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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깅토크 저감에 의한 BLDC Fan & Motor의 

공진 소음 개선에 관한 연구
 

Study on the Noise Reduction of BLDC Fan Motor 
by Cogging Torque Re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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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It is very important to diminish noise source of electric motor systems that are used for home appliance 

area. We have studied on the noise reduction of BLDC motor, mainly  focusing on reducing noise source from cogging 

torque. This noise source causes resonance of fan & motor systems. This study showed that the higher harmonic 

component of the cogging torque was the main factor for noise generation. Therefor, to reduce noise of bldc motor for 

refrigerator, this study suggested peanut shaped magnet which surface flux has similar sinusoidal wave 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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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가 제품에 있어서, 품질의 요 요인 의 하나인 제품

의 소음 수 은 소비자는 물론 생산자 입장에서도 간과 할 

수 없는 매우 요한 품질 평가 항목이다. 일반 으로 가

제품에서 발생되는 소음은 제품에 따라 그 특성이 다르며, 

수  한 제품에 따라 다르다. 청소기와 에어컨의 제품 

를 생각하면 그 차이 을 가늠해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다양한 제품 에서 냉장고를 상 제품으로 하 으

며, 특히, 냉장고용  모터에 하여 연구하 다. 냉장고는 

제품 특성상 가동시간이 년  무휴로써, 매우 많은 가동 시

간을 갖는다.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제품에 있어서 에 지 

효율 한 매우 요한 제품 품질 항목이며 고 효율화를 

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상용 원 구동냉장고용 

BLDC  모터는[1] 냉기순환(냉동실용)과 냉동 사이클  

냉매응축기의 냉각을 한 목 (기계실용)으로 용되고 있

으며 유도기 비 효율이 3배 이상 높아 냉장고의 소비 력

을 10~15% 일 수 있으므로 앞서 언 한 고 효율화의 추

세에 맞추어 기존의 유도 동기에서 BLDC 모터로의 체 

용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유도 동기와는 다

른 구동 특성을 갖는 BLDC 동기는 한 설계가 이루

어 졌을 때 우수한 소음 특성을 갖으나, 그 지 않을 경우 

오히려 소음 문제를 유발 할 수 있기 때문에 BLDC 모터의 

자기 가진력 특성을 고려한 소음 감 연구가 필요하다[2, 

3]. 특히, 모터의 코깅토크를 감하는 방법에 하여는 많

은 연구를 하고 있으나[2, 3, 6, 7] 동특성을 고려하여 소음

원과의 계를 규명한 연구들이 늘고 있다[4]. 따라서 본 연

구에서는 냉장고의 온 단속(ON/OFF) 운 (냉동실온도  

주변온도, 인가 압 변경)  상용 원 구동 BLDC  모터

가 특정 역에서 운  될 때 발생되는 이상 소음과 련하

여 코깅토크에 의한 가진원과 구동되는 시스템의 동특성과

의 계를 규명하여 소음을 감하엿음을 입증한 과 모터 

구동시스템의 공진소음 감 연구에 한 것이다.

2. 본  론

2.1 상 분석

용된 상용 원 구동 BLDC  모터는 그림 1과 같이 

비교  간단한 구동 회로  구조로 구성되어져 있다. 상용 

교류 원의 인가로부터 간단한 정류 회로를 거쳐 모터의 

고정자에 있는 홀(Hall) 센서로부터의 자극 변화를 감지하여 

매 180도 마다 U  V상의 각각에 정류된 압을 흘려 회

자를 구동하는 단상 구동방식을 가지고 있다[1]. 본 연구에

서 검토하고 있는 BLDC 모터는 라스틱 사출방식의 페라

이트 구자석을 가진 로터와 스테이터 형상이 스 리톤 타

입(Skeleton type)인 단상 2극(pole) 모터이며, 특히, 이와 같

은 형식의 모터는 고정자에 디텐드 루 (Detent Groove)

를 형성하여, 항상 고정자와 회 자가 일정한 치에 정지하

고 그 치에서 기동 한다[1]. 그 게 함으로서 기의 기동

시 발생 할 수 있는 기동 실패에 한 문제 을 해결하고 

있다. 

