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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순환 시스템용 BLDCM의 센서리스 제어 방식에 따른 출력 

특성 비교

Output Characteristic Comparison of BLDC Motor for Water Circulation System According 

to Sensorless Control Methods

김 성 안* ․ 조 윤 현†

(Sung-An Kim ․ Yun-Hyun Cho)

Abstract - The sensorless control of blushless DC motor(BLDCM) is based on the 120° control in which the back 

electromotive force(Back EMF) for estimating the position of the rotor can be detected. However, the 120° control has a 

disadvantage that the torque constant is small as compared with 180° control which can not detect the back EMF. The 150° 

control which complements these problems makes it possible to detect the back EMF and improve the torque constant by 

12.5% compared to the 120° control. Therefore, this paper compares the output characteristics of BLDCM through finite 

element method analysis (FEA) by the conventional and proposed control methods of BLDCM for water circulation system and 

proposes design for downsizing and weight reduction of BLDCM according to secured torque constant. The validity of the 

proposed control and design proposal is proved through simulation and experimental results by comparing the output 

characteristics of 120° control and 150°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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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물 순환 시스템의 구성도

Fig. 1 Configuration of water circulation system

1. 서  론

최근 기후변화와 급속한 산업화에 따른 지구 온난화로 인해 

상수원으로 이용되는 강이나 저수지에 녹조현상이 심각하게 발생

하고 있다. 녹조 현상은 강이나 호수에 남조류가 과도하게 성장

하여 물의 색깔이 짙은 녹색으로 변하는 현상으로 물을 순환시켜

서 예방할 수 있다. 그림 1은 녹조 방지를 위한 물 순환 시스템

의 구성도를 나타낸다. 이 시스템은 수중에 떠있는 구조로 전원 

공급을 위한 배터리, 통합 시스템을 제어하기 위한 마스터 제어

기, 배터리를 충전하기 위한 태양광 DC/DC 컨버터 및 풍력 발전 

시스템, 물을 순환하기 위한 임펠러 시스템으로 구성된다. 표 1은 

물 순환 시스템의 사양을 나타낸다. 작동 시간은 24시간, 배터리

의 용량은 250Ah를 6병렬 연결, 모터는 364W, 확산 공기량은 

30W, 직접 유량은 15m3/min, 순환 면적은 194000m2, 순환 지름

은 520m이다. 여기서, 임펠러 시스템은 전동기 구동 시스템을 기

반으로 한다. 정현파 전류로 구동하는 영구자석 동기 전동기

(Permanent magnet synchronous motor: PMSM)에 비해 구동

이 간단하고 상대적으로 스위칭 손실이 적으며 시스템의 재료비 

절감이 용이한 브러시가 없는 직류 전동기(Brushless DC motor: 

BLDCM)의 사용이 일반적이다[1]. 시스템의 재료비 절감을 위해

서 BLDCM의 회전자 위치 파악을 위한 위치 센서를 제거함에 

따라 BLDCM의 센서리스 제어가 요구된다. 회전자의 위치 파악

을 위한 다양한 센서리스 제어가 제안되었다[2]-[8]. BLDCM의 

센서리스 제어는 역기전력 검출을 통해 회전자 위치를 파악하므

로 BLDCM의 삼상중 하나의 상은 항상 전류가 도통하지 않는 

120° 제어(Six step control)가 일반적으로 사용한다. 그러나 

BLDCM의 120° 제어는 역기전력 검출이 불가능한 180° 제어에 

비해 토크 상수가 작은 단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120° 제어와 180° 제어의 조합인 150° 제어(Twel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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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물 순환 시스템의 사양

Table 1 Specifications of water circulation system

Items Unit Value

Operating time h 24

Battery Ah 250×6

Motor W 364

Diffused air W 30

Discharge m3/min 15

Circulation area m2 194000

Circulation diameter m 520

그림 2 120° 제어와 150° 제어의 동작 원리

Fig. 2 Operating principles of 120° and 150° control

 

               (a)                       (b)

