전동기(three phase)
 ● 농형(바구니형, square－cage rotor type) 
 ● 권선형(wound rotor type)

단상 유도 전동기(single phase)

정류자 전동기(commutator motor)：DC 모터

영구자석 고정자형

전자석 고정자형 
 ● 직권 정류자 전동기 
 ● 분권 정류자 전동기 
 ● 복권 정류자 전동기

교류 정류자 전동기

동기(synchronous motor, SM)

영구자석 동기 전동기 
 ● 무정류자 전동기(brushless DC motor) 
－코어형 

－코어리스형

스테핑 모터(stepping motor) 
 ● 영구자석형(PM 형) 
 ● 가변릴럭턴스형(VR형) 
 ● 하이브리드형(HB 형)

히스테리시스 동기 전동기：교류

전자석 동기 전동기(brush direct current motor)
반작용형(reluctance motor)：교류

초음파 모터(linear motor) 

동기 모터 

유도 모터 

스테핑 모터 

초음파 모터

보이스 코일 모터(voice coil motor)

압전 소자(piezoelectric device)

유도 전동기와 동기 전동기는 모두 회전 자계에 의해 회전 속도가 결정되는 AC 모터이다. 회전 자

계란 고정자 권선에 3상 교류 등 다상 교류 전류를 흘릴 때 발생한 자계가 다상 교류 전류의 주파수

로 정해지는 회전 속도, 즉 동기 속도로 회전하는 현상을 말한다. 회전 자계에 의해서 회전자가 흡인

되어 회전하며 회전 방법의 차이에 따라 동기 모터와 유도 모터로 분류한다.

이상의 여러 가지 전기 모터 중 많이 사용되고 있는 주요 모터의 특성에 대해 아래에서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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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모터의	특성

1) 유도 전동기

표준형 플랜지형

 그림 1-2   유도 전동기 예

 그림 1-3  AC 유도 전동기의 토크 선도

시동 토크：전동기의 전원 스위치를 넣은 직후의 상태에서 나오는 토크. 정격 토크의 125% 정도임

최대 토크(정동 토크)：가속 상태로 도달하게 되며 정격 토크의 200% 정도임

토크
시동 토크

최대 토크

속도 변동폭

부하 토크의 변동폭이 커도 
속도 변동폭은 작다.

부하 토크 변동폭

동기 속도
토크＝0

사용 가능한 회전 영역

속도 미끄러짐

정격 속도 정격 토크
발생 포인트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일반 동력 전달용 모터로 비동기 모터라고도 하며, 고정자로는 분포권 고

정자를 사용하는데, 정해진 회전수로 출력하며 아래 그림과 같은 속도－토크 특성을 가지고 있다.

(출처：신명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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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포권 고정자

4극 권선 8극 권선

 그림 1-4  분포권 고정자

(a) 2극 (b) 4극 (c) 8극

 그림 1-5  집중권 고정자

24 슬롯인 경우에는 여러 가지 극수가 가능하지만 여기서는 4극과 8극 권선을 보인다.

 ● 집중권 고정자

 적은 슬롯수에 상관없이 결선에 따라 2극, 4극, 8극 모터로 나누어진다. 아래 그림은 U상인 2개의 

코일에 전류를 흘린 경우를 보이고 있다. (b)와 (c)는 같은 결선이지만 회전자의 극수에 따라서 4극

에도 8극에도 대응한다. 단 6극은 어렵다.

유도 전동기는 최대 토크를 발생하는 회전수 이상으로 회전하면서 부하가 필요로 하는 정격 토크

에 이르면 회전수가 일정하게 된다(최대 토크 발생 회전수와 동기 회전수 사이가 실제로 사용되는 회

전수이다).

회전수가 안정된 구간에서 부하가 필요로 하는 토크가 변화하는데, 이를 토크 변동폭이라 한다. 부

하가 필요로 하는 토크가 증가하면 회전수가 떨어지며, 줄어들면 거꾸로 올라간다. 이때의 회전수 변

동은 좁은 범위 내에서만 변한다. 즉 유도 전동기는 거의 정속 회전 전동기라 말할 수 있다. 

유도 전동기의 종류에는 아래와 같은 것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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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1) 농형 삼상 유도 전동기

회전자로 농형 회전자를 사용하는 모터로 공업용 범용 동력 모터의 대부분은 이 모터이다. 종류에는 

인버터 전용 정토크 전동기와 고효율 전동기가 있으며 작동 원리는 전자 유도 작용이다.

농형 삼상 유도 전동기는 권선형 삼상 유도 전동기 및 정류자 전동기와 비교하여 아래와 같은 특성

이 있다.

① 구조가 단순하고 값이 싸다.

② 회전자에 절연부가 없으며 고열에 견디므로 고속 역의 과부하에 강하다.

