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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ment of High-Efficiency Drive System of DC Motors for 
Tracking Small-Size Electric Veh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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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is paper develops the high-efficiency drive system of the small-size electric vehicles (EVs) driven by the 

brushed dc motors. A power circuit for driving the dc motor is designed with the H-bridge circuit and buck converter 

by considering both the efficiency and cost. In order to change smoothly the rotating direction of dc motor driven by the 

proposed power circuit, an operating sequence for both the field current and the armature voltage according to an 

accelerator pedal angle is suggested. Through the simulation studies and experimental results with the low-cost 8-bit 

AVR, the performances of the proposed methods are verif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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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기 환경오염이나 가솔린 등 석유에 지의 고갈문제로 

최근에 무공해 자동차로 기자동차가 많이 주목을 받고 있

다. 그런데 이 기자동차는 배터리에 장된 에 지로 구

동하므로 운행시간이 제한되어 있다는 것이 기자동차의 

실용화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으므로, 기자동차 구동

장치에서 이 에 지를 어떻게 효율 으로 사용하는 것이 

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1-3].  

지자동차의 견인용 동기는 효율, 가격, 신뢰성, 력

변환장치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재 국내에서는 

개발되고 있는 승용차용 기자동차는 효율이 높으며, 부피

가 작은 IPM (Interia Permanent Magnet) 동기를 많이 

사용되어 왔으나[4,5], 몇 년 부터 희토류 가격의 등과 

함께 국의 희토류 수출제한 등으로 수 불안의 문제까지 

발생되고 있다. 따라서 IPM 동기에 비하여 효율이 다소 떨

어지고 부피가 크지만 구자석이 필요가 없으며 가에 강

인성을 가진 유도 동기가 기자동차 구동용 동기로 주

목받기 시작하 다[6,7]. 그런데 IPM 동기  유도 동기 

등 교류 동기는 3상 인버터로 구동하여야 하므로 3상인버

터 등 력회로  제어시스템이 복잡하므로, 이 기술을 농

지역이나 산업 장 등에서 단순한 소형 화물운반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소형 기자동차에 용하기에는 합하지 

않다. 따라서 이 소형 기자동차 구동용으로 러쉬와 정

류자의 정기 인 교환이 필요하다는 단 에도 불구하고 

력회로  제어회로가 상 으로 간단한 직류 동기가 많

이 사용되고 있다[8-10].   

기자동차는 속도제어와 함께 진  후진을 하기 하

여 견인용 동기 역시 속도제어  정/역회 까지 하여야 

하며, 이 제어를 한 가장 일반 인 방식이 H- 리지 컨버

터로 직류 동기 기자 압을 제어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소형 기자동차의 배터리 출력 압이 낮으므로 요구하

는 출력 력을 발생시키기 하여 기자 류가 상당히 높

다.  따라서 H- 리지 컨버터의 스 칭소자 도통손실이 증

가되어 효율이 떨어지고, 고가의 고 류 압 스 칭소자

를 사용함으로써 력변환장치의 비용이 증가된다는 문제

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먼  기자 압제어용 H- 리지 

력회로에 한 손실을 계산한다. 다음은 직류 동기 구동

장치의 손실을 감소시키면서 비용도 이기 하여 계자

류제어로 동기 정/역회 을 할 수 있는 력회로를 사용

하고, 이 력회로로 부드럽게 동기를 정/역회 하는 기법

을 제안한다. 가인 8비트 AVR로 기자동차견인용 직류

동기 구동장치를 구성하고 시뮬 이션  실험을 통하여 

제시한 기법의 타당성을 확인한다.

