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대한민국특허청(KR)

(12) 공개특허공보(A)

(51) 。Int. Cl.8

     H02P 7/24 (2006.01)

(11) 공개번호

(43) 공개일자

10-2006-0008372

2006년01월26일

(21) 출원번호 10-2004-0057041

(22) 출원일자 2004년07월22일

(71) 출원인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

서울 성동구 행당동 17번지

(72) 발명자 장건희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당동 17번지 한양대학교 기계공학부

김명규

서울특별시 도봉구 방학동 720-1 대상타운 현대아파트 201동 1401호

(74) 대리인 백남훈

이학수

심사청구 : 있음

(54) 브러시리스 직류 전동기의 이상기동-단상구동 방법을 위한인버터 회로

요약

본 발명은 기존의 브러시리스 직류 전동기의 기동 토크 향상 및 고속 구동을 위한 이상기동-단상구동 방법을 효과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새로운 인버터에 관한 것이다.

기동 시에는 고기동 토크를 얻기 위하여 이상구동법을 사용하고, 구동시에는 고속 구동을 위하여 단상구동법을 사용하려

면 단상 구동 시 역기전력에 의하여 발생하는 예기치 않은 환류 전류의 제어가 필요하다.

따라서, 환류 전류의 제어가 가능한 새로운 인버터를 사용하면 환류 전류 제어를 통하여 이상기동-단상기동 방법의 목적

에 부합하는 브러시리스 직류 전동기의 성능 향상을 얻을 수 있다.

대표도

도 3

색인어

브리시리스 직류 전동기, 이상기동-단상구동 방법, 환류 전류, 인버터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종래의 브러시리스 직류 전동기에 이상기동-단상구동 방법을 구현하기 위한 인버터의 회로도

도 2는 종래의 인버터를 단상 구동에 이용했을 때 발생하는 예기치 않은 환류 전류경로를 표시한 전류경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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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은 본 발명에 의한 브러시리스 직류 전동기에 이상기동-단상구동 밥법을 구현하기 위한 인버터의 회로도

도 4는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이상 구동 시 브러시리스 직류 전동기의 입력 전압과 전류를 도시한 그래프

도 5는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환류 전류를 제어하지 않은 단상 구동 시 브러시리스 직류 전동기의 입력 전압과 전류

를 도시한 그래프

도 6은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환류 전류를 제어한 단상 구동 시 브러시리스 직류 전동기의 입력 전압과 전류를 도시

한 그래프

도 7은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브러시리스 직류 전동기의 토크-전류 특성곡선을 도시한 그래프도

도 8은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브러시리스 직류 전동기의 토크-속도 특성곡선을 도시한 그래프

도 9는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구동법 변환 시 브러시리스 직류 전동기의 입력 전류를 도시한 그래프

도 10은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기동 시 속도의 변화를 도시한 그래프

도 11은 본 발명의 일시시예에 따른 기동 시 입력 전류 변화를 도시한 그래프

도 12는 본 발명에 의한 브러시리스 직류 전동기에 이상기동-단상구동 방법을 구현하기 위한 인버터의 또다른 실시예를

도시한 회로도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2,3 : 상A,상B,상C

4 : 중성점

5 : 입력 전원

6 : 접지

7∼14 : 여자 스위칭 소자

15∼22 : 환류 다이오드

23∼30 : 환류 전류 제어 스위칭 소자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브러시리스 직류 전동기의 기동 토크 향상 및 고속 구동을 위한 이상기동-단상구동 방법을 구현한 인버터 회로에 관한 것

이다.

특히, 이상기동-단상구동 방법의 실제 구현을 위한 환류 전류 제어가 가능한 새로운 인버터를 제시하고, 환류 전류의 제어

를 통하여 단상 구동 시 예기치 않은 환류 전류 발생에 의한 역토크를 제거함으로써, 이상기동-단상구동 방법의 목적에 부

합하는 브러시리스 직류 전동기의 성능 향상을 얻을 수 있고, 또한 추가 외부 전원의 이용이 가능할 때 환류 전류 생성을

불가능하게 하는 새로운 인버터 회로에 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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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브러시리스 직류 전동기는 높은 효율과 안정성 그리고 넓은 속도 범위에서 제어의 용이성 때문에 고속 구동이

필요한 다양한 기전 시스템에 널리 이용되고 있다.

