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구자석형 전동기의 구동방법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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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presents a result of the mechanical noise and vibration analysis as well as the 
electrical characteristics analysis of the permanent magnet (PM) motor according to the driving 
method that is Brushless DC (BLDC) drive and Brushless AC (BLAC) drive. To do that, the 
characteristics of the PM motor, which have the same output power but different driving method, are 
investigated. At that time, the characteristics such as torque, torque ripple and flux density, and so 
on, are obtained by finite element analysis (FEA). Besides, noise and vibration are obtained by 
spectrum analysis. The magnetic noise is defined as noise generated from vibrations due to 
electromagnetic excitation force. In this paper, the electromagnetic excitation force is analyzed and 
design process of noise reduction is proposed.  Finally, The validity of the analysis results is 
verified by test.  

 

1. 서
♣
 론 

영구자석형 전동기는 유도전동기나 릴럭턴스 전

동기에 비해 고효율 및 높은 출력 밀도를 가지므로 

전동기의 소형 경량화가 가능하다. 따라서 소형 가

전 기기에서부터 대형 발전기에 이르기 까지 다양

한 분야에 적용되고 있으며 적용 범위를 넓혀 자동

차용 부품에서도 기계적 유압 장치들이 전기적인 

전동기로 바뀌고 있는 실태이다. 이러한 전동기 시

장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기술적인 성능도 비약

적으로 향상되었다. 그러나 최근 국제적으로 소음에 

대한 규제가 엄격해 지면서, 진동 소음 측면에서의 

문제점은 계속 제기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

하여 여러 가지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영구자석형 

전동기는 제어 방법에 따라 두가지 종류로 구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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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하나는 Brushless DC (BLDC) 전동기로 

hall sensor 를 이용하여 회전자의 위치를 분석하고 

6-step 구동방법에 의해 구형파 전류를 인가해주는 

방식이고, 다른 종류인 Brushless AC (BLAC) 전동

기는 PWM 제어를 이용하여 정현파 전류를 인가하

는 제어방법이다. 이러한 제어방법의 차이에 따른 

전동기 성능을 비교하기 위하여 동일한 전동기로 

구동 방법 (BLDC 와 BLAC)을 달리함으로써 토크

리플 및 효율과 같은 전동기 특성이 변함을 비교하

는 것은 매우 중요한 연구 중에 하나라 생각된다. 

Shi et al. in [2]의 논문에서는 두가지 모드의 토크-

속도 특성을 나타내었다. Zhu et al. in [3]의 논문에서

는 구형파 역기전력 파형을 가지는 전동기를 대상

으로 BLDC 및 BLAC 구동 시 약자속 제어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추가적으로, Masataka et al. in 
[4]의 논문에서는 BLDC 전동기의 효율을 BLAC 

전동기만큼 증가 시키는 최적설계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기계적인 진동 소음에 관해서는 나타

내고 있지 않은 논문들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전동기의 구동방법에 따른 전기적인 특성 비교뿐만 

아니라 기계적인 진동 소음에 대한 분석 방법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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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구동방법에 따른 진동 소음 분석 결과를 나타내

고자 한다.  

전동기의 소음원은 크게 구조적인 원인과 전자

기적 원인으로 나눌 수 있다. 구조적인 원인은 모드 

실험과 해석을 통하여 분석 할 수 있으나 기계적 

강성 증가를 통한 고유진동수 변화나 소음원 차폐 

등의 기계적인 보강 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전동기의 진동 소음 원인을 구명하기 위해서는 전

자기적인 원인을 분석하는 것이 옳은 방법이라 사

료된다. 전자기적인 원인은 전자기력으로 작용하는 

글로벌 포스인 코깅토크와 토크리플이 있으며, 로컬 

포스인 접선방향과 법선 방향 로컬 포스가 있다. 그

러나 전동기의 소음원을 자세히 분석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포스의 요소인 로컬 포스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5].  

