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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Portescap의 브러시 DC 초소형 모터를 활용하는 여러 응용 분야에서는 둘 이상의 하중 지점에서 

또는 특정 하중 사이클 내내 모터를 구동해야 합니다. 사용 가능한 하중 지점에서 모터를 

작동하려면 가변적이고 제어 가능한 전원이 필요하며 이는 연속 선형 레귤레이션 전원 공급 

장치를 통해 또는 펄스 폭 변조(PWM)를 통해 달성할 수 있습니다.  선형 레귤레이션은 일반적으로 

비효율적이고 더 큰 하우징 공간이 필요합니다. 또한, 배터리 구동 응용 분야에서는 다양한 하중 

지점에서 선형 레귤레이션을 사용하는 것이 실행 불가능해집니다. 반면 PWM 전압 레귤레이션은 

효율적이고 배터리 또는 DC 전원 구동 응용 분야에서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PWM 

드라이브는 효율성이 개선되어 배터리 수명을 늘리고 전자 구성품의 과열은 감소시킵니다. 

PWM 사용의 한 가지 단점은 연속 PWM 스위칭으로 인한 로터 권선의 와전류 손실이 나타나는 

것인데 이는 일반적으로 선형 전원의 경우에는 없는 현상입니다. 그러나 PWM을 적절하게 

설계하면 와전류 효과가 최소화되어 모터를 최적으로 구동할 수 있습니다. 

Portescap 브러시 DC 모터는 매우 낮은 관성과 낮은 인덕턴스를 제공하므로 동적인 동작과 빠른 

반응이 요구되는 응용 분야에서 이 모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PWM을 사용하여 권선의 전류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평균 권선 전류에 선형적으로 비례하는 출력 토크를 올바르게 

제어할 수 있으며 이는 Portescap의 코어리스 설계 덕분입니다. 

순수 저항 부하와 달리 DC 모터에서는 로터 권선의 저항, 인덕턴스 및 역 EMF가 PWM 주파수와 

듀티 사이클 최적화를 위한 결정 요인입니다. 

선형 전원과 PWM 전원 공급 장치

선형 DC 전원

그림 1은 선형 DC 전원을 사용하여 구동되는 모터의 등가 회로를 보여줍니다. 여기에서 전류는 

권선 저항과만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인덕턴스는 일정한 전원에서 인덕터의 임피던스가 0이므로 

전류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Portescap 카탈로그 값과 수명 테스트 결과는 일정한 선형 DC 전원 공급 장치로 얻은 것입니다. 

백서

PWM을 이용한 브러시 DC 모터 제어 – 최적 주파수, 
전류 리플 및 수명 고려 사항
Portescap, Dr. Sunil Kedia 

적절한 PWM 설계를 통해 와전류 
효과를 최소화하여 모터를 최적으로 

구동할 수 있습니다.

브러시 DC 모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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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Driving motor using Variable DC Sou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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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DC motor equivalent circuit at rest or at negligible speed

Figure 3: Basic equivalent circuit for Brushed DC Motor   

Figure 8: Optimal design of PWM Circuit for Improved Ef�ciency and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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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가변 DC 전원을 사용한 모터 구동

PWM 전원

옴 저항 외에 DC 모터 권선은 PWM 회로에 인덕턴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모터 특성(KE) 및 속도에 

상응하는 역 EMF가 터미널 전체에서 생성됩니다. 최적의 모터 성능을 위해서는 PWM의 듀티 

사이클뿐만 아니라 주파수를 정확히 제어해야 하므로 이 점이 PWM 회로의 설계를 복잡하게 

만듭니다. 

모터가 정지하거나 매우 낮은 속도로 회전하는 경우 역 EMF는 무시할 만한 수준으로, 모터의 등가 

회로가 단순하게 표시됩니다(그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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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정지 상태 또는 무시할 수 있는 속도에서 DC 모터 등가 회로

그림 2에 표시된 자유 휠 또는 스너버 다이오드는 PWM으로 모터를 구동하는 경우와 같이 가변 

전압을 사용하는 동안 생략하면 절대 안 됩니다. 자유 휠 다이오드가 있으면 스위칭 시 아크 없이 

전하를 방출할 수 있습니다.

모터가 다소 높은 속도로 작동하는 경우 역 EMF는 적용 전압에 견줄 만하므로 역 EMF를 나타내는 

구성요소를 등가 회로에 추가해야 합니다. 등가 회로의 수정된 모습이 그림 3에 나와 있습니다. 

