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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Brushless DC motors applied in many control systems because of the good respose characteristic and the easy control 

characteristic. The speed control of the BLDC motors is important in the systems. This paper has designed PSO-PID speed controller 

for the speed control of BLDC motors. The PSO algorithm optimized the parameters of the PID controller in the PSO-PID speed 

controller. The several methods obtained the optimal inertia weight of the PSO algorithm by comparison. The optimal inertia weight of 

the PSO algorithm optimized the PSO-PID speed controller for BLDC motors. This paper confirmed the performance of proposed 

PSO-PID speed controller through simulation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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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BLDC(Blushless DC) 모터는 기존의 DC 모터의 단 인 

러시  정류자 등의 기계  부를 제거하고 자회로

로 치환한 제어용 모터이다. BLDC 모터는 가변속 제어가 

용이하고, 운  역 변화에 따른 효율 변화가 은 특징이 

있다[1]~[3]. 한 러시를 사용한 정류를 할 때 발생하는 

아크가 없기 때문에 폭발 험성이 있는 곳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 이로 인해 BLDC 모터는 많은 제어 시스템에 

리 용되고 있고 자속이 일정하기 때문에 속도제어가 요

하다.

PID(Proportional-Integral-Derivative) 제어기는 간단한 

구조와 넓은 범 의 운 환경에서 강인한 성능을 보이기 때

문에 산업 장에서 많이 사용되며[4] PSO(Particle Swarm 

Optimization)[5]~[7]는 경험  탐색 방법의 하나로 조류나 

어류 등의 생물의 무리가 각각의 개체가 가지고 있는 정보

를 공유해가며 먹이를 찾아가는 과정을 모의한 방법이다.

PSO는 티클(Particle)이라는 구성원 개체들이 군집

(Swarm)을 이루며 다차원의 탐색공간에서 최 의 해를 찾

는다. 생체군집내의 구성원들이 스스로의 경험과 다른 구성

원들에게서 얻은 정보로 행동을 결정하는 것과 같이, PSO

에서는 각 티클들은 자신의 경험과 다른 티클들의 경험

을 이용하여 최 의 치로 이동해 간다. 이를 해 티클

들은 스스로가 최 의 치로 이동했었던 자신의 경험을 기

억하며, 이를 다른 티클들과 공유한다. 한 PSO는 라

미터의 조 을 통해 티클의 역탐색과 지역탐색 능력의 

균형을 조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BLDC 모터를 한 PSO-PID 속도 제어

기를 설계한다. PSO-PID 속도제어기는 최 화된 PID 제어

기 라미터를 탐색하여 BLDC 모터를 제어한다. 2장의 본

론에서는 첫 번째로 Blushless DC Motor의 특징과 특성방

정식 구한다. 두 번째로 PSO 알고리즘에 해 설명한다. 세 

번째로 최 화된 PSO 성하  값을 찾기 한 6가지 방법

을 설명한다[8]. 네 번째로 제안된 PSO-PID 제어기를 제시

한다. 다섯 번째로 모의실험을 통해 최 화된 성하 을 

찾고 BLDC 모터를 한 PSO-PID 속도제어기의 속도제어 

결과를 보 다.

2. 본  론

BLDC 모터의 속도제어를 해 최 화된 PID 제어기를 

설계해야한다. 이를 해 PID 제어기의 라미터를 PSO 알

고리즘을 사용하여 탐색하고 평가 함수를 통해 최 화된 

PID 라미터 값을 결정한다. PSO 알고리즘을 용할 때 

여섯 개의 다른 성하 을 용하여 최  좋은 성능의 

성하  방법을 결정한다.    

2.1 Blushless DC Motor

구자석형 DC 모터는 기계 인 정류자와 러시를 사용

하나 BLDC 모터는 기계 인 정류자와 러시 등의 기계  

부를 제거하고 자회로로 치환하 다. BLDC 모터는 

낮은 성, 빠른 응답, 높은 력 도, 높은 신뢰성을 가지

고 있다. BLDC 모터는 자속이 일정하기 때문에 속도제어가 

요하다. 본 논문에서 3상, 2극 BLDC 모터를 이용하 으

며 모델식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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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2)

           ∙                             (3)

           


∙                     (4)

여기서,  는 인가 압, 는 모터속도, 은 고정자

의 인덕턴스, 는 회로의 류, 은 고정자의 항, 

 는 역기 력, 는 모터의 토크, 는 성계수, 는 

성모멘트, 는 모터토크상수, 는 역기 력상수이다.

