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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In this paper, it is proposed to substitute the tilting
operation device of hybrid multi-D.O.F system from three phase SPM
to single phase torque actuator. When using tilting operation with
three phase SPM which is appropriate for continuous rotary operation,
there are disadvantages that electricity availability rate is low and
controllability is difficult. On the other hand when using a single
phase torque actuator instead of SPM, it is appropriate for sequential
tilting, electricity availability rate is high, and it is easy to control.
Thus this will have a great influence on the development and
practical use of the system. This study designed a single phase
torque actuator in consideration of the magnetic saturation. Also, this
was verified with comparative analysis with SPM through FEM(finite
element method) analysis values of the design model and test values
of the manufactured model.

1. 서    론

UAV(Unmanned Aerial Vehicle)는 새 시대를 이끌어갈 주요 기술로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관심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
다 [1]. 최근 무인항공기 중 하나인 쿼드콥터는 매우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하고 있다. 쿼드콥터에 짐벌 장치를 가진 카메라가 장착되어 농작물
관리, 군사 전략용 정보수집, 방송 촬영 등 다양한 분야에 사용되고 있
다. 원하는 정보를 얻기 위해서 원하는 위치에 카메라 렌즈가 향할 수
있도록 카메라 혹은 쿼드콥터의 동체를 기울이거나 회전시켜야 한다. 쿼
드콥터의 동체를 움직이는 경우, 프로펠러의 회전속도를 가감속 시키거
나 프로펠러 자체를 움직이는 방법이 있다. 본 논문에서 언급하는 다자
유도 시스템은 단일 시스템으로 프로펠러를 회전시키면서 기울이는 방
법과 카메라를 움직이는 방법을 단일 시스템으로 모두 가능케 한다 [2].
다자유도 시스템의 연구는 현재 많은 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3].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하이브리드 다자유도 시스템은 회전 동작과 틸팅
동작이 분리된 새로운 컨셉의 다자유도 시스템이다. 그림 1과 같이 기존
의 구형 전동기(시스템)와 달리 회전 동작과 틸팅 동작이 분리됨으로써,
제작이 쉽고 제어가 용이하며 일반적인 전동기처럼 고효율, 고출력밀도
특성을 갖도록 설계가 가능하다.

<그림 1> 하이브리드 다자유도 시스템

이전 연구까지 하이브리드 다자유도 시스템의 틸팅 동작을 위해 틸팅
용 전동기를 SPM으로 설계 및 적용하였다. 하지만 SPM의 경우 일반적
인 영구자석 전동기로써 연속 회전 동작 시, 효율, 출력 등 원하는 성능
이 나올 수 있도록 설계한다. 하지만 이 시스템의 틸팅 동작은 원하는
위치까지 회전 후 멈추는 동작을 반복한다. 따라서 SPM과 같은 일반적
인 전동기가 틸팅 구동을 한다면 전기이용률이 낮고 제어성이 나쁘다는
단점이 발생할 수 있다.
본 논문은 다자유도 시스템의 틸팅 구동용 전동기를 토크 액츄에이터
로 대체 설계하는 것을 제안한다. 또한 유한요소해석법으로 설계된 토크

액츄에이터를 기존의 SPM과 비교 분석하였고, 설계 모델의 검증을 위
해 제작된 토크액츄에이터의 코깅토크와 틸팅토크를 측정하여 비교하였
다.

2. 본    론

  2.1 다자유도 틸팅 시스템

<그림 2> 틸팅 시스템

그림 2는 틸팅용 전동기(SPM)와 유니버셜조인트로 구성되어 있는 틸
팅 시스템의 구조를 보여준다. 틸팅용 전동기는 각 축에 하나씩 들어가
며, 한 축에는 틸팅용 전동기 제어를 위해 회전자 위치 검출을 위한 레
졸버가 쌍으로 적용된다. Roll축과 Pitch축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연결시
켜주는 유니버셜 조인트는 2자유도 구동이 가능하도록 하는 매우 중요
한 부분이다. 동작될 수 있는 틸팅 각도는 유니버셜조인트 레그의 두께
및 길이에 의해 결정되므로 제한된 사이즈에 원하는 틸팅각으로 구동할
수 있도록 적절히 설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표 1은 하이브리드 다자유도 시스템의 요구토크와 동작 범위를 보여
준다.

      <표 1> 틸팅 시스템

축 값 단위

요구토크 - 0.5 @60RPM Nm

동작범위

Yaw ±180 deg

Pitch ±30 deg

Roll ±30 deg

  2.2 틸팅용 토크액츄에이터
이전 연구까지 하이브리드 다자유도 시스템에 적용된 SPM은 자기포
화특성을 고려하여 표 1과 같이 60RPM에 요구토크 0.5Nm이상이 되도
록 설계되었다. SPM에 사용된 국내의 POSCO社 규소강판재질은
35PN210으로 원하는 동작점에서 포화자속밀도의 값이 1.5 [T] 이하가
되도록 설계하였다. 순시적으로 예상치 못한 여자전류에 의해 이상전압
이 발생하면 자속의 흐름이 왜곡되고, 고조파가 발생하여 출력특성을 저
하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틸팅용 액츄에이터는 틸팅 동작을 제
어하는데 정확성과 정밀성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자기포화특성을 고
려하여 설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림 3> 토크액츄에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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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은 기초 설계된 토크액츄에이터의 구조를 보여준다. SPM과 달
리 고정자의 권선이 상하좌우 4곳에 4병렬로 와인딩 되어있고, 3상이 아
닌 1상으로 운전이 가능함을 알 수 있다. 제한된 사이즈 내에서 자기포
화특성을 고려한 최대 출력밀도를 갖기 위해 출력밀도에 가장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인 g(영구자석 두께), i(코일 면적 두께)를 고려한 반응표면
법을 실시하였다. 반응표면법 결과는 그림 4와 표 2에서 알 수 있듯이
영구자석 두께 2.5 [mm], 코일 면적 두께 1.75 [mm]에서 전기강판의 포
화밀도 1.34 [T]에서 최대 토크 83.8 [Nm]를 만족한 결과를 얻었다.

