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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 결선된 7상 BLDC 전동기의 구형파 전류 제어를 위한 

새로운 전류 제어방식에 관한 연구

A Study on New Current Control Method for Square Current Wave in Y Connected 

7-Phase BLDC Motor Drive System

문 종 주*․이  원**․김 장 목†

(Jong-Joo Moon․Won Lee․Jang-Mok Kim)

Abstract - The current control methods of Y-connected 7 Phase BLDC motor are sine wave current control and square wave 

control. The sine wave current control method needs dq axis transformation of 7x7 matrix for current control and very 

complex. Also this method is not suitable for multi Phase BLDC motor of trapezoidal back emf wave. Therefore, in Y 

connected multi phase BLDC motor, the square wave current control methods are required. Generally, in the 3Phase BLDC 

system, Average current control method is used for current control. The average current is obtained that the summation of 

absolute value of each phase current magnitude is divided by the number of conduction phase. However, if average current 

control method is applied to multi-phase system, there is a problem that each phase currents are different. This problem 

affects unbalance of each phase torque and fluctuation of total torque. This paper proposed each phase current control method 

of Y connected 7Phase BLDC system. Proposed method is used for PI controller of each phase for each phase current control. 

This method can perfect square wave current control. Also, configuration of the method is easier than DQ axis transformation. 

Proposed method is verified through simulation and experi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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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오늘날 전동기의 수요는 날로 급증하고 있으며 이 중 BLDC 

전동기는 DC 전동기와 같은 속도 - 토크 특성을 가지므로 제어에 

적합하면서도 유지 보수가 용이한 장점으로 인해 현재 가정용, 

산업용에서 그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현재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3상 BLDC 

전동기의 경우 전류(轉流)시 발생하는 토크 맥동과 이로 인한 속

도 변동 및 진동에 의하여 고속에서 그 적용범위가 제한되고 있

다[1]. 이러한 3상 BLDC 전동기의 토크 맥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BLDC 전동기의 상 수, 극수 또는 슬롯 수를 증가시키

는 것이 필요하며 최근의 반도체 기술의 발달로 인한 스위칭 소

자의 소형화, 저가 화 추세에 힘입어 토크 맥동을 현저히 줄일 

수 있는 다상 BLDC 전동기의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2, 

3]. 이 중 7상 BLDC 전동기의 경우 토크 맥동을 저감할 뿐만 

아니라 3상 BLDC 전동기에 비해 스위칭 소자와 권선의 이용률 

및 단위 중량당 출력비가 높은 장점을 가지므로 고속, 고출력 특

성을 요구하는 정밀한 고속 가공기, 산업용 전용기기 및 각종 수

중 추진 전동기 등의 응용분야에 적합하다. 

다상 BLDC 전동기의 구동 시스템에서는 드라이버 용량에 의

해 상전류가 결정되고 최대속도에 의해 상당 최대 역기전력이 결

정되며 이때 최대 출력(또는 전자적인 발생 토크)은 (상수-1)에 

비례한다. 이러한 다상 BLDC 전동기 중 7상 BLDC 전동기의 경

우 토크 맥동이 적으며 동일한 소자 정격을 가질 경우 3상 

BLDC 전동기에 비해 300%, 6상에 비해 12%의 높은 출력밀도를 

가진다. 따라서 전동기의 크기를 소형화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므로 고속, 고출력용의 전동기 응용분야에 적합하다[4]. 

이러한 다상 BLDC 전동기를 이용한 진상 각 제어, 속도 센서

가 없는 센서리스 제어, 스위칭 소자의 고장 상황 시의 제어 방

법인 Fault tolerant 제어, 토크 맥동 저감 등 다양한 제어 방법

이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5-8]. 

다상 BLDC 전동기의 전류 제어를 위한 방법으로는 d·q축 좌

표변환을 이용한 방식[9]과 히스테리시스 제어기를 이용한 방식

[4, 10]등이 있다. 이 중 [9]의 d·q축 좌표변환 방식은 다상 

BLDC 전동기의 사인파 전류 제어방식이다. 하지만 이러한 d·q축 

좌표변환 방식은 n × n 매트릭스 연산을 해야 하고 그 제어 방

법이 매우 복잡하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n-2차 성분의 전류를 

제어해야 하기 때문에 고속영역 제어에 불리하다. 또 다른 다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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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DC 전동기 전류 제어 방식인 히스테리시스 전류 제어 방식