일례로 컴퓨터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Hard disk drive, HDD)의 스핀들 모터 시스템(spindle motor system)을 들 수 있

다.

최근 HDD의 스핀들 모터 시스템은 회전 디스크 표면에 쓰여진 데이터의 접근 시간(access time)을 줄이기 위하여 구동속

도가 15000rpm까지 증가했으며 점점 더 고속화 되고 있는 경향이다.

브러시리스 직류 전동기를 고속으로 구동하기 위해서는 역기전력(Back-emf constant)를 작게 설계하여 구동 시 역기전

력에 의한 전압 강하를 줄여야 한다.

그러나, 역기전력 상수와 토크 상수(torque constant)는 동일하기 때문에 이 방법은 필연적으로 기동 토크를 감소시킨다.

이것은 고속 구동에 사용하는 브러시리스 직류 모터의 단점 중 하나이다.

고속 구동용 브러시리스 직류 모터에 관한 연구들은 주로 전자기적 설계의 관점에서 진행되었다.

대부분의 연구들이 정상 상태에서의 성능 향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초기 기동 시 기동 토크가 감소하는 문제는 논의하

지 않고 있다.

다만, 몇몇 연구들이 브러시리스 직류 전동기의 기동 토크 향상과 고속 구동을 위한 권선법과 구동법을 논의하고 있다.

통상 브러시리스 직류 전동기의 토크-속도-전류 특성관계는 아래의 식 1, 식 2, 식 3과 같이 표현될 수 있다.

수학식 1

수학식 2

수학식 3

여기서, 는 토크 상수, 역기전력 상수, 여자상의 저항, 여자상의 전류, 회전 속도, 입력 전압이다.

그리고, SI 단위계에서 토크 상수와 역기전력 상수는 동일하다.

단상 구동법의 토크 상수와 역기전력 상수는 이상 구동법의 절반이다.

따라서, 권선에 의한 전기적 손실이 동일할 경우 역기전력에 의한 전압 강하는 이상구동법보다 단상구동법이 작다.

그러므로, 고속 구동에는 이상구동법보다 단상구동법이 더 적합하다.

그리고, 단상구동법의 상저항도 이상구동법의 절반이기 때문에 브러시리스 직류 모터가 공급 전압이 동일하고 이상적인

선형 구간에서 동작한다면 이상구동법과 단상구동법의 기동 토크는 동일하다.

하지만, 브러시리스 직류 전동기는 초기 기동 시 역기전력에 의한 전압 강하가 작기 때문에 많은 전류가 유입된다.

결국, 초기에 유입되는 과전류는 자기 회로의 포화를 일으키고 브러시리스 직류 전동기의 토크 상수를 감소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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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러시리스 직류 전동기는 공급 전압이 동일하면 초기 기동 시 이상구동법보다 단상구동법에서 더 많은 전류가 유입되기

때문에 자기 포화로 인한 토크 상수의 감소는 이상구동법보다 단상구동법이 더 크다.

따라서, 실제 브러시리스 직류 전동기의 기동 토크는 단상구동법보다 이상구동법이 크다.

도 1은 종래의 브러시리스 직류 전동기에 이상기동-단상구동 방법을 구현하기 위한 인버터 회로도이다.

여기서, 이상기동-단상구동 방법은 기동 시에는 기동 토크가 큰 이상구동법을 이용하고, 구동 시에는 구동 속도 범위가 넓

은 단상구동법을 사용하는 구동법을 적용한다.

