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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본 논문에서는 DC모터(Direct Current Motor)의 슬
롯(Slot)수에 따른 특성 해석에 대해 다루고자 한다. 동일한 출
력을 가지는 DC모터를 서로 다른 슬롯 수를 가지는 모델로 설계
하여 2D FEM(Finite Elements Method)기반의 성능분석을 실시
하였다. 그래서 슬롯 수에 따른 모터의 토크, 코깅 토크, 전류,
역기전력을 분석, 비교하였다.

1. 서    론

DC모터(Direct Current Motor)는 고정자로 영구 자석을 사용하
고, 회전자로 코일을 사용하는 모터로, 전기자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을 전환함으로서 자력의 반발력을 회전력을 발생시키는 모
터이다. 자력과 전류가 직각으로 교차하며 전류에 비례한 안정된
토크를 얻을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 정류장치인 브러시와 정류
자 등의 구성요소가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DC모터는 회전속도
제어, 정역회전이 쉽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특징으로
DC모터는 반도체 산업, 자동차, 항공 우주산업 등 전,후방에 걸
친 산업전반에서 다양하게 사용된다.
특히, 가격적인 경쟁력과 높은 효율로 전방산업 중 자동차에 사
용되는 소형모터는 대부분 DC모터이다. 예를 들면 현재 자동차
용 DC모터는 파워 윈도우, 미러 모터, 파워 시트, HVAC(
Heating, Ventilation, Air Conditioning) Blower Motor 등 한 대
당 100개 이상에서 사용되고 있다. 앞으로 자동차의 전자화가 발
전해 가고 ITS(Intelligent Transport Systems)가 보급되기 위해
서는 지금보다 성능이 좋은 DC모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으
로 보인다.
본 논문에서는 성능사양을 만족하는 DC모터를 설계하기 위해
슬롯 수에 따른 특성을 2D FEM(Finite Elements Method)을 이
용한 시뮬레이션으로 해석하였다. 시뮬레이션은 12개의 슬롯을
가지는 DC모터와 24개의 슬롯을 가지는 DC모터를 설계하여 진
행하였고, 두 개의 모터 모두 동일한 출력전력을 가지고 있고 중
권(Lap Winding)에 의한 권선법을 이용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슬롯 수의 차이에 의한 모터의 자속 밀도, 토크, 코깅 토크, 역기
전력을 분석, 비교하였다.

2. 본    론

  2.1 DC모터의 지배방정식

   


 (1)

    (2)

   


  (3)

DC모터의 지배방정식은 식 (1), 식 (2), 식(3) 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여기서 식 (3)의 우변항 은 역기전력(backEMF)으로 식 (4)와 같

이 나타낼 수 있다. 또한, 식 (3)에 입력전류 I를 곱하면 식 (5)와 식 (6)
을 얻을 수 있다.

   (4)

       (5)

   (6)

  2.2 중권 DC 모터 설계

<그림 1> 중권 DC모터의 권선도

<표 1> 12슬롯 중권 DC모터 설계사양

<표 2> 24슬롯 중권 DC모터 설계사양

같은 출력을 발생하게 하는 정격 토크 0.1[Nm], 정격 속도 600 [rpm]
을 얻기 위하여 각각 <표 1>과 <표 2>를 만족하는 설계사양으로 중권
DC모터를 설계하였다. 중권에서는 각 병렬이 이루는 직렬 회로수가 같
아야 하므로 식 (7)이 성립하여야한다.




 정수 ( = 코일 수,  = 극수) (7)

<표 1>의 설계사양에서는 식 (7)에 따라 


 을 만족한다.

같은 방법으로 <표 2>의 설계사양에서는 


 를 만족하게 된다.

<그림 1>은 중권에서 코일이 어떻게 감겨 있는지를 나타낸다. 코일이
정류자 1을 지나, slot 1에서 시작하여 전기적으로 180도에 위치한 slot
4를 지나 인접한 정류자 2에 도달하며 이러한 접속을 반복하고 있다.