본 논문에서는 Maxwell stess tensor 를 이용한 

유한요소해석법(Finite element analysis: FEA)을 

통하여 공간과 시간에 대한 스펙트럼 분석

(spectrum analysis)을 수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

동기의 진동 소음을 분석하고자 한다. 먼저, 유한요

소해석법과 동특성 해석 (Dynamic simulation), 그

리고 소음 진동의 스펙트럼 분석을 통하여 전자기

적 가진력 및 토크리플, 그리고 전동기 효율과 제작 

비용에 관하여 구동 방법에 따른 성능 비교 분석을 

수행한다. 다음으로 대상전동기의 실험을 통하여 해

석치와 실험치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해석적인 결과

의 신뢰성을 검증한다.  

 

 
Fig. 1. Cross sections of PMSM models and test motor 

Table 1 Specifications of the analysis model 
List Unit Values 

Rated output power W 800 

DC link voltage V 12 

Rated torque T 3.0 

Rated speed rpm 2500 

Number of Pole - 0 

Number of slots - 0 

Stack length mm 44 

Number of turn per phase / 

Parallel circuit 
Turn 12 / 2 

Residual induction (Br) T 1.2 

2. 유한요소 해석을 통한 전자기적 해석 

2.1 대상 전동기 

Electric power steering (EPS)용 전동기인 대상

전동기의 형상 및 실험을 위해 제작된 시작품 전동

기를 그림 1에 나타내었다. 대상 모델은 10극 12슬

롯 전동기로 전기적인 성능이 뛰어난 분수 슬롯 수

로 제작되었으며 skew 없이도 코깅토크 및 토크리

플이 작아 제작적인 측면에서의 이점이 있다. 800W

급 전동기이며 정격 속도 및 토크는 2500rpm과 

3.0 Nm이다. 자세한 사양은 표 1에 나타내었다. 그

림 2는 회전자 위치 검출을 위한 hall sensor를 나

타내었고 인버터의 구조는 그림 3에 나타내었다. 

 

2.2 전기적인 특성 해석 

일반적으로 전동기의 자기회로 분석을 위하여 

time-stepping 유한요소해석을 이용한다. 이러한 

유한요소해석을 통하여 얻은 파라미터 값을 바탕으

로 수식적으로 먼저 구동방법에 따른 전동기 특성

을 비교한다. 전동기의 전체적인 속도-토크 특성은

기본적인 전압방정식으로부터 산정하게 된다. 

_

2
LL mean

a L a a L

e
V i R j L iω= + +             (1) 

2 2 2
_ ( ) ( )a rms a a a a aV i R E L iω= + +          (2) 

2 2 2 2 2 2( ) (2 ) ( ) 0L a a L a ai R L i R e e Vω+ + + − =    (3) 

 
식 (3)의 근의 공식의 해에서 전류와 속도의 관계

를 얻으면 인덕턴스를 고려한 토크와 속도의 관계

식을 얻을 수 있다. 

실제 측정치와의 오차를 줄이기 위하여 동특성 해

석을 수행하였다. 동특성 해석의 경우 수식적인 검

토와 달리 역기전력 값을 상수로 이용하지 않고 전

기적인 위상에 따른 각각의 값을 이용함으로써 실

험치와 오차를 줄일 수 있다. 그리고 각 구동방법에 

따른 인버터 제어를 포함하여 전동기의 특성을 예

측함으로써 해석의 신뢰성을 더 높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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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Circuit diagram of wye-connected mo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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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Current wave by dynamic analysis 

 

 
(a) BLDC drive            (b) BLAC drive  

 Fig. 4. Back EMF wave and Current wave 

정격 속도에서의 특성 비교를 위하여 동특성 해석

을 통한 입력 전류 파형을 이용하여 유한요소해석

을 수행한다.  동특성 해석을 통하여 얻은 전류 파

형은 그림 3에 나타내었다. BLDC구동과 BLAC 구

동의 가장 큰 차이점은 입력 전류의 파형이다. 그림 

4는 각 구동 방법에 따른 입력 전류와 역기전력의 

관계를 나타낸다. 
 