그림 3 여자방식에 따른 BLDCM의 상전압과 입력전류의 관계 

(a) 2상 여자 (b) 3상 여자

Fig. 3 Relationship between phase voltage and input current 

of BLDCM according to excitation methods (a) 2 phase 

excitation (b) 3 phase excitation

step control)가 제안되었다 [9]. 150° 제어는 역기전력 검출이 

가능하며 120° 제어에 비해 토크 상수가 약 12.5 % 큰 장점이 

있다 [10]. 따라서 기존의 물순환 장치용 임펠러 시스템에 설치

된 120° 제어를 이용한 BLDCM 구동 시스템에 150° 제어를 적

용하면 동일한 출력에서의 입력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으며 

BLDCM의 소형화 및 제작비용 절감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본 논

문에서는 물 순환 시스템용 BLDCM 구동 시스템의 제어 방식에 

따른 기동, 무부하 및 부하 출력 특성 비교 결과를 도출하고 

BLDCM의 소형화 및 경량화를 위한 설계안을 제시한다. 제시한 

제어방식과 설계안의 타당성은 120° 제어와 150° 제어의 출력 

특성의 비교에 따른 유한요소법(Finite elements analysis: FEA) 

결과와 실험 결과를 통해서 입증한다.

2. 120° 제어와 150° 제어

2.1 120° 제어와 150° 제어의 동작원리

그림 2는 120° 제어와 150° 제어의 동작원리를 나타낸다. 

120° 제어는 3상의 역기전력이 영 전압이 되는 지점(Zero 

crossing point: ZCP)으로부터 회전자 위치를 전기각 60° 간격

으로 파악할 수 있다. 영 전압이 되는 시점에서 전기각 30° 뒤진 

지점에서 2상 여자를 전기각 60°간격으로 바꾸어 일정한 방향으

로 토크를 발생시킨다. 

150° 제어는 120° 제어와 180° 제어의 조합으로써 120° 제어

와 동일하게 영 전압이 되는 지점을 검출하고 ZCP에서 전기각 

15° 뒤진 지점에서 3상 여자를 하고 그 후 30° 뒤진 지점에서 2

상 여자를 전기각 30°간격으로 바꾸어 일정한 방향으로 토크를 

발생시킨다. 120° 제어와 비교하여 전기각 반주기 동안 상전류의 

여자 구간이 30° 증가함에 따라 BLDCM의 평균 출력 토크를 증

가시킬 수 있다.

2.2 2상 여자와 3상 여자의 입력 전류의 차이

그림 3은 2상 여자와 3상 여자일 때의 BLDCM의 상전압과 입

력전류의 관계를 나타낸다. 2상 여자에 비해서 3상 여자시에 동

일한 입력 전압에서 인가할 수 있는 입력 전류는 4/3배 큼을 알 

수 있다 [10].

2.3 120° 제어와 150° 제어에 따른 BLDCM의 평균 출력 토크

120° 제어에서의 BLDCM의 평균 출력 토크는 다음과 같이 표

현할 수 있다 [1].

  


(1) 

여기서, E 는 BLDCM의 한상의 역기전력, I 는 한상의 전류, ω

m은 기계 각속도를 나타낸다. 150° 제어의 평균 출력은 120° 제

어에 비교하여 12.5% 더 큰 출력 토크를 발생한다. 150° 제어의 

평균 출력 토크는 120° 제어와 180°제어의 토크식의 평균 출력 

토크로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10].

 

×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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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그림 5 무부하 상태에서의 기존 BLDCM의 FEA 결과 (a) 무부하 

선간전압 (b) 코깅토크

Fig. 5 FEA results of conventional BLDCM under no load 

condition (a) No load line to line voltage  (b) Cogging

torque

3. 120° 제어와 150° 제어에 따른 기존과 제안된 

BLDCM의 FEA 특성 비교

그림 4는 120° 제어를 고려하여 설계된 물 순환 시스템용 기

존 BLDCM의 1/8 3D 모델을 나타낸다. 표 2는 120° 제어를 고

려한 기존 BLDCM과 제어기의 사양을 나타낸다.

그림 4 물 순환 시스템용 기존 BLDCM의 1/8 3D 모델

Fig. 4 1/8 3D model of conventional BLDCM for water 

circulation system

표 2 120° 제어를 고려한 기존 BLDCM과 제어기의 사양

Table 2 Specifications of conventional BLDCM and controller 

considering 120° control

Items Unit Value

Motor

Rated power W 364W

Rated speed rpm 1850

Rated torque Nm 1.88

Slot/Pole 24/4

Controller

Input voltage V 24

Maximum Current A 30

Control method 120° control

position detection Sensorless

Sampling & switching 

frequency
kHz 20

3.1 기존 BLDCM의 특성 분석

3.1.1 기존 BLDCM의 무부하 특성

그림 5는 기존 BLDCM의 무부하 FEA 결과를 나타낸다. 그림 

5 (a)는 무부하 상태에서의 정격 속도 1850 rpm에서의 선간 전

압으로 13.8 V이며 BLDCM의 역기전력은 정현파 파형을 가지므

로 사다리꼴을 가지는 BLDCM보다 출력이 떨어지지만 토크 리플

이 작은 장점이 있다[11]. 그림 5(b)는 코깅 토크의 첨두 대 첨

두 값은 46 mNm로 정격토크 1.88 Nm의 1% 이내임을 확인할 

수 있다.