2. 기자동차용 직류 동기 구동회로

기자동차 견인용 동기인 직류 동기 속도제어와 함께 

정회   역회  등 회 방향을 바꾸기 한 가장 일반

인 방식이 H- 리지 컨버터로 직류 동기 기자 압을 제

어하는 것이다. 이 기존의 H- 리지 회로로 기자 압제

어하는 방법에 함께 스 칭소자인 MOSFET의 손실을 계산

하고, 다음은 본 논문에서 사용한 력회로의 동작  손실

을 기술한다.  한편, 기자동차에서 직류 동기의 직류 원

으로 출력 압이 48V인 배터리를 사용하며 직류 동기 정

격은 표 1과 같다. 배터리 압이 상당히 낮으므로 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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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력 력 3.8kW를 발생시키기 한 정격 기자 류가 

100A로 상당히 높음을 알 수 있다. 

표 1 직류 동기 정격

Table 1 Rating of dc motor

기자 압, Va  48 [V]

기자 류. Ia 100 [A]

계자 압, Vf  48 [V]

계자 류, If  10 [A]

출력 력 3.8 [kW]

2.1 기자 압제어를 한 H- 리지 회로

2.1.1 H- 리지 회로 동작 

그림 1은 H- 리지 회로로 직류 동기 기자 압제어

를 한 력회로 구성을 보인 것이다. 이 회로는 4개의 

MOSFET로 구성되며, 기자 압의 크기제어와 함께 극성

까지 쉽게 변화시킬 수 있으므로 직류 동기 속도제어와 함

께 정역회  등 회 방향 역시 쉽게 변경시킬 수 있다. 한

편 계자 류는 단방향으로만 흐르며, 약계자 제어 시 정격 

계자 류이하로만 제어할 수 있으므로 1개의 MOSFET와 

다이오드로 구성된 벅 컨버터 (Buck converter)를 사용한다.

  

그림 1 기존의 기자 압제어를 한 H- 리지회로

Fig. 1 Traditional H-bridge circuit for armature voltage 

control

그림 2는 4개 스 칭소자의 게이 신호이며, 각 소자의 

스 칭를 최소화하여 스 칭손실을 감소시키기 한 스 칭

패턴을 보인 것이다. 그림 2(a)는 기자 압이 양일 경우 

즉 동기가 정방향 회  시 스 칭패턴이며, 스 칭소자 

T1만 펄스폭을 변조시키고, 스 칭소자 T2는 항상 도통시

키며, T3와 T4는 항상 턴오 시킨다. 그림 2(b)는 기자 

압이 음일 경우 즉 동기가 역방향 회  시 스 칭패턴

이며, 스 칭소자 T3만 펄스폭을 변조시키고, 스 칭소자 

T4는 항상 도통시키며, T1과 T2는 항상 턴 오 시킨다.  

자동차 가속 페달 각도를 크게 하면 펄스폭을 크게 하여 

기자 압이 증가되고 동기 속도가 상승하며, 자동차 가

속 페달의 각도를 이면 기자 압이 감소되어 속도가 

하강하면서 기자 압이 0V가 되면 동기가 정지상태가 

된다.  따라서 동기가 정지상태 즉 기자 압이 0V인 

상태에서 기자 압의 극성을 양에서 음으로 는 그 반

로 변경하여 동기의 회 방향을 부드럽게 바꿀 수 있다

는 장 이 있으므로, 이 방식이 많이 사용되어 왔다. 

   

 (a) 기자 압 양일 경우      (b) 기자 압 음일 경우

그림 2 게이  신호

Fig. 2 Gating signals

2.1.2 H- 리지 회로의 손실

그림 1의 H- 리지회로 스 칭소자의 도통손실  스

칭손실을 계산한다. 먼  H- 리지회로의 도통손실을 두 구

간 나 어 계산하며, 여기서 듀티비 D는 한주기 Ts  에서 

도통되는 시간 ton의 비 즉 D = ton/Ts로 정의한다.  먼  게

이  신호 T1 는 T3가 인가되는 구간 ( 0 ≤ t < DTs)에

서는 2개의 MOSFET (T1, T2 는 T3, T4) 가 동시에 도

통되므로 도통손실은 다음과 같다.

   
      (1)

여기서, rds(on)은 MOSFET가 도통 시 드 인과 소스사이의 

항이다.     