[10]은 역기전력의 순시 치에 따라 전류의 고조파나 스위칭 주

파수가 변동하고 히스테리시스 밴드는 스위칭 주파수와 전류 맥

동의 크기를 좌우한다. 따라서 운전 중에 스위칭 주파수는 스위

칭 소자의 허용 가능한 최대 스위칭 주파수 범위 내에서 설정되

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7상에 적용할 경우 낮은 권선 인덕턴스

로 인해 저속 시 스위칭 주파수가 증가하고 고주파 스위칭을 해

야 하기 때문에 히스테리시스 전류 제어기를 7상 BLDC 전동기

에 적용할 수 없다. [4]도 마찬가지로 7상 BLDC 전동기의 전류 

제어를 위해 히스테리시스 제어기를 이용한다. 그러나 기존 히스

테리시스 제어기의 문제점인 스위칭 주파수가 증가하는 것을 방

지하기 위하여 스위칭 소자의 최소 온-오프 시간을 유지시키는 

기법을 적용한 MSTC(Minimum Switching Time Controller)를 

제안하였다. 하지만 MSTC 방식 또한 전동기의 운전 영역에 따라 

스위칭 주파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스위칭 소자에 대한 방열 설계

나 EMI 필터, 노이즈 대책 수립 등이 용이하지 않은 단점이 있

다. 따라서 사다리꼴의 역기전력을 가지는 다상 BLDC 전동기에

는 디지털 구형파 전류 제어가 적합하다. 

일반적으로 7상 BLDC 전동기의 구형파 전류 제어에는 평균 

전류 제어 방식이 사용된다. 하지만 평균 전류 제어는 도통 구간

에서 전류가 일정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토크의 

맥동이 발생하여 기계적인 소음이 발생한다는 단점이 있다. 이러

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7상 시스템에

서 각 상의 전류 센서로부터 획득한 전류의 정보를 이용해 각 

상의 전류를 제어하는 상전류 제어 방식을 제안한다. 

2. 7상 BLDC 전동기 구동 시스템[11] 

그림 1은 7상 BLDC 전동기 구동 시스템이다. 7상 BLDC 전동

기를 구동하기 위해 각 상에 2개의 스위치가 필요하며, 7상이므

로 총 14개의 스위치가 필요하다. 7상 BLDC 전동기의 구동회로

는 크게 직류 전압 부, 직류 전압을 BLDC 전동기의 구동 전력 

형태로 변환하는 인버터 부 및 전동기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7상 BLDC 전동기를 구동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전자 

위치 정보가 필요하다. 회전자 위치 정보를 얻기 위해 BLDC 전

동기의 경우 통상 홀소자와 같은 자속 검출 센서를 이용하여 회

전자 위치 정보를 검출한다. 이러한 홀 소자는 물리적으로 51.4° 

간격으로 배치되어 회전자의 자속을 검출하여 위치를 14개 구간

으로 판별한다. 판별한 회전자의 위치 정보를 이용해 연속적인 

회전을 위해 필요한 각 상의 스위치를 도통한다.

BLDC 전동기는 일정한 토크 출력과 최대한의 출력 밀도를 얻

기 위해서는 항상 6개의 상이 도통해야 하므로 각 상 권선 내의 

두 개의 도체는 전기 각으로 154.28°(6/7π) 간격으로 배치된다. 

그림 2는 7상 6여자 방식의 위치에 따른 역기전력 파형과 전류

의 파형을 나타낸 것이다. 7상 6여자 방식은 회전자의 각 위치별

로 상단 3개와 하단 3개의 스위치가 도통하고 나머지 한 상은 

비도통 상이 된다. 그림 3은 Position이 1일 때 7상 BLDC 전동

기 시스템의 스위칭 패턴을 나타낸다.

그림 1 7상 BLDC 전동기 구동 시스템

Fig. 1 7-Phase BLDC motor drive system

그림 2 역기전력 파형과 전류 파형

Fig. 2 Back emfs and Current waveforms 

그림 3 Position이 1일 때 스위칭 패턴

Fig. 3 A switching pattern in position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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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7상 BLDC 전동기 구동 시스템의 평균 전류제어 블록도

Fig. 4 Average Current Control Block Diagram in 7-Phase 

BLDC motor drive system 

7상 전동기는 회전속도에 비례해서 발생하는 역기전력 및 

전동기의 인덕턴스 성분 및 저항으로 등가화 될 수 있다. 이를 

수학적 모델링으로 표현하면 (1)과 같은 방정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1)

단,          


 

        : 인버터 출력 단 전압 

           


        : 각 상의 전류

             


      : 각 상의 역기전력

      : 중성점 전압

     











      
      
      
      
      
      
       

        : 각 상의 인덕턴스

전동기는 Y결선이므로 각 상의 전체 전류의 합은 영이 되기 

때문에 (2)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2)

(1)을 전개하여 전류에 관해 정리한 다음 (2)에 적용하면 (3)

과 같이 중성점 전압으로 표현할 수 있다. 