2.3 기계적인 진동 소음 해석 

전동기의 전자기 소음은 발생 주파수와 전압 및 

전류의 영향을 기준으로 구분 될 수 있다. 먼저 발

생되는 고주파 자기소음은 공극 자속의 고조파 성

분에 의해 발생하며, 그 발생 주파수는 회전자 슬롯 

개수와 회전 속도에 관련된다. 전압의 크기에 영향

을 받는 소음은 주로 무부하 운전 중에 발생하는 

자기 소음으로 공극의 퍼미언스 고조파가 주요 원

인이 된다. 그리고 전류의 크기에 영향을 받는 소음

은 부하 운전 중 전류의 크기에 비례하여 발생하는 

자기소음으로 전류의 고조파 성분이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다. 이러한 전자기적인 가진력을 분석하기 위

하여 공극에서의 공극자속 밀도를 분석하고자 한다. 

공극에서 생성되는 자기력 파동은 식(4)와 같이, 

공극 자속밀도의 제곱으로 나타낼 수 있으며, 각각

의 자속밀도 고조파들 간의 무수한 조합으로 이루

어져 있다[6]. 식 (4)는 크게 세가지 항목으로 구분

된다. 

 
Fig. 5. T-N-I curve by dynamic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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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Torque curve of BLDC and BLAC at equal l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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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b1p : 공극자속밀도의 기본파 성분 

        bν, bm : 고정자 및 회전자 고조파 성분 

먼저, 공극자속밀도의 기본파 성분의 조합으로 나

타나는 자기력 파동과 고정자 고조파들 사이 혹은 

회전자 고조파들 사이의 자기력 파동, 그리고 고정

자 고조파와 회전자 고조파 성분들 사이의 조합으

로 발생하는 자기력 파동으로 구분 할 수 있다. 전

자기적인 소음을 유발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세

번째 항목에 대해 중점적으로 분석하였고, 식(4)에

서 마지막 항으로 자기력 파동을 표현하면 식 (5)와 

같다. 이 식과 같이, 공극에서의 자기력 파동은 사

인파 형태의 시간적, 공간적 분포를 가지며, 그 크

기는 고정자 고조파의 크기 및 회전자 고조파의 크

기의 곱에 비례한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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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gnetic field including 
several harmonic compon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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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the stator coordin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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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Process of spectrum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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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ν, Bm:고정자 및 회전자 공극자속밀도 고조파 크기 

ωr, ωm:고정자 및 회전자 공극자속밀도 고조파 각속도 
φr, φm :고정자 및 회전자 공극자속밀도 고조파 위상 

 공극에서의 슬롯의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식 

(6)에 나타낸 것과 같이 퍼미언스(relative 

permeance)를 산정한다[7].  

 

( )0 1( )g g gα λ αΔ = Δ ⋅                  (6) 

 

여기서, Δg0는 공극 퍼미언스의 상수항이고 λg1(α) 

는 각도에 따른 공극의 specific 퍼미언스를 나타낸

다. 유한요소해석을 이용하여 대상전동기의 공극자

속밀도 분포를 시간과 공간에 대해 분석한 후 그림 

7에 나타낸 순서도를 따라 전자기력 가진원에 대한 

스펙트럼 분석을 진행한다. 이때, 공극 자속밀도로

부터 법선 방향의 힘을 산정하여 Fourier 시리즈를 

이용하여 분석한다. 구동방법에 따른 전자기력 가진

원의 스펙트럼 분석 결과는 그림 8에 나타내었다. 

동일 전동기를 대상으로 해석하였으므로 극수 슬롯 

수에 따른 공간고조파의 주파수는 동일하게 산정되

나 BLDC구동이 BLAC 구동에 비해 더 큰 값을 가

짐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스펙트럼 분석 결과에서도 

나타났지만 법선방향 힘의 고조파 성분이 큰 경우 

상대적인 진동 소음이 크게 된다. 저차 모드인 1, 2 

모드에서의 전자기 가진원의 크기 비교 시 BLDC 

구동의 가진원이 크고, 고조파도 많이 포함됨을 확

인하였다. 따라서, BLAC 구동의 진동 소음 특성이 

더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논문에서 제시한 진동 소음 분석 방법은 전동

기 설계 단계에서 진동 소음을 분석 함으로써 전동

기 설계 기술을 증대 시킬 수 있고,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a) BLDC drive 