인버터 회로는 상A 끝단(1)에 연결된 여자 스위칭 소자 A+(7)과 A-(8), 상B 끝단(2)에 연결된 여자 스위칭 소자 B+(9)

와 B-(10), 상C 끝단(3)에 연결된 여자 스위칭 소자 C+(11)와 C-(12), 중성점에 연결된 여자 스위칭 소자 N+(13)과 N-

(14), 그리고 각 여자 스위칭 소자에 병렬로 연결된 환류 다이오드(15∼22)로 구성되어 있고, 입력 전원(5)과 접지(6)에 연

결되어 있다.

상기 인버터 회로는 이상구동 시에는 모터의 중성점(4)에 연결된 여자 스위칭 소자(13,14)를 사용하지 않고 단상구동 시에

는 모터의 중성점(4)에 연결된 여자 스위칭 소자(13,14)를 사용하여 권선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을 전환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종래의 인버터 회로는 환류 전류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다.

브러시리스 직류 전동기의 회전자가 회전하면 회전 자계의 영향으로 모든 상에는 역기전력이 발생한다.

단상 구동 시 여자되지 않은 상의 역기전력은 예기치 않은 환류 전류를 발생시킨다.

도 2는 종래의 인버터를 단상 구동에 이용했을 때 발생하는 예기치 않은 환류 전류경로를 표시한 전류경로도이다.

브러시리스 직류 전동기는 한 상에 양의 전류가 여자 될 때 그 상에는 양의 역기전력이 발생하지만 동시에 다른 상에는 음

의 역기전력이 발생한다.

단상 구동 시 종래의 인버터는 상A에 양의 전류를 여자하기 위하여 여자 스위칭 소자 A+(7)를 on mode로 동작시켜 상A

끝단(1)을 입력 전원(5)에 연결하고 다른 여자 스위칭 소자 N-(14)를 on mode로 동작시켜 중성점(4)을 접지(6)에 연결한

다.

그 순간 여자되지 않은 다른 상C에는 음의 역기전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여자되지 않은 상C의 끝단(3)에는 음의 전압이 발

생한다.

이 전압은 여자 스위칭 소자 C-(12)와 병렬로 연결된 환류 다이오드(20)를 통하여 예기치 않은 환류 전류(23)가 빠르게 흐

르게 하고, 그로 인하여 역토크가 발생한다.

이와 같은 메커니즘은 이 인버터가 한 상에 음의 전류를 여자할 때에도 동일하게 작용하여 예기치 않은 환류 전류가 흐르

고 역토크가 발생한다.

결국, 이상기동-단상구동 방법에 이 인버터를 사용할 경우 예기치 않은 환류 전류가 발생시키는 역토크로 인하여 정상적

인 단상구동과 동일한 속도와 토크를 얻을 수 없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따라서, 본 발명에서는 이론적으로 제시되어 있는 브러시리스 직류 전동기의 이상기동-단상구동 방법을 실제 적용하는 경

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한다.

즉, 이상기동-단상구동 방법을 구현하기 위하여 인버터를 단순 결합할 경우 단상구동시에 발생하는 예기치 않은 환류 전

류의 제어가 가능한 새로운 인버터 회로를 제공한다.

공개특허 10-2006-0008372

- 4 -



이에 따라, 기존의 인버터 회로의 경우 예기치 않은 환류 전류에 의하여 구동법 변경에 따른 성능 향상이 미비했으나, 본

발명에서 제공하는 인버터 회로의 경우 예기치 않은 환류 전류 제어를 통하여 이상기동-단상구동 방법의 목적에 부합하는

성능 향상을 얻을 수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도 3는 본 발명에 의한 브러시리스 직류 전동기에 이상기동-단상구동 밥법을 구현하기 위한 인버터의 회로도이다.

상기 인버터 회로는 여자 스위칭 소자 A+,A-,B+,B-,C+,C-,N+,N-(7∼14)와 환류 다이오드(15∼22)만으로 구성된 종

래의 인버터 회로에 환류 전류 제어 스위칭 소자 As+,As-,Bs+,Bs-,Cs+,Cs-(25∼30)를 환류 다이오드(15∼220에 직렬

로 연결하였다.

