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BSTRACT

This paper presents a novel reference variable speed

control scheme of a BLDC motor for the high speed blender

machine according to the current limit. Because of a

pulsating load variation of a high speed blender machine,

the actual speed is pulsated by the current limit in the

high speed region. The proposed control scheme uses a

variable reference speed to reduce the speed variation from

the current limit in the constant power region. The pulsated

load is occurred at the material crushing, then the pulsated

load is reduced after grinding. The reference speed is

smoothly reduced at the pulsated load variation, then the

enough torque can make a constant speed during crushing.

When the pulsating load is reduced, the reference speed is

automatically increased to the original speed value. The

proposed control scheme is verified by experimental result

by practical blender machine.

1. 서론

최근 고속 블렌더 머신은 음식점이나 카페에서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요리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재료를 갈거나 음료를

제조, 음식을 만드는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으며 활용

도가 증가하고 있다.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블렌더 머신은 가격이 저렴하고 제어

하기 쉬운 브러시가 있는 유니버셜 모터를 사용하는 경우가 대

부분이다. 하지만 유니버셜 모터를 사용한 블렌더 머신의 경우

투입되는 재료의 양이나 종류에 따라 부하가 변화하여 속도가

일정하지 않으며 브러시의 마모로 인해 분진이 발생하여 조리

환경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준다. 또한 유니버셜 모터의 경우 전

력 효율이 낮으며 브러시 교체가 필요하기 때문에 유지보수 비

용이 발생하는 단점이 있다.[1]

최근에는 고속 블렌더 머신의 유니버셜 모터를 대체하여 전

력 효율이 높고 구동 성능이 우수한 BLDC 모터가 적용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PMSM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고 제어가 간단

한 장점이 있다. 일반적인 블렌더 머신에서 모터의 속도영역은

10,000[rpm] 정도지만 고속 블렌더 머신의 경우에는 최대

30,000[rpm] 의 속도가 요구된다. 고속 영역에서 액체 상태의

음식을 조리하는 경우 공동현상의 발생으로 인해 속도제어가

되지 않으며 큰 진동이 발생하게 되고 분쇄 성능이 감소하여

재료가 일정하게 갈리지 않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블렌더 머신에

가해지는 부하의 크기에 따라 모터의 속도를 가변하여 모터 속

도의 맥동 현상 및 진동을 감소시켜 블렌더 머신의 성능을 높

이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2. 블렌더 머신의 특성

그림 1은 일반적인 블렌더 머신의 유체부하 특성을 나타낸

다.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블렌더 머신의 속도가 증가함에

따라 부하는 급격히 증가하게 되며 맥동부하가 커짐에 따라 속

도제어가 어려워지고 진동 및 소음이 발생하게 된다.

그림 1 블렌더 머신의 유체 부하 특성

Fig. 1 Liquid load characteristics of the blender machine

유니버셜 모터를 사용하는 일반적인 블렌더 머신은 AC 전

압을 사용하고 속도 피드백이 없는 트라이악 회로에 의해 단순

히 전압제어만 행하여지기 때문에 출력 토크는 공급되는 전압

과 속도에 의해 결정되게 된다. 따라서 부하 상태에서 구동 시

속도가 증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맥동부하의 영향으로 인해 블

렌더 머신의 블레이드 속도가 증가, 감소를 반복하며 속도 제

어가 되지 않는다. 또한 기존 유니버셜 모터를 사용한 블렌더

머신의 경우 전력 효율이 낮으며 발열량 또한 높기 때문에 사

용횟수가 빈번한 카페나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전력 낭비를 발

생하게하며 지속적인 사용으로 인한 발열로 기기의 내구성을

저하시켜 고장을 유발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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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블렌더 머신에서의 맥동부하와 속도변동

Fig. 2 Pulsating load and speed variation in the blender machine

그림 2는 블렌더 머신의 속도 토크 특성을 나타낸다. 그림에

서 보이는 것처럼 초기 지령속도 에서 부하는 이며

부하가 로 증가할 경우 모터가 낼 수 있는 최대 토크를

초과하기 때문에 속도는 까지 감소하게 된다. 또한 부하가

로 감소하는 경우 속도는 다시 까지 증가하였다가 부

하가 로 증가하면 속도는 까지 감소하게 되며 이러한

현상이 계속 반복되어 진동 및 소음이 발생하고 블렌더 머신의

그라인딩 성능이 저하되게 되어 머신 내부의 재료가 잘 갈리지

않게 된다.