③  브러시(brush)나 슬립 링(slip ring)과 같은 마모 및 접촉 통전 부분이 없으므로 보수가 간단하며 

수년간 연속 운전이 가능하다.

④ 시동 토크가 작으며 회전 속도 조정 범위가 작다.

⑤ 대형 전동기에서는 시동 시 돌입 전류를 제어하기 위한 시동 장치가 필요하다.

 그림 1-6  토크 모터의 토크 선도

DC5.0V

DC4.0V

DC3.0V

DC1.9V

DC1.0V

토크 설정 전압을 
바꾸면 토크가 
변한다.

토크
kg m

0.35

0.30

0.25

0.20

0.15

0.10

0.05

0
0 500 1000 1500 2000

토크 설정 전압

토크 모터(torque motor)：고저항 농형 모터를 말하며, 일반 유도 전동기와는 다르다. 일반 전동

기는 동기 회전 속도 부근에서 토크 선이 올라가지만 토크 모터는 속도가 0일 때 토크가 최대

로 된다. 즉 일반 농형 모터에 비해 시동 토크가 크고 시동 전류가 적으므로 토크 효율이 좋으

며, 저속에서 큰 토크가 필요한 경우 빈번한 시동, 역전, 정지, 인칭이 필요한 경우에 알맞다.

부하가 일정한 경우 인가 전압을 바꾸면 회전 속도를 바꿀 수 있으며, 인가 전압이 일정한 

경우에는 부하가 바뀌면 회전 속도가 바뀐다.

토크가 인가 전압의 제곱에 비례하는 것은 일반형과 같다. 밸브 개폐용, 도어 개폐용, 볼트 

너트 잠금풀림용, 각종 롤 감기용 등에 주로 쓰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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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버서블 모터(reversible motor)：순간적으로 정역회전이 가능한 모터이며 직류 모터와 삼상 모

터가 가능하다. 직류 모터에서는 자계 또는 전기자의 극성을 바꿈으로써 자극 사이의 흡인과 

반발을 거꾸로 하여 역전한다.

삼상 모터에서는 3선 중 2선을 바꿈으로써 회전을 역회전으로 바꿀 수 있다. 간이 브레이크 

메커니즘을 내장하고 있으며 일반 유도 전동기와 비교하여 오버 런(over run)이 적다. 일반적

인 정지 빈도는 1분에 6회 이하이다.

 그림 1-7  콘덴서 모터

②  세이디드 폴형(shaded－pole) 모터：주 권선 외에 각도 차이가 있는 보조 권선을 가진 모터이다. 팬 모

터와 같은 소용량에 사용된다.

M：주 권선
A：보조 권선

V

I A

I A

t

I M

I M
VM

VC X C

A 상

M상

I

VA

(2) 권선형 삼상 유도 전동기

권선형 회전자를 사용하는 모터로, 슬립 링을 통하여 접속하는 가변저항기에 의해 모터 특성을 변화

시키는 것이 가능하다. 대형 모터에 많이 이용된다. 시동 특성이 좋고, 운전 특성이 나쁘며 슬립 링, 

브러시 등의 보수가 필요하다.

(3) 단상 유도 전동기

가정에서 사용되는 모터는 대부분 이 모터이며 출력은 수 W부터 수백 W 정도의 소형이 주이며, 소

규모 공업용 및 농업용으로도 광범위하게 쓰인다.

①  콘덴서 모터：A상에 콘덴서를 넣어 VA가 VM보다 앞선 위상이 되도록 한 모터로, 콘덴서를 기동 시

에만 작동하는 콘덴서 시동형, 시동 시부터 일정하게 계속 작동하는 콘덴서 랜형, 운전에 들어가

면 콘덴서 용량을 작게 하는 2가형 콘덴서형으로 나뉜다. 콘덴서 모터는 가전제품 중 비교적 시

동 토크가 작은 것에 잘 사용되며 소형 벨트 컨베이어 구동 및 FA 기기 등에도 쓰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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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크 토크

회전수

단상 유도 전동기 삼상 유도 전동기

회전수

 그림 1-8  토크-회전수 선도

유도 전동기는 일반적으로 정해진 회전수로 회전하지만 아래와 같은 방법에 의해 모터의 회전수를 

바꿀 수 있다.

 ● 극(pole) 수를 바꾼다.

2~32극까지 극 수에 따라 동기 회전수가 정해져 있다.

2극：3,600rpm     4극：1,800rpm     6극：1,200rpm     8극：900rpm
 ● 전압을 바꾼다：전동기가 발생하는 토크는 전압의 제곱에 비례

 ● 외부 저항을 변화시킨다.

 ● 주파수를 바꾼다.