3.1.2 기존 BLDCM의 부하 특성

그림 6은 120° 제어와 150° 제어에 따른 기존 BLDCM의 정격속

도 1850rpm에서의 출력 특성을 나타낸다. 120° 제어에서는 정격 

속도에서 상전류는 16.22A이고 평균 출력 토크는 1.89Nm이다. 

150° 제어에서는 정격 속도에서 상전류는 25.20A이고 평균 출력 

토크는 3.10Nm이다. 120° 제어와 비교하여 평균 출력 토크 약 

1.21Nm가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다.

3.2 제안된 BLDCM의 특성 분석

3.2.1 제안된 BLDCM의 설계 

BLDCM의 회전자 단위 부피당 출력 토크는 다음과 같이 표현

할 수 있다 [12].







 (3) 

여기서, Vr 은 회전자의 부피, A 는 전기장하, B 는 자기장하를 

나타낸다. 전기장하는 공극 주위의 선형 전류 밀도로 다음과 같

이 나타낼 수 있다.



 (4) 

여기서, m 은 상의 수, Tph는 한상의 턴 수, D 는 공극의 직경

을 나타낸다. 자기장하는 회전자 표면의 평균 자속밀도이므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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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그림 6 부하 상태에서의 제어 방식에 따른 기존 BLDCM의 FEA 

결과 (a) 상전류 (b) 출력 토크

Fig. 6 FEA results of conventional BLDCM under load 

condition (a) phase current  (b) Output torque

속밀도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5) 

여기서, p 는 극쌍수, Lstk 는 적층길이를 나타낸다. 전동기의 

역기전력의 기본 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6) 

여기서, f 는 주파수, kw1은 기본 고조파 권선 인자를 나타낸

다. 150° 제어를 이용하면 120° 제어 비해서 토크가 12.5%로 향

상되므로 그림 4에서 전기 장하와 자기 장하의 요소인 Tph와 

Lstk를 수정하여 소형화 및 경량화가 가능하며 기존 BLDCM과 

동일한 출력 특성을 가지도록 설계가 가능하다. 제안된 BLDCM

의 출력이 기존의 BLDCM과 동일하게 설계하기 위해서 전자장 

해석 프로그램인 맥스웰의 매개 변수 해석을 통해서 최종 사양을 

선정하였다. 표 3은 기존과 제안된 BLDCM의 파라미터 및 기계

적 사양을 나타낸다. 기존 BLDCM의 소형화를 위하여 제안된 

BLDCM의 회전자와 고정자의 적층길이는 6.5mm 및 16mm를 각

각 줄였으며 총 무게는 2.17kg에서 1.77kg으로 감소하였다. 적층

길이의 감소에 따른 역기전력의 감소분은 한상의 턴 수를 증가시

켜 확보하였다.

   (a)

   (b)

그림 7 무부하 상태에서의 제안된 BLDCM의 FEA 결과 (a) 무부

하 선간전압 (b) 코깅토크

Fig. 7 FEA results of proposed BLDCM under no load 

condition (a) No load line to line voltage (b) Cogging 

torque

3.2.2 제안된 BLDCM의 무부하 특성

그림 7은 제안된 BLDCM의 무 부하 상태에서의 FEA 결과를 

나타낸다. 그림 7(a)는 정격 속도 1850rpm에서의 선간 전압으로 

15.32V이며 그림 7(b)는 코깅 토크로 첨두 대 첨두 값은 

34mNm으로 기존 BLDCM과 비교하여 11mNm로 감소함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림 5(b)에서의 기존 BLDCM의 고정자와 회전자의 

오버행 계수는 1.26이며 제안된 BLDCM는 1.01로 작아짐에 따라 

코깅 토크가 감소한다[13]-[16].