그림 1은 BLDC 모터의 블록 다이어그램이다. BLDC 모

터의 특성방정식으로부터 속도 모델의 달함수는 다음과 

같다.

         





            (5)

그림 1 BLDC 모터의 블록 다이어그램

Fig. 1 The block diagram of the BLDC motor

2.2 PSO

PSO는 J.Kennedy와 R.Eberhart에 의해 제안되었으며 새

나 물고기 무리의 움직임에 한 연구에서 비롯되었다. 즉, 

이러한 무리가 먹이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무리 체가 정보

를 공유한다는 가설과 무리 내부의 티클이 지 까지의 자

기의 경험과 무리 체에 공유되어있는 정보를 기 로 하여 

행동한다는 개념을 최 화 과정에 도입한 방법이라 할 수 

있으며 알고리즘이 간단하고, 계산 시간이 짧으며 량의 메

모리가 필요 없다는 장 이 있다.

PSO에서 각 티클은 지 까지의 탐색  최 의 목 함

수 F( )를 기억하고 있다. 한 각 티클은 체의 

티클이 이제까지의 탐색과정에서 발견한 해 에 최 의 해, 

다시 말해 집단에서 발견한 해 에 최 의 목  함수 값 F

( )와 그 해의 치 벡터 의 정보를 공유한다. 각 

티클은 재의 치 벡터와 속도벡터, 그리고  , 

를 이용해서 식 (6)과 같이 속도가 결정된다. 한 각 티

클의 치벡터의 수정은 재의 치와 수정된 속도를 이용

해서 식 (7)과 같이 이루어진다.

       
   ∙

  
 

  

             
 

                   (6)

       
    

  
     …,   …     (7)

      티클의 총 수                 

      차원수

      세 수

  
     반복수 에서 티클 의 속도,

    
 ≤

  ≤


      성하

      가 치상수

      0에서 1사이의 임의의 값

  
     반복수 에서 티클 의 치

      티클 의   

      체 티클의 

        

식 (6)의 성하  는 티클의 다음 속도 값을 변경하

는 라미터  하나이다. 성하 이 큰 값일 경우 역탐

색이 강화되지만 지역극소에 빠질 험이 있고 성하 이 

작은 값일 경우 지역탐색이 강화되지만 속도가 느려지는 문

제 이 발생하여 최 의 값을 찾는 것이 해의 수렴속도를 

결정한다.

 

2.3 성하  (Inertia weight)

2.3.1 Linealy decreasing inertia weight(LDIW)

LDIW는 성하 을 선형감소 함수로 정의 한다. 가장 큰 

값부터 가장 작은 값까지 PSO의 세 수에 따라 선형 으로 

감소한다. 이 방법은 처음에는 역탐색 과정을 반복하고 

끝으로 갈수록 지역탐색 과정을 반복한다.

                

 
×             (8)

여기서, 는 성하  의 최 값, 은 성하  

의 최소값, 는 최  세 수, 는 재의 세 수이다.

2.3.2 Simulated annealing inertia weight(SAIW)

SAIW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성하  값을 변경한다.

                 ×
          (9)

여기서, 는 성하  의 최 값, 은 성하  

의 최소값, 는 0.95 이다.

2.3.3 Chaotic sequence inertia weight(CSIW)

CSIW의 성하 은 식 (10)과 같다.

                ∙  ∙               (10)

여기서, 는 0에서 1사이의 값, 는 0에서 4사이의 값이

다. (단 는 0.0, 0.25, 0.5, 0.75, 1.0 이외의 값이다.) 실험에

서 는 4, 는 0.48을 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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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 Chaotic linealy decreasing inertia weight 

(CLDIW)

Chaos PSO에서 라미터를 추정할 때 쓰이는 logistic 

map을 따르는 방법으로, logistic map은 식 (11)과 같다.

                ∙  ∙               (11)

여기서, 는 0에서 1사이의 값, 는 0에서 4사이의 값이

다(단 는 0.0, 0.25, 0.5, 0.75, 1.0 이외의 값).

CLDIW의 성하 은 식 (12)와 같다.

                     ∙                   (12)

CLDIW는 LDIW에 chaotic 라미터 값을 곱하여 구할 

수 있다.

2.3.5 Fixed inertia weight(FIW)

FIW는 성하 을 일정한 값에 고정시킨 것으로 식 (13)

과 같다.

                    


                  (13)

2.3.6 The presented chaotic-simulated-annealing- 

based inertia weight(CSAIW)

CSAIW의 성하 은 식 (14)와 같다.

