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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본 논문에서는 자속집중 방식의 회전자 구조를 적용한 페
라이트 영구자석 BLDC 모터의 원가절감 설계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자
속집중형 회전자에 Al-wire가 적용된 신규 모터를 이용하여 Cu-wire가
사용된 표면부착형 모터와 동일 외경, 동등 이상 효율, 동등 이하 적층
에서 원가절감 하였다.

1. 서    론

팬 모터와 같은 가전용 소형 모터는 전체 손실 중 동손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은 경향을 가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상대적으로 동손의
비중이 높은 관계로 이들 모터들에서는 고급강판의 적용보다는 동손을
줄일 수 있는 Cu-wire와 고급재 자석사용과 같은 설계방향으로 개발되
어 왔다. 하지만 중국 업체들의 유입으로 심화된 가격 경쟁력에 대한 필
요성은 기존과는 차별화된 새로운 개발방향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동손 저감을 위한 기존 설계안들은 대부분 기술적인 접근이 용이한 관
계로 상대적으로 오버헤드 비용이 높은 국내 업체들의 경우 해당 기술
로는 가격 경쟁력 확보가 불가능하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기존과는 상이하면서, 높은 가격 경쟁력 구현이 가능한 자속
집중형 방식인 Spoke Brushless DC(BLDC)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영구자석 BLDC 모터의 일종인 Spoke BLDC 모터는 영구자석을 회
전자 코어를 기준으로 양쪽에 분할 배치하고, 이의 자화방향을 자극의
중심인 회전자 코어를 향해 배향시킨 자속집중 구조를 통해 표면부착형
(SPM) BLDC 모터로 달성하기 어려운 높은 자속밀도를 구현할 수 있
다는 장점을 가진다[1]-[4]. 이에 본 논문에서는 이와 같은 자속집중형
모터 구조를 이용하여, 가전용 소형 모터분야에서 효율 특성이 중요한
제품군에 일반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표면부착 방식의 영구자석 모터로
는 달성하기 어려운 수준의 가격 경쟁력을 Spoke 타입을 이용한 연구를
통해 구현하였다.

2. 본    론

  2.1 기존 가전용 소형 모터
가전용 소형 모터의 경우 다른 제품군보다 높은 가격 경쟁력이 요구
되어, 단상 유도기나 유니버설 모터와 같이 고가의 제어기가 필요 없고,
모터 단품으로도 가격이 저렴한 모터들이 주로 이용되어 왔다. 하지만
최근 들어 높아져 가는 에너지 규제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
하며, 효율특성이 우수한 페라이트 자석을 적용한 표면부착형 영구자석
모터의 적용이 늘어가는 추세이다. 기본적으로 해당 모터들의 코일 재질
은 동손 저감을 위하여 Cu-wire인 것이 일반적이나, 근래 원가절감을
목적으로 Al-wire를 적용한 일부 제품들의 비중이 증가하는 경향을 나
타내고 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동일 선경 기준으로 Cu-wire를 적용한
제품보다 저항이 60%가량 큰 Al-wire를 적용한 모터들은 Size가 커지
고, 효율특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사용에 제한이 따른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에도 불과하고, Al-wire를 적용한 모터들
은 상대적으로 우수한 가격 경쟁력을 토대로 근래 활발하게 개발되고
있는 추세이다.

  2.2 표면부착형 영구자석 모터
표면부착형 영구자석 모터는 자석의 극간 누설자속이 상당히 작고, 코
어 수정없이 영구자석 형상을 수정하여 공극자속 파형변경이 용이하며,
착자된 영구자석의 공기와 유사한 비투자율로 인하여 고정자 측에서 바
라본 자기적인 공극이 커져 비순환식 전식에 의한 베어링 파손의 위험
이 다른 타입의 영구자석형 모터보다 적고, 우수한 조립 후 착자성능과
회전자 코어에 영구자석을 고정하는 본딩 공정 등이 용이하여 양산성이
우수하다는 여러 장점이 가지고 있다. 또한 오랜기간 동안 기술개발 및
양산을 통한 검증이 이루어져 그 기술적인 완성도와 신뢰성이 높다라는
부가적인 장점도 가지고 있는 전반적으로 우수한 모터이다.

 (a) 모터 타입 별 영구자석 동작점      (b) 동일 체적 기준 총 자속량

<그림 1> 회전자 타입 별 영구자석 자속량 비교

  2.3 자속집중형 모터
자속집중형 모터는 매입형 영구자석 모터의 일종으로 회전자 코어 내
에 바퀴살 모양으로 영구자석을 배치하여 주어진 회전자 외경에서 자화
방향에 수직인 영구자석의 표면적을 극대화할 수 있는 구조이다. 자속집
중형 모터의 구조가 가지는 장점을 설명하기 위해 그림 1.(a)에 영구자
석의 동작점을 나타내었다. 영구자석에서 발생하는 자속밀도는 영구자석
고유의 B-H커브와 공극과 코어로 구성되는 모터의 자기회로에서 계산
되는 PC line과의 교점에 해당하는 동작점에 의해 결정되며, 이는 식
(1)과 같다.

