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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High efficiency operation is required for motors of vehicle to increase fuel efficiency due to the regulation 
of exhaust gas. This paper presents a control method of fuel pressure to increase fuel efficiency and a sensorless control 
method of BLDC motor to get higher efficiency than conventional brushed DC motor. Initial rotor position of BLDC 
motor is detected from current value that is occurred by test voltage pulse and rotor is accelerated by defined sequence 
to enter sensorless operation mode. The algorithm to control flow rate of fuel pump uses PI controller that is control 
motor speed to maintain the target fuel pressure commanded by ECU.

Key words : Fuel pump(연료 펌 ), BLDC motor( 러시리스 모터), Sensorless control(센서리스 제어), Fuel 
pressure control(연료 압력 제어), Fuel efficiency(연비), Rotor position detection(회 자 치 검출)

1. 서 론1)

지구 온난화가 가속되고 자동차의 연비와 배출 

가스에 한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연료의 효율을 

높이기 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재 차량
에서의 연료 펌  시스템은 엔진 최  출력에 필요

한 유량을 연료 펌 가 송출한 후 남는 유량은 다시 

연료 탱크로 회수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이 때
문에 연료 펌 에서 엔진이 필요로 하는 유량만을 

보내주도록 제어한다면 연료 펌  모터의 부하를 

경감시켜 자동차의 연비를 개선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에 지 효율을 개선하기 하여 최근 

검토되고 있는 방식으로는 연료 배  내부의 압력

을 제어하는 방식이다.1) 엔진이 많은 연료를 소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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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 배  내부의 압력이 낮아지므로 목표 압

력을 유지하기 하여 BLDC 모터의 회  속도를 

증가시키고, 엔진이 은 유량을 소비할 경우에는 
배  내부의 압력이 올라가므로 BLDC 모터의 회  

속도를 감소시키도록 제어함으로써 엔진이 필요로 

하는 유량을 실시간으로 공 한다.
한 자동차에 사용하는 모터에 하여도 효율을 

향상시키기 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연료 펌
의 경우에도 모터의 효율을 향상시키기 하여 

기존의 러시형 DC 모터에서 BLDC 모터로 변경
이 진행되고 있다.2)

BLDC 모터에서는 회 자의 치 정보가 필요하

므로 홀(Hall)센서를 이용하여 치 정보를 검출한
다. 회 자 치 검출 센서는 모터의 가격  크기를 

증가시키고 주변 온도나 습도 등 사용 환경에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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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받으며, 특히 연료 펌 와 같이 액 에서 작동되

는 모터에는 용하기 어렵다. 따라서 연료 펌 용 

BLDC 모터는 센서리스 방식으로 제어하는 것이 필
요하며, 이를 해서는 안정 인 기동 방법과 센서

리스 구동에 한 연구가 필요하다.
재 리 사용되는 기 기동 방법은 어느 여자

상에 압을 인가하여 회 자를 정해진 치로 강

제 정렬시키고 이 치로부터 인버터를 구동하여 

모터를 기동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이 방법에서는 
모터 부하 는 인가 압의 크기 등에 따라 회 자

를 강제 정렬하는데 필요한 시간이 달라진다. 자동
차 연료 펌 용 BLDC 모터의 경우에는 차량의 
압 변동과 연료의 온도에 따른 도 변화로 기동할 

때마다 부하의 크기가 달라지므로 기동에 실패할 

험성이 높아진다. 이 문제를 개선하기 하여 본 
논문에서는 테스트 압 펄스를 이용한 기 회

자 치 검출 방식을 사용하고자 한다.
재 BLDC 모터의 센서리스 제어에서 회 자의 

치 정보를 얻기 하여 일반 으로 선호되는 방

법은 역기 력 검출 방법이다. 기자의 역기 력

은 모터의 회  속도에 비례하므로 BLDC 모터가 
상당히 높은 속도에 도달해야만 치 검출에 필요

한 정도의 역기 력 형을 얻을 수 있다. 이를 하
여 기 치 검출 후 강제 으로 모터를 가속시키

는데, 만약 기 기동에 실패하게 되면 차량 엔진의 
시동성 문제가 발생하므로 연료 펌 용 BLDC 모터
의 센서리스 제어에서는 안정 인 기동 특성이 매

우 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연료 펌 용 BLDC 모터의 센서리

스 모드 제어를 수행하고 이를 자동차 연료 펌 에 

안정 으로 용할 수 있음을 보 다.

2. 센서리스 기동  연료 압력 제어

2.1 회 자의 기 치 검출

3상 BLDC 모터의 각 상에 한 압 방정식은 식
(1)과 같다. 모터가 정지 상태에서는 역기 력을 발

생하지 않으므로 식 (1)에서 류를 구하면 식 (2)와 
같이 표 된다.