  다음은 T1 는 T3의 게이  신호가 인가되지 않는 구간 

(DTs  ≤ t  < Ts)에서는 1개의 MOSFET와 1개의 다이오드 

(T2와 D4 는 T4와 D2) 가 동시에 도통되므로 두 소자의 

도통손실을 더하면 다음과 같다.

  
         (2)

여기서, VF는 다이오드의 순방향 압강하이다. 

이 두 구간에서 계산된 도통손실을 사용하여 한 주기 동

안의 도통손실은 다음 식과 같이 유도된다.

   
   ∙

     ∙

       
 

   ∙  ∙  (3)

그림 3은 다이오드의 순방향 압강하 VF를 문턱 압인 

0.7V로 하고, MOSFET 도통 시 드 인-소스 항 rds(on)  = 

16.5 mΩ일 경우 기자 류  듀티비의 변화에 한 도

통 손실을 보인 것이다. 기자 류가 작을 경우에는 듀티

비가 증가할수록 도통손실이 조  감소되나, 류가 증가하

면 듀티비가 증가할수록 MOSFET의 도통손실이 더 커지므

로 체 도통손실이 증가폭이 더 커진다.  도통손실이 상당

히 크므로 구동회로의 효율이 감소하고 스 칭소자의 열을 

낮추기 한 냉각문제도 두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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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H- 리지회로의 도통 손실

Fig. 3 Conduction loss of H-bridge circuit

한편,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자 압의 극성에 

계없이 항상 1개의 MOSFET만 스 칭하므로 력회로의 

스 칭 손실은 다음 식과 같다[11].

  

      

  (4)

여기서, ton  : 턴온시간, toff  : 턴오 시간, fs  : 스 칭주

수, CDSS : 드 인-소스 커패시터이다. 이 스 칭손실은 도

통 손실에 비하여 상당히 작으므로 이 손실은 무시할 수 있다.

결론 으로 H- 리지 회로에 의한 직류 동기 기자 

압제어 방식은 동기 속도  동기회  방향을 쉽게 제

어할 수 있다는 장 이 있으나, 도통손실이 무 크며 한 

4개의 큰 류용량의 스 칭소자가 필요하여 제작비용도 증

가되므로 압 고 류인 소형 기자동차에서는 이 력회

로 구조가 합하지 않다.   

2.2 기자동차 견인용 직류 동기 구동용 력회로

2.2.1 직류 동기 구동용 력회로 동작

스 칭소자의 손실을 감소시키면서 력회로의 제작비용

을 감할 수 있는 소형 기자동차견인용 직류 동기 구동

용 력회로는 그림 4와 같다. 벅 컨버터로 기자 압을 

조정하고 H- 리지 회로로 계자 류의 크기  방향을 제

어한다.  여기서 벅 컨버터는 기자 압을 제어하지만 

기자 압  류가 양의 값만을 가지므로 동기 회 자 

회 방향을 바꿀 수가 없다.  따라서 계자권선에 연결된 H-

리지회로로 계자 류가 흐르는 방향을 조정하여 동기 

회 방향을 바꾼다.

자동차 가속 페달 각도를 크게 하면 벅 컨버터의 듀티비 

D의 증가로 기자 압이 증가되어 동기 속도가 상승하

게 되며, 자동차 가속 페달의 각도를 이면 기자 압이 

감소되어 속도가 하강하는 것은 그림 1의 H- 리지회로의 

동작과 동일하다.  그런데 동기 회 방향을 바꾸기 하

여 H- 리지 회로의 게이  신호 패턴을 바꾸어 계자 류 

방향을 바꾸어야 한다.  여기서 동기 속도에 비례하는 

기자 압과 달리 계자 류는 동기 속도에 반비례하므로, 

계자 류의 양에서 음으로 는 그 반 로 극성을 변경시키

기 하여 먼  계자 류를 0A으로 감소시키는 과정에서 

동기속도가 격히 증가된다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  따

라서 이 회로에서 동기 회 방향을 부드럽게 바꾸기 한 

가속 페달 각도에 한 기자 압, 속도  계자 류 제어

패턴에 하여는 제 3장에 자세히 기술한다.

