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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proposes a regeneration braking algorithm for Brushless DC (BLDC) motor system. The unipolar

switching method has a limitation about the regeneration braking when the BLDC motor is operated in the low

speed region. The proposed algorithm alternatively utilizes the unipolar and bipolar switching method to

implement the regeneration braking for overall speed range. The bipolar switching method is used when the

BLDC motor is operated in the low speed region. The switching transition point is determined by analyzing the

unipolar and bipolar switching during the regeneration braking. The effectiveness of proposed algorithm is

verified by using the experimental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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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전동 휠체어, 전기 자전거와 같은 LEV(Light Electric

Vehicle)에는 주로 BLDC 전동기가 사용된다. BLDC 전

동기는 2상 여자 방식으로 120도 도통 제어를 통해 제

어를 하며, 전동기의 내부에 3개의 홀센서를 부착하여

회전자의 위치를 판별하므로 공간적인 제약이 크게 감

소할 뿐 아니라 비교적 낮은 가격으로 간단하게 제어기

를 구성 할 수 있다. 전동 휠체어와 같은 이동기기는 배

터리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제한된 배터리

용량으로 인한 주행거리의 제약을 받게 된다. 이러한 문

제를 개선하기 위해 전동기 제동 시 운동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변환하여 배터리를 충전하는 방식인 회생제동

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실제 이동기기에 적용하

고 있는 추세이다
[1]-[4]
.

BLDC 전동기의 회생제동은 스위칭 방식에 따라 충전

특성이 다르게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PWM 스위칭 방식

은 유니폴라(Unipolar) 방식과 바이폴라(Bipolar) 방식이

주로 사용된다. 유니폴라 스위칭 방식은 하나의 스위치

만을 PWM 동작하여 DC/DC 부스트 컨버터와 유사한

방식으로 입력전압의 역기전력을 승압하여 배터리로 충

전하는 방식이다.
[5]-[8]

바이폴라 스위칭 방식은 두 상의

스위치를 동시에 PWM 동작하여 모터 내부 권선에 흐

르는 전류를 제어하면서 배터리로 에너지를 흡수한다
[9]-[11]

.

기존의 BLDC 전동기를 이용한 회생제동에 관한 연구

들은 특정 운전 속도 조건을 만족하는 영역에서만 회생

제동을 사용하여 회생 에너지 및 제동력을 획득한다. 왜

냐하면 저속 운전 조건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역기전

력으로 인해 회생제동을 통해 획득 가능한 에너지와 제

동력이 낮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전체 운전 영역에

서 회생제동을 효과적으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회생제동이 가능한 운전 영역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았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전체

운전 영역에서 효과적으로 회생제동을 사용하기 위한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BLDC 전동기의 회생제동에 사용

되는 유니폴라 및 바이폴라 스위칭 방식의 장, 단점을

비교, 분석하였으며 이를 통해 전체 운전 속도 영역에서

회생 에너지의 충전과 제동력을 모두 고려한 회생제동

알고리즘을 제안하였다. 제안된 알고리즘은 실험 결과를

통해 타당성을 입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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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3-phase BLDC motor control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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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Four-quadrant operation.

2. BLDCM 전동기의 시스템 구성 및 회생제동

스위칭 방식별 해석

2.1 BLDC 전동기 시스템 구성

그림 1에서는 3상 BLDC 전동기 구동 시스템을 나타

냈다. 전체 시스템 구성은 DC단 캐패시터, PWM 인버

터(PWM Inverter), 홀 센서(Hall effect sensor), 상전류

측정을 위한 전류센서 및 전동기 제어를 위한 제어기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2는 전동기의 속도-토크에 따른 4상한 운전

(four-quadrant operation)에 대한 그림이며 그림 3은 전

동기 운전과 회생 운전시 BLDC 전동기의 역기전력과

상전류에 대해 나타냈다. 전동기가 정/역 운전을 하는 1,

3사 분면은 발생되는 역기전력과 상전류의 부호가 서로

같다. 반면에 2, 4사 분면은 전동기의 회생제동 운전영

역이다. 이 경우 발생되는 역기전력과 전류의 방향이 서

로 다르기 때문에 에너지의 흐름이 역으로 발생된다.

