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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연료펌 용 BLDC 동기구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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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is paper suggests a control technique of the sensorless brushless DC (BLDC) motor drive for a vehicle 

fuel pump application. The sensorless technique based on a comparator and a potential start-up method with high 

starting torque are proposed. The comparator is used to generate the commutation signals in phase with the three-phase 

back-EMFs. The rotor position is aligned at standstill for maximum starting torque without an additional sensor and any 

information of motor parameters.  Also, the stator current can be easily adjusted by modulating the pulse width of the 

switching devices during alignment. Some experiments are implemented on a single chip 16-bit DSP controller to 

demonstrate the feasibility of the sensorless techniq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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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서  론

  최근 러쉬리스 직류 동기 (BLDC motor)는 고효율, 

고토크 특성으로 차량용, 압축기용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 

많이 응용되고 있다[1],[2].  특히 기존 자동차 연료펌 에서

는 직류 동기를 일정속도로 운 하면서 연료를 펌핑하여 

엔진에 공 하고 남은 연료를 다시 탱크로 환원시키는 복잡

한 기계 인 구조를 가지고 있으므로, BLDC 동기 속도제

어로 원하는 연료만 엔진에 공 하는 시스템으로 차 바

어 가고 있다. 이 BLDC 동기 속도제어 시 회 자 치 

검출용으로 홀소자 등 치센서를 사용할 경우에는 센서 설

치비용이 증가되고 고온, 다습  먼지 등 자동차와 같은 열

악한 환경에서 치센서의 고장 는 오동작 확률이 높아지

므로 신뢰성이 하되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BLDC 동

기의 센서리스제어 기법이 많이 연구되어 왔으며, 부분 역

기 력 형으로 회 자 자속 치를 측한다[1].

3상 역기 력의 교차지 을 검출한 후 30° 상 이시

켜 환  (Commutation point)를 측하는 방법이 제시되

었으나,[3][4] 이 방식은 과도상태에서 이 상 이에 의하여  

센서리스 성능이 하된다는 문제 이 있다.  한 류가 

흐르지 않는 상의 역기 력을 분하여 회 자 치정보를 

측하는  방법을 사용하 으나,[1][5][6] 속에서 분기에 

의해 오차가 계속 될 수 있다.  다음은 PLL과 3고주  

역기 력으로 회 자 치정보를 측하는 방법들이 제시되

었다[7][8]. 이 방식은  비교  정확한 회 자 자속 치를 

추정할 수 있으나 인버터 내  환류 다이오드가 도통할 경우 

계산된 상에 오차가 발생되며, 이 오차가 동기 속도, 부

하조건  동기 상수 등에 따라 변화된다는 단 이 있다.

한편 정지 상태에서 기 기동 시 측정한 역기 력 값이 

거의 없거나 무 작아서 정확한 회 자 치를 측하기 힘

들므로 기 기동기법이 필요하다.  그런데 기 기동 시 

회 자 치 정보가 없을 경우 큰 정지 마찰성분 등에 인하

여 동기가 기동에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자동차 연

료탱크의 연료 펌핑용으로 사용할 경우 자동차 시동이 걸리

지 않는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센서리

스 BLDC 동기 구동장치에서 기 기동 기법에 한 여

러 연구결과가 발표되었다.  일반 인 기동방법으로는 3상  

고정자 권선  2상 권선만 여자시켜 구자석 회 자를 특

정 치에 정렬시킨다. 다음은 정렬된 회 자 기 치정보

와 류 환 시컨스를 사용한 개루우  제어로 회 자를 정

지상태에서 가속시킨다[9]. 이 방식은 회 자 정렬 시 고정

자 류가 격히 증가되며, 회 자에 진동이 발생될 수 있

다.  동기 기동 시 일시 인 역방향 회 을 방지하기 

하여, 구자석에 의한 고정자 철심 포화효과를 사용하는 방

법[10],[11] 과 압펄스를 인가한 후 d-축 류의 크기를 

비교하는 방법[12]
 
등으로 인덕턴스 변화를 찰하여 회 자 

치를 추정하는 논문들이 발표되었다. 이 방법들은 알고리

즘이 복잡하고 3상 류 는 압 값을 검출하여야한다는 

문제 이 있다.  그리고 연료펌 에서는 BLDC 동기가 기

동 시 순간 인 역회 할 경우, 회 자축에 연결된 임펠러가 

역회 하여 연료가 펌핑되지 않으므로 기능상 문제가 없기 

때문에 와 같은 복잡한 기동기법을 사용할 필요가 없다.