3.2.3 제안된 BLDCM의 부하 특성

그림 8은 정격 토크에서의 기존과 제안된 BLDCM의 정격출력

에서의 출력 특성을 나타낸다. 제안된 BLDCM은 정격 출력 

364W에서 속도는 1850rpm, 상전류는 15.25A이고 평균 출력 토

크는 1.9Nm이다. 기존 BLDCM과 비교하여 정격 토크에서 입력 

전류가 감소하였으므로 효율이 증가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4. 실  험

그림 9는 제작된 BLDCM과 실험 장치를 나타낸다. 제어 방식

에 따른 기존과 제안된 BLDCM의 출력 특성을 비교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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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그림 8 정격 토크에서의 기존과 제안된 BLDCM의 FEA 결과 (a) 

상전류 (b) 출력 토크

Fig. 8 FEA results of conventional and proposed BLDCMs 

under load condition (a) phase current (b) Output torque

그림 9 제작된 BLDCM과 실험 장치 모습

Fig. 9 Manufactured BLDCMs and experimental setup

(a)

(b)

그림 10 무부하 최대속도에서의 상 전압 및 상전류 (a) 120° 제

어 (b) 150° 제어

Fig. 10 Phase voltage and phase current under no load 

maximum speed (a) 120° control (b) 150° control

무부하 특성과 기동 특성 비교에는 오실로스코프, 부하 특성 비

교에는 전력 분석기를 사용하였다. 부하 토크는 서보 모터를 이

용하여 토크 지령을 증가시켜 BLDCM의 성능곡선을 도출하였다.

4.1 제어 방식에 따른 기존 BLDCM의 출력 특성 비교

4.1.1 무부하 특성 비교

그림 10은 제어기의 PWM의 Duty비를 최대로 하였을 때의 

120° 제어와 150° 제어에 따른 무부하 최대속도에서의 상전압과 

상전류를 나타낸다. 최대 속도는 2400rpm 및 2640rpm이다. 

120° 제어와 비교하여 150° 제어에서의 무부하 속도가 약 

240rpm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다. 120° 제어의 상 전압에서 

역기전력 검출이 가능한 구간은 전기각 60°이다. 150° 제어의 

경우 역기전력 검출이 가능한 구간은 전기각 30°이다. 즉, 2상 

여자 구간을 60°에서 30°로 줄이고 3상 여자구간을 30°도 확보

하여 입력전류량을 증가시켜서 토크 상수가 커짐을 확인할 수 

있다.

4.1.2 기동 특성 비교

센서리스 제어에서 회전자 위치 파악을 위한 역기전력 검출

을 위해서 일정 속도 이상으로 BLDCM을 구동시켜야한다. 120° 

제어는 회전자 위치가 60°씩 파악하므로 초기에 2상 여자를 통

해 강제 정렬(Forced alignment)을 수행한 다음에 2상 여자를 

단계적으로 변화시켜 초기 기동(Starting up)을 수행한다. 그림 

11 (a)는 120° 제어를 적용한 무 부하 상태에서의 강제 정렬과 

초기 기동일 때 상전압과 상전류를 나타낸다. 그림 11(b)는 

150° 제어에서의 강제 정렬과 초기 기동에서의 상전압과 상전

류를 나타낸다. 그림 3에서 여자방식에 따른 BLDCM의 상전압

과 입력전류의 관계에 따라 강제 정렬 구간에서 120° 제어와 

비교하여 BLDCM의 한 상에 약 4/3배 큰 상전류가 도통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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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12 초기 기동할 때 제어 방식에 따른 ZDS 및 상전류 (부

하 토크 1Nm) (a) 120° 제어 (b) 150° 제어

Fig. 12 ZDS and phase current according to control methods 

at staring up (a) 120° control (b) 150° control

(a)

(b)

그림 11 무 부하상태에서의 강제 정렬과 초기 기동일 때 상전압 

및 상 전류 (a) 120° 제어 (b) 150° 제어

Fig. 11 Phase voltage and phase current at forced alignment 

and starting up under no load condition (a) 120° 

control (b) 150° control

4.1.3 부하 특성 비교

 

물 순환용 BLDCM은 초기 기동할 때 큰 부하 토크가 요구된

다. 역기전력 검출을 기반으로 한 센서리스 제어에서 강제 정렬과 

초기 기동할 때 BLDCM의 구속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전

류가 요구된다. 

그림 12는 제어기의 Duty비가 동일할 때 초기 기동 부하 

1Nm에서의 초기 기동 방식에 따른 영전압 지점 검출 신호 (Zero 

crossing point detection signal : ZDS)와 상전류를 나타낸다. 