이러한 BLDC 모터를 냉장고  구동용으로 용 시, 요

구풍량에 따라 정격 압과 구동속도가 정해지게 된다.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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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Test Motor : 

연구 상 모터

(냉동실, 기계실용)

DC Driver 

(구동부) 

극 수 (Poles) 2 6

상 수 (Phase) 1 3

No. of Slot 2 9

Cogging 빈도(회/회 ) 2 18

Input Voltage (V) AC 220 DC(6~15)

Rated Torque (gcm) 25 30

Rated Speed (rpm) 1800 2300

Operating Range (rpm) 1200~2000 700~3000

그림 1 구동회로  모터구조

Fig. 1 rive and motor Structure

나 냉장고의 압변동  모터 주변온도의 변화에 따른 회

수의 변화 등으로 설계시 이런 변동요인 등을 고려하여 

정격속도보다 넓은 운 범 에서 소음에 향이 없도록 설

계되어져야 한다. 특히 정격속도 부근의 공진소음이 발생하

는 경우에는 이를 회피하기 해 보다 넓은 역에서 소음

이 기 치를 넘지 않도록 해야 하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

된다. 그림 2는 그 측정 를 보여 주고 있는데 상부는 냉동

실 그리고 하부는 냉장실인 Two Door 냉장고의 냉동실/냉

장실에 술한 팬  모터가 용된 냉장고에 있어서 신뢰

성시험인 온 단속 운 시 (냉동실  주변의 온도  인

가 압을 변화시키면서 성능을 평가하는 신뢰성시험) 인가

되는 압에 따라 냉동실 / 냉장실의 팬  모터의 운 속

도가 가변되게 되고 특정운  역인 1600~1700rpm 부근에

서(아래 그림 2의 소음이 격히 상승하는 구간) 이상소음

이 발생하 으며 소음 주 수 분석결과. 270~280Hz 역이 

주소음원임을 확인하 다. 따라서 이 주 수 역을 가진할 

수 있는 진동소스와 시스템의 동특성에 하여 검토를 수행

하 다. 

그림 2 냉장고 제품 장착시 소음 ( 방, 후방)

Fig. 2 Noise Level of Refrigerator Condition (front, Rear) 

2.2 원인 분석

구자석 표면부착형 BLDC 모터의 자기 맥동토크 

(Electro-Magnetic Pulsation Torque)는 일반 으로 다음의 

식과 같이 2개의 토크리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T ripple = T cogging + T commutating (1)

여기서 토크리 은(Tripple)는 통  유무와 상 없이 자석

과 고정자 슬롯의 기하학  형상에 의하여 존재하며, 미소 

회 각 변화에 따른 자기에 지의 변화로 정의되어지는 코

깅토크(Cogging Torque)와 류의 왜곡에 의하여 발생되는 

토크리  성분의 합이며 부분이 모터 각 상의 환시에 

류의 왜곡 상이 발생하는 환 토크리 (Commutating 

Torque Ripple)로 구성된다[1, 2, 7]. 앞서 그림 2에 언 된 

비정상  소음을 분석하기 해서는 소음 발생원에 한 원

인 분석이 필요하며 이를 하여  모터 회 수 변화에 따

라 각각의 상 소음원에 한 기여도를 분석하 다. 그림 3

은 이를 한 간단한 시험 장치를 나타내며, 시험모터를 구

동하기 한 모터는 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시험모터와 상

이한 자기  특성을 갖는 것으로 선정하 다. 

그림 3 실험 장치 구성

Fig. 3 Test Equipment 

표 1 시험모터와 구동 드라이

Table 1 Test Motor VS. DC Drive

그림 3과 같은 시험 장치를 통하여, 시험모터에 통  

(Voltage=0)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화되지 않은 구자석

을 용하여 3상 BLDC 모터로 구동하면서 유체기인 소음

을 계측하고, 자화된 구자석을 용하여 3상 BLDC 모터

로 구동하여 코깅 토크에 기인한 소음을 측정하여 아래 그 

4와 같은 체소음 (Overall Noise)에 한 개별 소음 원의 

기여도를 얻을 수 있었다. 이로부터 코깅토크로 야기된 소음

이 체소음에 가장 지배  향을 주며, 특히 공진으로 

단되어지는 특정 운  속도에서 그 기여도는 매우 지 함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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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비틀림 고유진동수 

(Hz)

냉장고 냉기순환용 (냉동실용) 289

응축기 냉각용 (기계실용) 275

   

그림 4 소음원 규명시험 결과

Fig. 4 Results of Noise Source Identification

2.3 코깅토크의 계측 

본 에서는 코깅토크가 가장 지배 인 소음 원으로 단

됨에 따라 계측을 통하여 코깅토크를 정량화하고 회 축계

의 진동 특성을 검토하 다. 단상 2극(Pole) 모터에 있어서 

코깅토크의 기본 주 수는 슬롯수와 극수의 최소공배수이므

로 다음과 같은 수식으로 정의 될 수 있다[2, 3].

f (Hz) = (rpm/60)×(Poles) : fundamental frequency  (2)

따라서 본 모터의 운  범 는 1200 ~ 2000rpm이므로 코

깅토크 리 의 기본 주 수는 40Hz ~ 67Hz가 된다. 