가변 주파수 전원：인버터(inverter)

2) 정류자 전동기

 ●  정류자 전동기(DC motor)는 전압을 조절함에 따라 회전수, 출력을 제어할 수 있으며, 응답성이 좋

고 다루기 쉬운 특징이 있어 소형 기계 및 배터리를 사용하는 기계의 원동기로 많이 사용된다.

 ●  제어성이 뛰어나고 효율도 좋으므로 최근에는 철도용 모터로도 사용되고 있다. 가격이 비싸며 소

 그림 1-9  정류자 전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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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품인 브러시를 정기적으로 교체할 필요가 있다. 코깅 토크(cogging torque, 무통전 상태에서 모터 

축을 밖에서 돌릴 때 느끼는 토크)와 토크 맥동(torque ripple)이 적다.

 ●  구조는 고정자(stator)로서 영구자석과 브러시가 있으며, 회전자(rotor)로서 슬롯 코어(slot core), 코

일(coil), 커뮤테이터(commutator)로 구성되어 있다.

 ●  모터 단자에 걸리는 전압은 직류이지만 모터가 회전하면 커뮤테이터와 브러시가 스위치 역할을 하

며, 전류가 흐르는 코일이 순차적으로 끊어졌다 이어졌다 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슬롯 코어

코일 커뮤테이터

영구자석 영구자석

브러시

＋ -

 그림 1-10  DC 모터의 기본 구조(2극 3 슬롯)

(1) 영구자석 고정자형

영구자석 고정자형(permanent－magnet type) DC 모터는 영구자석을 고정자로 사용하는 것이며, 제어

가 비교적 쉽고 가격도 전자석 고정자형보다 싸고 고효율 중용량(1 kW까지) 모터를 제작할 수 있다.       

① 철심 전동기(inner rotor)

 ● 값이 싸다

 ● 용도：완구, 산업용 소형 모터에 사용된다.

 그림 1-11  철심 전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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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무철심 전동기(outer rotor, coreless)

 ●  전기자의 질량이 가볍고 기계적 시정수가 작다. 즉 관성 질량이 작으므로 급속 가감속에 적합 

하다.

 ● 고효율 실현 가능

 ● 용도：  XY 플로터의 펜 구동용 모터, 휴대전화 진동 모터, 고급 철도 모형 구동 모터, RC 로봇

(radio control robot) 등의 서보 모터(servo motor)

 그림 1-12  무철심 전동기

 그림 1-13  전자석 고정자형

진동 모터

(2) 전자석 고정자형

권선(선을 감은) 전자석을 고정자로 사용한 DC 모터를 전자석 고정자형(winding－field type) DC 모

터라 한다. 대용량 모터를 만들 수 있으며 고정자 권선과 회전자 권선에 전기를 공급하는 형태에 따

라 세 가지 종류로 분류한다.

①  직권형(series motor)：고정자와 회전자에 전기를 직렬로 공급하는 구조이며, 출력 특성은 시동 시

에 가장 큰 토크를 발생하며 회전수의 증가에 따라 토크가 감소한다. 분권형이나 복권형에 비해 

시동 토크가 크지만 브러시 및 정류자의 마모가 일어나므로 보수에 손이 많이 가며, 고회전력에

서는 원심력의 영향으로 정류자가 파괴될 위험이 있다. 부하가 걸리는 비율에 따라 회전수가 변

동하는데, 무부하 운전을 하면 과회전에 의해 전동기 파괴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다. 전기 철도에 

적합하다.

[출처：일본전산(NID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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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분권형(shunt motor)：전기를 고정자와 회전자에 병렬로 공급하는 구조이며, 정회전 특성이 뛰어

나고 속도 제어도 쉬워 AC 서보 모터 등장 전까지는 광범위하게 사용되었으며, 부하가 변해도 회

전 속도의 변화가 작은 것이 특징이다. 정류 특성이 약간 나쁘다. 고정자 제어에 의한 회전 속도

의 제어 범위가 좁다.

직권형 분권형

N N

N

N

I I

T T

I
I

 그림 1-14  전자석 고정자형 모터의 출력 특성

③  복권형(separate－field motor)：전기를 회전자 권선과 병렬로 공급 받는 고정자와, 직렬로 공급 받

는 고정자를 모두 갖고 있는 구조로, 직권과 분권의 중간 특성인 기동토크도 크고 정회전 특성도 

좋지만 가격이 비싸다. 회생 브레이크 사용이 가능하고 구조가 복잡하며 무게도 증가한다.

(3) 교류 정류자 전동기

회전자로 정류자형 회전자를 쓰는 모터를 말하며, 시동 토크가 크고 고속 회전이 가능하다. 전원의 

극성에 관계없이 회전 방향이 일정하다. 정류자가 있으므로 전기적 기계적 잡음이 많고 보수가 복잡

하다. 무부하 회전수가 높다. 용도는 단상 직권 정류자 전동기, 전기 드릴, 전기 청소기, 믹서, 커피 

밀 등에 쓰인다.