그림 12(a)는 120° 기동방식에서의 특성을 나타낸다. 강제 정렬에

서 상전류는 24A이며 초기 기동 후 ZDS가 ON이 되지만 초기 부

하 토크를 감당하기 위한 상전류가 부족하여 BLDCM은 구속되어 

ZDS가 OFF가 되어 센서리스 전환이 실패한다. 그림 12 (b)는 

150° 기동방식에서의 특성 나타낸다. 강제 정렬시 120° 제어와 

비교하여 한 상에 약 4/3배 큰 전류가 도통되고 그에 따라 초기 

부하 토크를 감당하여 ZDS가 ON을 유지하여 BLDCM의 센서리

스 전환이 성공함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3은 정격 토크에서의 제어에 따른 기존 BLDCM의 출력 

특성을 나타낸다. 그림 13(a)와 (b)는 120° 제어와 150° 제어에

서의 출력 토크와 상전류를 각각 나타낸다. 토크 리플율은 33.9%

와 21.5%로 12.7% 감소함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3(c)와 (d)는 

부하 토크에 따른 성능 곡선을 나타낸다. 정격 토크 1.88Nm에서 

상전류는 16.72A와 16.25A, 전동기의 효율은 81.04%와 82.85%로 

약 1.81%로 향상됨을 확인할 수 있다. 150° 제어에서의 정격 토

크는 3.07Nm으로 120° 제어와 비교하여 1.19Nm 증가함을 확인

할 수 있다. 150° 제어로 인해 120° 제어에서 갖는 고조파로 인

한 토크 리플이 감소하였으며 BLDCM의 역기전력이 정현적임에 

따라 토크 리플이 감소함을 확인할 수 있다.   

4.2 제안된 전동기의 출력 특성

그림 14는 정격 출력에서의 150° 제어에 따른 제안된 BLDCM

의 출력 특성을 나타낸다. 그림 14(a)는 출력토크와 상전류를 나

타낸다. 토크 리플율은 21.2%이다. 그림 14(b)는 부하 토크에 따

른 BLDCM의 성능 곡선을 나타낸다. 정격 토크 1.88Nm에서 상

전류 15.79A 및 효율은 84.45%로 기존 BLDCM과 비교하여 

1.6%로 상승하였다. 표 4는 기존과 제안된 BLDCM의 출력 특성 

비교를 나타낸다. 결과적으로 제안된 BLDCM의 150° 제어를 통

해서 기존 BLDCM의 120° 제어와 동일한 출력 특성을 가지며 

효율이 상승함을 확인할 수 있다.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물 순환 시스템용 BLDCM의 120° 제어에서의 

토크 상수를 증가시키기 위한 150° 제어를 제안하고 증가된 토

크 상수에 따른 BLDCM의 소형화 및 경량화를 위한 설계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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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그림 13 정격 토크에서의 제어에 따른 기존 BLDCM의 출력 특

성 (a), (b) 출력 토크와 상전류(120°, 150°) (c),(d) 성

능 곡선(120°, 150°) 

Fig. 13 Output characteristic of conventional BLDCM 

according to control methods under rated torque (a), 

(b) Output torque and phase current(120°, 150°) (c), 

(d) Performance curve(120°, 150°)

(a)

(b)

그림 14 정격 토크에서의 150° 제어에 따른 제안된 BLDCM의 

출력 특성 (a) 선간 전압과 상전류 (b) 성능 곡선

Fig. 14 Output characteristic of proposed BLDCM according 

to 150° control under rated torque (a) Output torque 

and phase current (b) Performance curve

표 4 기존과 제안된 BLDCM의 출력 특성 비교

Table 4 Output characteristic comparison of conventional 

and proposed BLDCM

Items Unit

Value

Conventional Proposed

120° 150° 150°

Rated power W 364 580 364

Rated speed rpm 1850 1850 1850

Rated torque Nm 1.88 3.07 1.88

Rated current A 16.72 16.25 15.79

Torque ripple ratio % 33.9 21.5 21.2

Efficiency % 81.04% 82.85% 84.45%

제안하였다. 기존 BLDCM에 기존 제어와 제안된 제어를 각각 적

용하였을 때의 출력 특성을 비교하였다. 비교 결과를 통해서 

BLDCM의 재설계를 통해서 크기와 무게를 각각 45% 및 34%로 

감소시켰으며 정격 토크에서 효율은 3.41%로 향상시켰다. 제안한 

제어방식과 설계안의 유효성은 FEA 결과와 실험 결과를 통해서 

입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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