  



  



   (3)

자기 인덕턴스와 상호 인덕턴스는 다음과 같이 간단히 나타낼 

수 있다. 

     
   

(4)

     
    
    

×cos



(5)

     
    
   

×cos



(6)

     
    
   

×cos



(7)

손실을 무시하는 경우 전기적인 출력 전력은 기계적인 출력과 

같으므로 역기전력 및 상전류의 파형이 이상적이라면 출력 토크 

및 회전속도에 따른 관계에 의해 출력 관계식은 다음의 (8)과 같

이 모델링 된다. 

 





  







(8)

단, 는 출력 토크, 는 전기적인 출력 전력, 은 전동기 

회전 각속도, 는 각상 역기전력의 최대 값, 는 각 상 전류의 

최대값이다. 

이때의 출력토크 에 의한 전동기의 운동방정식은 (9)와 같

이 모델링 된다. 

  


  (9)

는 마찰계수, 는 회전관성 모멘트, 는 부하토크이다. 

3. 평균 전류제어의 특성 분석과 제안하는 상전류 제어 방식

3.1. 평균 전류제어의 특성 분석

그림 4는 7상 BLDC 전동기 구동 시스템의 평균 전류 제어 

블록도이다. 평균 전류 제어는 각 상의 전류 센서를 이용해 획득



Trans. KIEE. Vol. 65, No. 4, APR, 2016

Y 결선된 7상 BLDC 동기의 구형  류 제어를 한 새로운 류 제어방식에 한 연구              579

표 1 6상 도통 시 상 전환 시점과 전류의 형태

Table 1 Conduction Period and current of 6-phase 

conduction

6상 도통 시 비도통상과 전류의 형태

pst 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a - 0 + + + + + + 0 - - - - -

b - - - 0 + + + + + + 0 - - -

c - - - - - 0 + + + + + + 0 -

d 0 - - - - - - 0 + + + + + +

e + + 0 - - - - - - 0 + + + +

f + + + + 0 - - - - - - 0 + +

g + + + + + + 0 - - - - - - 0

한 전류 값에 절대 값을 취한 후 모두 더하고 도통되는 상수로 

나누어 구한 평균 전류를 이용한 제어 방법을 말한다. 이때 전류 

제어 시 평균 전류를 이용하므로 하나의 PI 전류 제어기가 필요

하다. 

하나의 PI 전류 제어기의 출력인 전압 지령은 7개 상에 모두 

동일하게 인가된다. 이때 동일한 전압이 인가되므로 모든 상의 

전류는 도통 구간에서 완벽한 구형파 모양이 되지 않고, 그림 5

와 같이 계단 모양의 전류가 흐르게 된다. 이로 인해 각 상의 토

크가 달라져 기계적인 토크 맥동이 발생하게 된다.

그림 5 평균 전류 제어 시 계단 모양의 A상 전류 파형

Fig. 5 A-Phase current of setp shape due to average 

current control 

평균 전류 제어 시 상 전류의 형태가 계단 모양으로 나타나는 

원인을 분석하기에 앞서 몇 가지 가정이 필요하다. 

먼저, 각 상의 임피던스는 모두 동일하다. 또한 (10)의 전압 

방정식에서 저항에 의한 전압 강하 성분은 저항 값이 매우 작으

므로 무시한다. 그러므로 (10)을 (11)과 같이 전류를 수식적으로 

나타 낼 수 있다. 그리고 정상 상태임을 가정하여 각 상 전압지

령과 각 상 역기전력의 크기는 모두 동일함을 가정한다.

  


 (10)

  

     (11)

여기서 x는 a에서 g까지의 7상을 의미하며, (11)의 는 각 상

에 흐르는 전류를 의미한다. 

표 1은 6상 도통 시 상전환 시점과 전류를 나타낸다. 0은 상 

전환이 발생하는 비도통 구간을 나타내며, -는 음의 전류, +는 

양의 전류가 흐름을 나타낸다. 