차량의 연료펌 용 센서리스 BLDC 동기 구동장치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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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 한 속도 제어범  (3000 [rpm] ～ 9000 [rpm]), 빠른 

기동시간, 높은 기동토크, 렴한 제작비용 등이 요구되므로, 

본 논문에서는 이 요구 사항을 만족시키기 한 비교기를 

사용한 센서리스 기법  별도 센서가 필요없는 기동기법을 

제시한다. 실제 자동차 연료탱크 펌 용과 거의 동일한 실

험 장치로 수행한 실험을 통하여 센서리스  기동 기법의 

성능을 확인한다.

2 . BLDC 동기의 센서리스 기법

역기 력의 크기가 고정자 권선에 한 회 자 치의 함

수이므로, 부분 BLDC 동기 센서리스제어는 역기 력

형으로 회 자의 자속 치를 추정한다.  본 논문에서는 3상 

역기 력에 비교기  간단한 논리회로를 사용하여 자동차 

연료펌 용으로 합한 센서리스 기법을 제시한다. 그림 1

은 a상  c상 역기 력, c상과 a상 사이의 선간 역기 력, 

a상 비교기 출력신호 Za  인버터 a상 게이  신호 형을 

보인 것이다.  이 그림에서 선간 역기 력 eca과  압을 

비교하여 eca가 클 경우에는 출력신호 Za가 ‘1’상태가 되고, 

작을 경우에는 Za가 ‘0’상태가 된다.  따라서 이 선간 역기

력 eca 신 a상 역기 력과 c상 역기 력의 크기를 비교기로 

서로 비교하면 이 비교기의 출력신호  Za의 상태는 다음과 

같으며, 동일한 비교기 출력신호를 발생시킨다.      

 ≤  경우 ′′                            (1)

   경우 ′′                            (2)

인버터 a상의 상단 스 칭소자 A+ 게이  신호와 하단 

스 칭소자 A- 게이  신호 즉 a상의 두 환신호는 그림 

1과 같이 a상 역기 력과 동상으로 제어되어야 한다.  따라

서 a상 비교기 출력신호 Za의 하강 에서 스 칭 소자 A+ 

환신호의 상승 이 되며, Za의 상승 에서 스 칭 소자 

A- 환신호의 상승 이 된다.  이  비교기 출력 Za를 사용

하면 a상의 두 환신호 상승시 을 측할 수 있으며, 하

강지 은 다른 상의 비교기 출력신호를 사용하여 검출한다.

그림 1  a상  c상 역기 력  a상 인버터 게이 신호

Fig. 1 A-phase and c-phase back-EMFs and gating 

signals of a-phase inverter

그림 2는 3상 역기 력을 서로 비교하는 비교기를 사용하

고, 이 비교기 출력신호로  6개 환신호 즉 3상인버터의 6

개 스 칭소자 게이  신호 발생 블록도이다. 이 그림에서 

보면 a상 비교기에서는 c상 역기 력에 a상 역기 력을 비

교하여 Za신호를 출력시키고, b상 비교기는 a상 역기 력에 

b상 역기 력을 비교하여 Zb신호가 출력되며, c상 비교기는 

같은 방법으로 Zc신호가 출력된다.

 

그림 2  비교기를 사용한 환신호 발생 블럭도

Fig. 2 Block diagram of commutation signals generator by 

using comparator

그림 3 3상 역기 력, 비교기 출력  게이트 신호 

Fig. 3 Three-phase back-EMFs, signals of comparator, six 

gating signals

그림 3은 3상 역기 력에 한 3상 비교기 출력  6개 

스 칭소자 게이  신호 형을 보인 것이다.  3상 환신호 

즉 6개 게이  신호를 각 상 역기 력의 상과 동상으로 

제어하여야 한다.  이를 하여 3상 비교기 출력신호에  다

음과 같이 XOR, AND 게이트로 구성된 간단한 논리식으로 

6개 스 칭 소자 게이  신호를 발생시킬 수 있다.   

  ⊕∙
  , 

 ⊕∙           (3)

  ⊕∙
  , 

 ⊕∙            (4)

  ⊕∙
  ,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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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BLDC 회 자 치 정렬 기법

BLDC 동기 구동용 인버터를 설명한 후, 기동 시 최  

토크를 발생시키기 한 회 자 치 정렬기법을 기술한다.

