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670 -

3차원 유한요소법과 패턴 탐색 알고리즘을 이용한 영구자석형 클로우폴 스테핑 모터의 정토크 특성 최적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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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수 8 구자석 종류 NdFeB

상수 2(Bipolar) Yoke Teeth재질 SPCC(냉간압연강 )

권선수 406Turns Yoke Teeth두께 0.2mm

정격 류 65mA 공극길이 0.15mm

정격속도 2437.5rpm 총 길이 8.5mm

치분해능 22.5도 구자석 Br 0.815T at 20℃

Abstract - This paper presents a optimum design process for static 
torque characteristics of the Claw-Poles PM Stepping Motor(CPSM). 
Since the shape of CPSM changes along with axial direction, CPSM 
should only be analyzed by 3D-FEM. But 3D-FEM needs too much 
computation time and computer resources. Therefore, it is essential to 
reduce the number of 3D-FEM analysis models. In this paper, two 
design factors which affect the static torque characteristics of CPSM 
were selected. Optimum design process was able to make progress 
by using Pattern Search Algorithm and 3D-FEM. Finally, optimized 
model was compared with a conventional model.
 

1. 서    론

  본 논문의 스테핑 모터는 휴 화 카메라의 자동  모듈에 사용
되는 것으로 용제품의 특성 상 모터 사이즈와 출력이 매우 작다.  
  스테핑 모터는 정 토크 특성이라 하여, 홀딩 토크와 디텐트 토크의 두
가지 토크 특성을 가진다. 홀딩토크는 정격 류 여자 시 외부 부하 토크
에 의해 각 변 가 생겼을 경우 발생하는 최 토크이며, 디텐트 토크는 
무 여자 시 외부 부하 토크에 의해 각 변 가 생겼을 경우의 릴럭턴스 
토크로 잔류토크라고도 부른다. 따라서 홀딩토크의 증 는 스테핑 모터
의 외란에 해서 치결정력이 강인해진다는 것을 의미하며, 디텐트 토
크의 감은 모터 구동 시의 소음과 진동이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에 설계되어 있는 모터에 해서 홀딩 토크 증 와 
디텐트 토크의 감에 한 최 설계과정을 진행하 다.[3]
  클로우 폴 스테핑 모터의 경우, 회 자 축 방향으로의 칭성이 없으
므로 정확한 해석을 해서 3차원 유한요소법이 이용되었다. 그러나 3차
원 유한요소법은 익히 알려진 로 긴 해석시간과 많은 컴퓨터 자원을 
요구한다. 따라서 해석모델의 수를 최소화하는 것이 필수 이다.
  본 논문에서는 3차원 유한요소법과 패턴 탐색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구자석형 클로우폴 스테핑 모터의 정 토크 특성에 한 효과 인 최
 설계를 수행하 다. 패턴 탐색 알고리즘의 경우, 기존에 사용되던 도

함수값의 정보를 요구하는 방법이 아닌 Direct Search방법으로 효과
으로 최 을 탐색하는 알고리즘이다. 최종 으로 기존 모델과 최 화
된 모델과의 정 토크 특성 비교를 통해서 본 논문에서 사용된 최  설
계 방법이 실제 으로 유용함을 밝힌다.

2. 본    론

  2.1 클로우폴 스테핑 모터 사양 분석
   본 논문에서 사용될 구자석형 클로우폴 스테핑 모터의 형상 그림 
1에 나타내었다. 2상 Bipolar형태를 가지며 8극의 반지름 방향 착자된 
구자석을 회 자로 하는 모터이다. 입력 펄스 신호에 의해서 2상 권선

의 여자 류를 4사이클을 1주기로 하여 환하고, 그로 인해 입력 펄스 
환속도에 맞추여 회 하게 된다. 8극의 구자석과 반극 피치만큼 
상차이를 갖는 2상 Yoke구조에 의해서 본 모터의 경우 16펄스 당 1회
을 하는 모터가 되며 22.5도의 기계  치분해능을 갖는다. 모터의 

공통사양은 표 1에 나타내었다. 

  2.2 3차원 유한요소법을 이용한 정토크 특성
    본 논문에서는 홀딩 토크와 디텐트 토크를 3차원 유한요소법을 이
용하여 분석하 다. 클로우폴 스테핑 모터의 경우, 모터 형상의 특수성
에 기인하여 3차원 유한요소법이 요구된다. 해석시간의 단축과 8극 모터
임을 고려하여 1/4모델을 이용하 으며, 10만여개의 메쉬가 사용되었다. 
홀딩토크의 해석을 해서 정격 류 65mA를 2상 코일에 해서 인가하
여 구하 으며, 디텐트 토크의 해석을 해서 코일을 여자하지 않은 채
로 구자석에 의한 릴럭턴스 토크를 계산하 다.