2.2 BLDC 전동기의 회생제동 동작

회생제동에 사용되는 유니폴라(Unipolar) 스위칭 방식

에 대한 동작은 그림 4 (a),(b)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a) motoring mode

(b) regenerating mode

Fig. 3. BLDC motor operation.

(a) S1 Off, S3 On

(b) S1 On, S3 Off
Fig. 4. Unipolar switching.

유니폴라 스위칭 방식은 DC/DC 부스트 컨버터 동작

과 유사하다. 입력전원은 운동 에너지에 의해 발생되는

역기전력이며, 발생되는 역기전력을 승압하여 배터리로

전류를 인가하는 방식이다. PWM On 동작 시 스위치

()가 턴 온(turn-on)되며, 이때 역기전력에 의해 발



The Transactions of the Korean Institute of Power Electronics, Vol. 20, No. 2, April 2015 195

Fig. 5. Current waveform by the unipolar switching.

생되는 에너지가 모터 내부 권선에 인가된다. PWM Off

동작 시 스위치()가 턴 오프(turn-off)되며, 이때 다이

오드()를 통해 모터 내부권선에 축적된 에너지가

배터리로 회생된다. PWM On 동작 시 역기전력 eab에

의해 모터 내부 권선에 인가되는 전류 iL은 식 (2)와 같

이 나타낼 수 있다. 식에서 D는 PWM On-time 비율,

T는 PWM 스위칭 주기이며, L은 모터 내부 인덕턴스이

다.

     max  






 m in (1)

m ax 

 m in   (2)

PWM off 동작 시 배터리의 회생제동으로 인해 감소

되는 전류는 식 (4)로 나타낼 수 있다. Vbatt은 배터리

전압이다.

      m in  






   max

(3)

m in 
  

  max   (4)

회생제동에 사용되는 바이폴라 스위칭 방식에 대한

동작은 그림 6에서 나타내었다.

바이폴라 스위칭 방식은 전동기 운전에 사용되는 방

식과 동일하게 제어가 된다. 입력전원은 배터리와 역기

전력이며, 배터리와 역기전력에 의해 모터 내부 권선에

인가되는 전류를 제어하는 방식이다. PWM On 동작 시

스위치()가 턴 온(turn-on)되며, 이때 배터리와 역

기전력에 의해 발생되는 전류가 모터 내부 권선에 인가

(a) S2, S3 On

(b) S2, S3 Off

Fig. 6. Bipolar switching.

Fig. 7. Current waveform by the bipolar switching.

된다. PWM Off 동작 시 스위치()가 턴 오프

(trun-off)되며, 이때 다이오드()를 통해 모터 내

부 권선에 인가된 에너지가 배터리로 회생된다. PWM

on 동작 시 배터리와 역기전력에 의해 모터 내부 권선

에 인가되는 전류는 식 (6)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max
 






    m in
(5)

m ax 
  

 m in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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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Regeneration braking energy(unipolar switching).

PWM off 동작 시 배터리의 회생제동으로 감소되는

전류는 식 (8)로 나타낼 수 있다.

      m in
 






   max
(7)

m in 
  

  m ax   (8)

2.3 스위칭 방식에 따른 회생 에너지량

유니폴라 스위칭 방식으로 회생제동 시 배터리로 인가

되는 전압은 식 (2)와 식 (4)의 연립방정식을 통해 식

(9)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식 (10)은 유니폴라 스위칭

방식으로 회생제동을 동작하기 위한 조건 나타내었다.



  
 


   (9)

   


  (10)

회생 에너지양은 PWM Off 동작 시 배터리로 인가되

는 전하량과 회생제동 시 발생되는 전압( )의 곱으

로 나타낼 수 있다.