그림 4 기자동차용 직류 동기 력회로

Fig. 4 Power circuit of dc motor drive for electric vehicles

2.2.2 벅 컨버터회로 손실

기자에 연결된 벅컨버터는 1개의 MOSFET와 다이오드

를 가지고 있으며, 계자권선에는 4개의 MOSFET로 구성된 

H- 리지 회로가 연결되어 있다. 그런데 표 1과 같이 계자

류는 기자 류에 비하여 1/10정도 밖에 되지 않으므로 

기자에 연결된 벅 컨버터의 도통손실 식만 유도한다. 먼

 MOSFET 게이  신호가 인가되는 구간 ( 0 ≤ t  < 

DTs)에서는 1개 MOSFET가 도통되고, 게이  신호가 인가

되지 않는 구간에서는 1개 다이오드가 동시에 도통되므로 

한 주기 동안의 도통손실은 다음 식과 같이 유도된다.

  
   ∙  ∙   (5)

기자에 H- 리지 회로를 사용하 을 경우 도통손실인 

식(3)과 비교하면 
   만큼 도통손실을 일 수 있다.

여기서 이 벅 컨버터 도통손실을 더 감소시키기 하여 

몇 개 MOSFET를 병렬 연결한다. 여기서 n개의 MOSFET

를 병렬연결하 을 경우 연결된 모든 MOSFET 등가 항

이 rds(on)/n이 되며, 그림 5는 병렬연결한 MOSFET 갯수  

기자 류 변화에 한 n개 MOSFET의 도통손실을 보인 

것이다.

  
 

 
∙  ∙ (6)

본 논문에서는 MOSFET의 도통손실과 비용을 고려하여 

n = 5로 결정하 다

그림 6은 50A 기자 류에 5개 MOSFET가 병렬연결 

시 MOSFET의 압  류 형과 이 두 값을 곱하여 계

산된 도통손실 실험 형을 보인 것으로 도통상태에서 도통

손실이 약 7.5W이며, 그림 5에서 보인 계산된 도통손실은 

8.2W로 두 값을 비교하면 거의 비슷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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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병렬연결한 MOSFET수에 한 도통손실

Fig. 5 Conduction loss with a variation of number of 

MOSFETs in parallel connection

  

그림 6 MOSFET 도통손실 실험결과 (n = 5, Ia = 50A)

Fig. 6 Experimental result for conduction loss of MOSFETS 

at n = 5, Ia = 50A

한편 n개의 MOSFET가 동시에 턴 온 는 턴 오  되

고, 각 MOSFET에 흐르는 류는 Ia/n인 상태에서 벅 컨버

터의 스 칭 손실은 다음 식과 같다.  여기서 식(4)의 H-

리지 회로 스 칭손실과 비교하면 첫 번째 항은 동일하고, 

두 번째 항에서는 n개의 CDSS가 병렬연결되어 있으므로 n배 

만큼 증가하게 되므로, 체 스 칭손실은 약간 증가된다. 

 

  

 


    

   (7)

MOSEFT를 포함하여 부분 스 칭소자는 턴 오  시간

이 턴 온 시간보다 상당히 크므로, 턴 오  시 스 칭손실이 

훨씬 더 크다. 따라서 그림 7은 턴 오  시 VDS = 48 V, Ia 

= 50 A, toff  = 800 ns, ton = 120 ns, fs = 5 kHz에서 VDS, Ia

의 형과 함께 스 칭손실의 실험결과를 보인 것이다. 최

 스 칭 손실 력은 약 1.65kW로 상당히 커지만 턴 오

되는 구간이 800ns∼900ns밖에 되지 않으므로 실제 스 칭

손실 에 지는 0.001 J보다 작으므로 도통손실에 비하여 극

히 작은 값이다. 

