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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본 논문은 BLDC 전동기의 구동제어를 통해 Kinetic
Sculpture라는 공학적인 조형물 설계 및 구현을 목표로 한다. 조형물 전
시를 통해 사람들에게 시각적인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효율적인 배치를
통해 상징성을 추가하여 부가적인 경제이익을 얻을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11대의 BLDC 전동기의 연동제어를 위한 위치 및 속도제어
시스템을 구축하였고, ATmega128 마이크로컨트롤러를 이용한 상위제어
기의 직렬통신 제어를 통해 Kinetic Sculpture의 구현가능성을 확인하였
다.

1. 서    론

현재 대한민국은 창조경제라는 융ㆍ복합적인 시스템을 기반으로 경제
발전을 추구하고 있다. 창조경제란 창의성과 상상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것으로 창의력과 상상력이 가장 두드러지는 곳
이 바로 디자인이다. 현대사회에서 제품의 성능도 중요하지만 디자인 역
시 큰 영향을 끼치는데 이는 제품에만 독자적인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주변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대표적인 예로 싱가폴에 있는
마리나베이샌즈 호텔은 창조경제의 좋은 예로서 복합리조트인 건물이
독특한 디자인을 통해 싱가포르 관광객 수를 무려 2배 이상 증가시켰는
데 이처럼 창의적인 디자인을 이용한 조형물은 그 지역에 상징성을 부
여할 수 있는 대표적인 랜드마크로 이용되어 방문자 수를 늘리는 등 수
많은 경제 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BLDC 전동기
의 위치 및 속도제어를 통해 Kinetic Sculpture라고 불리는 각각의 전동
기와 연결된 구슬의 움직임을 통해 기하학적인 곡선을 표현하는 조형물
을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Kinetic Sculpture는 회사 및 학교
에 전시되어 그곳을 대표하는 조형물로 방문자 및 손님들에게 인식되어
더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그 지역을 더 오래 인식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2. 본    론

  2.1 BLDC 전동기의 위치제어
BLDC 전동기와 연결된 구슬을 통해 곡선을 표현하려면 구슬의 위치
를 설정해야한다. 본 논문에서는 그림 1과 같은 Oz systems社의 위치제
어가 가능한 BLDC 모터드라이버 ‘OZBP-05A-D2M4’를 사용하여 실험
하였다.

<그림 1> BLDC 모터 및 드라이버

+24V의 전원을 인가하면 모터 드라이버가 동작하며 엔코더를 사용함으
로서 보다 정밀한 제어가 가능하다. 통신방식은 RS-232/RS-422 방식의
시리얼 통신을 지원하며 1부터 15까지 통신 ID를 설정할 수 있다. 그리
고 본 논문에서 사용하는 BLDC 모터 드라이버의 통신 프로토콜은 개
방형 프로토콜인 Modicon사의 MODBUS-RTU 방식을 지원한다. 드라
이버는 표 1과 같이 4개의 Primary tables 영역을 가지고 있으며 4개의
Primary tables 영역은 각각의 Function code로 Read-Write 할 수 있
다.

 <표 1> Function Code / Comments

Function
code

Primary
tables

Type of
access

Comments

02 H
Discretes
Input

Read-Only
드라이버 입력 IO

상태

01 H
05 H

Coil Read-Write
드라이버 출력 IO
상태 및 출력

04 H
Input
Registers

Read-Only 드라이버 상태

03 H
06 H

Holding
Registers

Read-Write 드라이버 Parameter

01/05 H Function Code는 드라이버의 출력IO 상태를 읽거나 쓰는 영역
이며, 02 H Function Code는 드라이버의 입력IO 상태를 읽는 영역이다.
그리고 04 H Function Code는 드라이버의 현재 상태를 읽는 영역이며,
03/06 H Function Code는 드라이버의 파라미터를 읽고 쓰는 영역이다.
이처럼 Function Code를 이용하여 Mapping Table을 자신이 원하는 파
라미터로 설정하여 자신이 원하는 패턴 로직을 프로그램 코딩을 통해
표현할 수 있다. 모터는 같은 제조사에서 만든 엔코더형 라운드 타입
BLDC 전동기 ‘OZBM60-040D2-RE'를 사용하였다. 40W급 BLDC 전동
기이며 DC 24V에서 동작하며 정격전류는 4.2A이고 토크는 1.91kgf-cm
이다. 그림 2는 위치제어의 동작시험을 테스트하기 위해 구성한 실험 구
성도이며. Oz systems社에서 만든 전용 GUI를 이용하여 실험하였다.

<그림 2> 실험 구성도

<그림 3> 위치제어 실험장치 및 전용 GUI

Power Supply를 DC 24V로 설정하여 BLDC 모터드라이버에 전원을 인
가하고 모터 드라이버와 전동기 사이에는 W/V/U 3상 전력선과 엔코더
선을 연결한다. 그리고 모터 드라이브의 Tx/Rx 선을 USB to RS-232
Converter와 연결하여 이를 PC와 연결하였다. 그리고 Oz System社에서
지원하는 전용 GUI를 설치하여 실행 후 BLDC 모터 드라이버와 통신을
연결하였다. 그림 3과 같이 전용 GUI를 실행하여 상단의 Connect 버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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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클릭하여 전원이 인가된 모터 드라이브와 PC간의 통신을 연결한다.
연결이 완료되면 제어모드를 위치제어 모드로 설정하여 위치 파라미터
를 입력하고 SERVO ON 버튼과 Repeat Test 버튼을 통해 모터 구동을
확인한다.