식 (10)에서 역기전력에 의해 승압되는 전압이 배터리

전압보다 높아야 회생된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max  m in    (12)


  ×  (13)

식 (12)는 유니폴라 스위칭 방식을 사용하는 경우 배

터리로 회생되는 전하량(Quni_off)에 대한 식이며, 식

(13)은 유니폴라 스위칭을 통한 회생 에너지(PRG)에 대

한 식이다. 바이폴라 스위칭 방식으로 회생제동 시 배터

리로 인가되는 전압은 식 (6)과 식 (8)의 연립방정식을

통해 식 (14)로 나타낼 수 있다. 식 (15)는 바이폴라 스

위칭 방식으로 회생제동을 동작하기 위한 조건에 대해

식으로 나타내었다.

(a) S2, S3 On

(b) S2, S3 Off

Fig. 9. Regeneration braking energy(Bipolar switching).




 

  
   (14)

   


  (15)

  

m ax   ×  (16)

  

max  m in ×    (17)

     (18)

바이폴라 스위칭 방식은 유니폴라 스위칭 방식과 다

르게 PWM On 동작 시 배터리에서 출력되는 전하량

(Qbi_on)과 PWM Off 동작 시 배터리로 회생되는 전하

량(Qbi_off)의 차이가 배터리로 충전되는 회생 에너지이

다.

식 (16)은 PWM On 동작 시 배터리에서 출력되는 전

하량에 대한 식이다. 식 (17)은 PWM Off 동작 시 배터

리로 충전되는 전하량에 대한 식이다. 식 (19)는 바이폴

라 스위칭 방식을 통한 회생 에너지(Pbi_RG)에 대한 식

이다.

   ×  (19)

위에서 설명된 내용을 정리하여 스위칭 방식에 따른

회생제동의 차이를 비교 할 수 있다. 유니폴라 스위칭

방식은 역기전력을 승압하여 배터리로 충전하기 때문에

회생에너지 흡수에 적합한 스위칭 방식이지만, 제동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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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Back-emf change on different speed.

얻기에는 역기전력에 의해 발생 가능한 전류의 최대값

이 낮기 때문에 제동 영역의 범위가 좁은 단점이 있다.

바이폴라 스위칭 방식은 배터리의 에너지를 소비하여

전류를 제어하기 때문에 회생 에너지의 흡수보다는 제

동 제어에 적합한 스위칭 방식이다.

3. 회생제동 스위칭 방식의 한계 및 제안하는

회생제동 제어 방식

3.1 스위칭 방식의 한계

유니폴라 스위칭 방식으로 회생제동을 동작하기 위해

서는 발생되는 역기전력이 환류 다이오드를 도통하는

전류를 생성 할 수 있을 만큼 커야 한다.

식 (20)에서는 유니폴라 스위칭 방식을 사용하는 경우

회생제동으로 발생 가능한 전류에 대해 나타내었다.

    

 
(20)

식 (20)에 나타난 식의 는 다이오드 강하 전압, 

는 전동기 권선 저항, 은 MOSFET On 저항, 는

다이오드 내부 저항이다. 유니폴라 스위칭 방식을 사용

하여 회생제동을 구현 할 경우 역기전력에 따라 제어

가능한 영역이 그림 11과 같이 나타난다. 는 유니

폴라 스위칭 방식으로 제어 가능한 최대 전류이다.

바이폴라 스위칭 방식은 유니폴라 스위칭 방식과 다

르게 입력전원이 배터리 성분을 사용하기에 저속 영역

에서도 높은 전류지령의 제어가 가능하다. 하지만 역기

전력이 낮은 구간에서 스위칭시 PWM On 동작과 Off

동작 시 전류의 기울기가 식(21)에 보이는 것과 같이 동

일하게 된다.

max 


 m in

m in 


  max
(21)

Fig. 11. Switching selection of regeneration braking.

바이폴라 스위칭 방식을 이용하여 저속에서 회생제동

을 사용하면 배터리로 회생되는 에너지보다 소비되는

에너지양이 더 많다. 이러한 문제는 모터 내부의 R-L회

로의 응답 특성으로 인해 PWM On 동작 시 발생하는

전류의 면적과 PWM Off 동작 시 발생하는 전류의 면

적의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식 (22)는 R-L 회로에

대한 식이다.