  <표 1> 영구자석형 클로우폴 스테핑 모터의 공통 사양

<그림 1> 영구자석형 클로우폴 스테핑 모터의 해석모델

  2.3 최적 설계 프로세스
  클로우폴 스테핑 모터의 정 토크 특성을 향상시키기 한 최 설계 
로세스는 3차원 유한요소법과 반응표면 Quadratic Regression법, 그리

고 패턴 탐색 알고리즘이 이용되었다. 기존의 최 설계방법으로 이용되
던 실험계획법과 같은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설계변수의 변경에 따른 
모터 특성 변화를 직 으로 찰하고 목 에 부합하는 최 을 직  
탐색하여 최 설계과정을 단순화하고 간략화하 다. 

  2.3.1 설계변수 선정
  본 논문에서 사용된 모터의 경우, 제약조건으로 최외곽 사이즈가 결정
되어 있으므로 새롭게 설계변수를 선정함에 있어 한계가 있다. 그림 1에
서의 Yoke Teeth의 비와 높이는 설계사양 변경 시 드는 노력이 다
는 과 이상 인 자기등가회로법을 이용하여 모터 각 부의 형상변화에 
따른 정 토크 특성 변화에 해서 큰 향을 다는 을 고려하여 이 
두 값을 설계변수로 선정하 다. 

(a) Holding Torque           (b) Detent Torque

<그림 2> 3차원 유한요소해석에 의한 특성 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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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모델
(3D-FEM)

최 설계모델
(패턴탐색결과)

최 설계모델
(3D-FEM)

높이 [mm] 3.300 2.300 2.300

비 [mm] 0.300 0.3044 0.305

홀딩토크 [mNm] 0.11889 0.12354 0.13178

디텐트토크 [mNm] 0.00508 0.00551 0.00494

  2.3.2 3차원 유한요소법과 반응표면 Quadratic Regression
  설계변수의 높이 L값과 비 W값의 한계범 를 고려하고 최소단 를 
각각 0.5mm와 0.1mm로 선정하 다. 등간격으로  역에 걸쳐서 3차
원 유한요소법을 이용한 25번의 정 토크 특성 해석을 수행하 고 결과
는 그림 2와 같다. 그러한 기  데이터를 바탕으로 반응표면 Quadratic 
Regression을 이용하여 구한 정 토크 특성에 한 함수는 아래와 같으
며 특성표면은 그림 3에 나타내었다.
Holding Torque 
           (1)
Detent Torque
            (2)
  홀딩 토크에 한 식과 디텐트 토크에 한 정 토크 특성의 최 을 
찾기 해서  두 식에 해 정규화하고 가 치값을 부여하여 정 토크 
특성을 동시에 고려하는 새로운 목 함수를 구성하 다.
Object Function







,  가중치계수  정규화값  (3)

(a) Holding Torque Map (b) Detent Torque map

              

(c) Object Function Map

<그림 3> RSM Quadratic Regression을 이용한 특성 Map

  2.3.3 패턴 탐색 알고리즘을 이용한 최적점 계산
  패턴 탐색 알고리즘은 Direct Search Method에 속하는 미분항에 한 
정보를 필요치 않는 최 화 알고리즘으로, 목 함수의 불연속 , 미분불
가지  등에 따른 고 인 최 화 알고리즘들이 갖고 있는 단 을 극
복한 방법이다. 한 지역 인 최 지 에 수렴해버리지 않고 역 인 
최 지 을 찾아 다는 에서 장 을 가진다.
  패턴 탐색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목 함수에 한 최 을 탐색하
으며 그 과정은 그림 4에서 나타내었다.

<그림 4> 패턴 탐색 알고리즘

  2.4 기존 모델과 최적설계 모델과의 비교
  기존 모델과 본 논문에서 사용된 최 설계 방법을 이용하여 설계된 
모델과의 정 토크 특성 비교는 다음 표 2와 그림 5에 나타내었다. 홀딩 
토크는 약 10% 증가하 으며, 디텐트 토크 특성은 약 3% 감소하 다.

 <표 2> 기존 모델과 최적 설계모델 치수 및 정 토크 특성 비교

(a) 홀딩 토크에 대한 기존모델과 최적모델의 비교

(b) 디텐트 토크에 대한 기존모델과 최적모델의 비교

<그림 5> 3차원 유한요소해석에 의한 특성 Map

3. 결    론

    본 논문에서는 3차원 유한요소법을 이용해서 해석해야만 하는 특수
한 형상을 가진 모터의 최 설계 방법을 제안하 다. 설계변수에 해서 
3차원 유한요소법을 최소한으로 사용하 으며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목
함수를 꾸미고, 목 함수의 최 을 패턴 탐색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찾아내었다. 이러한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은 횟수의 3차원 유한요소법
으로도 최 에 한 탐색을 세 하게 수행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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