브러시 DC 모터에 RL 회로와 함께 역 EMF가 있으면 PMW 제어에 비선형성이 도입되고 PWM 

주파수와 PWM 듀티 사이클 모두 최적의 출력 전력을 위해 중요해집니다. 

PWM을 사용하여 EMC(전자파 적합성)가 중요한 모터를 구동하는 동안에는 복사 전자기장 

에너지가 DC 선형 전원에 비해 PWM에서 일반적으로 더 높기 때문에 방사선 효과를 분석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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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기본 등가 회로

전압-전류 특성

전압이 RL 회로에 적용되면 인덕터가 회로를 통과하는 전류와 반대가 됩니다. 따라서 모터의 L/R 

비율에 따라 전류가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하여 안정 상태에 이릅니다. 그림 4는 권선을 통과하는 

전류의 상승을 도식으로 보여줍니다. 적용 전압이 회로에서 제거되면 전류가 서서히 0에 

도달하여 기하급수적으로 감소합니다. 

RL 회로의 시간 상수로 알려진 L/R 상수는 회로의 적용 전압의 최대 변화율을 정의합니다. 적용 

전압의 변화 이후 여러 시간 상수와 동일한 기간이 지나면 안정 상태에 도달합니다.  아래 곡선은 

모터의 기하급수적 전류 상승을 보여주며 이상적인 시나리오를 나타냅니다. 일반적으로 5배 

시간 상수가 안정 상태에 도달하는 데 필요한 시간이라고 간주됩니다. 그러나 아래 그림과 같이 

5배 시간 상수에서는 비율이 최대 전류의 약 99.33%입니다. 따라서 설계자가 선택할 수 있는 여러 

시간 상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63.21%

86.47%

95.02%

98.17%
99.33%

0.0%

10.0%

20.0%

30.0%

40.0%

50.0%

60.0%

70.0%

80.0%

90.0%

100.0%

0τ 1τ 2τ 3τ 4τ 5τ 6τ

모
터
를

 통
과
하
는

 전
류
의

 비
율

시간 상수의 배수 

그림 4:  RL 회로의 기하급수적 전류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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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화를 위해 역 EMF의 존재를 무시하면 단순한 RL 회로의 전류 상승을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I = I0 (1-e-t/τ) (1)

   여기서

τ = 
L

(2)
R

  
‘I0’은 주어진 전압에서 RL 회로를 통과하는 최대 전류입니다. ‘τ’는 최대 전류의 (1/e ≈ 63.21%)에 

도달하기 위해 전류에 필요한 시간으로 정의되는 RL 회로의 시간 상수입니다. ‘t’는 시간입니다. 

안정 상태에 도달하면 공급이 끊어지는 경우 RL 회로를 통과하는 전류가 그림 5와 같이 

기하급수적으로 감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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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RL 회로에서 전류의 기하급수적인 상승과 하강

PWM 설계 고려 사항

브러시 DC 모터와 함께 PWM 드라이브를 사용하는 경우 로터의 내부 인덕턴스가 전류 필터로 

작용하여 드라이브 회로에 유리합니다. 그러나 PWM 주파수 및 듀티 사이클과 같은 다른 설계 

매개 변수는 전류 리플에 영향을 주고 이에 따라 브러시 정류의 수명에 영향을 미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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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PWM 사용 RL 회로의 전압-전류 특성 PWM 주파수 > 6배 시간 상수

PWM을 사용하여 모터를 구동하는 경우 모터 전체의 전류는 PWM 주기미다 상승하고 하강합니다. 

모터의 역 EMF를 무시하면 전류 상승은 모터 인덕턴스와 전체 저항과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모든 PWM 주기에서 전류가 안정 상태 값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PWM 주파수가 RL 회로에 충분한 

시간을 허용하도록 일반적으로 5τ 이상으로 선택되어야 합니다. 

