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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력 대상: 초소형 펌프 

초소형 펌프에 적합한 모터 기술 선택 

 
 

 
 

초소형 펌프는 여러 가지 기술(다이어프래, 기어, 날개, 

연동형)을 이용하여 유체를 펌핑하거나 압력 또는 진공을 만드는 

장치입니다. 이러한 펌프는 일반적으로 높이가 5” 미만이고 전력 

배출이 100 W 미만입니다. 이러한 펌프는 혈액 가스 분석기, 가스 

샘플러 및 산소 발생기에서 사용됩니다. 현재 이들 장치는 

DC에서 AC로, 그리고 스테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모터 기술을 

사용합니다. 엔지니어는 흐름, 압력, 수명, 소음 등 수많은 

요구사항에 직면합니다. 이러한 사항은 펌프 내에서 변경할 수 

있는 설계 변수인 반면 모터는 흐름, 압력 또는 진공을 생성합니다. 따라서 펌프 성능에 핵심적인 

항목은 바로 모터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적절한 모터 선택은 최적의 펌프 성능을 유도하여 

최종 제품의 효율성을 더욱 높입니다. 이러한 펌프는 해당 응용 분야가 요구하는 성능에 따라 

가격이 달라집니다. 펌프는 이러한 필요성에 맞게 조정됩니다. 엔지니어는 동일한 펌프에 대해 

여러 차례에 걸쳐 다른 모터 및/또는 기술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초소형 펌프에서는 기본적으로 

세 가지 모터기술 (브러시 DC, BLDC 및 스테퍼)이 사용되지만, 각 범주에는 두 개 이상의 하위 

기술이 있습니다. 이것은 펌프 설계 엔지니어에게 선택할 수 있는 여러가지 옵션을 제시하며, 각 

옵션은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모터 기술을 선택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결정 요인으로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먼저 사용 가능한 기술에 대해 알아본 다음 다시 의사결정 과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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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러시 DC 모터 
 

브러시 DC 모터에는 철 코어와 코어리스, 두 가지 기본 범주가 있습니다. 철 코어 기술은 

자석으로 덮이고 일반권선으로 에워싸인 비스듬한 철 조각으로 구성됩니다. 모터는 금속 

하우징에 매입되어 있습니다. 코어리스 모터는 자체 지지 비철 코일로 되어, 관성이 낮고 

효율성이 높은 것이 특징입니다. 철 코어 모터는 간단한 설계를 기준으로, 제조하기 더 쉬운 반면, 

코어리스 코일은 더 복잡합니다. 이 복잡성 때문에 코어리스 모터를 설계할 때 최대 길이가 

제한되지만, 철 코어 모터는 무관합니다. 그러나, 코어리스 모터는 효율성(30% 이상), 무게(20% 

미만) 및 관성(60% 미만)에서 커다란 이점을 제공합니다. 뿐만 아니라, NIB (Neodymium Iron 

Boron) 자석은 코어리스 모터의 전력 밀도를 높여 모든 응용 제품의 패키지 크기를 줄입니다. 
 

BLDC 모터 
 

또한 무브러시 DC 모터에는 슬롯형과 무슬롯형, 두 가지 기본 범주가 있습니다. 

슬롯형 모터는 철 코어 기술에 기반하여, 일반적으로 9~12개 슬롯이 있는  

와운드 고정자를 이용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모터는 4 폴과 3상으로, 높은 

전력 밀도를 보장하고 코일과 하우징 사이의 열저항이 작은 것 이 특징입니다. 

무슬롯 모터는 비철 코어 기술에 기반하여, 고객 주문형 코일을 이용합니다. 

