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
제
에
너
지
기
(I
E
A
)

에에
에 

에에
 에

에 
에에

에
EMSA 0전기 모터 시스템 

국제프로젝트 개관  

전기 모터 시스템은 전세계 전력 소비량의 45%를 차지합니다. 이런 소비 전력을 20-30%로 
줄일 수 있는 기술, 노하우 및 소프트웨어 도구가 이미 존재하지만 널리 사용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4E EMSA(전기 모터 시스템 국제프로젝트)는 모터 시스템을 보다 효율향상 가능성을 
세계적으로 인식시키고 이를 활용하기 위한 지침과 방안을 제공합니다. EMSA은 주력 
부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EMSA는 모터 시스템 효율 정책과 관련하여 회원국간의 직접적이고 깊이 있는 정보 교환을 
위한 포럼과 협력 프로젝트를 위한 교량역활을 제공합니다. EMSA의 연구 결과는 일반에 
공개됩니다. 
 1 초고효율 설비 및 기기 배치 계획

n    모터 시스템 정책. EMSA는 성공적이고 
포괄적인 모터 정책에 대한 국제적 경험을 
제시합니다. 

n    테스팅. EMSA는 테스팅 센터 네트워크 
회원에게 반복 가능하고 정확한 모터 
테스팅에 대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n   국제 규격. 스탠다드 워킹 그룹에 있는 
다양한 주파수 구동 및 모터의 분류 및 
테스트에 대해 EMSA는 국제적으로 
통일되고 강력한 기술 규격을 마련하고, 
에너지 관리 시스템 규격인 ISO 50001의 
일부로써 모터 시스템을 보급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n   수용력 증가. EMSA는 최적화된 시스템 
디자인을 위한 도구를 설계하고 기술 
커뮤니티에 그 결과를 발표합니다.

n     SEAD로의 연결1. EMSA는 두 기관에 
축적된 지식에서 상호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SEAD와 협력합니다. 공통적으로 
흥미를 끄는 주제는 모터 관련 준수, 
인증, 집행 요건입니다. EMSA는 전기 
모터의 글로벌 효율성 메달 대회에서 
세계 최고효율 모터를 선별하며 SEAD를 
지원합니다. 

THOMAS BURLA 사진, 스위스

2012년 4월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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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량 구축 
모터 시스템 툴은 부하 성질, 전송, 모터 및 
컨트롤을 고려하여 모터 시스템의 효율성을 
계산합니다. 엔지니어, 기계 설비기술자, 에너지 
컨설턴트 및 그 외 기존 및 최적의 신기기 
시스템의 분석 종사자들에게 도움을 주는 용도로 
만들어집니다.

테스팅 
테스팅 센터 네트워크는 30
개국의 회원국에 50 여개의 테스트 
실험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011
년 9월의 워크샵에서 그룹은 IEC 
60034-2-1에 기초한 전기 모터 
테스팅 방법 사용 관련한 EMSA 
가이드에 대해 토의하였습니다. CALTEST 사진, 호주

참여국은 어디입니까? 
국제프로젝트 회원국은 다음 다섯 
개국입니다: 호주, 오스트리아,  
덴마크, 네덜란드, 스위스 및 미국*. 

그 외 국가로부터의 정보 또한  
EMSA 작업에 사용되지만 이들  
국가들은 회원국으로서의 혜택 
을 받지 못합니다. 
*회원 목록 2012년 4월 기준

EMSA 자료를 어디에서 볼 수 있습니까?  

공식 EMSA 발행 자료는 EMSA 웹사이트 www.motorsystems.org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Rita Werle(rita.werle@abinternational.ch)에게 문의해주십시오.
모터 시스템 효율성 및 EMSA의 정기 업데이트를 확인하시려면 EMSA 소식지를  
구독하십시오(영어, 중국어, 일어, 러시아어 및 독어로 발행):  
www.motorsystems.org/emsa-newsletter

모터 시스템 정책. 
모터 정책 가이드 - 1부: 기존 정책 평가는 세계 다양한 국가(호주, 
중국, 유럽, 미국)의 기존 모터 시스템 정책 기구에 대한 분석과 
성공적인 정책 디자인에 대한 추천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2부 - 포괄적인 모터 시스템 정책에 대한 지침서는 2013년 
준비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