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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BLDC 모터로 구동되는 오일 펌  제어 시스템을 설계하고 구 하는 문제를 다룬다. 제안

된 오일 펌 는 하이 리드 차량에 장착되어 엔진 클러치와 변속기에 충분한 양의 작동유를 공 하는 역할을 

한다. BLCD 모터로 구동되는 제어기를 단순화하여 원 압을 PWM 방식으로 직  제어하는 일반 인 방

법을 사용함으로써 응답성  정확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주목 으로 한다. 제안된 제어 기법은 오일 펌  장

치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높인다. BLCD 모터의 회 과 오일 펌  가동 실험을 실시하여 제안된 기법의 성능

을 검증한다.

ABSTRACT

In this paper, we address the problem of designing and implementing an oil pump control system driven by a brushless DC 

(BLDC) motor. The proposed oil pump plays the role of providing fuel to the engine clutch and transmission of hybrid vehicles. 

Main consideration is given to enhancing response feature and accuracy of the oil pump by simplifying the controller that is 

driven by a BLDC motor under PWM voltage control, which is a standard control method for BLDC motors. The proposed 

control scheme also helps to increase efficiency and reliability of the oil pump system. To validate the performance of the 

proposed system, we conduct experiments on BLDC motor speed control and oil pump oper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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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하이 리드 차량(hybrid electric vehicle)은 서로 

다른 두 종류 이상의 동력원을 효율 으로 조합하여 

구동력을 얻으며, 부분의 경우 연료를 사용하여 구

동력을 얻는 내연 엔진과 배터리 력으로 구동되는 

기모터로 동력원이 구성된다[1,2]. 하이 리드 차량

은 기존의 일반 차량에 비해 연비  유해 가스 배출

http://dx.doi.org/10.13067/JKIECS.2014.9.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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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을 획기 으로 일 수 있는 장 이 있다. 최근 연

비를 개선하고 보다 친환경 인 제품을 개발해야 한

다는 시  요청에 부응하여 하이 리드 차량에 

한 연구가 더욱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한편, 오일 펌 (oil pump)는 엔진과 기모터 사이

에 장착된 엔진 클러치와 변속기(transmission)에 필

요한 작동유를 공 하기 한 장치이다. 차량의 운행 

상태  운 자 조작 상태에 따라 오일 펌  내에 있

는 구동 모터의 속도를 가변 으로 제어함으로써 엔

진 클러치  변속기에 요구된 작동유를 공 한다. 즉 

차량과 운 자의 조작 상태에 따라 목표 회 수를 산

출하고, 목표 회 수에 따라 오일 펌  구동용 모터를 

제어하여 작동유를 조 한다. 특히 하이 리드 차량에

는 변속기 내부에 장착된 오일 펌  외에 부가 으로 

엔진 클러치와 연결된 외장형 오일 펌 가 변속기 외

부에 부착되어 엔진 클러치와 변속기에 충분한 양의 

작동유가 공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이 리드 차량이 아닌 경우 내장형 오일 펌 는 

차량의 운행 상태  운 자의 조작 상태에 따라 시

스템 효율  운  응답성을 고려하여 속  고속 

모드로 제어된다. 하지만 외장형 오일 펌 가 있는 하

이 리드 차량에서는 아직 표 인 제어 방법이 마

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3].

본 연구는 하이 리드 차량에 용되는 외장형 오

일 펌 의 다양한 제어 조건을 설정하고 구동 오차가 

최소화되는 하이 리드 차량용 외장형 오일 펌  제

어 장치를 개발하는 것을 목 으로 한다. 한 제어기

를 단순화하여 원 압을 PWM 방식으로 직  제

어함으로써 응답성  정확성을 향상시킨다. 이를 통

해 제안하는 오일 펌  제어장치의 신뢰성을 높인다.

Ⅱ. 오일 펌  제어 시스템 설계

오일 펌 는 작동유 유압 형성을 한 구동 모터와 

제어 장치로 구성한다. 구동 모터는 홀 센서가 부착되

어 있는 3상 BLDC 모터(brushless DC motor)[4,5]이

고, 모터 구동은 N 채  MOSFET으로 구성된 3상 풀 

리지(full bridge) 회로[6]를 이용한다. 오일 펌  제

어장치는 그림 1에 나와 있듯이 하이 리드 차량의 왼

쪽 휠 가드(left wheel guard) 앞쪽 임에 장착되도

록 하며 변속기 입력 측(클러치 후단)이 속, 후진 

는 정지 시 변속기의 유압을 형성하도록 제어한다. 

그림 2는 본 연구에서 개발한 오일 펌  제어 장치

의 블록도이다. 오일 펌  제어장치는 차량 배터리 

원을 받아 각 소자에서 요구하는 압을 공 하는 

원부, 오일 펌  모터의 목표 RPM을 입력 받아 구동 

모터에 PWM 제어 신호를 내보내는 마이크로 컨트롤

러(MCU)부, BLDC 모터 구동을 한 모터 제어부, 

FET를 스 칭하여 모터에 류를 공 하는 모터 구

동부로 구성된다.

Oil pump 
controller module

 

그림 1. 하이 리드 차량에서 외장형 오일 펌  제어 
시스템 장착 치

Fig. 1 Position of the exterior oil pump control system 
in the hybrid vehicle

본 연구에서 개발하고자하는 오일 펌  제어장치의 

설계 목표는 다음과 같다.