                     ∙                  (14)

CSAIW는 SAIW에 chaotic 라미터 값을 곱하여 구할 

수 있으며 6가지 성하 은 그림 2와 같이 나타낼 수 있

다. 최  반복 세 수는 20, 는 0.9, 은 0.4, 는 

0.95, 는 4, 는 0.48, 는 4, 는 0.48을 사용하 다.

그림 2 성하 을 한 LDIW, SAIW, CIW, CLDIW, FIW, 

CSAIW의 변화

Fig. 2 Change of inertia weights for LDIW, SAIW, CIW, 

CLDIW, FIW and CSAIW

2.4 PSO-PID 제어기

본 논문은 PSO 알고리즘으로 PID 제어기의 최 의 이득 

값을 찾아서 BLDC 모터의 속도를 제어하 다. PSO 알고리 

즘은 세 가지 최 의 제어기 라미터  , ,를 결정하는데 

사용되며 제어 시스템의 성능을 향상시켰다.

2.4.1 평가 함수

PID 제어기는 시간 역을 기 으로 성능평가가 이루어졌

으며 제어기 라미터 , ,는 시간 역에서 성능기 이 최

소화되는 응답을 보인다. 시간 역에서 성능기 은 오버슈

트, 상승시간, 정착시간, 정상상태오차를 포함하고 있고 성능

기 은 식 (15)와 같이 정의하 다.

     ∙  
  ∙       (15)

여기서, 는 가 치요소, 는 오버슈트, 는 정상상태

오차, 는 정착시간, 은 상승시간이다. 값이 0.7보다 크

면 오버슈트와 정상상태 오차가 감소하고, 0.7보다 작으면 

상승시간과 정착시간이 감소한다.

평가 함수는 성능기 과 상호 이며 식 (16)과 같이 정의

하 다.

                        

                 (16)

  2.4.2 PSO-PID 제어기

본 논문에서 PSO 기법은 BLDC 모터 속도 제어 시스템

의 최 화된 라미터를 찾는데 사용되며 그림 3은 BLDC 

모터를 한 최 의 PSO-PID 제어기의 블록 다이어그램이

다.

그림 3 제안된 PSO-PID 제어기 블록다이어그램

Fig. 3 The block diagram of the proposed PSO-PID 

controller

제안된 PSO 알고리즘 각각의 티클은 PID 값을 포함하

며 탐색공간이 3차원이고 티클이 반드시 3차원 공간을 탐

색해야함을 의미한다.

그림 4는 PSO-PID 제어기 시스템의 흐름도를 보여주며 

각 단계별로 수행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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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PSO-PID 제어기 시스템의 흐름도

Fig. 4 Flow chart of PSO-PID controller system

1단계) 기화 단계에서 제어기 라미터의 최 , 최소 

범 를 규정하고, 임의의 탐색 지 을 설정, 속도, pbest, 

gbest 값을 설정한다.

2단계)  ,  ,  ,    값을 계산한다.

3단계) 식 (18)의 평가 함수를 이용해서 평가 값을 계산

한다.

4단계) 각 세 에서 티클의 평가 값들은 이  세 의 

각 티클의 평가 값과 비교하여 이  세 의 평가 값보다 

좋으면 pbest로 장, 체 티클의 pbest  가장 좋은 평

가 값을 gbest로 장한다.

5단계) PSO 알고리즘의 새로운 속도 값을 계산하고, 식 

(17)과 같이 규칙에 맞게 속도 범 를 제한한다.

           
   

   
   

    

           
   

   
   

          (17)


  은 번째 티클의 번째 차원에서의 새로운 속도 

값, 
는 번째 차원에서의 속도 최 값, 

은 번째 

차원에서의 속도 최소값이다.

6단계) PSO 알고리즘의 새로운 PID 이득을 계산하고, 식 

(18)과 같이 규칙에 맞게 이득 범 를 제한한다. 

                 
 ≤

   ≤
               (18)


  은 번째 티클의 번째 차원에서의 새로운 이득 

값, 
는 번째 차원에서의 이득 최 값, 

은 번째 차

원에서의 이득 최소값이다.

7단계) 세  수가 최 값일 경우 8단계로 이동하고, 그

지 않을 경우 2단계로 이동한다.

8단계) 마지막 gbest 값을 PID 제어기의 라미터로 결정

한다.

2.5 모의실험

본 논문에서는 PSO-PID 속도 제어기를 이용하여 BLDC 

모터를 1000rpm의 속도로 회  하 다. 최 의 제어를 해 

PSO-PID의 최 의 성하  방법을 찾고 최 의 성하  

방법으로 PSO-PID 제어기를 설계 하 으며 모의실험에 사

용된 BLDC 모터의 라미터는 표 1과 같다.