PWM 주파수가 임계값을 초과하여 증가하면 PWM 켜짐 및 꺼짐 시간이 RL 회로가 작동하고 

전류가 안정 상태에 도달하는 데 필요한 시간보다 작아집니다. 따라서 전류가 2개의 불안정 상태 

값 사이를 진동하여 전류 리플을 증가시킵니다. 그림 6은 PWM 주파수가 안정 상태에 도달하기에 

충분한 조건을 보여줍니다. 그림 7은 PWM의 주파수가 안정 

상태에 필요한 시간보다 크고 모터를 통과하는 전류가 

진동하는 조건을 보여줍니다. 설계 관점에서 전류 리플은 

선형에 가까운 토크 동작을 달성할 수 있도록 구동 주파수를 

최적화하여 감소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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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WM을 사용하여 모터를 구동하는 
경우 모터 전체의 전류는 PWM 
주기미다 상승하고 하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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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PWM 사용 RL 회로의 전압-전류 특성 PWM 주파수 < 3배 시간 상수

인간 가청 주파수 범위(20Hz~20kHz)에서 전류 리플은 모터 작동 동안 소음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PWM 주파수를 해당 범위보다 높게 유지하는 것도 권장됩니다.  

전류 리플

Portescap 코어리스 모터에서는 전류 리플을 가급적 낮게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10% 미만의 리플이 낮은 값으로 고려됩니다. 리플이 더 높아지면 성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I. 모터 출력 토크는 전류에 비례하고 권선의 옴(저항) 과열은 전류의 제곱에 비례합니다. 

따라서 피크 전류에서 권선 팩의 과열은 모터의 성능과 수명에 지대한 영향을 주고 

감소시킵니다. 

II. Portescap 브러시 DC 모터는 철 라미네이션을 사용하지 않으므로 자기 회로의 

와전류와 히스테리시스 손실이 전류 리플에 직접적으로 비례하고 모터의 전체 성능을 

저하시킵니다.  

III. 귀금속 정류의 경우 전기 부식은 L.Ieff
2 계수에 비례하므로 전기 부식 증가가 모터 수명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여기서 L은 인덕턴스이고 Ieff는 권선을 통과하는 유효 전류입니다.

IV. 카본 브러시 정류의 경우 전류 리플 증가가 녹청 축적을 증가시킵니다. (녹청 또는 

필름은 정류 개선 및 마찰 감소에 도움이 되는 카본 브러시의 정류자 표면에 형성되는 

산화동 층입니다.) 따라서 더 낮은 속도에서는 브러시 접촉이 저하됩니다. 중간 및 높은 

속도에서는 녹청이 모터 성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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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미널 전체의 유도 전압은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UL = L
dl
 ∆I = T

UL (3)
dt L

L은 인덕턴스이고, UL은 인덕터에서 생성되는 전압이고, T는 전류가 ∆I만큼 변경된 극소 

시간입니다.

모터의 PWM 작동에서 터미널 전체의 전압은 모터 터미널 전체에서 생성된 역 EMF와 반대됩니다. 

따라서, 등식 (3)은 PWM 작동에서 전류 상승과 전류 하강 모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다시 쓸 수 

있습니다.

∆Ion = T on
Uon - (Uemf + UR )

(4)
L

  그리고:

∆Ioff = -∆Ion = T off
Uoff - (Uemf + UR )

(5)
L

아래 첨자 ON은 PWM 펄스의 '켜짐' 시간이고 OFF는 '꺼짐' 시간이며, 여기에서 총 시간 TP는 다음과 

같습니다.

TP =  Ton + Toff (6)

  등식 (5)에서, 

Uemf + UR = 
∆Ion L    

(7)Toff

  등식 (7)의 값을 등식 (4)의 값으로 바꾸면 다음과 같습니다.

∆Ion = Ton
(Uon - Uoff) -

∆Ion L
(8)Toff

L

  위 등식의 TON 및 TOFF는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Ton = D TP (9)

  및 

Toff = (1 - D) TP (10)

여기서 D는 PWM 신호의 듀티 사이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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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등식 (8)은 다음과 같이 다시 쓸 수 있습니다.

∆Ion = DTp
(Uon - Uoff) -

Ion L

(1 - D)TP

L
  

또는

∆Ion = ∆I = D (1-D)TP
Uon - Uoff (11)

L

등식 (11)은 듀티 사이클 ‘D’와 주파수 ‘1/TP’의 PWM 신호로 인해 모터의 전류 리플을 추출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등식 (11)에서 듀티 사이클이 50%일 때 전류 리플이 최대값인 점이 특히 관심을 끕니다. 따라서 PWM 

설계자는 50% 듀티 사이클 영역을 벗어나서 모터를 작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위 등식에서 전류 리플은 모터의 전기 시간 상수가 아니라 모터 인덕턴스에 의해서만 

좌우됩니다. 