표 1에서, 음의 전류가 흐르다가 양의 전류가 흐르는 구간은 

position이 홀수 값을 가질 때마다 나타난다. 이와 동일하게 양의 

전류가 흐르다가 음의 전류가 흐르는 구간은 position이 짝수 일 

때 마다 나타난다. 그러므로 상단 스위치가 도통된 3상에 흐르는 

전류가 변화되는 시점은 position이 홀수인 경우에 발생하고, 하

단 스위치가 도통된 3상에 흐르는 전류가 변화되는 시점은 

position이 짝수인 경우에 발생한다. 

position이 2일 경우 a, f, g상의 상단 스위치가 도통되고, 

b, c, d상의 하단 스위치가 도통되며 e상은 비도통상이다. 

이때, e상은 비 도통이므로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position

이 2일 때 하단의 b, c, d 상에 흐르는 전류를 각각 (12), (13), 

(14)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12)

  

   (13)

  

    (14)

단,  ,  ,   는 position이 2일 때 b, c, d상에 흐르는 전

류를 나타내며,  ,  , 은 position이 0 일 때 b, c, d상에 

흐르는 전류를 나타낸다. 

position이 1과 2일 때 하단 상은 상 전환이 발생하지 않으므

로 흐르는 전류에는 변화가 발생하지 않는다. position이 2일 때 

d상에 흐르는 전류 (14)는 전압 지령과 역기전력의 차를 적분한 

성분과 position이 0일 때 흐르는 전류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다. 

이때 position이 0일 때 d상은 상 전환이 발생하므로 흐르는 전

류의 크기는 (15)와 같다. 

    (15)

(15)를 (14)에 대입하면 position이 2일 때 d상에 흐르는 전류

는 (16)과 같다. 

  

    (16)

이와 동일하게 position이 2일 때 b상에 흐르는 전류를 (12)와 

같이 전압지령과 역기전력의 차를 적분한 성분과 position이 0일 

때 흐르는 전류 합으로 나타낼 수 있다. 이때 position이 0일 때 

b상에 흐르는 전류는 (17)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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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각 상전류 제어 시 A상 전류 파형

Fig. 8 A-Phase current of Phase current control Method

  

   (17)

(17)에서 position이 12일 때 흐르는 전류는 (18)과 같이 나타

낼 수 있고, b상은 position이 10일 때 상 전환이 발생하므로 흐

르는 전류는 0이다. 이를 이용하여 position이 2일 때 b상에 흐

르는 전류의 크기를 구하면 (19)와 같다.

  

   (18)

  

   (19)

마지막으로 position이 2일 때 c상에 흐르는 전류는 (13)과 같

이 나타낼 수 있다. 이때 position이 0일 때 c상에 흐르는 전류

는 (20)과 같고, c상은 position이 12일 때 상 전환이 발생하므로 

는 0이 된다. 이를 (13)에 대입하면 position이 2일 c상에 흐

르는 전류는 (21)이 된다. 

  

   (20)

  

   (21)

수식을 통해 구한 b, c, d 상의 전류 (16), (19), (21)을 비교

해보면 position이 2일 때 b상에 흐르는 전류의 크기가 가장 크

고 d상에 흐르는 전류의 크기가 가장 작음을 알 수 있다. 

position이 2일 때 각 상에 흐르는 전류의 크기는 각 상의 임

피던스가 모두 동일함을 가정하였으므로 (22)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   (22)

이때 흐르는 전류의 크기에 비례하는 토크는 각 상의 전류의 

크기가 다르므로 평균 전류 제어 시 각 상의 토크도 일정하지 

않다.

  ≠  ≠   (23)

이렇듯 상 토크의 크기가 같지 않기 때문에 토크맥동이 발생

하고 기계적인 소음과 진동이 발생하게 된다. 

그림 6은 position이 2일 때 전동기의 각 상에서 발생하는 토

크와 합성 토크를 나타낸 것이다. c상과 g상에 흐르는 전류의 크

기를 1이라고 할 때 a 상과 d 상에 흐르는 전류의 크기는 0.5이

며, b 상과 f 상에 흐르는 전류의 크기는 1.5이다. 이와 비례하게 

토크의 크기를 나타내었다. 상 토크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합

성 토크의 벡터 방향이 비대칭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각 상의 전류를 

개별적으로 제어하는 상전류 제어 방식을 제안한다.