 

그림 5 Cogging Torque 계측장치

Fig. 5 Cogging Torque Test Equipment 

의 그림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코깅토크를 측정하기 

하여 성의 향을 최소화한 속(약 1분당 1회 )으로 회

하는 스텝모터와 토크센서를 이용하 고 회 자를 일정 

속도로 회 시키면서 회 자의 각 치별 코깅 상에 의하

여 발생되는 토크를 계측 할 수 있다. 매우 작은 토크의 크

기를 측정하고 있기 때문에 반복 인 측정을 통하여 측정값

의 정도를 재 확인하 다.

2.4 동특성 분석

축계의 진동 특성 분석을 하여 회  축계를 포함한 

의 동특성과 축계의 비틀림 고유 진동 특성을 검토하 다. 

과 회 축계의 동특성은 가진기를 이용한 정  스윕 

(Sine Swept)가진 방법으로 실험 으로 구하 다. 시험결과, 

2-1 에서 이상소음을 유발하는 주 수와 일치하는 고유진

동주 수 (270 ~ 280Hz)는 로터와 팬의 구조에 의하여 결정

되는 비틀림 진동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비틀림 고유진동수는 식3와 같이 팬과 로터의 구조  특

성, 즉 성과 강성에 의하여 결정된다[4, 5, 8]. 따라서 구

자석은 동일하나 축의 길이가 길어서 강성이 하한 기계실

용 /모터의 고유진동수가 약간 낮게 계측된다.

)1(
J

Kftorsion =
 

     fM JJJ
111 +=

(3)

(고유진동수, K는 축의 강성) (J = 구자석 로터와 의 

성모우멘트)

표 2 비틀림 고유진동수 [Hz]

Table 2 Natural frequency by torsion [Hz]

2.5 Campbell  선도 

앞서 확인된 비틀림 고유진동수로부터 회 체의 캠벨 

(Campbell) 선도를 작성하 다. 코깅토크가 가장 주요한 가

진 원으로 확인되어진 바, 코깅토크의 고차고조  성분과 일

치하는 공진주 수를 확인하 다. 특정 운  역에서 이상

소음은 코깅토크의 5차 고조  가진 성분과 축계의 비틀림 

고유진동수가 일치하여 약 1600~1700 rpm 역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을 확인하 다.

그림 6의 캠벨 선도로부터 공진 역은 상용 원 구동 

BLDC  모터의 운  압 범 를 고려할 때 약 1,400 ~ 

2,000rpm (냉동실용의 경우)의 매우 폭 넓은 운  역을 

갖는다. 이로부터 동특성 개선을 통한 공진 회피는 불가능하

다. 따라서 가진력을 감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공진소음의 

주 기여 인자인 코깅토크 감을 통한 소음 개선의 필요성

을 확인하 다. 특히, 코깅토크의 기본 에 해당하는 1~2차 

성분은 앞서 언 한 바와 같이 기동 특성을 유지키 하여 

필수 인 성분이기에[1] 4차 ~ 6차 성분만의 코깅토크 가진 

원에 해서 그 크기를 감 시켜서 공진시 발생하는 소음

의 크기를 감소시킬 필요가 있다.

그림 6 캠벨 다이어그램

Fig. 6 Campbell Dia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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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자화패턴만 변경)  (자석형상변경 : 땅콩형상)

그림 8 자석형상과 에어갭 자속 도 분포비교

Fig. 8 Comparison with Magnet Shape and Airgap Flux 

Density Distribution

3. 공진 소음 감

3.1 개선안의 도출 

고차 성분의 코깅토크를 감하기 하여 일반 으로 회

자 자석의 자속 도(Flux density)를 최 한 정

(Sinusoidal wave)형태로 자화(Magnetization)시킴으로써 고

차 성분을 감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는  모터의 

기  특성 검토도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이다. 본 연

구에서는 이를 하여 두 가지 방법을 검토 하 다. 자석의 

자화 패턴 변경 (본 구자석 제조시에는 사출을 통하여 형

상을 만드는 동시에 자화도 하는 방식이 용됨) 그리고 자

석의 형상 변경을 고려하 으나 보다 효과 인 방법으로 

단된 후자의 경우에 하여 분석한 결과를 더욱 더 자세히 

언 하기로 한다. 먼 , 자화 패턴 변경을 통한 회 자 자석

의 표면 자속 도분포(Surface Flux Density Distribution)의 

차이를 그림 7에 나타내었다. 이는 후자의 경우에도 자보

다 정 에 더 가까운 자속 도 형태를 갖는다. 이 방법에 

있어서 소음 감 효과 한 매우 우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

으므로 표면자속 도분포가 정 에 가깝고 에어갭 자속

도가 정 에 가까운 후자의 경우에 하여 집 으로 연

구를 수행하 다.

