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BSTRACT

최근에 자동차의 고급화 추세에 따라 안정성 및 실내 정숙성

이 요구되고 있다. 이 때문에 자동차의 차량 부품에 대한 소음

규제가 강화되고 있으며, 학술적으로도 소음 및 진동에 관한

연구가 활발해지고 있다. 연료 펌프도 이러한 부품 중의 하나

인데, 현재 자동차의 연료 펌프에는 구형파 전류 운전 방식을

사용한 BLDC 모터가 적용되고 있으나 이는 전동기 코일의 전

류가 급격히 증가 또는 감소함에 따라 심한 전기적인 소음을

발생시킨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BLDC 모터의 전기적인 소

음을 줄이기 위해 정현파 전류로 구동하는 벡터제어 방식을 사

용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1. 서 론

자동차의 연료 펌프는 엔진에 연료를 전달하는 장치로서 대

부분 차량의 뒷좌석 아래에 연료 탱크와 일체식으로 장착된다.

이러한 연료 펌프는 동작 중에 운전 소음을 발생시키며, 차량

의 시동을 걸거나 가속할 경우에는 소음이 더욱 증가한다. 이

는 차량의 정숙성을 떨어뜨리며 운전자나 탑승자에게 불쾌감을

주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오늘날에는 차량의 안정성 및 실내

정숙성이 소비자의 중요한 구매 기준이 되므로 이러한 연료 펌

프의 소음을 줄이고자 하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그

동안 연료 펌프의 소음을 저감하기 위한 연구는 연료 공급 장

치의 체결 단계에 따른 소음에 관한 연구,[1] 임펠러의 고주파

소음에 관한 연구,[2] 모터 전기자의 기계적인 불평형에 의해 발

생하는 소음에 관한 연구[3] 등과 같이 연료 펌프의 기계적인

부분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본 논문에서는 연료 펌프의 기계적인 부분보다는 연료 송출

량을 조절하는 연료 펌프 제어기에서의 전기적인 소음을 저감

하는데 초점을 두어 연구하고자 한다. 현재 대부분 자동차의

연료 펌프 제어기는 BLDC 모터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를

120[°] 통전 방식의 구형파 전류로 운전하고 있어서 각 상의

전류가 급격히 증가하거나 감소함에 따라 전기자 권선의 코일

에서 전기적인 소음이 발생한다. 만약 이 BLDC 모터에 벡터제

어 방식을 적용하여 정현파 전류로 구동한다면 각 상에서 전류

의 변화가 완만해지므로 전기적인 소음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이와 같이 BLDC 모터에 벡터제어를 적용하고 정현파 전류로

구동하는 방법의 유효성을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확인한다.

2. 자동차의 연료 펌프 제어 방식

연료 펌프 제어기는 ECU(Engine Control Unit)를 통하여

연료의 목표 압력을 입력받고 배관의 실제 압력을 센서로 측정

하여 PI 제어기로 목표 압력을 추종하도록 제어함으로써 실시

간으로 연료 펌프의 연료 송출량을 조절한다. 이러한 연료 공

급 시스템에서의 연료 펌프 제어 블록도는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연료 공급 시스템에서 연료 펌프 제어기의 구성 블록도

Fig. 1  Block diagram of fuel pump controller in fuel supply

        system

3. 구형파 전류와 정현파 전류의 운전 방식

BLDC 모터의 구형파 전류 운전 방식은 회전자의 위치를 홀

센서(Hall sensor)로 검출하여 3상 인버터의 6개 스위치를

60[°] 간격으로 구동하여 6스텝으로 동작하며, 전기자 권선의

각 상은 120[°] 구간 동안 도통된다.[4] 이러한 방식은 3개의 상

에서 항상 2개의 상만 여자되고, 각 상의 전류가 스위칭될 때

그림 2와 같이 급격히 증가하거나 감소하게 되어 극심한 전기

적인 소음을 발생시킨다.

이에 비하여 정현파 전류 운전 방식은 180[°] 도통 방식으로

동작하여 3개의 상에 항상 전류가 흐르게 되며, 여기서 각 상

의 전류는 그림 3과 같이 정현파가 되므로 전류의 변화가 완만

하여 코일에 전기적인 충격을 주지 않게 되고 따라서 소음을

발생시키지 않는다. 이와 같이 BLDC 모터를 구형파 전류가 아

니라 정현파 전류로 구동하면 획기적인 전기적인 소음의 감소

를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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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BLDC 모터의 고정자 권선에 흐르는 구형파 전류

Fig. 2  Square-wave currents flowing in stator winding of

        BLDC Motor

그림 3  BLDC 모터의 고정자 권선에 흐르는 정현파 전류

Fig. 3  Sinusoidal-wave currents flowing in stator winding of 

        BLDC Motor

4. 컴퓨터 시뮬레이션 결과

MATLAB/Simulink를 사용하여 정현파 전류 운전 방식의

제어 성능을 확인하기 위한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그림 4는 시뮬레이션에 사용된 제어 블록도를 나타낸다.

그림 4  정현파 전류 운전 방식의 제어 블록도

Fig. 4  Control block diagram of sinusoidal-wave current

        driving method

그림 5는 BLDC 모터를 무부하 상태에서 0.05[s]에 0[rpm]에

서 +1500[rpm]으로 스텝 기동한 경우의 시뮬레이션 결과이다.

위쪽 그래프는 전동기의 기준속도 및 실제속도이며, 아래쪽 그

림은 q축 전류 및 a상 전류를 나타낸다. 그림 6은 2/3부하 상태

에서 0.05[s]에 0[rpm]에서 +1500 [rpm]으로 스텝 기동한 경우의

시뮬레이션 결과이다.

이들 시뮬레이션 결과로부터 BLDC 모터의 벡터제어 및 정

현파 전류 구동 방식을 적용하였을 때 기동 특성 및 속도 제어

특성이 매우 양호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영구자석

형 동기 전동기의 경우와 매우 유사하다.

그림 5  무부하 상태에서 BLDC 모터의 기동 특성

Fig. 5  Starting characteristics of BLDC motor at no load

그림 6  2/3부하 상태에서 BLDC 모터의 기동 특성

Fig. 6  Starting characteristics of BLDC motor at 2/3 load

5. 결론

BLDC 모터는 120[°] 도통의 2상 여자로 구동하는 것이 일

반적인데, 이 때는 각 상의 전류가 급격히 증가하고 감소함에

따라 극심한 전기적인 소음을 발생시킨다. BLDC 모터를 자동

차 연료 펌프에 사용하는 경우 소음을 저감하기 위하여 벡터제

어 및 정현파 전류 구동 방식을 제안하였다. 이 방식은 전기자

권선의 각 상을 180[°] 도통의 3상 여자로 구동하여 정현파 전

류가 흐르게 함으로써 전기적인 소음을 줄일 수 있다. 이러한

제어 방식의 유효성을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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