3.1  BLDC 동기 구동용 PWM인 버 터

그림 4(a)는 3상 PWM인버터와 고정자 권선 항  인

덕턴스와 역기 력으로 표 한 BLDC 동기 등가회로를 

보 으며, 그림 4(b)는 인버터에서 출력되는 압벡터를 그

린 것이다. 일반 으로 BLDC 동기 구동용 인버터는 회

자 치에 따라 3상  한상은 상단 스 칭소자를 다른 한상

은 하단 스 칭소자를 도통시키고 나머지 한상은 두 스 칭

소자 모두 도통되지 않으므로,  2개 스 칭소자만 동시에 도

통시킨다. 이 때 PWM인버터에서 출력되는 6개의 압벡터

는 그림 4(b)와 같다. 여기서 각 압벡터별 스 칭패턴에서 

a상, b상, c상 순서로 ‘1’은 상단스 치소자가 ‘0’은 하단 스

칭소자가 도통되며, ‘x’는 어떤 스 칭소자도 도통되지 않

는다는 표시이다.

(a) PWM인버터  BLDC 등가회로

(b) 압벡터

그림 4 BLDC 동기 구동용 PWM인버터와 압벡터

Fig. 4 PWM inverter for BLDC motor and voltage vectors

여기서  차량에서 사용되는 부분 장장치의 원으로 

배터리를 사용하며, 승용차일 경우에는 배터리 출력 압이 

12 [V]이므로 그림 4(a)의 직류 입력 압 Vdc는 +12 [V]가 

된다. 

3.2  BLDC 동기 회 자 치 정렬 기법  기동

그림 4(b)에서 보는바와 같이 두 개의 스 칭소자를 도통

시켜 6개 압벡터  1개 압벡터 치에 회 자가 정렬

할 경우, 기동 시 인가하는 압벡터의 상각이 회 자 자

속과 60° 는 120° 이므로 최  기동토크를 발생시킬 수 

없다. 따라서 최  기동토크를 발생시키기 하여 먼  

PWM인버터에서 3개 스 칭소자 A+, B-, C-를 도통시키면 

그림 5(a)와 같이 3상 고정자 류가 흐른다.  이 때 그림 

5(b)와 같이 압벡터 Vi가 BLDC 동기에 인가되어, 압

벡터 Vi 치에 회 자 자속이 정렬된다. 회 자가 정렬 후 

가속을 시작할 때 압 벡터 V3를 인가하면 회 자 자속과 

기자력이 직각이 되어 최 토크가 발생되므로 BLDC 동

기를 더 쉽게 기동할 수 있다. 이 회 자가 기 치에 정

렬 시 연료에 잠겨있는 회 자  임펠러만 약간 회 하므

로 연료 펌  기능에  향을 주지 않는다. 

(a) 3개 스 칭 소자 도통 시 동기 류

(b) 회 자 치 정렬  

그림 5  회 자 치 정렬  기동 

Fig. 5 Arrangement of rotor position and start-up

그런데 회 자 기 치 정렬시 동기 역기 력이 거의 

없으므로 3상 고정자권선에 큰 류가 흐른다.  따라서 

기 시정수로 류의 증가시간을 계산하여 어느 류이상이 

되는 시간이 되면 바로 기동을 개시하는 방법이 있다.  이 

방법은 기 시정수가 변화될 때 기동개시 시 원하는 류

값이 되지 않을 수가 있으며, 이 시정수가 작을 경우에는 회

자가 정렬되기 에 기동을 시작할 수도 있다.  다른 

방법은 정렬 시 실제 류를 궤환시켜 원하는 류로 제어할 

수 있으나, 류센서가 더 필요하다는 문제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하여 펄스폭을 변조

하여 류를 제한하는 방법을 사용하 다. 그림 6은 회 자 

치 정렬단계에서 스 칭소자 A+는 항상 도통시키고 B-, 

C-의 펄스폭을 변조 시 3상 동기 고정자 류 형을 보인 

것이다.  이 그림에서 a상 류를 순방향으로 b상과 c상 

류는 a상 류 크기의 반 값으로 역방향으로 흐른다. 이 

펄스폭 즉 Ton시간으로 류 값을 조정할 수 있으며, BLDC 

동기의 응용분야에 따라 동기 구동장치의 정지 마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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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는 성모멘트가 다양하므로 이에 맞추어 회 자 치

정렬 시간까지 조정할 수 있다.

그림 6  회 자 치 정렬시 PWM신호와 3상 류 

Fig. 6 PWM signals and 3-phase currents at rotor position 

arrangement

BLDC 동기의 회 자가 정렬된 후 센서리스 모드로 

환 까지 개루우  V/f제어로 기 속도를 증가시킨다. 자

동차 연료펌 용 BLDC 동기의 속도제어 범 가 3000 

[rpm] 〜 9000 [rpm]이므로, 기 속도가 3000 [rpm]에 도달

하면 기동모드에서 센서리스 모드로 환시킨다. 이  V/f제

어는 동기의 기동 시에만 사용한다. 