이상적으로는, Portescap의 코어리스 모터에서 때때로 ∆U로 주어지는 차이(UON – UOFF)는 최대 모터 

입력 전압 및 응용 속도에 따라 최대한 낮게 유지되어야 합니다. 

터미널 전체에서 모터의 인덕턴스는 PWM 주파수와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Portescap 제품 카탈로그는 1kHz에서의 모터 인덕턴스를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100kHz에서는 인덕턴스가 카탈로그 값의 

20%만큼 낮아질 수 있습니다. 

철 코어 모터에 비해 Portescap 모터의 인덕턴스는 2배 더 낮습니다. 

또한, 품질 계수는 로터 권선에 철 라미네이션이 없으므로 더 좋지 않습니다. 따라서 Portescap 

모터에 포함된 PWM 드라이브는 상대적으로 손실이 더 크고 더 낮은 전자 안정성을 제공합니다. 

모터 수명 고려 사항

브러시 모터에서 주로 발생하는 유형의 결함은 브러시 정류입니다. 모터 수명 동안 탄소 그라파이트 

브러시나 귀금속 브러시는 스프링으로 로드되고 수집기 세그먼트와 기계적으로 연결되어 코일을 

충전합니다. 따라서 브러시가 수집기 세그먼트 위로 미끄러질 때의 기계적 마찰과 정류 시 전기 

방전에 의해 발생하는 전기 부식의 작용으로 브러시가 마모됩니다. 

Portescap 제품 카탈로그는 1kHz에서의 모터 
인덕턴스를 보여줍니다. PWM를 설계하기 위해 
설계자는 실제 PWM 주파수에서 인덕턴스를 
계산해야 하며, 이는 1kHz에서의 인덕턴스의 

20% 정도로 낮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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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WM 드라이브를 사용하여 다양한 속도와 하중 지점에서 모터를 실행하는 경우 모터 수명은 

마모 특성을 유발하는 다양한 요인을 복합적으로 조합하여 추정합니다. 이러한 요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i. 효율성 감소, 높은 기계적 마찰, 불충분한 윤활 또는 전류 재순환으로 인한 정류의 전류 

밀도 증가.

ii. PWM 전원 사용 시 전류 스파이크 동안 높은 전기 부식.

iii. 윤활 품질을 낮추는 모터의 고전력 밀도 또는 환경적 조건으로 인한 모터의 작동 온도 

상승. 

응용 분야와 모터를 구동하는 데 사용되는 전원의 유형에 따라, 예상 수명은 위에서 설명한 요인 

중 하나 이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간 토크 및 속도, 샤프트에 축형 및 방사형 하중이 작용하지 않는 조건 및 중간 온도 

범위(일반적으로 60ºC 미만)의 하중 지점에서 모터를 작동해야 하는 모터 설계의 경우 

마모는 일반적으로 전기 부식에 좌우됩니다. 그러면 모터 수명은 인덕턴스와 전류의 제곱에 

반비례합니다.

(Life)Lin ∝
1

(12)
L I 2

motor

위의 등식에서는 선형 전원 또는 PWM 전원에서 모터를 통과하는 평균적인 전류에 비해 전류 

리플이 무시해도 될 수준인 것으로 간주합니다. 실제 시나리오에서는 리플이 모터 수명을 크게 

감소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사례-1: 전류 리플이 10% 미만인 경우

Portescap 브러시 DC 모터에서 전류 리플을 10% 미만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주파수 범위가 

40kHz~120kHz로 높을 수 있습니다. 

(Life)PWM ∝
1

(13)
L (Imotor + Ilosses)2

llosses는 다이오드 손실 즉, 모터 튜브의 와전류 및 히스테리시스로 인한 손실입니다. 이로 인해 

모터의 전반적인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그러나 우수한 설계는 약 85~90%의 PWM 효율성을 

제공합니다.

등식 (12)와 (13)에서, llosses가 Imotor의 10%에 해당한다고 고려하면, 다음과 같고

(Life)PWM = (Life)Lin
I 2
motor (14)

L (Imotor + Ilosses)
2

따라서 90%의 PWM 효율성에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Life)PWM ≈ 83%(Life)Lin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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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2: 전류 리플이 상당히 높은 경우

등식 (14)는 Ilosses가 Imotor에 비해 낮은 경우에 유효합니다. 전류 리플이 높으면 모터를 통과하는 

순간적인 전류 서지가 모터를 과열시키고 등식이 다음과 같이 수정되어야 합니다. 