Parameter Values and units

 

  

  

 

 

  

표   1  BLDC 모터의 라미터

Table 1 Parameters of the BLDC Motor

PSO 알고리즘은 성하 의 값에 따라 성능의 차이를 보

인다. 2.3 에서 제시한 서로 다른 6가지 성하  값을 이

용하여 PSO-PID 제어기를 용하 을 경우 각각의 평가 

값을 구할 수 있다. 이 값을 이용하여 최 의 성하  방

법을 찾는다.

반복횟수는 20번, 티클수는 20개, 가 치상수  , 는 

2로 설정한다. 세 별 성하 은 2.3 에서 구한 값을 사용

하며 평가함수의 는 0.4로 정의하 다.

 

그림 5 각 성하 의 세 별 평가 값

Fig. 5 Evaluation value of each generation of each Inertia 

we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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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하 의 평가 결과 그림 5와 같이 LDIW 방법이 가장 

좋은 평가 값을 나타내는 것을 확인하 으며 최 값과 최소

값의 크기를 변경하여 더 좋은 성능을 보이는 값을 찾아보

았다.

반복횟수는 20번, 티클 수는 20개, 가 치상수  ,   

는 2로 설정한다. 평가함수의 는 0.4로 한다. 첫 번째 경우

는 성하 의 최 값을 0.9로 최소값을 0.4로 하 고 두 번

째 경우는 성하 의 최 값을 0.6으로 최소값을 0.1로 하

고 정확도를 높이기 해 50회 반복하고 평균 평가값은 

그림 6과 같이 나타났다.

그림 6 성하 이 0.9∼0.4, 0.6∼0.1일 때 세 별 평가 값

Fig. 6 Evaluation values of each generation in inertia weight 

0.9∼0.4 and 0.6∼0.1

그림 6과 같은 결과를 나타냈을 때 PSO-PID 제어기 이

득의 평균값은 표 2와 같다.

    
0.9 0.4 153.7010 60.126 0.0773

0.6 0.1 102.5956 48.0881 0.0510

표   2  PSO-PID 제어기 이득의 평균값

Table 2 Average value of PSO-PID controller gains 

표 2의 PSO-PID 제어기 이득의 평균값을 이용하여 

BLDC 모터를 제어하 을 때의 결과는 그림 7과 그림 9와 

같다. 그림 8과 그림 10은 그림 7과 그림 9의 BLDC 모터의 

속도 그래 를 확 한 그래 이다. 표 3에  ,  ,  ,  , 

evaluation value의 결과 값을 나타내었다.

그림 7 성하 이 0.9∼0.4 일 때 BLDC 모터의 속도 

Fig. 7 The speed of BLDC motor in inertia weight 0.9∼0.4

시뮬 이션 결과 성하 이 0.9∼0.4일 경우 성하 이 

0.6∼0.1일 때 보다 상승시간과 정착시간은 느리지만 오버슈

트와 정상상태오차는 성하 이 0.6∼0.1일 때 보다 더 작

은 값을 가지므로 평가값은 성하 이 0.9∼0.4일 경우가 

더 높게 나타난다.

그림 8 그림 7의 확 그래  

Fig. 8 Enlarged graph of Fig. 7

그림 9 성하 이 0.6∼0.1일 때 BLDC 모터의 속도

Fig. 9 The speed of BLDC motor in inertia weight 0.6∼0.1

그림 10 그림 9의 확 그래  

Fig. 10 Enlarged graph of Fig.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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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aluation 

value

0.9 0.4 -0.028254 0.28254 0.0020473 0.0032445 11.8152

0.6 0.1 0.14729 0.64094 0.0020414 0.0032175 3.8366

표   3 PID이득이 평균값 일 때 PSO-PID 제어기의 시뮬

이션 결과

Table 3 Simulation results of the PSO-PID controller in the 

average value of PID gains 

3. 결  론

본 논문에서는 BLDC 모터 속도제어를 하여 PSO-PID 

속도 제어기를 설계하 다. PSO-PID의 성하 의 최 값

을 찾기 하여 LDIW, SAIW, CSIW, CLDIW, FIW, 

CSAIW 방법을 사용하여 모의실험 한 결과 LDIW 방법이 

가장 우수한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하 다. LDIW 방법을 

두 가지 경우로 나 어 PSO-PID 속도 제어기를 설계하

고 그 결과 성하 이 0.9∼0.4로 선형감소 할 때 가장 우

수한 제어 성능을 보이는 것을 실험을 통하여 증명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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