이러한 인버터 회로는 환류 전류 제어 스위칭 소자 As+,As-,Bs+,Bs-,Cs+,Cs- (25∼30)을 이용하여 환류 다이오드를

통하여 흐르는 전류를 제어한다.

상기 인버터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HDD 스핀들 시스템에 사용되는 브러시리스 직류 전동기를 대상으로 구동 시스

템을 제작하여 실험을 수행하였다.

본 발명에서 제공하는 인버터는 이상 구동 시 환류 전류 제어 스위칭 소자 As+,As-,Bs+,Bs-,Cs+,Cs-(25∼30)를 모두

On-mode로 동작시켜 종래의 이상 구동법과 동일하게 동작한다.

그리고, 상기 인버터는 단상구동 시 여자 스위칭 소자 A+,A-,B+,B-,C+,C-,N+,N-(7∼14)가 On-mode로 동작할 때와

상 전환 순간에는 병렬로 연결된 환류 전류 제어 스위칭 소자 As+,As-,Bs+,Bs-,Cs+,Cs-(25∼30)를 각각 On-mode로

동작시켜 정상적인 환류 전류가 폐루프를 형성하도록 한다.

그러나, 여자 스위칭 소자 A+,A-,B+,B-,C+,C-,N+,N-(7∼14)가 Off-mode로 동작하여 역기전력에 의한 예기치 않은

환류 전류가 발생할 때에는 병렬로 연결된 환류 전류 제어 스위칭 소자 As+,As-,Bs+,Bs-,Cs+,Cs-(25∼30)를 Off-

mode로 동작시켜 예기치 않은 환류 전류 루프를 개방한다.

표 1은 본 발명에 의한 인버터를 이용하여 이상 구동 시 상A,B와 단상 구동 시 상 A를 여자할 때 각 스위치의 동작 상태를

나타낸다.

[표 1]

 구동법 (여자상)  A+  A-  B-  As+  As-  N+  N-

 이상 구동법 (AB)  On  Off  On  On  On  Off  Off

 단상 구동법 (A+)  On  Off  Off  Off  On  Off  On

 단상 구동법 (A-)  Off  On  Off  On  Off  On  Off

상기의 인버터가 이상구동으로 동작하여 상A,B를 여자할 동안에는 환류 전류 제어 스위칭 소자

As+,As-,Bs+,Bs-,Cs+,Cs-(25∼30)를 모두 On-mode로 동작시킨다.

하지만, 단상구동으로 동작하여 상A에 양의 전류를 여자할 동안에는 상B와 상C에 예기치 않은 환류 전류가 흐르는 것을

차단하기 위하여 환류 전류 제어 스위칭 소자 Bs-(28)와 Cs-(30)을 Off-mode로 동작시킨다.

이 순간 환류 전류 제어 스위칭 소자 As-(26)은 On-mode로 동작시켜 PWM off 시에 상A와 여자 스위칭 소자N-(14) 그

리고 환류 전류 제어 스위칭 소자 As-(26)을 따라 환류 전류가 폐루프를 형성하도록 한다.

실시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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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4는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이상 구동 시 브러시리스 직류 전동기의 입력 전압과 전류를 도시한 그래프이다.

본 발명에 의한 인버터를 이용하여 구동한 브러시리스 직류 전동기를 이상 구동법으로 구동하면 입력 전압과 전류의 파형

이 일반적인 이상 구동 인버터로 구동했을 때와 일치한다.

따라서, 상기 인버터는 정상적인 이상 구동용 인버터로 동작한다.

도 5는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환류 전류를 제어하지 않은 단상 구동 시 브러시리스 직류 전동기의 입력 전압과 전류

를 도시한 그래프이다.

도 6은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환류 전류를 제어한 단상 구동 시 브러시리스 직류 전동기의 입력 전압과 전류를 도시

한 그래프이다.