(Life)PWM = (Life)Lin

1
∙

I 2
motor (16)

∫ I 2(t )dt L (Imotor + Ilosses)
2

리플이 최대값이고 평균 모터 전력이 'P'인 50% 듀티 사이클의 PWM을 고려하면 전체를 다음과 같이 

다시 쓸 수 있습니다.

1
=

1
= 0.5

∫ I 2(t )dt ∫
0.5
0    0dt + ∫1

0.5 (2I )2dt

따라서 등식 (16)은 90%의 PWM 효율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다시 쓸 수 있습니다. 

(Life)PWM ≈ 41.5%(Life)Lin (17)

PWM를 통해 모터 수명 증가

PWM를 사용하는 동안 모터 수명을 개선하기 위해 수행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모터 전류 리플 감소

전류 리플은 PWM 주파수를 증가시켜 줄일 수 있습니다. PWM 주파수가 모터의 L/R 시간 상수보다 

크게 높을 경우 리플은 추가로 감소합니다. Portescap 코어리스 설계에서는 모터 수명의 측면에서 

10% 미만의 리플이 권장됩니다. 

전류 리플을 줄이는 다른 일반적이고 직관적인 접근 방법은 모터 회로에서 전류 필터로 작용하는 

외부 인덕턴스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효율성을 개선합니다. 그러나 전기 부식은 

회로의 인덕턴스에 직접적으로 비례하므로 인덕터가 있으면 브러시 정류기 시스템의 전반적인 

전기 부식이 악화됩니다. 따라서 효율성과 모터 과열에만 신경 쓰는 게 아니라면 이 솔루션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2 DC-DC 컨버터 설계

그림 8과 같은 설계에서는 시스템의 효율성이 크게 개선되고 외부 인덕턴스가 회로에 추가된 

솔루션에 비해 모터 브러시 수명이 개선됩니다. 

M

Figure 1: Driving motor using Variable DC Source 

U

+

- 

U L U R 

모터 정지/저속  

L R 

+

-

U L U R 

역 EMF가 있는 브러시 DC 모터  

L R

U B 

Figure 2: DC motor equivalent circuit at rest or at negligible speed

Figure 3: Basic equivalent circuit for Brushed DC Motor   

Figure 8: Optimal design of PWM Circuit for Improved Ef�ciency and Life.  

U M 

L 

C 

그림 8: 효율성 및 수명 개선을 위한 PWM 회로의 최적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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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로를 최적화하려면 등식 18에 주어진 전압 리플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10% 미만의 값이면 

실용적인 모터 작동 포인트에 적합합니다. 

∆V = 
(U - Vm)Vm (18)

8LCƒ2

위의 등식에서 더 높은 주파수에서는 인덕터와 커패시터의 값이 줄어들고 이에 따라 PWM 

드라이브의 전체 패키징이 감소합니다. 또한, 더 낮은 주파수에서 모터를 구동하는 경우에는 

로터의 초음파 진동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kHz보다 높은 주파수에서 모터를 

구동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결론

초소형 모터가 사용되는 배터리 구동 응용 분야에서는 효율성이 배터리충전 주기를 

좌우합니다. PWM 드라이브는 장점이 있고 다양한 속도에서 모터를 작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류 및 전압 리플이 무시할 수 있는 수준에 그치고 모터 수명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PWM 설계가 필요합니다.

Portescap 엔지니어는 다양한 제품군에서 적합한 모터를 선택함과 동시에 응용 분야의 필요에 

맞는 올바른 PWM을 설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해당 응용 분야에 대해 논의하려면 

Portescap 엔지니어에게 문의하십시오. 전류 리플 및 기대 수명 요구 사항에 따라 적합한 PWM 

주파수 및 듀티 사이클을 설계하는 데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응용 성능을 극대화하고 배터리 

수명을 연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기

Rm 3033, 30F ASEM Tower
517 Yeongdong-daero, Gangnam-gu,
Seoul 06164 Korea
Tel: 82 2 6001 3247
sales.asia@portescap.com
http://www.portescap.kr

엔지니어에게 문의:
www.portescap.kr/contact-portesc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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