일반적으로 모터는 2 폴과 3상으로, 코깅이 없고, 철 유실이 적으며, 토크 대 

속도가 선형이며, 속도 제어가 탁월한 특징이 있습니다. 슬롯형 모터는 일반적으로 낮은 RPM 

(2,000 ~ 4,000 RPM)에서 실행되고 높은 토크를 생성하여, 저속 응용 제품에 이상적입니다. 무슬롯 

모터는 고속 응용 제품에 맞게 낮은 토크에서 높은 RPM (8,000 ~ 16,000 RPM)으로 실행됩니다.  
 

스테퍼 모터 

 

스테퍼 모터에는 캔 스택, 하이브리드 및 디스크형 자석의 3가지 기본 

기술이 있습니다. 캔 스택은 스탬프된 금속 부품으로 만들어진 가장 

기본적인 기술입니다. 다중 폴 모터 및 다중 톱니 고정자는 2개의 와운드 

보빈으로 에워싸여, 전류가 코일을 통과할 때 회전을 생성합니다. 기계 

폴은 미세한 정밀도를 제공하지만, 더 높은 속도에 도달하지 못하게 합니다. 하이브리드는 가공된 

부품으로 제조되어, 스텝 해상도 토크가 커집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모터는 캔 스택보다 큽니다. 

디스크형 자석 기술은 독특하게도, 일반적인 원통형 회전자에 얇은 디스크 자석을 사용합니다. 이 

얇은 디스크는 디텐트 토크를 낮추고 높은 속도 회전을 가능하게 합니다. 자석 물질이 감소되어 

토크를 낮추면서 가속화를 높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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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소형 모터 선택 

 

펌프 설계 엔지니어는 세 가지 기본 모터 기술 선택사항을 통해, 응용 제품을 고려하여 비용과 

성능 및 필요성에 맞는 기술을 선택하는 어려운 작업을 해야 합니다. 다행히, 모터 기술은 기본 

펌프 변수(흐름, 압력, 수명, 무게, 소음, 온도, 피드백 및 전류 방출)에 적용될 때 다양한 장점과 

단점을 제공합니다. 펌프 응용 제품을 이러한 각 부분의 중요성을 결정하고 엔지니어는 이를 

토대로 모터 기술을 결정합니다.  

 

펌프의 흐름 또는 압력은 응용 제품 출력의 주요 구동 요인입니다. 최소 패키지에 흐름이나 

압력을 최대화하여 최적의 최종 제품을 가능하게 합니다. 모터의 주요 변수는 토크와 속도이며, 

펌프 흐름 또는 압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스테퍼 및 DC 모터는 BLDC 모터보다 낮은 

톱엔드 속도를 가지지만, 하위 기술은 다른 성능 게인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디스크형 자석 

스테프는 높은 속도로 실행할 수 있지만, 슬롯형 BLDC 모터는 증가된 토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흐름 또는 압력은 특정 속도에서 토크 요구사항인 작동점을 결정합니다. 화학 펌프 응용 

제품에서는 펌핑 중인 화학물질에 필요한 속도에 따라, 흐름을 달리 해야 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작동점은 여러 가지 모터 기술이 교차될 수 있으므로, 응용 제품의 다른 요구사항들도 고려됩니다.  

 

펌프 수명(작동 시간)은 응용 제품의 주요 고려 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산소 발생기 및 마취기와 

같은 의료 제품에서는 펌프가 성능 저하 없이 몇 시간씩 작동을 지속해야 합니다. 모든 모터에 

공통적인 주요 마모점은 베어링입니다. 슬리브와 볼, 두 가지 주요 베어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슬리브 베어링은 힘과 수명 비율이 낮지만(약 3,000시간), 비용이 저렴합니다. 볼 베어링은 훨씬 

더 긴 수명(약 20,000시간)을 제공하고 더 높은 방사선 및 축 하중을 견디므로(일반적으로 슬리브 

베어링의 2배), 의료 치료 시스템과 같은 까다로운 응용 제품에 이상적입니다. 수명 연장은 비용 

증가를 동반합니다.  