 

그림 7 MOSFET의 턴오  시 스 칭 손실

Fig. 7 Switching loss at turn-off state of MOSFET

3. 직류 동기의 제어기법

계자권선에 연결된 H- 리지 회로는 동기 속도제어를 

한 계자 류 크기제어 뿐만 아니라 계자 류 방향을 바꾸

어 동기 회 방향까지 제어한다. 동기 회 방향을 바꾸

기 에 동기 속도  계자 류를 차 으로 0으로 감소

시켜야하는데, 계자 류 즉 자속이 동기속도에 반비례하므

로 기자 압을 일정하게 유지한 상태에서 계자 류를 

차 으로 0으로 감소시키면 동기속도가 격히 증가되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된다. 이 문제를 해결하여 동기 회  

방향을 부드럽게 바꾸기 하여 가속 페달각도에 하여 계

자 류와 동기속도의 동작패턴을 그림 8에서 보여 다. 

그림 8 페달 각에 한 계자 류와 동기속도의 동작패턴

Fig. 8 Operating pattern for the field current and motor 

speed according to the angle of acceleration pedal

가속페달 각이 최 값의 10%까지 도달 까지는 동기

가 정지상태에서 계자 류를 정격치의 10%로 유지시킨다.  

이 페달 각이 10%이상이 되면 계자 류를 차 증가시키면

서 페달 각이 30%에 도달 시 계자 류를 정격치에 도달시

켜서 동기가 정격자속을 발생시킬 수 있도록 한다.  한편 

동기속도는 페달 각이 50%에 도달 시까지는 정격속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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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까지 빨리 증가시킨 후, 페달 각이 50%에서 100% 까지 

도달 하는 구간에서는 속도를 천천히 증가시킨다.  가속페

달 각이 감소될 경우에도 같은 패턴으로 동작하며, 동기가 

정지된 상태에서 회 방향 환 신호가 입력되면 계자 류가 

음의 값이 되어 가속페달 각도가 다시 증가되면 동기는 

역방향으로 속도가 증가된다.        

다음은 계자 류와 동기속도의 함수로 기자 압방정

식을 유도하면 식 (8)과 같다.  

        

 
(8)

 

그림 8의 동작패턴으로부터 얻은 계자 류와 동기속도 

값으로 식(8)을 사용하여 기자 압을 계산 제어 할 수 있

으며, 그림 9는 주어진 동작패턴을 사용하여 직류 동기를 

제어하기 한 블록도이다. 그림 8의 동작패턴으로부터 얻

어진 계자 류와 동기속도 값으로 식(8)을 사용하여 기  

기자 압을 계산한다. 이 기 압으로 벅 컨버터의 펄

스 폭을 변조하여 기자 압을 제어하고, 동작패턴에서 출

력된 기  계자 류를 사용하여 H- 리지 회로의 4개 

PWM신호를 발생시킨다.  

    

그림 9 직류 동기 제어 블록도

Fig. 9 Block diagram for controlling DC motor

4. 시뮬 이션  실험결과

4.1 시뮬 이션 결과

직류 동기를 정방향에서 역방향으로 부하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회 방향 변경 시 두 가지 동작패턴에 한 성능

을 평가하기 하여 PSIM으로 시뮬 이션을 수행하 다.  

그림 10(a)는 가속페달 각도가 최 치의 30%에 도달 시 계

자 류를 정격치까지 증가시키고 동기속도는 정격속도의 

80%까지 증가시킨다. 다음 가속페달 각도가 50%될 때 동

기속도를 정격속도까지 증가시키는 동작패턴에서 계자 류, 

기자 압  류, 기  속도  동기 속도의 응답특성

에 한 시뮬 이션결과를 보인 것이다. 그림 10(b)는 가속

페달 각도가 60%에 도달 시 계자 류를 정격치까지 증가시

키면서 동기속도는 정격속도의 80%까지 증가시키고, 가속

페달 각도가 100%될 때 동기속도를 정격속도까지 증가시

켰을 경우 그림 10(a)와 같은 형의 과도응답특성을 보인 

것이다. 동기를 정회 에서 역회 으로 회 방향을 바꾸

기 앞서 가속 페달 각도를 0으로 서서히 감소시키면 계자

류는 10%로 유지하면서 기자 압  류와 속도는 0이 

된다. 회 방향 환신호가 입력되면 먼  계자 류가 양의 

10%값에서 음의 10%값으로 환시킨 후, 가속페달각도가 

증가되면 계자 류는 음의 값으로 정상치로 근하면서 

동기는 역방향으로 회 한다.