 

  
 

 


 (22)

3.2 제안하는 회생제동 제어 전략

기존 회생제동에 관한 연구들은 회생제동 제어를 특

정 속도 조건을 만족 할 때 회생에너지 및 회생제동력

을 획득하였다. 특정 속도 이하 영역에서는 회생에너지

및 회생제동을 통해 획득 가능한 제동력이 낮기 때문이

다. 저속 영역에서 이러한 문제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특

정 속도 조건 이상에서 회생제동을 동작하여 회생 에너

지 및 회생제동력을 획득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제안하는 방식은 회생제동 동작 조건을 특정 속도가

아닌 유니폴라 스위칭 방식의 제어 가능한 영역을 기준

으로 스위칭 방식을 변경하여 회생제동 제어를 하는 방

식을 제안한다. 유니폴라 스위칭 방식으로 제어가 가능

한 영역에서는 유니폴라 스위칭 방식으로 배터리로 회

생 에너지를 흡수하며, 제어가 불가능한 영역에서는 바

이폴라 스위칭 방식을 사용하여 유니폴라 스위칭이 제

어 못하는 저속 영역에서 제어하도록 알고리즘을 설계

하였다. 제안하는 방식을 통해 전체 운전 영역에서 회생

에너지의 흡수와 회생 제동력을 획득 할 수 있다.

4. 실 험

회생제동시 유니폴라 스위칭 방식과 바이폴라 스위칭

방식에 대한 이론을 검증하기 위한 실험을 BLDC 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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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Current waveform with the unipolar switching.

Fig. 13. Current waveform with the bipolar switching.

기의 파라미터를 측정하여 진행하였다.

그림 12는 유니폴라 스위칭 방식이 사용된 회생제동

에 대한 파형이다. 속도가 감소함에 따라 제어 가능한

최대 전류(ILimit)가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제어

가능한 최대 전류(ILimit)가 점점 감소하여 회생제동 전류

지령(IREF)보다 낮아질 때 제어가 안 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림 13은 바이폴라 스위칭 방식이 사용된 회생제동

에 대한 파형이다. 입력전압의 배터리 성분을 사용하여

전류를 제어하기 때문에 저속영역에서 유니폴라 스위칭

방식으로 제어가 안되는 영역에서 전류 제어가 잘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림 14는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회생 제동 스위칭

제어 전략에 대한 파형이다. 기존의 유니폴라 스위칭 방

식으로 제어가 되지 않는 영역에서 바이폴라 스위칭 방

식으로 변환하여 저속에서도 회생제동 제어가 되는 것

을 확인 할 수 있다. 전동기의 파라미터 측정을 통해 유

니폴라 스위칭 방식의 속도에 따른 제어영역을 확인하

였으며, 유니폴라 스위칭 방식으로 제어가 불가능한 영

역에서는 바이폴라 스위칭 방식으로 전환하여 전체 회

생영역에서 제어가 가능한 것을 실험을 통해 검증 하였

다.

Fig. 14. Regeneration braking control with change of

switching.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BLDC 전동기의 회생 제동 운전에 사

용되는 유니폴라와 바이폴라 스위칭 방식의 장/단점을

비교 분석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일정한 제동력이 요

구되는 BLDC 전동기 시스템에서의 새로운 회생제동 알

고리즘을 제안하였다. 제안된 알고리즘은 속도가 높은

운전 영역에서는 에너지 회생율이 높은 유니폴라 스위

칭 방식으로 운전하고, 속도가 낮은 저속 영역에서는 전

동기의 일정한 제동력 확보가 가능한 바이폴라 스위칭

방식을 통해 운전한다. 이를 통해 효과적인 회생제동 운

전이 가능하다. 본 연구에 대한 이론적 해석은 실험을

통하여 검증하였다.

이 논문은 2012년도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역혁신인력양성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o. 2012026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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