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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본 논문에서는 전기자동차의 주행에 있어 발생되는 소음이
아주 적다는 장점이 보행자들에게 있어서는 차량이 접근하고 있다는 인
지능력을 감소시키는 단점으로 발생된다. 따라서 인위적인 가상의 엔진
음을 발생시켜 보행자들로 하여금 차량이 접근하고 있다는 인지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전기자동차 가상 엔진음 발생기 설계에 대한 연구내용
및 방법을 제시한다. 이 시스템은 전기자동차의 전원이 ON됨과 동시에
동작하여 가상의 엔진음을 발생시키고 적정 거리의 보행자도 무리없이
소리를 인지하여 차량의 접근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여 보행자의 안전
을 보장하기 위한 시스템 개발이 최종 목적이다.

1. 서    론

현재 자동차 산업은 급격한 변화에 직면해 있다. 뭔가 거창해 보이지
만, 변화의 원인은 간단하다. 하나는 환경 오염과 자원 고갈에 따라 어
쩔 수 없이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 다른 하나는 자동차를 현재 상태로
가만히 내버려둘 수 없을 정도로 기술이 발달했다는 점이다. 가장 중요
한 이슈는 크게 3가지로 꼽을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내연기관 자동차의
연료 효율을 높이는 친환경 자동차, 두 번째는 전기차와 수소차 등 내연
기관을 탈피한 미래 자동차, 세 번째는 첨단 기술로 무장한 자율주행자
동차다. 본 논문에서는 상기 3가지 이슈 중 친환경 자동차 및 전기자동
차의 가상 엔진음 발생기에 대한 내용을 다룰 예정이다. 전 세계적으로
자동차 산업시장은 전기자동차의 대중화에 가속도가 붙으면서 전기자동
차 시장의 규모가 급격히 커지고 있으며 이에 따른 시장의 변화도 활발
히 일어나고 있다. 그 중 가장 이슈가 되는 것이 소음에 관한 내용이다.
전기자동차의 장점 중 하나가 소음이 적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보행
자가 차량 접근을 인지하지 못해서 사고가 날 위험이 아주 크다. 따라서
일부 나라에서는 인공적으로 엔진음을 발생하는 장치를 의무적으로 장
착시킬 것을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현대자동차가 가상 엔
진음 발생시스템인 VESS(Virtual Engine Sound System)를 개발해 발
표함에 따라 앞으로는 전기자동차 및 자동차에 대한 최소 소음 규정을
만드는 것에 대해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중이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의
가상 엔진음 발생기에 대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확대 될 것으로 생각되
며 시장성 또한 꾸준히 증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본 논문에서는 가상 엔
진음 발생기의 설계 방법에 대한 여러 가지 방법 중 MCU를 활용한
PWM제어를 통하여 파형을 생성하고 증폭기를 통한 신호증폭 이후 스
피커를 통한 소리 발생 방법에 대하여 연구하였으며, 시스템의 설계 및
구현을 통해 그린카 가상 엔진음 발생시스템의 성능을 확인하였다.

2. 본    론

  2.1 가상 엔진음 발생기 시스템 블록선도

<그림 1> 가상 엔진음 발생기 시스템 블록선도

그림 1은 본 논문에서 연구하는 가상 엔진음 발생기 시스템의 블록선
도이다. 입력장치로는 0 - 5[V]의 신호를 출력시킬 수 있는 전기자동차
의 스로틀 페달을 이용하였고, 파형생성기로는 ATmega128 Chip을 사용
하였다. ATmega128을 이용하여 구형파를 생성시키고 생성된 구형파를
DAC(Digital Analog Converter)로 전송하여 일정한 주기의 정현파로 변
환한다. 변환되어 출력된 정현파는 Amplifier로 입력되어 일정한 비율로
증폭되어진다. 증폭된 정현파는 스피커를 통하여 소리로 출력된다.

  2.2 ATmega128을 이용한 PWM파형 생성
ATmega128에는 2개의 8비트 타이머/카운터와 2개의 16비트 타이머/
카운터가 있다. 타이머/카운터0,2는 8비트이고 타이머/카운터1,3은 16비
트이다. 본 논문에서 연구한 가상 엔진음 발생기는 100Hz ~ 250Hz의 주
파수를 이용한 저음역대 사운드를 이용하여 엔진음을 생성하였다. 본 논
문에서는 ATmega128의 타이머/카운터1,3 16비트 타이머를 이용하여 코
드비전AVR 개발환경에서 프로그래밍을 통하여 필요한 주파수를 가지는
PWM 파형을 생성하였다.

<그림 2> ATmega128 모듈

  2.2.1 PWM파형 생성을 위한 개발환경
ATmega128의 프로그램 코딩을 위한 개발환경으로는 AVR studio와
코드비전을 주로 많이 사용하는데 본 논문에서 ATmega128의 프로그램
을 작성하기 위한 개발환경으로 코드비전을 사용하였다. 코드비전은 사
용자가 작성한 C언어로 작성한 원시 프로그램을 컴파일 과정을 거쳐 기
계어로 번역하여 서로 다른 목적 파일을 생성시킨다. 생성된 목적파일을
자체적으로 링크하고 ATmega128의 프로그램 메모리에 다운로드 시킬
다운로드 파일을 생성한다.