따라서 두 동작패턴에 한 시뮬 이션 결과를 보면 모두 

동기가 정회 에서 역회 으로 부드럽게 환되었으며 

동기 속도 역시 기 속도에 잘 추정함을 볼 수 있다. 그런

데 그림 10(b)의 동작패턴에 비하여 그림 10(a)의 동작패턴

에서는 계자 류가 더 빨리 정격치로 근하므로 동기 가

속 시 기자 류크기가 더 작음을 알 수 있다.

 

(a) 동작패턴 1을 용 시 
  

       (b) 동작패턴 2를 용 시

그림 10 동작패턴에 한 직류 동기 회 방향 환 시 시뮬

이션 결과

Fig. 10 Simulation results for the rotation direction change 

when operating sequences are applied

4.2 실험 결과

견인용 직류 동기 구동시스템은 그림 11과 같이 AVR제

어보드, 력회로, 가속페달, 신호발생회로 등으로 구성되며, 

제어용 로세서로 가의 8-비트 AVR ATmaga 48A를 사

용하 다. 가속페달의 각도는 AVR에 내장된 8-비트 A/D컨

버터를 통하여 입력하며, 키와 메인 스 치 상태, 정/역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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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 신호, 페달 인터럭 신호 등은 I/O포트를 통하여 읽어드린

다. 계자 류제어용 H- 리지 회로의 4개 PWM신호와 기

자 압제어용 벅 컨버터 제어용 1개 PWM를 출력시킨다. 

 

그림 11 제어보드 구조

Fig. 11 Control board configuration

 

(a) 동작패턴 1 용 시

(b) 동작패턴 2 용 시   

그림 12 직류 동기 회 방향 환 시 과도특성 실험 결과

Fig. 12 Experimental results for transient responses at the 

rotation direction change

그림 12는 그림 10의 시뮬 이션 결과와 동일한 두 동작

패턴을 사용하여 가속페달 각도에 한 기자 압  

류, 계자 류의 응답특성을 보인 것이다. 시뮬 이션 결과와 

같이 두 동작패턴 모두 가속 페달 각도를 0으로 서서히 감

소시키면 계자 류는 10%로 유지하면서 기자 압  

류와 속도는 0이 된 후, 10% 계자 류를 반 방향으로 흐르

게 하여 동기가 정방향에서 역방향으로 부드럽게 환되

었다. 동작패턴 1에서 동작패턴 2보다 계자 류를 정격치에 

더 빨리 근함에 따라 가속하는 과정에서 동작패턴 1을 

용 시 기자 류가 더 작음을 볼 수 있다. 

5. 결  론

본 논문은 소형 기자동차 견인용 직류 동기의 고효율 

가의 구동장치를 제시하 다. 동기 구동회로의 비용과 

함께 스 칭소자의 도통 손실을 감소시키기 하여 계자

류제어를 한 H- 리지 회로와 기자 압제어를 한 

벅 컨버터 회로를 사용하 다. 한 벅 컨버터회로에서 5개 

MOSFET를 병렬로 연결하여 도통손실을 50%이상 감소시

킬 수 있었다. 한 제시한 가속페달각도에 한 계자 류 

 고정자 압 동작 패턴으로 직류 동기가 정회 에서 역

회 으로 회 방향을 부드럽게 변환시킬 수 있었으며, 특히 

동기 가속 는 감속상태에서 계자 류를 더 빨리 정격치

로 근시키는 것이 기자 류의 크기를 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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