3. 제안된 가변속 제어 방법

제안된 가변속 제어 방법에서는 블렌더 머신에 사용된

BLDC 모터의 제어 성능을 높이기 위해 기존의 2상 제어방법

대신 SVPWM 제어방법을 적용하였다.

그림 3(a) 제안된 전력-속도 제어 방법

Fig. 3(a) Proposed power-speed control scheme

그림 3(b) 부하에 따른 속도 지령 변화 커브

Fig. 3(b) Speed reference changing according to the load

그림 3은 제안된 제어방법의 기본적인 개념을 나타낸다. 그

림 3(a)의 정격전력 영역에서 맥동부하는 에서 까지 변

하며 이에 상응하는 토크는 와 가 된다. 이 경우 속도

는 에서 까지 감소하여 출력토크는 변화하는 부하토

크를 만족할 수 있게 된다.[2]

그림 4 제안된 가변속 제어 방법

Fig. 4 Proposed speed reference changing scheme

그림 4는 맥동하는 부하에 따른 제안된 가변속 제어방법을

나타낸다. 모터의 회전 속도별 최대 전류인 max과 가변

속 제어방법을 위한 제한 전류인 min은 다음 식들로 표

현된다.

max   max max 

min max
 ∙  (1)

  max (2)

와 max는 BLDC 모터의 정격 속도와 최대속도이며

max와 min은 속도에 따른 최대, 최소 전류지령을 나타낸다.

그리고 식(2)에서 전류 마진인 은 제안된 제어방법에

서 부하토크가 증가함에 따라 속도가 감소된 후 다시 부하 토

크가 줄어들어 속도가 증가할 때 가변속 시간을 지연시켜 속도

의 출렁거림 현상을 감소시킨다.

4. 실험결과

그림 5 부하 실험 플랫폼

Fig. 5 Experimental platform for load test



그림 5는 블렌더 머신의 부하 실험 플랫폼을 나타낸다. 실험

은 실제 블렌더 머신에 BLDC 모터를 적용하여 진행되었으며

Ti(Texas instrument)사의 TMS320F2811 DSP(Digital signal

processor)가 사용되었다.

그림 6 수부하 1L 조건에서의 실험 결과

Fig. 6 Result of the 1L water load condition

그림 7(a) 기존의 제어방법이 적용된 실험결과

Fig. 7(a) Result of the conventional control method

그림 7(b) 제안된 제어방법이 적용된 실험결과

Fig. 7(b) Result of the Proposed control method

그림 6은 수부하 상태에서의 실험결과를 나타낸다. 기존의

전류 제한 방법만 적용된 경우 지령속도() 20000[rpm]에서

모터의 실제 속도()가 일정하게 유지되지 못하고 출렁거리

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제안된 제어 방법이 적용된 경우 지

령속도는 일시적으로 감소하여 전류 제한치()가 높아짐에

따라 속도의 출렁거림 현상이 감소하고 일정하게 유지된다.

그림 7(a),(b)는 250[g]의 메주콩을 간 실험 결과이다. 기존

제어방법이 적용된 경우인 그림 7(a)의 지령속도는 20000[rpm]

으로 변동이 없으며 실제속도는 맥동부하를 버티지 못하여 속

도의 출렁거림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반면 제안된 방법이 적

용된 경우인 그림 7(b)는 초기 20000[rpm]의 지령속도에서 부

하가 증가함에 따라 지령속도가 감소하며 실제속도가 감소하여

속도의 출렁거림 현상이 매우 줄어든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림 8(a),(b)는 갈린 콩을 채반으로 거른 후 남은 콩의 무

게를 측정한 결과이다. 기존 제어방법의 경우 남은 콩의 무게

는 188[g]이며 제안된 방법의 경우 176[g]으로 측정되었다.

(a)Conventional control           (b)Proposed control

그림 8 채반으로 거른 후 남은 콩의 양 측정실험 결과

Fig. 8 Amount of ground soybeans remaining after sieving beans

4. 결론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블렌더 머신에 사용되는 유니버셜

모터를 대체하여 BLDC 모터를 적용하였으며 일반적인 제어방

법에서 맥동부하로 인해 발생하는 머신 속도의 출렁거림과 진

동 및 소음을 감소하기 위해 제안된 방법을 제안하였다. 제안

된 가변속 제어방법은 갑작스러운 부하가 발생하는 경우 모터

의 지령 속도를 일시적으로 낮추어 모터가 최대 토크를 유지

할 수 있도록 한다. 실제 블렌더 머신을 사용한 실험을 통해

제안한 가변속 제어방법을 적용한 경우 속도의 출렁거림 현상

과 진동 및 소음이 감소한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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