3) 동기 전동기

회전 속도가 동기 속도와 같은 모터를 동기 전동기(synchronous motor)라 한다. 여기서 동기 속도

(synchronous speed)는 주파수와 극수에 의해 정해진다. 

동기 속도 Lo＝
2 f
P  rps        f：주파수(Hz)     p：극수

회전 고정자형 모터의 최소 극수는 2이므로 60Hz인 경우 동기 속도는 3,600rpm이다. 동기 속도보

다 느린 속도로 도는 모터는 비동기 전동기(asynchronous motor)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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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영구자석 슬롯 코어

코일

U V

W

WC B

A

(1) 영구자석 동기 전동기

브러시리스(brushless) DC 모터라고도 하는데, DC 모터의 결점인 브러시와 정류자를 없앤 모터이다. 

고정자용 영구자석을 회전자에, 회전자 권선을 고정자 측에 배치하고 브러시 대신에 회전자 위치 신

호 검출을 위해 홀(hall) 소자를 쓰며 인버터(inverter)에 피드백(feedback)하여 통전을 제어한다.

DC 모터의 뛰어난 제어성은 그대로 가지면서 브러시가 없으므로 전기 노이즈 및 수명 관점에서 

유리하며 유도 전동기, 전자석 동기 전동기 등보다 고효율이고 정류자, 브러시, 계자 여자 회로, 슬립 

링(slip ring )이 없으므로 보수가 쉽다.

기동, 정지 시에 독특한 소리가 나며 고속 운전이 가능하고 소형으로 큰 출력을 얻을 수 있다. 전자 

회로를 내장하고 있으므로 주위 온도 등에 대한 내환경 성능은 전자 부품에 좌우되며 브러시형 직류 

전동기에 비해 고가인데, 특히 전류가 큰 경우 스위치용 반도체 소자가 고가이다. 용도는 전기 자동

차, 하이브리드 카, 엘리베이터, 전동차, 인버터 구동 가전제품(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등), 컴퓨터 

관련 냉각팬 및 플로피 디스크, HDD, CD ROM 장치 등의 모터, VTR의 헤드용, 직동형 세탁기 등

이다.

브러시리스 모터의 기본 구조

 그림 1-15  브러시리스 모터

 컨버터(converter)：단상 교류 및 삼상 교류를 직류로 변환하는 장치로 정류기라 하며, 다이오

드(diode), 사이리스터(thyrister) 또는 트랜지스터(transistor)라 불리는 반도체 소자를 쓴다. 출

력이 30kW 정도인 큰 직류 모터는 대체로 컨버터를 사용한다.

인버터(inverter)：반대로 직류를 삼상 교류로 변환하는 장치이다.

[출처：일본전산(NID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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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스테핑 모터

스테핑 모터(stepping motor/pulse motor)의 회전 속도는 입력 펄스 신호의 주파수에 의해 정해지며, 

회전 각도는 입력 신호의 수에 의해 정해진다. 이런 특성은 디지털 신호에 의해 피드백이 필요없는 

오픈 루프(open loop) 제어를 가능하게 만든다.

스스로 위치 결정하므로 기본적으로는 인코더(encoder)가 필요없다. 그러나 고정밀도 응용에서는 

운전 중의 정지를 검출하기 위한 인코더를 추가한다.

 그림 1-16  스테핑 모터

①  스테핑 모터의 장단점

 ● 장점

 －  브러시리스로 직접 접촉하는 부분이 없어 브러시 및 금속 정류자에서 발생하는 아크 방전 

및 물리적인 마모라는 문제가 없어 보수가 필요없다.

 － 단위 체적 및 단위 중량에 대한 토크가 높다(고속 응답, 소형 경량).

 －  운동량이 구동 펄스 수에 비례한다. 1.8도/펄스(마이크로 스테핑 기술로 더 작게 분할도 가

능함)

 － 디지털 제어 회로와의 적합성이 좋으며 피드백 회로가 필요없어 값이 싸다.

 ● 단점

 －  에너지 효율이 나쁘며 가청 주파수 대에서의 잡음, 부하에 영향을 주는 까딱까딱하는 진동

이 발생한다. 마이크로 스테핑 기술 및 기계적인 완충재로 진동 억제 가능하지만 완전 해결

은 어렵다.

 －  회전 속도가 최고 5,000rpm까지밖에 안 나오며 회전 속도가 높아짐에 따라 토크가 급격히 

저하하는 문제가 있다.

 －  수백 W 이상의 출력은 곤란하며 부하가 지나치게 크거나 펄스 주파수가 너무 높으면 동기

를 벗어나 제어가 곤란(탈조)하게 된다.