  2.2.2 PWM파형 생성을 위한 C언어 소스
그림 4 에서는 PWM파형 생성을 위해 코드비전 개발환경을 이용한
C언어 소스를 나타낸다. 16비트 타이머를 사용하고 FAST PWM방식을
사용하여 200Hz의 PWM파형을 생성하여 B포트의 5번핀으로 출력을 시
키는 방식이다. 고속 PWM 파형은 TCCRn 레지스터의 WGMn1
~WGMn0 비트가 (1,1)로 설정될 때 발생한다. TCNTn이 0부터 최댓값
인 FF까지 증가한 후 0부터 FF까지 총 256회의 TCNTn에 대한 프리스
케일된 클록 소스 펄스가 소요되며, 주기 계산은 아래 식과 같다. 아래
식에서는  는 TCNTn에 연결되는 프리스케일되기 전 클록 소스

의 주파수다. 그림 4의 소스를 사용하면 100ms마다 듀티비가 변하는
PWM파형이 발생된다. 그림 5를 참조하면 시간의 변화에 따라 PWM파
형은 주어진 함수의 비율에 따라 듀티비가 증감하게 된다. 그로 인해 발
생되는 전압의 변화로 아날로그 신호와 비슷한 Sin파형을 생성하게 된
다. 본 논문에서는 듀티비 변화에 소요되는 시간을 100ms으로 설정하였
지만 delay_ms를 조정하면 또 다른 사운드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이 방
법만으로는 실제에 가까운 소리를 낼 수가 없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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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다음 항목에서 소개하도록 하겠다.

고속주기  
 ×프리스케일

<수식 1> 고속 PWM 주기 

<그림 4> 코드비전을 이용한 C언어 소스

<그림 5> PWM파형을 이용한 Sin파 생성방식

  2.3 DAC를 이용한 PWM파의 정현파 변환

<그림 6> DAC 회로도

 

ATmega128로 발생된 PWM파형은 디지털 신호로써 사운드를 출력
하는데 있어서 적합하지 않은 데이터이다. 물론 디지털 신호로도 사운드
를 출력하는데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다만 사운드가 부드럽게 형성되지
못하고 기계적인 음향이 난다는 단점을 가진다. 따라서 이러한 디지털파
형을 자연에 가까운 아날로그 파형으로 바꾸어 주는 장치가 바로 DAC
이다. DAC는 디지털 파형으로 형성된 신호를 입력받아 이것을 아날로
그 파형인 Sin파형으로 변환하는 역할을 한다. DAC를 사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음의 노이즈 감소로 인한 전체적인 음이 선명해지며 깨
끗한 느낌을 받는다는 점이다. 디지털 파형으로 인한 기계적인 느낌이
사라지고 부드럽고 매끈한 음원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
의 연구에서는 보다 부드러운 음원을 생성할 수 있도록 DAC 장치를 사
용하여 디지털 신호를 아날로그 신호로 변환시켜 사용한다.

  2.4 LM358N Amplifier를 이용한 파형 증폭

<그림 7> LM358N을 이용한 Amplifier 회로도

본 논문에서의 가상 엔진음 발생기는 ATmega128에서 생성되는 음원
파형을 베이스로 사용한다. 따라서 이 파형은 충분한 성량의 소리를 발
생시킬 수 없다. 그래서 사용되는 장치가 바로 Amplifier이다. 일명 증폭
기라고 불리는 이 장치는 LM358N Chip을 이용하여 간단하게 구성할
수 있다. 그림7과 같이 간단하게 회로를 구성하여 DAC에서 출력된 아
날로그 신호를 입력받아 R1과 R2에 의해 정해지는 증폭도만큼 입력된
아날로그 신호의 PEAK를 증폭시켜 출력하게 된다. 출력된 신호는 스피
커로 입력되어 스피커의 진동판을 생성된 파형의 주기에 따라 진동시켜
소리를 얻을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ATmega128을 이용한 가상 엔진음
발생 시스템의 설계에 대하여 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해 실험을 진행 하
였다. 따라서 Amplifier로 사용된 LM358N Chip은 저용량 증폭기의 일
부이다. 본 Chip으로는 간단하게 신호를 증폭이 가능하나 큰 성량을 내
기위한 신호로는 증폭이 어렵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허나 본 논문에
서는 LM358N Chip을 이용하여 증폭 회로를 구성하고 스피커와 연결하
여 PWM파형으로 생성된 신호를 받아 사운드로 구현해 내는 과정을 진
행하였고 그 결과 사운드의 크기는 작았지만 만족스러운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다.

증폭도이득  


예     일때 증폭도이득  


   

<수식 2> 증폭도(이득) 

3. 결    론

본 논문에서는 가상 엔진음 발생기의 설계에 대하여 연구한 내용을
간단하게 서술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가상의 엔진음을 생성하는데 있어
저장된 녹음파일을 사용하는 것이 아닌 ATmega128의 타이머 기능을
사용한 PWM제어를 통해 구형파 파형을 얻고 이를 DAC와 Amplifier
장치를 이용하여 자연에 가까운 아날로그 신호를 얻고 증폭시켜 스피커
를 통한 사운드를 생성시키는 시스템을 구현할 수 있었다. 연구결과 만
족스러운 사운드는 얻지 못하였지만 가상 엔진음 사운드를 생성시킬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다. 본 논문에서는 간단하게 개발
환경에서 프로그래밍을 진행하고 정해진 주파수에 대한 PWM파형을 생
성하여 DAC를 통해 아날로그 신호로 변환하여 사운드로 출력시키는 내
용을 기술하였는데 차후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ATmega128에서 생성되
는 PWM파형의 주파수가 특정 입력신호에 따라 변화하여 주파수와 진
폭이 다르게 출력되도록 설계를 하여 더욱 다이나믹하며 실제 차량의
엔진음과 동일한 사운드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연구의 최종목
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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