<그림 4> 반응표면법

<표 2> 토크액츄에이터 치수
표기 변수 값

a 고정자 외직경 26.5 mm

b 고정자 내직경 23.5 mm

c 고정자 요크 3 mm

d 브릿지 두께 5 mm

e 브릿지 높이 1.75 mm

f 회전자 내직경 14.4 mm

g 영구자석 두께 2.5 mm

h 극호율 180 deg

i 슬롯당 턴수 310 turns

j 적층길이 15 mm

설계된 토크액츄에이터와 기존의 틸팅용 전동기인 SPM의 유한요소해
석법 비교 결과, 그림 5와 같이 주자로의 평균 자속밀도 값은 모두 1.5
[T] 이하에서 설계됨을 만족하였고, 그림 6의 회전자 위치에 따른 토크
파형은 토크액츄에이터가 SPM에 대비 31% 증가함을 보인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토크액츄에이터의 토크값을 평균값이 아닌 최
대값으로 보는 부분이다. SPM은 일반적인 3상 회전기로써 발생 토크가
회전자 위치에 따라 일정한 값을 갖는다. 따라서 토크의 평균값을 최대
틸팅력으로 볼 수 있고, 일정한 토크값으로 인해 틸팅 각도를 정밀하게
제어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반면 단상 토크액츄에이터에의 경우, 회
전자 위치에 따라 다른 틸팅 토크 값을 갖는다. 따라서 3상 SPM에 비
해 정밀한 각도제어가 힘들 수 있으나, 틸팅 구동 범위 내에서 SPM보
다 더 높은 출력밀도 특성을 갖고 제어성이 쉽다는 장점이 있다. 두 모
델은 각각의 장단점을 가지고 있지만, 본 논문은 Yaw축으로 돌아가는
외전형 전동기의 Fan 부하를 이겨내고 틸팅할 수 있도록 틸팅용 액츄에
이터의 출력밀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부하 토크가 각도를 기울임으로
써 변동하기 때문에, 모든 동작 포인트에 충분한 출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림 5> SPM과 토크액츄에이터의 자속밀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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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SPM과 토크액츄에이터의 토크 파형

표 3은 SPM과 토크액츄에이터의 입·출력 특성 비교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필요한 정보를 나타낸다.

       <표 3> SPM과 토크액츄에이터의 입·출력특성

변수 SPM(8p 12s) 토크액츄에이터 단위

상수 3 1 -

치당턴수 160 310 -

상저항 1.77 2.61 Ω

선경 0.18 0.20 mm

상전류 1 1.24 Apeak

전류밀도 9.8 9.8 Arms/mm2

틸팅토크 57.9 (avg) 83.9 (max) Nm

코깅토크 40.6 57.4 Nm

점적률 47.5 35 %

  2.3 토크액츄에이터 설계 검증을 위한 코깅토크 측정시험
그림 9는 코깅토크 측정을 위한 시험 장치이다. 토크액츄에이터의 전
자기적 설계 모델의 검증을 위하여 코깅토크의 유한요소해석값과 시험
값을 1[RPM]으로 구동하여 비교하였다. 그림 10을 보면 음의 토크 값과
달리, 양의 토크 값의 차이가 약 1.34 [Nm]만큼 발생하는데 그 이유는

제작 공차와 시험 오차로 볼 수 있다. 제작 공차로 인해 극호율이 작아
지면서 돌극비가 발생하기 때문에, 코깅토크 시험치의 파형이 음에서 양
으로 전환될 때 해석치의 파형과 같이 0을 유지할 수 없음을 알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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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코깅토크 측정 시험 <그림 8> 코깅토크 파형

  2.4 틸팅 토크 측정 시험과 결과
하이브리드 다자유도 시스템은 Yaw축의 회전동작과 Roll, Pitch축의
틸팅동작이 분리된 다자유도 시스템 중에서도 새로운 컨셉의 시스템이
다. 따라서 틸팅토크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그림 12와 같이 측정법을 고
안해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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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틸팅토크 측정 시험

추의 무게를 달리하여 -30 [deg] 기울어져 있는 틸팅용 액츄에이터에
전류를 인가하여 0 [deg]가 되는 부분에서의 틸팅토크를 식 1로 계산하
면 틸팅력을 구할 수 있다.

Tilting Torque  ×× (1)

그림 9는 기존의 SPM과 토크액츄에이터를 틸팅력을 비교하여 보여준
다. 동일한 무게의 추를 들어올리는데 필요한 인가전류의 양이 SPM보
다 토크액츄에이터가 더 작다. 이는 SPM보다 토크액츄이터의 출력밀도
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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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틸팅토크 측정 시험

3. 결    론

다자유도 시스템의 틸팅용 액츄에이터는 Yaw축 회전용 전동기의 회
전관성 부하를 이겨내고 틸팅이 되어질 수 있도록 고출력밀도 특성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틸팅용 SPM 대비 동일한 사이즈와 동
일한 전류밀도 대비 높은 틸팅력을 갖는 토크액츄에이터를 설계하고 시
험을 통해 검증하였다. 이 연구는 고효율, 고출력 특성의 다자유도 시스
템 개발에 좋은 자료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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