그림 7 표면 자속 도 분포

Fig. 7 Surface Flux Density Distribution

후자의 경우에 있어서 제안된 회 자 자석의 형상은 그림 

8과 같으며 이는 마치 땅콩 형상과 유사한 구조를 가짐으로 

편의상 땅콩형상 (Peanut Shape)이라 명명 하 다.땅콩 형

상은 각 극의 양 끝단으로 갈수록 자석의 두께가 연속 으

로 작아져 결국 에어갭의 크기가 양 극단으로 갈수록 커지

는 형태를 띄게 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최 화를 하

여 편심량(아래 그림은 1.0mm임) 을 변화시키면서 최 의 

형상을 찾아 나가게 된다. 아래[그림 9]은 유한요소 해석을 

통하여 고차성분의 코깅토크를 감하기 한 최 의 자석

형상을 보여주고 있으며 자석 형상의 변화로 공간자속 도

(Gap Flux density)의 변화가 더욱 정 에 가깝게 변화 

될 수 있고 이는 고차의 코깅토크 가진원을 감함에 있어

서 보다 효과 인 것으로 평가됨을 알 수 있다.

3.2 소음 감 효과 악

제안된 자석 형상을 갖는 회 자에 있어서 고차의 코깅토

크 성분의 크기 변화를 확인하기 하여, 앞서 언 한 바와 

같은 측정 장치를 통하여 그 크기를 측정한 후 코깅토크의 

고조  성분 분석을 하 다. 이로부터 심 고조  성분인 4

차 ~ 7차 성분 코깅토크의 크기가 많이 감되었음을 확인

하 다. 그림 9에 나타난 바와 같이 측정된 결과로부터 코깅

토크의 고차 고조  성분이 최  85% 감소하 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그림 9 Cogging Torque의 고조 성분 분석

Fig. 9 Harmonics Analysis of Cogging Torq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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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기본  성분의 변화는  모터의 기  특성의 감

소를 래 할 수 있으나 재의 개선안인 자석 형상 변경품 

(땅콩 형상)의 경우 그 특성 변화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 표 인 특성 값인 역 기 력의 비교를 표 3에 나

타내었다.

표 3 역기 력 비교

Table 3 Comparison with Back EMF

구 분
Back EMF

(Vrms/1000rpm)

기존 비 비율 

(%)

기 존 (개선 ) 9.54 100

개선(자석 형상면경) 9.30 97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개선품의 Bemf는 변화는 3% 정

도 하한 수 이며 이는 냉장고 소비 력에서 거의 유의차

가 없는 수 이므로 받아들여 질 수 있는 수 으로 단할 

수 있다.

따라서 제안된 개선 형상의 자석을 용하여 냉장고 장착 

소음 시험을 하 다. 그림 10은 냉동실  기계실용  모터

에 용하여 개선 과 개선 후의 소음 수 을 비교한 결과

이다. 이로부터 공진 역에서의 소음 벨이 상당히 감되

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본 모터의 공진 소음원은 코깅 

토크의 고차 고조  성분이었음을 입증 하 다.

그림 10 냉장고 장착시 소음평가 결과 

( : 냉동실용, 아래: 기계실용) 

Fig. 10 Noise Test Result in Refrigerator Attachment 

(Upper : Refrigeration Room, Machine Room)

4. 결  론

본 연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1) 냉장고에 용된 단상 BLDC  모터의 이상소음 발

생의 원인은 자기 가진원의 하나인 코깅토크와  / 축계 

비틀림 공진에 기인함을 규명하 다.

2) 특히, 코깅토크의 주 수가 낮을 경우, 고차 고조  성

분이 시스템의 비틀림 고유진동수와 일치하여 이상소음을 

발생하는 주원인임을 실험을 통하여 입증하 다.

3) 회 자 자석의 형상 변경을 통하여 에어갭 자속 도

를 정  형태에 가깝게 함으로써 코깅토크의 고차 고조  

성분을 일 수 있었으며 이를 코깅토크 계측 실험을 통하

여 확인하 다.

4) 제안된 구자석형상이 변경된 로터를 용한 모터를 

냉장고에 장착하여 시험하여 소음 감 효과를 확인함으로서 

본 연구의 타당성을 입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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