그림 6 Position 2일 때, 평균 전류 제어 시 합성 토크

Fig. 6 Torque summation of average current control at 

Position 2 

3.2 제안하는 상전류 제어 방식

본 논문에서는 각 상의 전류를 제어하는 방식인 상전류 제어 

방식을 제안한다. 상전류 제어 방식은 그림 7과 같이 속도 제어

기의 출력인 전류 지령과 각 상의 전류 센서로부터 획득한 전류

와의 오차를 각 상의 전류 제어기로 입력한다. 이때 각 상별로 

전류를 제어하기 위해 총 7개의 전류 제어기를 이용한다. 

그림 7 제안하는 상전류 제어 방식의 블록도

Fig. 7 Block Diagram of the Proposed Phase Current 

Control Method 

각 상마다 전류를 제어하기 위한 제어기가 이용되므로 전류 

제어기의 출력인 전압지령은 각 상마다 다르다. 이 전압 지령을 

이용해 전동기 구동을 위한 스위칭 패턴을 생성하게 되고 홀센서

를 이용하여 판단한 회전자의 위치에 맞게 스위칭을 7상 인버터

로 인가한다. 그림 8에서는 제안하는 상전류 제어 방식을 이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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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도통 구간에서 전류가 상승하지 않고 일정한 크기로 흐르는 

것을 나타낸다. 

그림 9는 position이 2일 때 상전류 제어 시 각 상의 토크와 

합성 토크를 나타낸 것이다. 상전류를 제어하므로 도통 구간의 

전류가 일정하고 이로 인해 각 상의 토크의 크기가 동일하다. 각 

상의 토크의 크기가 동일하므로 토크 맥동도 줄어든다. 합성 토

크의 벡터 방향이 대칭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3)

그림 9 Position 2일 때, 상전류 제어 시 합성 토크

Fig. 9 Torque summation of Phase current control at 

Position 2 

아래의 그림 10은 제안하는 7상 BLDC 전동기의 속도 제어 

시 상전류 제어 방식의 블록도이다. 속도 제어기의 출력인 전류 

지령과 각 상의 전류 센서로 획득한 상전류의 오차가 전류 제어

기로 입력되고 전압 지령을 생성하여 전동기 구동을 위한 스위칭 

패턴을 생성한다. 이때 전류 제어기는 총 7개가 이용되며, 각 상

의 전압지령이 모두 다른 것이 특징이다.

그림 10 제안하는 상전류 제어 방식의 블록도

Fig. 10 The Control Block Diagram of the Proposed Control 

Method 

4. 시뮬레이션 및 실험

평균 전류 제어와 상전류 제어 방식을 비교 분석하기 위해 시

뮬레이션 및 실험을 진행하였다. 시뮬레이션은 Matlab simulink

를 이용하였다. 시뮬레이션 및 실험에 사용된 전동기는 7상 6극, 

전절권의 BLDC 전동기이다. 전동기의 파라미터는 표 2와 같다. 

시뮬레이션은 속도지령 1000rpm으로 인가하였다.

표 2 7상 BLDC 전동기 파라미터

Table 2 Parameter of the 7-phase BLDC motor

Paramaters of the 7-Phase BLDC motor

Phase Number 7

Pole 6

Winding Configuration Full pitch

Rated Output Power 3 [kW]

Rated Torque 3.5 [Nm]

Rated Speed 8000 [rpm]

Rated Voltage 300 [Vdc]

Rated Current 10 [A]

Stator resistance 0.1 [Ω]

Stator inductance 1 [mH]

Back-emf constant 6.1 [V/krpm]

그림 11의 경우 7상 전동기의 평균 전류 제어를 이용한 속도 

제어 파형이다. 그림 12는 정상 상태의 A 상 전류를 확대한 파

형이다. 그림 13은 평균 전류 제어 방식을 이용했을 때 발생하는 

토크를 나타낸 것이다. 이때 토크의 맥동은 약 0.1263Nm이다. 

그림 14는 상전류 제어 방식을 이용한 속도 제어 파형이다. 

그림 15는 정상 상태의 A 상 전류를 확대한 파형이다. 그림 16

은 상 전류 제어 방식을 이용할 때 발생하는 토크를 나타낸다. 