  


(1)

여기서, Ag는 공극의 단면적, lm은 영구자석 자화방향 길이, Br는 영
구자석의 잔류자속밀도, μr는 영구자석의 비투자율, Am은 영구자석의
단면적, LG는 공극의 길이를 나타낸다.
그림 1.(a)에 나타나 있듯이 동일한 체적의 영구자석을 사용하였다는
가정 하에 표면부착형 방식에 사용되는 영구자석의 표면적은 자속집중
형 모터보다 작은 관계로 식 (1)에 의해 영구자석 표면적에서 발생하는
자속밀도는 표면부착형 방식이 높게 나타난다. 하지만 영구자석에서 발
생하여 공극을 지나가는 총 자속량은 식 (1)이 아닌 자속밀도에 자석의
표면적을 곱한 식 (2)이다.

   



  

 


(2)

결과적으로, 동일한 성능과 체적의 영구자석을 사용한다면 그림 2 (b)
와 같이 영구자석 표면적을 키울 수 있는 자속집중형 방식이 표면부착
형 방식보다 큰 자속량을 얻을 수 있으며, 총 자속량의 증가정도는 표면
적의 크기와 직접적인 비례관계에 있다. 이는 동일한 외경과 동일한 회
전자 중량이라는 제약 조건 하에서도 자속집중형 방식을 채택할 경우
표면부착형 방식보다 자속량을 증대시킬 수 있어, 효율감소나 모터 체적
증가없이 Al-wire를 적용하여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2.4 설계제약 조건
가전용 모터의 경우 모터 단품으로 사용되지 않고, 세탁기와 에어컨,
냉장고와 같은 제품 내 설치 장소에 취부되는 관계로 기존 모터를 대체
하는 신규 개발의 경우 기존과 동일한 취부구조 및 외관을 가질 수 있
도록 설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본 논문은 기존의 표면부착형 영구자석
모터를 자속집중형 방식으로 변경하여 원가절감하는 것에 목표가 있으
므로, 기존 표면부착형 대비 동등한 외경, 동등 이하의 적층을 가지면서,
동등 이상의 모터효율이라는 제약조건 하에서 연구를 진행하였다.

자속집중형 BLDC를 이용한 원가절감 설계에 관한 연구

이성구*, 정재웅*, 정수권*, 남용우*, 김영관*

삼성전자*

A Study of Cost Reduction by Using SPOKE BLDC

Sung Gu Lee*, Jae Woong Jung*, Soo Kwon Jung*, Yong Woo Nam*, Young Kwan Kim*

Samsung Electronics*

2015년도 대한전기학회 하계학술대회 논문집 2015. 7. 15 - 17



- 658 -

 <표 1> 기존 표면부착형 모터와 자속집중형 모터와의 사양 상대비교

구 분 Unit 기존 SPM 신규 Spoke

회전자 코어 외경 % 100 98

고정자 코어 외경 % 100 100

코어 적층 % 100 83

공극 길이 % 100 100

코일 재질 Cu-wire Al-wire

영구자석 재질 7BD 7BD

코일 무게 % 100 40

자석 무게 % 100 100

모터 총 무게 % 100 82

모터 단품 효율 % 100 102

  2.5 동손 저감을 통한 Al-wire 적용
모터의 동손은 모터입력전류의 제곱에 비례하고, 상 저항에 비례한다.
본 논문에서 고찰하고 있는 가전용 모터는 에어컨 실외기 팬 구동용 모
터로써, 대부분의 손실이 동손에 해당하는 모터이다. 동손 저감을 위해
주로 사용하는 방법은 모터의 고정자의 턴수는 유지한 상태에서 역기전
력 상수를 증가시켜, 입력전류를 저감하는 방법과 상 저항을 저감하는
방법으로 양분할 수 있다. 이중 역기전력 증가는 모터의 적층을 올리거
나, Br이 큰 고급재의 영구자석을 사용하거나, 자석 사용량을 늘려서 구
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표면부착형 모터방식을 유지한 상태에
서 모터의 적층을 키우거나 영구자석 사용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모터의
전체 체적이 증가해야 한다는 문제가 있으며, 이는 본 논문의 설계제약
조건에 위반되는 것이다. 고급재 영구자석 적용 역시 가격의 상승을 가
져오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는 방법이다. 동손을 저감하는 두 번째 방법
에 해당하는 상 저항 저감은 슬롯면적을 키우거나 점적률을 개선하고나,
도전율이 높은 도체를 적용하여 구현할 수있는데, 이 방법 역시 모터의
외경을 키우거나, 가격이 올라갈 수 밖에 없는 구조이다. 결과적으로 본
논문에서의 설계제약 조건을 만족하면서 기존 모터보다 가격 경쟁력이
높은 모터를 설계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자석 사용량을 가지고도 자속
량을 기존 대비 40% 이상 획기적으로 증대시킬 수 있는 자속집중형 모
터를 사용할 수 밖에 없다.