(출처：Tamagaw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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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A상
축

스테이터

로터
B상

C상

D상

E상

부착하기 위한 플랜지(flange)의 치수 종류에는 17형(□1.7”), 23형(□2.3”), 34형(□3.4”) 등 

세 가지가 있다. 용도로는 산업용 로봇(수직 다관절, 수평 다관절, 직교, 용접), 컴퓨터 자기 

디스크 장치, 전기식 아날로그 시계, 디지털 카메라 렌즈 이동용 등이 있다.

 그림 1-17  스테핑 모터의 구조

 ●  VR(variable reluctance)형：오래전부터 사용되어 온 것으로 전자 재료(전자 연철)로 만들어진 기

어 모양의 회전자(rotor)를, 고정자 코일(stator coil)에서 생성된 전자력의, 자극(magnetic pole) 

회전에 따른 흡인, 반발에 의해 회전시킨다.

VR형의 이점은 기계가공으로 작은 이를 만들고 고정자와 회전자 사이의 틈새를 작게 함으로

써 높은 분할 능력을 실현할 수 있으나 소형화와 큰 토크를 모두 얻기 곤란하다는 단점이 있다.

 그림 1-18  VR형

15。

A

B

C

D

A ′

B ′

C ′

D ′

② 스테핑 모터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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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M(permanent magnet)형：영구자석으로 만들어진 회전자를 고정자 코일에서 생성된 전자력의, 

자극(magnetic pole) 회전에 따른 흡인, 반발에 의해 회전시킨다.

PM형은 영구자석을 쓰므로 무여자 상태(state of non－exciting)에서도 자기 유지력(detent 

torque, self－holding torque)이 발생한다. 값이 싸며 분할 성능은 낮다(대표적인 스텝 각도는 7.5

도와 15도). VR형보다 토크 특성은 향상된다.

 그림 1-19  PM형

 그림 1-20  HB형

 ●  HB(hybrid)형：PM형과 VR형을 혼합형으로 회전자가 전자 재료로 만들어진 기어 모양인 것과 

영구자석으로 된 축 방향 자극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고정자 코일에서 합성된 전자력에 의한 

흡인, 반발로 회전한다.

PM형보다 고가이지만 스텝 분할 능력, 속도 및 토크에서 보다 뛰어난 성능을 보인다. 대표

적인 스텝 각도는 3.6~0.9도이다.

 ●  디스크 자석(Disk magnet)형：회전자가 희토류로 되어 있으며 관성이 매우 낮은 특수형이다.

 그림 1-21  디스크 자석형

N

S

S

N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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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토크
클로즈드 모드

클로즈드 모드

오픈 모드

-7.2 -5.4 -3.6 -1.8 1.8 3.6 5.4 7.20 각도

③ 스테핑 모터의 여자 구동 방식

 ● 풀 스텝 구동(full step driving mode)：기본 스텝 각도로 구동

 ● 하프 스텝 구동(half step driving mode)：기본 스텝 각도의 1/2로 구동

 ●  마이크로 스텝 구동(micro step driving mode)：기본 스텝 각도의 1/N로 구동

인코더 내장형

일반형

 그림 1-22  토크 특성

마이크로 스테핑 기술이란 5상 스테핑 모터의 기본 스텝 각도 0.72도를 더욱 잘게 분할하는 

(최대 250) 기술이다.

스테핑 모터는 회전자와 고정자의 볼록 극 구조로 정해지는 스텝마다 회전, 정지하므로 위

치 제어를 높은 정밀도로 간단히 할 수 있는 특징이 있으나 스텝 각도마다 속도 변화가 일어나

며, 어떤 회전수에서 공진하거나 진동이 커지는 단점이 있다. 마이크로 스텝 드라이브(micro 

step drive)는 모터 코일에 흐르는 전류를 제어하여 스텝 각도를 세분화하여 초저속, 저소음 운

전을 실현하는 기술이다.

한편 회전자의 위치를 검출하는 센서(encoder)를 내장한 스테핑 모터는 클로즈드 루프

(closed loop) 제어이므로, 회전자의 회전 위치에서 토크가 일정하도록 모터 코일의 여기

(exciting) 상태를 제어한다. 이 제어 방식에 의해 각도－토크 특성의 불안정점(과부하 영역)을 

없앨 수 있다.

이 방식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 고속 영역에서 토크 특성을 쓰기 쉽다.

 ● 기동 펄스 속도의 제한을 신경 쓸 필요가 없다.