 

펌프 수명을 고려하는 또 다른 사항은 브러시 또는 전자 장치와 같이 모터에 사용되는 

정류부분입니다. 철 코어 및 코어리스 모터는 정류용 브러시를 이용하여, 마찰과 아크방전으로 

인해 시간 경과와 더불어 마모합니다. 모터 수명은 사용된 브러시의 재료에 의해 결정됩니다. 

귀금속 재료를 포함하여 브러시 수명을 연장하는 옵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코어리스 모터는 

레이어드 코일 설계에 기반한 철 코어 모터보다 더 오래 사용할 수 있습니다(최대 4배 연장). 

BLDC 및 스테퍼 모터는 전자 장치를 통해 정류하므로, 브러시가 필요 없습니다. 따라서, 마모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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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러시가 없고 모터 수명은 주로 베어링에 의해 제한됩니다. 다시 언급하자면, 분무기 및 인공 

호흡기와 같은 의료 응용 제품에는 긴 수명의 BLDC 모터가 필요합니다.  

 

효율성은 특정 전력 입력을 기계 출력 전력으로 변환하는 모터의 효과로 측정됩니다. 전력 소비가 

적으면 배터리 수명을 연장시키거나, 배터리 충전 시간이 길어지므로, 이것은 배터리를 통해 

실행되는 응용 제품에 중요합니다. 코일은 최대 효율성을 제공하는 무슬롯 또는 코일리스 설계를 

사용하는 모터의 효율성에서 주요 역할을 수행합니다. 고유한 코일 설계에 따라 기계적 유실은 

최소화되고 모터에 제공된 전력은 가장 효과적으로 출력변환될 수 있습니다. 스테퍼 및 철 코어 

모터에서 보인 슬롯형 설계는 높은 철 성분이 상당한 전기 유실을 생성하므로 효율성이 가장 

떨어집니다. 무슬롯 코일 설계의 또 다른 이점은 감소된 무게입니다. 가스 분석기와 같은 휴대용 

응용 제품이 코어리스 및 무슬롯 모터의 이점을 최대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초소형 모터 선택 

 

이러한 펌프 요구사항은 모터에 좌우되는 

만큼, 모터 선택이 최적화된 기술 실현의 

관건입니다. 최종 고객 요구사항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매개변수들을 여러 

번 조율을 해야 합니다. 엔지니어는 기술의 

특징과 이점에 대한 이해를 하고나면 

작업을 더 간단하고 쉽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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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rtescap 소개 

Portescap은 의료 및 산업 분야의 모션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최고의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당사는 브러시 DC, 브러시리스 DC, 스테퍼 캔 스택, 디지털 선형 액추에이터, 디스크 자석 및 

gearhead/encoder/drive 기술을 포함한 광범위한 전자 초소형 제품 기술을 통해 성능이 중요한 

분야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Portescap 제품은 의료, 생명 과학 및 임상 진단, 계측, 자동화, 

항공 및 보안 분야와 같은 다양한 의료 및 산업 분야에서 모션 제어 요구 사항을 충족합니다.  

http://www.portescap.com/products/brush-dc-motor
http://www.portescap.com/products/brushless-dc-motor
http://www.portescap.com/products/can-stack-steppers
http://www.portescap.com/products/stepper-linear-actuators
http://www.portescap.com/products/disc-magnet-steppers
http://www.portescap.com/products/related-products
http://www.portescap.com/industries-supported/medical
http://www.portescap.com/industries-supported/clinical-diagnostics
http://www.portescap.com/industries-supported/instrumentation
http://www.portescap.com/industries-supported/automation
http://www.portescap.com/industries-supported/aerospace
http://www.portescap.com/industries-supported/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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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rtescap은 미국, 세인트 키츠 및 인도에 제조 센터를 두고 있으며, 미국, 중국, 인도 및 

스위스에 R&D 센터가 있는 글로벌 제품 개발 네트워크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Dave Beckstoffer 

Portescap 

www.portescap.kr   

http://www.portescap.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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