  2.6 자속집중형 모터 설계
신규 설계된 자속집중형 모터는 동등한 수준의 회전자 외경 및 영구
자석을 사용 조건에서 기존 표면부착형 모터보다 40% 이상 자속량을
증가시켰다. 이를 위해 자석의 표면적을 극대화 시키는 방향으로 회전자
코어 및 영구자석 형상을 설계하였다. 이때 자속량을 증가시키는 형상설
계는 양산성을 저하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자속량을 증가시키
면서 가능한 수준의 양산성을 확보하는 적당한 수준에서 회전자 설계가
이루어졌다. 모터의 설계사양과 관련하여 상기 표 1에 기존 모터와 자속
집중형 방식으로 설계된 신규 사양들을 비교하였다. 수치로 표시되는 사
양들은 모두 기존 표면부착형 모터의 치수를 100% 기준으로 삼아 신규
모터의 치수들을 표기하였다. 표 1에 나타나 있듯이 신규 모터는 공극이
나 회전자, 고정자 외경 같은 주요 치수들은 모두 기존 모터와 동등한
수준이다. 또한 사용된 자석의 Grade도 동일하며, 자석의 전체 사용량도
동등한 수준이다. 이와 같은 사양에서 신규 자속집중형 모터는 적층은
17% 저감하면서도, 기존 Cu-wire를 Al-wire로 대체하였으며, 모터 전
체 중량을 18% 정도 저감하면서 모터의 효율은 동등 이상으로 구현하
였다.
하기 그림 2에 기존 표면부착형 모터의 회전자와 신규 자속집중형 회
전자를 각각 나타내었다. 그림 2 (a)가 기존 모터이며, 그림 2 (b)가 신
규 모터이다. 두 모터 모두 회전자 코어에 영구자석을 부착하기 위해 본
드를 이용하였으며, 기존 모터와 신규 모터에는 동일한 Grade의 아크
타입의 이방성 영구자석과 바 타입의 이방성 영구자석이 각각 사용되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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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e

Magnet

   (a) 기존 표면부착형 방식의 회전자      (b) 자속집중형 방식의 회전자

<그림 2> 회전자 타입 별 비교 이미지

Test Load

Test Motor

 (a) 간이부하를 이용한 부하시험

(b) 각 속도 별 소비전력

<그림 3> 실부하 조건에서의 성능 비교평가

  2.7 시험평가
설계된 모터의 성능평가 및 기존 모터와의 성능비교를 위하여 실제
Set 부하와 등가인 팬 부하를 이용하여 동일한 부하조건에서 팬 구동용
모터로 취부되어 각 속도에서의 성능특성을 측정하였다. 그림 3 (a)에
부하실험에 사용된 Test용 팬 부하 시스템의 외관을 나타내고 있다. 그
림 3 (b)은 그림 3 (a)의 팬 부하를 구동하면서 각 속도 별로 모터에 입
력되는 소비전력을 측정한 결과이다. 해당 소비전력에는 모터 단품의 소
비전력에 추가적으로 모터를 구동하는 제어기의 소비전력도 포함되어
있다. 두 모터의 실험에서 제어기는 동일한 것을 사용하였으며, 각 모터
에 맞춰 파라미터 및 내부 게인 튜닝은 최적화되었다. 자속집중형 신규
모터의 경우 그림 3 (b)에 나타나 있듯이 전 속도 구간에서 기존 모터
대비 소비전력이 작아 효율특성이 우수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해당 결과는 모터의 상저항 및 무부하 역기전력을 통해 산출된 토크상
수를 기반으로 예측한 결과와도 일치하였다.

3. 결    론

본 논문에서는 기존 표면부착형 방식의 영구자석 모터를 자속집중형
방식을 이용한 신규 모터를 이용하여 모터 외경이나 기타 주요 사양들
은 동등한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Al-wire를 적용하는 원가절감 설계를
진행하였다. 결과적으로 모터의 효율은 동등 이상으로 유지하면서 모터
의 전체 중량은 18% 정도 저감할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이에 해당하
는 원가절감을 달성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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