 ●  속도 필터에 의해 기동, 정지 시의 응답성을 조정하여 기계에의 쇼크를 적게 하거나  

저속 운전 시의 진동을 줄일 목적으로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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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자석 동기 전동기

영구자석 대신에 전자석을 사용하므로 대용량 모터 제작이 가능하며 고정자 전류를 변화시킴으로써 

역률(力率)을 변화시킬 수 있다. 그러나 고정자 여자를 위한 전원 회로와 부대 장치가 필요하여 고가

이다.

(4) 교류 동기 전동기

교류 전원을 그대로 사용하는 동기 전동기로 두 가지 종류가 있다.

①`  히스테리시스 모터(hysteresis motor)：고정자에 분포권 고정자를, 회전자에 반경자강 회전자를 쓰

며, 히스테리시스 특성을 이용하여 회전시키며 회전 변동 및 진동이 매우 적은 모터이다. 또 기동 

토크와 정지 토크의 차이가 없으므로 일정 부하 조건하에서의 운전에 적합하다.

②  반작용형 모터(reluctance motor)：고정자에 분포권 고정자, 회전자에 돌출극 농형 회전자를 사용

하며, 시동 시에는 유도 모터로서 회전하며 운전 시에는 전원 주파수에 동기하여 회전한다. 기동 

토크가 비교적 크다.

4) 초음파 모터

금속 탄성체(진동자, 고정자)에서 발생한 진폭 수 μm인 고유진동을 마찰력에 의해 이동자(rotor, 

slider)의 회전 및 병진 운동으로 변환하는 모터를 초음파 모터(ultrasonic motor, hypersonic motor)라 

한다. 탄성체의 고유진동수가 초음파 영역(21kHz 이상)인 것에서 이렇게 불린다. 진동은 진동자 내

부에 배치되어 있는 압전에 의해 발생된다. 출력은 크지 않지만 박형화 가능하며 링형으로 만들 수 

있는 등 형상이 비교적 자유롭다.

용도는 롤 스크린(roll screen), 롤 커튼(roll curtain) 구동, 자동차용 시트의 헤드 레스트 구동, MRI

용 헤드 구동 등이 있다.

 그림 1-23  초음파 모터

(출처：Cannon precision 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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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정전기 모터

정전기의 인력으로 회전하는 모터이며 일반적인 크기에서는 실용적이지 않지만 MEMS(micro－meter 

size)에서는 자력보다 유망하다.

6) 리니어 모터

리니어 모터(linear motor)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제5장 운동 변환 요소’를 참조하기 바라며, 종류에

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동기 모터：공작기계

 ● 유도 모터：지하철

 ● 스테핑 모터：산업기계

 ● 초음파 모터

(1) 주요 목적용 모터

①  위치 제어 시스템용 모터：물체의 정지 위치 및 이동 속도를 정확히 제어하기 위해 사용하는 모터로 

아래와 같은 모터가 주로 사용된다. 여기에는 모션 제어기술이 쓰이는데, 이것은 기계적인 구동

에 있어서 위치와 속도, 토크를 정밀하게 제어하기 위한 기술로 모터, 증폭기 및 수치 연산 기능의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위치 제어 시스템에 쓰이는 모터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스테핑 모터(13페이지 참조)

 ⓑ 직류 브러시 모터(DC servo motor)

－   위치 제어가 필요한 경우에는 인코더를 연결해야 한다. 인코더는 콘드롤러와 접속하여 위

치 정보를 피드백한다.

－   1kW를 넘는 높은 출력이 가능하다.

－   10,000rpm 이상의 고속 회전도 가능하다.

－   회전은 매끄러워 비교적 조용하다.

－   전류를 실행하기 위해 기계적인 소자가 필요하다. 브러시를 쓰면 마모되거나 역기전력에 

의한 전기 방전이 발생한다.

－   전류가 로터에 감긴 코일을 통하여 흐르므로 단위 체적마다의 토크와 출력이 비교적 낮다.

－   회전 방향을 바꾸기 위해 (＋), (－ ) 두 가지 신호가 필요하다.

 ⓒ 브러시리스 직류 서보 모터(DC brushless servo motor, AC servo motor)

－   전류가 모터의 케이스에 직접 고정된 스테이터를 통하여 흐르므로 발생한 열이 즉시 확산

된다.

－   단위 체적마다의 토크는 비교적 크다.

－   1kW 이상의 고출력을 포함하여 광범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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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24  직류 브러시 모터  그림 1-25  브러시리스 직류 서보 모터

－   30,000rpm 이상의 고속 회전도 가능하다.

－   위치 검출하기 위해 인코더가 필요하다.

－   큰 토크를 얻기 위해 희토류 자성 재료가 필요하다.

－   고가이다.

－   외부 회로에서 전류할 필요가 있으므로 제어계의 구성이 복잡해진다[홀 센서의 사용(전류 

동작 제어), 광 인코더 디스크 위에 위치 추적용 트랙을 둘 필요가 있다].