  2.3 중권 12슬롯 / 24슬롯 DC모터의 특성분석

<표 3> 12/24슬롯 DC모터의 입출력 특성

12 슬롯 24 슬롯

입력 전압 12.5 [V] 16 [V]

평균 토크 0.101[Nm] 0.102[Nm]

운전 속도 600 [rpm] 600 [rpm]

출력 6.353 [W] 6.426 [W]

슬롯 수에 따른 DC모터의 특성 해석

조재연*, 차영준*, 정상용*

성균관대학교*

Characteristic Analysis of DC Motor According to the Number of Slots 

Jae-Yon Jo*, Young-Joon Cha*, Sang-Yong Jung* 

SungKyunKwan University*

정격 토크 0.1[Nm]

정격 속도 600[rpm]

극 수 / 슬롯 수 2 / 12

턴 수 10

적층길이 50 [mm]

정격 토크 0.1[Nm]

정격 속도 600[rpm]

극 수 / 슬롯 수 2 / 24

턴 수 10

적층길이 50 [mm]

2015년도 대한전기학회 하계학술대회 논문집 2015. 7. 15 - 17



- 130 -

DC 모터 각각의 토크와 운전 속도를 같게 해서 동일한 출력을 가지게
한다. 이 때 입력 전압을 12슬롯에서는 12.5[V], 24슬롯에서는 16[V]를
걸어준다. 슬롯수의 차이는 코일 수의 차이를 의미하는데 24슬롯의 경우
더 많은 코일이 감겨 있으므로 같은 출력을 내기 위해서는 더 큰 전압
을 걸어주어야 한다.

       

<그림 2> 12슬롯 DC모터 형상 및 자속밀도

<그림 3> 24슬롯 DC모터 형상 및 자속밀도

  2.3.1 DC모터의 토크파형 분석
 

<그림 4> 12 슬롯 모터 토크 <그림 5> 24 슬롯 모터 토크

회전자가 회전하는 동안 슬롯이 다른 모터의 토크 변화를 <그림 4>,
<그림 5>에서 확인 할 수 있다. 토크의 평균치는 12슬롯의 경우
0.101[Nm], 24 슬롯의 경우 0.102[Nm]가 나왔다. 토크 리플은 12슬롯 :
35.69%, 24슬롯 : 59.35% 으로 나왔다. 토크특성은 리플이 적은 12슬롯
이 더 우세하다.
(토크 리플(%) = (최대T-최소T)/평균T*100 )

  2.3.2 DC모터의 코깅(cogging) 토크파형 분석

<그림 6> 12슬롯 모터 코깅 토크 <그림 7> 24슬롯 모터 코깅 토크

12/24슬롯 코깅 토크 비교를 할 수 있다. 코깅 토크는 입력전압이 없
는 경우에 발생한 토크의 크기를 측정한 값이다.
<그림 6>과 <그림 7>을 통해 나온 코깅 토크의 값을 비교하기 위해
peak-to-peak값을 측정하였다. 12슬롯 코깅 토크 peak to peak값은
0.029[Nm]가 나왔고 24슬롯 코깅 토크 peak to peak는 0.062[Nm]가 나
왔다. 토크 리플에 영향을 미치는 코깅 토크가 24슬롯이 더 크다. 그러
므로 코깅 토크의 peak-to-peak값이 작은 12슬롯이 더 우세한 것을 알
수 있다.

  2.3.3 DC모터의 역기전력(backEMF) 파형 분석

<그림 8> 12 슬롯 모터 

역기전력

<그림 9> 24 슬롯 모터 

역기전력

 
<표 4> 12 / 24 슬롯 모터의 역기전력 비교

12 슬롯 24 슬롯

peak-to-peak 0.52 [V] 0.43 [V]

평균 역기전력 1.58 [V] 2.37 [V]

리플 33.09 [%] 18.17 [%]

식 (5)에서 보듯이 역기전력은 DC모터 출력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으며 <그림 8>과 <그림 9>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역기전력의
경우에는 peak-to-peak값과 평균역기전력, 리플을 비교하여 <표
4>에 나타내었다. 이 경우의 리플을 비교하였을 땐 리플이 적은
24슬롯 모터가 더 우수하다.

3.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동일한 설계조건에서 각각 DC모터의 슬롯 수를 다르게
하여 설계해보고 각 DC모터의 자속밀도, 토크, 코깅 토크, 역기전력 특
성을 FEM을 이용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분석, 비교하였다. 같은 토크와
속도를 내는 DC모터를 설계함에 있어서 12슬롯의 경우 토크 특성이 더
좋고 24슬롯의 경우는 역기전력 특성이 더 좋은 것을 확인 할 수 있었
다. 토크와 역기전력에 조건이 있다면 그 조건에 맞게 더 적은 토크 리
플이 필요한 경우에는 12슬롯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더 적은 역
기전력 리플이 필요한 경우 24슬롯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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