<그림 4> 파라미터 설정 및 모터 회전

그림 4는 위치 파라미터 설정화면이다. 모터의 위치 지령값을 증가시키
면 모터는 반시계 방향으로 파라미터 크기에 맞춰 회전하게 된다. 반대
로 파라미터가 감소하게 된다면 모터는 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한다. 전
동기 축에 연결된 엔코더는 한 바퀴 회전할 때 10,000 Pulse를 출력한
다. 즉, 위치 지령값을 10000 단위로 설정하면 일정 시간에 맞춰 엔코더
가 한 바퀴씩 일정하게 회전한다. 이처럼 위치 파라미터 값을 정밀하게
설정하여 모터 회전수를 제어한다면 모터와 연결된 구슬의 위치를 자신
이 원하는 위치에 설정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수의 모터를 각각 제어
한다면 연결된 구슬의 위치를 통해 자신이 원하는 곡선을 표현할 수 있
을 것이다.

  2.2 상위제어기
다수의 모터를 제어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모터 드라이브를 동시에 제
어가 가능한 상위제어기가 있어야 한다. 상위제어기는 Atmega128을 사
용하며 Atmega128 내부의 USART를 사용하여 시리얼 통신을 한
다.ATmega128은 USART를 이용한 단선 RS-232 시리얼 통신을 하는
데 다수의 모터를 제어하려면 다중통신을 해야 한다. RS-232 to
RS-422 Converter를 이용하여 다중 통신방식인 RS-422 통신으로 변환
한다면 다수의 BLDC 모터 드라이버 제어가 가능할 것이다.

<그림 5> 시스템 구성도

RS-232 to RS-422 Converter에서 나오는 4개의 선을 각각의 BLDC 모
터 드라이브에 병렬로 연결하면 BLDC 모터 드라이버가 독자적인 파라
미터를 가지고 이를 통해 연결된 BLDC 전동기의 위치를 제어할 것이
다. 그리고 Kinetic Sculpture를 통해 곡선을 표현할 때 상위제어기에 프
로그램 코드를 이용하여 여러 가지 패턴 로직을 만들어야 한다. 한가지
의 패턴만 반복했을 경우 조형물이 밋밋하게 보일 수 있지만 여러 개의
패턴을 이용할 경우 사람들의 관심을 더욱 끌 수 있으며 조형물의 가치
도 올라가게 될 것이다. 패턴의 경우 구슬의 배치를 일렬도 배치하기 때
문에 3D적인 입체표현은 다소 무리가 있지만 2D적인 곡선 표현으로도
다양한 패턴의 곡선을 나타낼 수 있다. 예를 들면 구슬들이 순차적으로
상ㆍ하 움직임을 통해 Sine파 및 Cosine파 형태의 곡선을 만들 수 있고
또는 좌우 대칭으로 움직이는 데칼코마니 형태의 곡선 움직임도 만들
수 있으며 일렬로 배치했을 경우 홀수번호에 있는 전동기와 짝수번호의
전동기의 위치 파라미터를 같게 설정하여 규칙적인 움직임을 표현할 수
도 있다. 이처럼 자신이 설정한 패턴 로직을 상위제어기에 입력하여

RS-422 다중통신을 통해 다수의 BLDC 모터 드라이버를 제어한다면 원
하는 형태의 곡선 및 배열을 할 수 있을 것이다.

Sine파 형태 대칭 형태 규칙적인 배열

<그림 6> 다양한 형태의 곡선 표현

  2.3 조형물 구성
전동기를 이용하여 곡선을 표현하려면 모터의 회전축에 실을 연결해
야한다. 회전축의 회전수를 제어하여 구슬의 위치를 설정해서 직선 혹은
원형으로 배열된 구슬들이 모터들의 독자적인 움직임을 통해 하나로 연
결된 곡선 모형을 연출한다.

<그림 7> 회전축과 구슬의 연결

구슬은 일렬로 배치하고 모터와 연결된 실은 조형물의 밑면과 수직으로
연결하여 실이 흔들리는 것을 최소화한다. 모터와 모터드라이브는 결선
면적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대한 가까운 곳에 배치하며 조형물 상단 부
분에 RS-232 to 422 Converter를 고정하여 모든 BLCD모터 드라이버와
연결이 용이하게 배치한다. 그리고 Converter 옆에 상위제어기를 위치한
다.

<그림 8> 조형물 완성 모형

3. 결    론

본 논문의 최종적인 목표는 조형물을 통해서 그 지역을 대표하는 랜
드마크를 만드는 것이다. 서로 다른 경쟁업체의 건물에 한 건물은 로비
가 평범하지만 다른 건물 로비에 Kinetic Sculpture같은 조형물이 있다
면 사람들은 더욱 기억을 할 것이고 이를 관광분야와 연결한다면 백화
점 로비에 대형 규모의 Kinetic Sculpture가 있다면 더 많은 관광객이
쇼핑뿐만 아니라 조형물을 보기 위해 그곳으로 더욱 밀집되는 등 부가
적인 경제효과를 얻을 수 있다. 즉, 실용적인 목적보다는 여러 개의 패
턴 로직을 프로그램 코드를 통해 구현하여 수 많은 종류의 곡선을 구체
화하고 이를 상업적인 목적과 연결시켜 사업화 한다면 많은 경제적 이
익을 가져다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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