4. 실험결과

4.1  실험장치 구성

그림 7(a)는 BLDC 동기 구동용 실험장치 구성도를 보

인다. 이 구동장치는 3상 인버터  BLDC 동기 등 력

회로와 센서리스제어를 한 3상 역기 력 검출회로, 6개의 

PWM신호발생회로  DSP로 구성된다. BLDC 동기의 기

동  센서리스제어를 수행하기 하여 TI사의 40 [Mhz]의 

클럭주 수를 가지는 16비트 DSP TMS320LF2406를 사용하

며, 샘 링시간은 50 [usec]로 하 다.

가속페달 각도와 자동차 연료탱크에 부착된 연료게이지, 

오일 압력  유량 등을 DSP에 내장된 8-채  10비트 A/D

컨버터로 읽는다. 기동  센서리스 제어에서 기  속도  

실제 속도, 기 압 등의 과도응답 특성을 오실로스코 로 

찰하기 하여 동기식 직렬통신 모듈과 4-채  12비트 

D/A 컨버터를 연결하여 사용한다. 그리고 RS232C를 통하여  

상 컴퓨터와 비동기 직렬통신으로 동기 속도, 토크  직

류링크 류 등을 PC에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다.  

일반 으로 3상 PWM 인버터의 6개 스 칭소자 모두 N-

채  MOSFET를 사용한다. 이 경우에는 상단 3개 

MOSFET의 소스단자가 서로 분리되어 있으므로, 각 

MOSFET의 구동회로에 독립된 직류 원을 사용하여야하므

로 구동회로가 상당히 복잡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그

림 7(b)와 같이 하단 3개 스 칭소자로 N-채  MOSFET를 

상단 3개 스 칭소자로 P-채  MOSFET를 사용한다. 상단

의 3개 P-채  MOSFET의 소스단자는 서로 공통으로 연결

되어 있으며, DSP에서 PWM 신호가 ‘1’상태로 출력되면 트

랜지스터가 도통되어 항의 압강하에 의하여 해당 

P-MOSFET가 도통된다. 따라서 6개 MOSFET의 구동회로

에 독립된 직류 원이 필요가 없으므로, 구동회로를 간단하

게 구 할 수 있다. 

(a) BLDC 동기 실험장치 구성도

(b) 3상 인버터 구조

그림 7 시스템 하드웨어 구성도

Fig. 7 System hardware configuration

그림 8  BLDC 동기 구동시스템 사진

Fig. 8  Photograph of BLDC motor drive system

그림 8은 BLDC 동기 구동시스템의 사진이다. 이 구동시

스템은 DSP, 역기 력 검출회로  3상 인버터 등을 포함

한 제어 보드와 4-채  D/A 컨버터 보드  연료펌 용 

BLDC 동기로 구성된다. 실제 연료탱크 신 페트병을 사

용하 으며,  BLDC 동기의 내부 회 자축에 임펠러가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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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되어 회 자가 회  시 임펠러에 의하여 연료가 BLDC 

동기 내부를 통과하여 튜 로 흐르며 이 펌핑된 연료는 

다시 페트병으로 환원되도록 제작함으로써, BLDC 동기의 

규격  구조를 포함하여 실제 자동차 연료 펌 시스템과 

동일하게 실험장치를 구축하 다. 

4.2  실험결과 

 제시한 BLDC 동기 구동장치의 센서리스 제어기법의 

성능을 검증하기 하여 실험결과를 보여 다. 먼  BLDC

동기의 정격  상수는 표 1과 같으며, 입력 직류 압을 

배터리 압으로 사용하므로 정격 압이 12 [V]이다.

표  1  BLDC 동기 정격  상수

Tab le 1  Rating and parameters of BLDC motor 

형 식 Y-결선, 4극

정격 압 12 [V]

정격 류 4.0 [A]

고정자 항 Rs 0.115 [Ω]

고정자 인덕턴스 Ls 0.109 [mH]

회 자 성모멘트 1.996☓10-6 [kg･m2]

  

(a) 속도 = 6000 [rpm]

   

(b) 속도 = 9000 [rpm]

그림 9  a상  c상 역기 력과 a상 비교기 출력신호

Fig. 9 Experimental results for a-phase and c-phase back- 

EMFs and output signal of a-phase comparator 

그림 1 0 3상 비교기 출력 신호  A+ 게이  신호 (속도 = 

6000 [rpm]) 

Fig. 1 0 Output signals of three-phase comparator and A+ 

gating signal at motor speed = 6000 [rpm]

  

  (a) 변조비  = 7%일 경우

 

 