 ⓓ   기어 헤드 모터(gear head motor, geared motor)：모터와 감속용 기어 장치를 일체화한 제품 

이다.

■   AC 모터용 기어 헤드：기어 헤드와 조립된 일반 동력용 AC 모터는 폭넓은 분야에서 사용

되어 왔으며, 수요자의 요구도 저소음화, 고강도화, 장수명화, 풍부한 감속비, 내환경성 등 

다양하다.

 ● 평행축 기어 헤드

 －   평 기어 헤드(spur gear head)

 －   헬리컬 기어 헤드(helical gear head)

 그림 1-26  평행축 기어 헤드

(출처：Tamagawa) (출처：Tamagawa)

(출처：Oriental mo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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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교축 기어 헤드

 －   웜기어(worm gear) 헤드

 －   스크루 기어(screw gear) 헤드

 －   하이포이드 기어(hypoid gear) 헤드：자동차 차동 장치에 사용

 그림 1-27  웜기어 헤드

 그림 1-28  하이포이드 기어 헤드

 그림 1-29  브러시리스 모터용 기어 헤드

■   브러시리스 모터용 기어 헤드：속도 제어용 브러시리스 모터는 최고 회전수가 3,000~ 

4,000rpm으로 높으므로, 이것에 조립되는 기어 헤드는 고속 회전 시에도 저소음 및 고출력 

모터의 특성을 살리기 위해 높은 허용 토크와 장수명인 것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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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기어

태양 기어

캐리어
유성 기어

■   스텝 모터, 서보 모터용 기어 헤드：고정밀 위치 제어용이므로 이 정밀도를 그대로 유지하

기 위한 것이 요구된다. 백래시를 작게 하기 위한 메커니즘이 필요하며 출력 토크가 크고 

고속으로 회전하므로 이에 대응해야 한다.

 ● 테이퍼 기어 채용：축 방향으로 연속적으로 전위를 변화시킨 것이다.

 ●  유성 기어 채용：복수의 유성 기어를 사용하므로 토크를 분산시킬 수 있어 큰 토크를 전

달할 수 있다.

 ● 하모닉 기어 채용：뛰어난 위치 제어 정밀도 가능하다.

 그림 1-30  테이퍼 기어 채용 기어 헤드

 그림 1-31  유성 기어 채용 기어 헤드

테이퍼 기어

테이퍼 기어

베어링 베어링

출력축

테이퍼 기어

웨이브 제너레이터

서큘러 스플라인

플렉스플라인

내기어

태양 기어 유성 기어

 그림 1-32  하모닉 기어 채용 기어 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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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팬 모터(fan motor)：열이 발생하는 장치를 강제로 냉각하기 위해 사용되는 팬을 모터와 일체

화한 것이다.

■   프로펠러 팬(propeller fan)：원통 모양의 허브(hub)와 케이싱 사이의 링 모양 통로에 있는 

프로펠러에 의해 공기를 밀어내어 회전축 방향으로 바람을 발생시키는 팬 모터이다. 구조

가 단순하고 큰 풍량을 얻을 수 있으므로 기기 내부 전체를 냉각하는 환기 냉각 용도에 알

맞다.

케이싱
프로펠러

허브

스크롤
스크롤

런너

모터

 그림 1-33  프로펠러 팬

 그림 1-34  블로워

■   블로워(blower)：원통 모양으로 배치된 런너의 원심력에 의해 회전축에 수직인 방향으로 

선회 흐름을 만든다. 이 선회 흐름은 스크롤에 의해 한 방향으로 모아지며 압력도 상승한

다. 토출구를 좁혀 일정한 방향으로 바람을 집중하므로 국부적인 냉각에 쓰인다. 또 정압

(hydrostatic pressure)이 높으므로 바람이 통하기 어려운 장치의 냉각 및 덕트를 쓰는 송풍에 

알맞다.

■   크로스 플로우 팬(cross flow fan)：블로워와 비슷한 런너를 갖고 있지만 양 측면이 측판으로 

막혀 있어 축 방향에서의 기체 유입이 없으므로 런너 안쪽을 통과하여 빠지는 흐름이 발생

한다. 이 흐름을 이용하여 냉각하는 것이다. 긴 원통 모양의 런너를 쓰므로 바람의 폭을 넓

게 잡을 수 있으며 균일한 바람을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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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팬 모터의 선정：팬 모터의 풍량은 풍량－정압 특성과 장치의 압력 손실로부터 구할 수 있

다. 그러나 장치의 압력 손실을 구하는 것은 어려우므로 일반적으로는 최대 풍량이 필요 풍

량의 1.3~2배 정도인 팬 모터를 선정한다.