본 발명에 의한 인버터를 이용하여 브러시리스 직류 전동기를 단상구동법으로 구동하면 여자되기 전후에 상A 끝단(1)에

생성되는 전압(31),(33)은 역기전력을 포함하기 때문에 입력 전원(5)보다 크다.

따라서, 환류 전류 제어 스위칭 소자 As+,As-,Bs+,Bs-,Cs+,Cs-(25∼30)가 환류 전류를 제어하지 않으면 역기전력에

의하여 예기치 않은 환류 전류(32)가 생성되고 역토크를 생성한다.

그러나, 환류 전류 제어 스위칭 소자 As+,As-,Bs+,Bs-,Cs+,Cs-(25∼30)가 환류 전류를 제어하면 예기치 않은 환류 전

류를 생성하지 않고, 그로 인한 역토크도 생성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상기 인버터는 환류 전류 제어를 통하여 정상적인 단상구동용 인버터로 동작한다.

도 7은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브러시리스 직류 전동기의 토크-전류 특성곡선을 도시한 그래프이다.

도 8은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브러시리스 직류 전동기의 토크-속도 특성곡선을 도시한 그래프이다.

본 발명에 의한 인버터를 이용하여 브러시리스 직류 전동기를 구동하면 이상 구동법보다 단상 구동법에서 동일한 토크를

생성하기 위하여 더 많은 전류가 유입된다.

그리고, 기동 시 이상구동법보다 단상구동법에서 더 많은 전류가 유입되기 때문에 단상구동법은 2,000rpm 이하에서 토크

상수 감소에 의하여 토크-속도 특성이 비선형성을 갖는다.

따라서, 기동 토크는 단상구동법(12.98mNㆍm)보다 이상구동법(14.98mNㆍm)이 약 15% 크다.

그리고, 최고 속도는 이상구동법(6,900rpm)보다 단상 구동법(11,500rpm)이 약 68% 높다.

도 9는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구동법 변환 시 브러시리스 직류 전동기의 입력 전류를 도시한 그래프이다.

본 발명에 의한 인버터를 이용하여 브러시리스 직류 전동기를 구동하면 정확한 여자 순간에 이상구동법에서 단상구동법으

로 구동법이 부드럽게 변환된다.

도 10은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기동 시 속도의 변화를 도시한 그래프이다.

도 11은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기동 시 입력 전류 변화를 도시한 그래프이다.

본 발명에 의한 인버터를 이용하여 환류 전류 제어를 수행한 상태에서 브러시리스 직류 전동기에 3.5인치 디스크 세 장을

장착한 상태에서 이상구동법, 단상구동법, 이상기동-단상구동법으로 구동하여 실험을 수행하였다.

이상구동법과 단상구동법으로 구동할 때 기동 시 입력 전류는 1.3A와 2.1A이고 입력 전류와 최대 속도는 각각 0.25A에서

6,300rpm과 0.65A에서 9,400rpm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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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기동-단상구동 방법으로 구동할 때 이상구동법에서 단상구동법으로의 전환 시점은 도 8에서 단상구동법의 토크가 이

상구동법의 토크보다 커지기 시작하는 1,600rpm에서 수행하였다.

상기 인버터를 이용한 이상기동-단상구동 방법은 단상구동법보다 브러시리스 직류 전동기의 가속을 빠르게 하고 이상구

동법보다 높은 최고 속도를 갖게 한다.

따라서, 상기 인버터를 이용하여 브러시리스 직류 전동기를 이상기동-단상구동 방법으로 구동하면 이상구동법과 동일하

게 1.3A의 입력 전류를 가지고 기동하며 단상구동법과 동일하게 0.65A에서 9,400rpm의 입력 전류와 최고 속도를 가지고

동작한다.

도 12은 본 발명에 의한 브러시리스 직류 전동기에 이상기동-단상구동 방법을 구현하기 위한 인버터의 또 다른 실시예를

도시한 회로도이다.