    




Fig. 1 Current response according to the change of inductance

Table 1 Definition of currents for six commutation voltages
정류 방법 류

AB 



BA 



CA 



AC 



BC 



CB 



    


  (1)

    




 






  (2)

그런데, 고정자 권선의 인덕턴스는 회 자 치

에 따라 달라지므로3) 고정자 권선에 일정한 압 펄
스를 인가하더라도 회 자의 치에 따라 류 응

답이 달라지게 된다. Fig. 1은 인덕턴스의 변화에 따
른 류 증가 곡선을 나타낸 것이며, 회 자 치 

별을 한 3 의 류를 Table 1과 같이 정의하고 여
기에 6개의 여자상에 해당하는 압 펄스를 인가한 
후 일정 시간 후에 류 응답을 측정하여 Tabel 2와 
같이 회 자의 기 치를 별할 수 있다.4)

2.2 기 강제 구동

BLDC 모터의 기 회 자 치를 검출한 후에는 

센서리스 모드로 진입하기 한 역기 력을 검출하

기 하여 개루  방식으로 모터를 가속한다. 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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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Polarity of ∆∆ on the rotor position

회 자 치
△i1-△i2 △i2-△i3 △i3-△i1

△△i1 △△i2 △△i3

30° ~ 90° + + -
90° ~ 150° + - -

150° ~ 210° + - +
210° ~ 270° - - +
270° ~ 330° - + +
330° ~ 390° - + -

일반 으로 선호하는 방식은 역기 력을 확실히 검

출할 수 있는 속도까지 가속하여 동기가 이 속도

를 넘으면 센서리스 모드로 환하는 것이다.5)

그러나 이러한 방법에서는 모터를 무조건 충분한 

속도까지 가속해야 하므로 기 구동에서부터 센서

리스 모드로 환되기 까지의 시간이 길어지게 되

며, 한 모터의 상황에 따라 실제로 역기 력이 정

확히 검출될 것인지 확인하기 어렵다.
본 논문에서는 와 같은 문제 을 개선하기 

하여 강제 구동시 실시간으로 역기 력 형을 검

출하여 역기 력에 의한 ZCP(Zero Crossing Point) 
인터럽트가 동기의 1/2회 에 해당하는 3회 이상 
연속으로 발생하게 되면 역기 력이 충분히 검출되

고 있다고 단하여 센서리스 모드로 환하는 방

식을 용하 다.

Fig. 2 Flow chart of BLDC motor starting

2.3 연료 펌 용 BLDC 모터의 PI 압력 제어

연료 펌 용 모터의 소비 류는 연료 압력과 엔

진의 최  연료소비량으로 결정된다. 그러나 엔진
에 공 된 최  유량의 부분은 실제로 엔진에서

Fig. 3 Control block diagram of BLDC motor for fuel system

소비되지 않고 남게 되어 연료 탱크로 다시 회수된

다. 를 들어 속으로 운행하는 일반 인 시내 주

행의 경우에는 아주 일부의 연료만 엔진에서 소비

되고 부분의 연료는 연료 탱크 내부로 회수되므

로 연료 펌 의 에 지 손실이 크다.
이상 인 연료 공  시스템은 엔진  차량의 운

 조건에 따라 연료 압력  유량을 가변하여 연료 

펌 의 출력을 제어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실제로 
유량을 계측하여 제어하는 것은 매우 어려우므로 

여기서는 연료의 압력을 제어하여 결과 으로 유량

이 제어되도록 하 다.
Fig. 3은 BLDC 모터를 사용한 연료 공  시스템

의 개략도를 나타낸 것이다. 엔진 ECU로부터 목표 
연료 압력을 지령받고 배 의 실제 압력을 측정하

여 PI 제어기로 목표 압력을 추종하도록 제어한다. 
제어기와 엔진 ECU와의 통신은 CAN 통신 방식을 
사용하 다.

3. 실험  검토

3.1 실험 장치

연료 펌 용 BLDC 모터의 센서리스 제어를 한 
하드웨어는 Fig. 4와 같은데, 이는 크게 BLDC 모터
의 구동회로, CAN 통신회로, 압력센서 구동회로의 
3부분으로 구성된다. 컨트롤러의 MCU로는 8비트 
ATmega32M1을 사용하 으며 CAN 통신 드라이버 
소자는 MCP2521을 사용하 다.
실험 장치는 실제 차량과 동일한 조건에서 평가

하기 하여 Fig. 5  Fig. 6과 같이 구성하 다. 실
제 차량의 ECU에 해당하는 모니터 보드를 사용하
여 목표 연료 압력을 컨트롤러에 지령하며, 컨트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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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Voltage waveform of sensorless drive

Fig. 4 Hardware block diagram of BLDC motor controller for fuel pump

Fig. 5 Layout of test equipment Fig. 6 Test equi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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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Phase current of six pulses to detect rotor position

Fig. 9 Phase current of rotor position detection to remove noise effect

러는 BLDC 모터의 센서리스 제어를 수행하면서 배
의 실제 압력과 모터의 상태 정보를 모니터 보드

로 송한다. 엔진이 사용하는 유량에 따른 모터의 
부하를 유량 조 기로 가변하면서 목표 연료 압력

을 잘 추종하는지 실험하 다.