이때 토크 맥동은 0.106Nm이다. 평균 전류 제어와 비교 시 토크 

맥동이 약 0.02Nm가 적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11 평균전류 제어방식의 속도지령, 속도, 전류지령 및 A상 

전류 파형

Fig. 11 Speed reference, rotor speed, current reference and 

A-phase current of the average current control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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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실험 셋트 구성 

Fig. 17 Configuration for the experiments

그림 12 평균 전류 제어방식의 정상상태 전류지령 및 A 상 전류 

파형

Fig. 12 Current reference and A-phase current of the 

average current control method in the steady state

(c) 상 전류 제어 시 토크

그림 13 평균전류 제어 방식의 정상상태 출력토크

Fig. 13 Output torque of the average current control 

method in the steady state

그림 14 제안된 상전류 제어방식의 속도지령, 속도, 전류지령 및 

A상 전류 파형

Fig. 14 Speed reference, rotor speed, current reference and 

A-phase current of the proposed phase current 

control method 

그림 15 제안된 상전류 제어방식의 정상상태 전류지령 및 A상 

전류 파형

Fig. 15 Current reference and A-phase current of the 

proposed phase current control method in the 

steady state 

그림 16 제안된 상전류 제어방식의 정상상태 출력토크

Fig. 16 Output torque of the proposed phase current 

control method in the steady state

그림 17은 3kW의 단상 계통 전원을 이용한 7상 BLDC 전동

기 구동 시스템의 실험 셋트 사진이다. 셋트의 구성은 다이오드 

정류기, DC단 캐패시터, 2-LEVEL 7상 인버터, TMS320C28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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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의 디지털 제어보드, 전압, 전류 및 홀센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18은 평균 전류 제어 방식을 이용한 속도 제어 실험 파

형이다. 그림 19와 20은 과도 상태와 정상 상태의 상 전류를 확

대한 파형이다. 그림 21은 평균 전류 제어 시 토크 파형을 나타

낸 것이다. 이때 토크 맥동은 약 0.7Nm가 발생하였다. 

그림 22는 상 전류 제어 방식을 이용한 속도 제어 파형이다. 

그림 23과 24는 과도 상태와 정상 상태의 상 전류를 확대한 파

형이다. 그림 25는 상 전류 제어 시 토크 파형을 나타낸 것이

다. 이때 발생하는 토크 맥동은 약 0.21Nm가 발생하였다. 평균 

전류 제어와 비교 시 토크 맥동이 약 0.5Nm가 작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18 평균전류 제어방식의 속도지령, 속도, 전류지령 및 A 상 

전류 실험파형

Fig. 18 Experimental results: Speed reference, rotor speed, 

current reference and A-phase current of the 

average current control method

그림 19 평균 전류 제어방식의 과도상태 전류지령 및 A 상 전류 

실험파형

Fig. 19 Experimental results: current reference and A-phase 

current of the average current control method in 

the transient state

그림 20 평균 전류 제어방식의 정상상태 전류지령 및 A 상 전류 

실험파형

Fig. 20 Experimental results: current reference and A-phase 

current of the average current control method in 

the steady state

그림 21 평균전류 제어 방식의 정상상태 출력토크 실험파형

Fig. 21 Experimental result: Output torque of the average 

current control method in the steady state 

그림 22 제안된 상전류 제어방식의 속도지령, 속도, 전류지령 및 

A상 전류 실험파형

Fig. 22 Experimental results: Speed reference, rotor speed, 

current reference and A-phase current of the 

proposed phase current control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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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제안된 상전류 제어방식의 과도상태 전류지령 및 A상 

전류 실험파형

Fig. 23 Experimental results: current reference and A-phase 

current of the proposed phase current control 

method in the transient state

그림 24 제안된 상전류 제어방식의 정상상태 전류지령 및 A상 

전류 실험파형

Fig. 24 Experimental results: current reference and A-phase 

current of the proposed phase current control 

method in the steady state

그림 25 제안된 상전류 제어 방식의 정상상태 출력토크 실험파형

Fig. 25 Experimental result: Output torque of the proposed 

phase current control method in the steady state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Y 결선된 7상 BLDC 전동기의 구형파 전류 제

어에 관한 방식인 상 전류 제어 방식을 제안하였다. 평균 전류 

제어 방식을 이용한 속도 제어 시 상 전류가 계단 파형의 형태

로 제어되는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수식적으로 전개하였다. 이러

한 평균 전류 제어 시 상 전류의 크기가 달라짐으로 인해 발생

하는 토크 맥동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속도 제어 시 완벽한 

구형파 형태로 상 전류를 제어하는 상전류 제어 방식을 제안하였

다. 제안한 상전류 제어 방식`은 Matlab Simulink 시뮬레이션과 

실험을 통해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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