선정 순서： 장치에 필요한 조건 정리(주로 온도)  발생하는 열량 계산  필요한 풍량 

계산(V)  팬 모터 선정

V＝(Q/ΔT－u×S)×Sf/20(m3/min)

Q：총발열량(W)

ΔT：허용 온도 상승(℃)

U：재료의 열통과율(SPCC인 경우 5 W/m2 K)

S：표면 면적(m2)

Sf：안전율(1.3~2)

■   풍량－정압 특성：팬 모터의 특성은 일반적으로 어떤 풍량을 만들어낼 때의 정압값과의 관

계를 나타내는 풍량－정압 특성 곡선에 의해 표시된다. 

압력 손실은 풍량의 제곱에 비례하므로 풍량을 2배로 하는 경우에는 정압이 4배인 팬 모

터를 선정해야 한다.

 그림 1-36  풍량－정압 선도

케이싱

런너정류판

모터

최대 정압

동작 정압

팬 모터의 풍량·정압 특성

압력 손실이 큰 경우

압력 손실

압력 손실이 작은 경우

동작점

동작 풍량 최대 풍량

 그림 1-35  크로스 플로우 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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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팬 모터 2대 사용 시 풍량－정압 특성

 그림 1-37  

 그림 1-38  옵션에 따른 압력 손실(□119mm 팬 모터용)

1대 사용

2대 사용

풍량(m3/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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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옵션 조립에 의한 풍량－정압 특성

정압(Pa)

풍량(m3/min) 풍량(m3/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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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터
스크린
핑거 가드

노 옵션

핑거 가드

필터

스크린

 ⓕ   보이스 코일 모터(voice coil motor)：가동 권선(보이스 코일)과 영구자석으로 구성된 스피커 

구동계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리니어 모터이다. 

보이스 코일에 전류를 흘리면 영구자석의 자계 중에서 보이스 코일이 직선운동한다. 하드 

디스크 장치의 자기 헤드 구동을 비롯하여 고정밀 위치 제어 기구 등에 이용되고 있다. 단, 큰 

추력은 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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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   압전 소자(piezoelectric device)：압전 효과를 가지고 있는 물질에 가해지는 힘(변위)을 전압으

로 변환하거나 전압을 힘(변위)으로 변환하는 고체 액츄에이터를 말한다. 압전 효과란 물질에 

압력을 주면 전압이 발생하거나 전압을 걸면 물질 자체가 변형하는 현상을 말하며, 이런 물질

은 세라믹 재료가 많다. 

■   압전 소자의 용도

－ 측정 프로브(probe) 구동

－ 압전 스피커, 결정 이어폰

－ 진동 센서, 마이크

－ 라이터, 가스 기기 등의 점화 장치

－ 자동차 체중 센서, 쇼크 업소버, 피에조 인젝터

－ 잉크젯 프린터

▶ 주요 모터의 토크－회전수 선도

토크

DC 모터

회전수

토크

최대 토크

정격
토크

기동
토크

전격
회전수

부부하
회전수

회전수

AC 유도 전동기

C

B

토크

스테핑 모터

회전수

토크

순간

단속

연속

서브 모터(DC, AC)

회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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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 기관

내부에서 연료를 연소시켜 이때 발생하는 열 에너지를 기계 에너지로 변환하여 동력을 얻는 구동원

을 내연 기관(internal combustion engine)이라 하며, 연소 가스를 작동 유체로 직접 이용한다.

용적형인 피스톤 엔진 및 로터리 엔진과 속도형인 가스 터빈 엔진 및 제트 엔진 등이 있다. 피스톤 

엔진은 간헐적인 연소, 제트 엔진은 연속적인 연소라는 차이가 있지만 연소열에 의해 고압으로 된 연

소 가스를 작동 유체로 하는 것은 같다. 

피스톤 엔진은 실린더 내부에서 연료를 연소시켜 피스톤을 밀어내는 힘을 크랭크 레버를 이용하여 

회전 운동으로 변환하여 축 동력을 얻으며, 로터리 엔진은 회전 운동을 직접 얻는다.

가스 터빈 엔진은 연소기에서 연소시킨 연소 가스로 직접 출력 터빈을 회전시켜 축 동력을 얻는다. 

한편 축의 회전 동력이 아니라 추진력을 직접 얻기 위해 출력 터빈 없이 연소 가스를 한 방향으로 분

출시키면 제트 엔진이 된다.

외연 기관

기관 외부에서 연료를 연소시켜 기관 내부에 있는 어떤 유체를 가열하여 열 에너지를 공급하고, 이

것을 내부 유체에 의해 기계 에너지로 변환하여 동력을 얻는 기관을 외연 기관(external combustion 

engine)이라 하며 증기 기관이 대표적이다.

2

3

토크

디젤 엔진

가솔린 엔진

회전수

 그림 1-39  내연 기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