도 3에 도시된 인버터는 입력전원의 제한이 존재할 때 환류 전류 제어를 통하여 이상기동-단상구동 방법의 실제 구현을

가능하게 한다.

하지만, 도 12에 도시된 인버터는 추가 외부 전원(38)을 이용할 수 있을 때 단상구동시 예기치 않은 환류 전류의 생성을 불

가능하게 만드는 인버터이다.

상기 인버터는 이상 구동법에서는 스위치1(35)을 개방하고 스위치2(37)는 DC 링크(36)를 접지(6)에 연결한다.

그리고, 단상구동법에서는 스위치1(35)은 접지에 연결되고, 스위치2(37)는 DC 링크(36)를 추가하여 외부 전원(38)에 연

결한다.

발명의 효과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발명은 브러시리스 직류 전동기의 기동 토크 향상 및 고속 구동을 위한 이상기동-단상구동

방법의 실제 구현시 발행하는 문제점의 해결 방법을 제공하는 효과를 갖는다.

그리고, 본 발명은 이상기동-단상구동 방법을 실제 구현이 가능하게 하는 환류 전류 제어가 가능한 새로운 인버터를 제시

하고 환류 전류의 제어를 통하여 단상구동 시 예기치 않은 환류 전류 발생에 의한 역토크를 제거함으로써 이상기동-단상

구동 방법의 목적에 부합하는 브러시리스 직류 전동기의 성능 향상을 얻을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은 추가 외부 전원의 이용이 가능할 때 환류 전류 생성이 불가능하게 하는 새로운 인버터도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을 갖는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상A 끝단(1)에 연결된 여자 스위칭 소자 A+(7)과 A-(8), 상B 끝단(2)에 연결된 여자 스위칭 소자 B+(9)와 B-(10), 상C

끝단(3)에 연결된 여자 스위칭 소자 C+(11)와 C-(12), 중성점(4)에 연결된 여자 스위칭 소자 N+(13)과 N-(14), 그리고

각 여자 스위칭 소자에 병렬로 연결된 환류 다이오드(15∼22)로 구성되어 있고 입력 전원(5)과 접지(6)에 연결되어 있는

브러시리스 직류 전동기의 인버터 회로에 있어서,

상기 환류 다이오드(15∼22)에 환류 전류 제어 스위칭 소자 As+,As-,Bs+,Bs-,Cs+,Cs-(25∼30)를 직렬로 연결하고,

상기 환류 전류 제어 스위칭 소자 As+,As-,Bs+,Bs-,Cs+,Cs-(25∼30)을 이용하여 환류 다이오드를 통하여 흐르는 전류

를 제어할 수 있도록 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브러시리스 직류 전동기의 이상기동-단상구동 방법을 위한 인버터 회로.

청구항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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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A 끝단(1)에 연결된 여자 스위칭 소자 A+(7)과 A-(8), 상B 끝단(2)에 연결된 여자 스위칭 소자 B+(9)와 B-(10), 상C

끝단(3)에 연결된 여자 스위칭 소자 C+(11)와 C-(12), 중성점(4)에 연결된 여자 스위칭 소자 N+(13)과 N-(14), 그리고

각 여자 스위칭 소자에 병렬로 연결된 환류 다이오드(15∼22)로 구성되어 있고 입력 전원(5)과 접지(6)에 연결되어 있는

브러시리스 직류 전동기의 인버터 회로에 있어서,

추가 외부 전원(38) 이용시 상기 중성점(4)에서 접지(6)로 연장되는 권선상에 스위치1(35)을 구비하고, 인버터의 DC 링크

(36)에서 접지와 추가 외부 전원(38)을 연결할 수 있는 스위치2(37)를 구비하여 단상구동시 예기치 않은 환류 전류의 생성

을 불가능하게 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브러시리스 직류 전동기의 이상기동-단상구동 방법을 위한 인버터 회로.

도면

도면1

도면2

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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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도면5

도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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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7

도면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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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9

도면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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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1

도면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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