 
 (b) BLAC drive 

Fig. 8. The result of spectrum analysis 
 

3. 실험 결과 비교 및 분석 

3.1 전기적인 특성 비교 

BLDC 구동으로 전동기의 성능 평가 시 주의해야 

하는 사항은 입력전압의 크기로, 실제 입력 되는 상 

전압의 파형을 정확히 고려해야 한다. 계측기에서 

측정되는 전압 파형은 두상 도통에 따른 환류

(freewheeling) 전압까지 포함하고 있으므로 실제 

입력되는 구형파 전압과는 파형이 달라지게 되고 

실제 입력되는 전압의 값보다 크게 측정된다. 

Modulation index를 0.95로 봤을 때 BLDC 구동 

및 BLAC 구동 시 입력 전압 파형은 그림 9와 같다. 

그림 10. (a)는 전기적인 특성 비교를 위한 실험 

시스템을 나타내었고, (b)는 진동 소음 측정 시스템

을 나타내었다. 정격 속도에서의 전기적인 특성을 

비교해본 결과 단위 전류당 토크비가 BLAC 구동 

시 BLDC 구동일 때보다 24.02% 더 크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해석적인 결과와 실험적인 결과를 토대

로 정리하면 전기적인 특성은 BLAC 구동이 BLDC 

구동에 비해 전체적으로 좋아짐을 확인하였다. 그러

나 PWM 제어를 하는 BLAC의 경우 인버터의 가격

이 BLDC 대비 크게 증가하는 단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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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LDC drive            (b) BLAC drive  
Fig. 9. Voltage wave according to the driving method 

 

3.2 기계적인 진동 소음 분석 

그림 11은 동일한 속도에서 (1000rpm) 구동방법

에 따른 진동을 측정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10극 

12슬롯의 전동기 특성 상 회전 주파수의 10x, 12x

의 성분인 1.66 kHz와 1.85 kHz에서의 sound 

level과 진동 peak가 가장 높음을 알 수 있다. 이것

은 공진 대역이 약 1.5~1.9 kHz에 존재함을 나타낸

다. 이때 BLDC 전동기의 overall sound level 

meter 값은 38.8 dB(A)이고, BLAC 구동은 48.6 

dB(A) 값을 가진다. 결과를 보면 BLAC 구동의 경

우 BLDC 구동일 때보다 sound pressure level이 

낮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2는 전동기의 주파수 변

화에 따른 소음의 스펙트럼을 나타낸 것이다. 두 제

어 방법 모두 제어 특성 보다는 모터 고유의 특성 

성분이 잘 도출 됨을 확인 할 수 있다. 고정된 속도

에서의 FFT 특성에서 나타났듯이 1.5~19 kHz 성

분에서 공진이 발생함을 확인하였다. 결과적으로 기

계적인 진동 소음의 성능 비교 결과도 마찬가지로 

BLAC 구동의 경우 더 작은 진동 소음을 가짐을 확

인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제시한 해석적인 방

법을 통하여 진동 소음 분석이 가능함을 확인하였

다. 

 

 
(a) BLDC drive  

 
(b) BLAC drive 

Fig. 10. Experiment system for testing 

 
(a) BLDC drive  

 
(b) BLAC drive 

Fig. 11. Experiment results of vibration 

 
(a) BLDC drive  

 
(b) BLAC drive 

Fig. 12. Experiment results of noise in frequency spectra 

4. 결  론 

본 논문은 영구자석형 전동기의 구동방법에 따른 

전자기적 특성 및 진동 소음 비교를 목적으로 두 

구동방법에 따른 전기적 특성을 비교하였고 진동 

소음 분석을 위한 방법을 제시하였다. 해석방법의 

신뢰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실험을 진행하였고 실험

결과도 해석 결과와 비슷함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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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 제시한 진동 소음 분석 방법은 추후 

설계되는 영구자석형 전동기의 진동 소음분석에 길

잡이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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