3.2 실험 결과

실험은 회 자의 기 치 검출 성능, 강제 구동
에서 센서리스 모드로 환되는 시간, 센서리스 제
어가 수행되는 속도 범 , 목표 연료 압력에 한 응

답 특성, 부하 변동에 따른 응답 특성 등으로 나 어 

실시하 다.
Fig. 7은 회 자의 기 치 검출과 강제 구동, 센

서리스 모드로 진입하는 과정의 체 형을 나타

낸다. 회 자의 기 치 검출이 문제없이 수행되

며, 약 120ms의 강제 구동 과정을 거쳐서 안정 으

로 센서리스 모드로 환되는 것을 보여 다.
Fig. 8은 회 자 기 치 검출을 한 6개의 테

스트 펄스에 한 류 응답 형이다. Fig. 9에는 회
자 기 치 검출 과정에서 류의 노이즈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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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In case of duty ratio 16%

(b) In case of duty ratio 100%

Fig. 10 Back EMF waveform according to duty ratio

거하기 하여 각 압 펄스를 4번씩 반복 으로 인

가하여 측정한 류 형을 나타냈으며, 소 트웨

어로 이 류를 평균 처리하 다.
Fig. 10은 듀티비(duty ratio)에 따른 역기 력 

형을 나타낸 것이며, 안정 인 센서리스 구동을 할 

수 있는 듀티비의 역은 16%~100%로서 최  

969RPM까지 역기 력 형이 검출되어 센서리스 

구동에 문제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연료 펌 의 경우 

터빈 방식의 펌 를 사용하며 연료를 송출하기 

한 최 의 회 수가 2000RPM이므로 이와 같이 역
기 력 검출을 통한 센서리스 운  방식은 자동차

의 연료 펌 에 문제없이 용할 수 있다.
Fig. 11은 목표 압력에 한 응답 특성을 나타낸 

것으로서 연료 펌 가 목표 압력을 잘 추종하며 제

어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자동차 연료 펌 의 제어 

범 가 250~500kPa임을 고려하여 여기서는 목표 연
료 압력을 300kPa에서부터 100kPa씩 증가 는 감
소시켰다. 응답 특성은 모터 부하인 유량에 따라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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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Response characteristics for target pressure

라지므로 송출 유량은 엔진 최  출력시 필요 유량

인 190L/h가 흐르는 조건에서 실험하 다.
Fig. 12는 일정 목표 연료 압력에서 모터의 부하

인 유량을 변동시킨 경우의 과도 응답 특성을 측정

한 실험 결과이다. 목표 연료 압력을 500kPa로 일정
하게 유지하고 유량을 100L/h에서 190L/h로 증가시
켰을 때의 연료 압력 응답 특성과 이를 다시 190L/h
에서 100L/h로 감소시켰을 때의 연료 압력 응답 특
성을 측정하 다. 부하 변동에 하여 연료 압력이 
잠시 흔들리지만 약 300ms후에는 목표 압력으로 안
정되게 복귀되는 것을 볼 수 있다.

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자동차 연료펌 용으로 사용하는 

BLDC 모터의 센서리스 운  성능을 개선하기 한 

기술을 개발하 다. BLDC 모터 센서리스 운 의 

기동 특성을 개선하기 하여 6개의 테스트 압 펄
스를 인가하여 정해진 시간 후에 측정한 류로 회

자의 기 치를 검출하 고, 이로부터 지정된 
시 스로 3상 인버터를 구동하여 BLDC 모터를 가
속하면서 역기 력 형을 검출하여 센서리스 모드

로 진입이 가능한지 여부를 단하 다. 이 게 하

여 센서리스 모드로 진입하면 목표 연료 압력에 따

라 연료 펌 를 제어하기 하여 BLDC 모터의 속
도를 제어하 다.

자동차 연료 펌 의 유량을 제어하는 방식은 

ECU로부터 지령받은 목표 압력을 추종하도록 PI 
제어기로 구 하 으며, 실험 결과 연료 펌 의 압

력  유량 변동에 하여 응답 특성이 우수함을 확

인하 다. 이를 실제 자동차 연료 펌 와 동일한 조

건을 갖는 모의 실험장치에 용하여 연료 펌 가 

요구하는 250~550kPa의 압력 범 에서 안정 으로 

제어가 수행되는 것을 확인하 다.
제어기는 가형의 8비트 마이크로컨트롤러를 

사용하여 구 하고 제어 로그램은 C언어를 사용
하여 작성하 으며, 나머지 제어회로에도 범용한 
부품들을 사용하여 최소의 비용으로 컴팩트하게 구

성함으로써 본 연구 결과가 실제 자동차 연료 펌

에 충분히 용될 수 있다는 것을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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