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정밀공학회 2012 년도 추계학술대회논문집  

 

 
 

1. 서론 
 

BLDC 모터는 기계적 유지보수가 불필요하

며, 사이즈 대비 정격용량이 크다는 장점들을 

가지고 있어 산업현장에서 널리 쓰이고 있다. 

BLDC 모터 내에는 여자의 위상차이, 코일전류

의 오프셋 등 여러 원인에 의한 토크리플이 존

재한다. 토크리플은 모터의 정속구동 방해, 효

율 및 정밀도 저하, 소음발생 등을 유발한다. 

기존의  많은  연구들은  토크리플을  감소시

키기 위해 하드웨어의 변경, 드라이버 수정 등

의 대책을 제안하였다  1~3 이는 시스템의 구조

를 복잡하게 만들며 비용이 높아지고 변경이나

 알고리듬 첨가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BLDC 모터의 토크리플의 특

성을 이용하여 속도리플을 모델링하였다. 이를

 이용해 직접구동(direct drive) 방식의 BLDC 

서보모터 시스템의 제어단에서, 상황의 변화에

 따른 속도리플을 감소시키기 위한 자동 보상 

제어알고리듬을 설계 및 검증하였다. 

 

2. 속도리플의 모델링 
 

BLDC 모터에는 3 상의 전류가 흐르며, 

쌍극(pole pair)의 개수 pn , 전류의 오프셋을 

u 이라고 할 때 모터에 흐르는 전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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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다. 이 때 모터에 흐르는 전류와 발생

하는 토크는 비례하므로 식(1)의 3 항에 존재하

는 정현파 성분은 1 회전시 pn 개의 토크리플

을 발생시킨다. 의 초기 기준점을 나중에 보

정한다고 가정하고 식(1)를 토대로 쌍극의 수

에 따른  에 관한 전류 리플식을 모델링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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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수 A 는 변환에 따른 상수이다. 

토크는 커뮤테이션 작용으로 항상 일정한 

방향을 유지하며, 마이컴의 연산능력을 고려하

여 코사인 제곱근함수를 일반 정현파로 근사화

하고, 전류와 토크가 비례함을 이용해 속도와 

시간에 대한 토크리플의 식을 세우면,   

tnB puripple )cos(                 (3) 

 

계수 B 는 변환에 따른 상수이다. 

토크리플과  속도리플의  관계는  적분관계이

므로,  식(3)을 적분해 얻은 최종적인 속도리플

의 식은 식(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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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리플의 크기보상 
 

이론적으로는 식 (4)처럼 속도가 빨라지면 
리플의 크기가 줄어들지만, 실제 속도리플의 
크기를 측정한 결과, 특정 속도에서 리플이 
가장 큰 특별한 경우가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모터에 하중을 싣게 되면 속도리플의 
크기가 예측 불가능하게 변화 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빈도수를 이용한 리플 크기의 
측정방법을 제시하여 일반적인 단순 모델에 
비하여 뛰어난 성능을 제공한다.  

Fig. 1 은 보상될 속도리플의 크기를 
측정하는 순서도이다. 먼저 모터를 속도리플의 
보상텀없이 회전시킨 후 첫 구간(period 1)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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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리플의 최대 최소값을 찾아낸다. 두 번째 
구간(period 2) 에서는 보다 정밀한 크기 측정을 
위하여 첫 번째 구간에서 측정된 최대 
최소값을 이용하여 n 등분을 한 후, 리플을 
여러 번 측정하여 각 구간의 빈도수를 
일정시간 (period 2) 동안 측정한다. 그 다음, 
구간 2 에서 최대 빈도를 가중치로 산정한 
측정값을 이용하여 보상할 속도리플의 
크기값을 정하고 이를 피드포워드 항으로 
보상해 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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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1 Flow chart of ripple compensation algorithm 
 

구동시 다양한 원인에 의해 속도리플의 크

기는 예측 불가하게 변화하므로,  본 논문에서 

제시한 빈도수를 통한 측정방법은 보다 신뢰성

있는 리플의 크기를 측정 할 수 있다. 
 

4. 실험결과 
 

실험은 TS4607N1096E2 모터(Tamagawa), 
CSDH-02BA1 서보팩(CONVEX), DSP28335 
제어보드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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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2 Velocity ripple at 15, 20rev/s 

 

Table 1 Comparison magnitude of velocity ripple at 

15,20,30,35 rev/s 

target 

velocity

without 

compensation

with 

compensation 

decline

ratio 

15 0.818 0.402 50.86%

20 1.73 0.58 70.48%

30 0.76 0.24 71.37%

35 0.58 0.22 53.76%
 

Table 1 은 각각의 속도에서의 보상하기 전,

 후의 리플의 크기와 속도리플 감소비를 나타

낸다.  다양한 구동속도에서 본 알고리듬을 적

용한 결과, 평균적으로 속도리플을 약 60% 이

상 보상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5. 결론 
 

본 논문에서는 BLDC 모터의 속도리플을 모

델링하였다.  또한 속도리플의 크기 측정 알고

리듬을 개발하여 속도리플의 크기, 주기를 자

동으로 계산하여 피드포워드 제어를 통한 속도

리플의 자동보상 알고리듬을 개발하였다. 마지

막으로 실험을 통하여 다양한 속도에서 속도리

플을 평균 60% 이상 감소시킴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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