(b) 변조비 = 15%일 경우

그림 1 1  치정렬시 게이  신호와 류

Fig. 1 1  Gating signals and current at position arrangement

그림 9는 비교기에서 R1과 R2 값을 각각 10 [kΩ]과 30 

[kΩ]으로 하 을 경우 동기 속도를 6000 [rpm]과 9000 

[rpm]에서 a상  c상 역기 력 형과 a상 비교기 출력신

호의 실험결과를 각각 보인 것이다.  BLDC 동기의 간 

동작속도  최 속도에서 두 상 역기 력 값을 비교한 a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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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기 출력신호는 비교기의 두 항 R1과 R2에 의한 히스

테리시스 효과로 두 역기 력의 교차 보다 앞에서 발생되

도록 하 다.

그림 10은 BLDC 동기 속도가 6000 [rpm]에서 3상의 

비교기 출력신호와 A+ 스 칭소자의 게이트 신호의 실험결

과를 보인 것이다. 출력신호 Za가 ‘0’상태이면서 Zb신호가 

‘1’상태인 구간에서 A+의 게이  신호가 인가되며, 압크기

를 제어를 하여 상단 3개 스 칭소자만 펄스폭 변조를 하

므로 A+의 게이  신호가 PWM 형을 가진다. 

그림 11은 회 자 치 정렬 시 앞에서 언 한 바와 같이 

스 칭소자 A+는 항상 도통시키고 두 스 칭소자 B-와 C-

의 펄스폭의 변조비 변화에 한 고정자 류의 실험결과를 

보인 것이다. 그림 11(a)와 같이 변조비가 7%일 경우에는 

고정자 류가 약 1 [A]로 제어되며, 그림 11(b)와 같이 변조

비를 15%로 증가하면 정상상태에서 류값이 약 4 [A]로 

증가됨을 알 수 있다. 

그림 12는 회 자 치 정렬 후 기동 시 3상 역기 력과 

a상 고정자 류 형을 보인 것이다. 회 자 치 정렬구

간에서는 b상  c상 스 칭소자 펄스폭을 변조하므로 b상 

 c상 역기 력 형 역시 펄스형태로 되며 a상 류는 약 

4 [A]로 제어된다.  가속되는 구간에는 3상 역기 력  

류의 주 수가 서서히 증가된다.

그림 1 2  기동 시 3상 역기 력  고정자 류

Fig. 1 2 Three-phase back-EMFs and stator current at 

start-up

      

그림 13은 기 회 자 치를 정렬 후 기 속도를 6000 

[rpm]으로 증가시킬 때, 실제 동기 속도와 기 압 값 

 a상 류 형을 보인 것이다. 기동 후 기 속도가 3000 

[rpm]까지는 기동모드로 개루우 로 주 수와 기 압 크

기를 조정하여 동기 속도를 증가시킨다. 여기서 동기속

도 ωr는 a상 비교기 출력신호의 한 주기시간을 고주  펄스

와 카운터로 측정하여 계산하 다. 기 속도가 3000 [rpm]

에 도달하여 기동모드에서 센서리스 모드로 환하며, 이 모

드 환 시 오버슈트 등이 없이 부드럽게 환되었다.  회

자 치 정렬 후 정지 상태에서 동작속도 6000 [rpm]까지 

기동시간이 약 1.5 [sec]로 자동차 연료펌 용으로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 

그림 1 3 BLDC 동기의 과도응답 특성

Fig. 1 3 Transient responses of BLDC motor

3. 결  론

본 논문은 차량용의 연료펌 용 센서리스 BLDC 동기 

구동장치에서 비교기를 사용한 센서리스 기법  최  기동

토크를 발생시키기 한 기동기법을 제시하 다.  BLDC

동기의 일반 으로 동작하는 속도인 6000 [rpm]뿐만 아니라 

최  속도인 9000 [rpm]에서도 본 논문에서 제시한 3상 비

교기로 환신호를 발생시키는 센서리스기법이 잘 동작됨을 

확인하 다. 그리고 기동 시 최  토크를 발생시키기 하

여 고정자 기 력이 회 자 자속 치와 90°가 되도록 BLDC 

고정자 3상 권선 모두 류를 인가하여 회 자 자속이 원하

는 치에 정렬시키는 방법을 사용하 으며, 회 자 치 정

렬 시 두 스 칭소자의 펄스 듀티비로 고정자 류를 쉽게 

제어할 수 있었다.  결론 으로 본 논문에서 제시한 기법을 

실제 자동차 연료펌 와 거의 동일한 환경에서 실험한 결과

를 통하여 자동차 연료펌 용으로 충분히 사용할 수 있음을 

입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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