Outline dimensions(W×L×H) : 200 × 144 × 55[mm
3
]

Operated voltage : 8～16[V]

Average Current : 35[A], 45[A] (max.)

3상 BLDC 모터: Hall Sensored PWM Control

Power Save Mode 제공, CAN 통신 가능 

모터 속도 설정값 : CAN 통신 는 PWM 형

으로 취득

내열 < 125[℃], Housing: FET 방열 구조

오일 펌  제어장치의 원부는 그림 2에서와 같이 

세 개의 원을 사용한다. 상시 원(VBAT)은 차량 

배터리로부터 공 되는 원이다. IG 원(IG-Key)은 

차량의 시동이 켜졌을 때만 공 되는 원으로 시동 

유무를 알려 다. 릴 이 원(VMR)은 모터를 구동

하기 해 사용되는 용 원으로 모터 구동 FET로 

공 된다. 원부는 상시 원을 입력받아 13.5[V]와 

5[V]의 원을 각각 출력한다. 13.5[V]의 원은 모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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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오일 펌  제어장치 블록도
Fig. 2 Block diagram of the oil pump control system

제어부로 인가되고, 5[V]의 원은 마이크로 컨트롤러

(MCU)와 BLDC 모터의 홀 센서로 각각 인가된다. 상

시 원이 들어온 상태에서 IG 원이 ON되면 MCU

에 원을 공 하여 동작하게 하고, IG 원이 OFF

된 이후에도 상시 원을 이용하여 MCU가 일정시간 

동작하도록 한다. 

마이크로 콘트롤러(MCU)부는 오일 펌  구동을 

한 핵심 인 부분으로서 모든 작동 과정을 리한

다. IG 원이 ON되면 MCU가 동작하고 CAN(Con-

troller Area Network) 통신을 활성화한다. 이때 

MCU는 내부의 상태를 진단하여 이상 유무를 CAN 

통신을 통해 변속기 제어 유닛(TCU : transmission 

control unit)으로 알려 다. 변속기 제어 유닛으로부

터 모터를 구동하는 명령을 받으면 외부의 릴 이를 

ON시켜 릴 이 원(VMR)을 공  받아 모터를 구동

한다. 한 모터 제어부에 PWM 형을 공 하여 

BLDC 모터의 속도를 제어한다. 모터에 흐르는 류 

값은 류 센서를 통해 감지하고, 과 류 시 최  

류 값을 제한한다. 시스템 보호를 해 최  류가 

일정 시간 이상 계속 흐르면 워 세이  모드(power 

save mode)로 진입하여 류 값을 더욱 낮게 제한한

다. BLDC 모터 속도 설정 값은 CAN 통신 는 

PWM 값의 형태로 변속기 제어 유닛으로부터 MCU

에 지속 으로 제공된다. PWM 신호는 CAN 통신이 

단 된 경우에 사용되는 백업(backup) 용도이다. 한 

MCU는 CAN 통신의 단 에 비하여 오일 펌  제

어장치의 내부 상태를 상태 값(status)의 형태로 변속

기 제어 유닛에 제공한다.

Motor
Controller

PWM Signal from Micro-
Controller

PWM Signal into Motor Controller

Input Current

Comparator Output

그림 3. 류 제한 회로 작동 알고리즘
Fig. 3 Algorithm for operating current regulation circu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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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오일 펌  제어 장치 PCB : (a) 바닥면, (b) 윗면
Fig. 4 PCB of the oil pump control unit : (a) bottom side and (b) top side

그림 3은 최  류 제한 알고리즘을 보여 다. 모

터에 흐르는 류 값은 류 센서로부터 측정되어 최

 류 설정 값(45[A])과 비교기를 통해 비교된다. 

비교기는 최  류 설정 값보다 모터 류 값이 크

면 로직 ‘0’ 값을 출력하고, 그 지 않으면 로직 ‘1’을 

출력하도록 설계된다. 이 신호는 마이크로 컨트롤러

(MCU)로부터 생성되는 PWM 신호와 로직 AND 되

어 최종 으로 모터 제어기의 PWM 구동 신호로 공

된다. 그림 3에서 마이크로 컨트롤러에서 제공되는 

PWM 신호가 류 비교기 출력과 AND되어 그림 3

의 하단 PWM 신호로 조정된 후 모터 제어기로 입력

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모터 류가 최  류 값 

보다 크면 PWM 값이 자동으로 ‘하’(low)값이 되도록 

PWM 신호가 변경되어 항상 최  류 값을 넘지 않

도록 제어된다. 

모터 제어부는 3상 BLDC 모터를 구동하기 한 

용소자로 구성되며 6개의 FET를 ON/OFF 할 수 

있는 로직과 모터의 RPM을 감지하기 한 홀센서 

입력단이 포함된다. 한 모터의 단선, 단락을 진단할 

수 있는 기능과 FET를 ON/OFF 하기 한 게이트 

드라이  회로가 있다. 모터 구동부는 모터를 구동하

기 한 6개의 FET 스 치로 구성되며 모터 제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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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제공되는 신호에 따라 순차 으로 FET를 

ON/OFF 하여 모터를 움직인다.

Ⅲ. 제어 시스템 구

그림 4는 본 연구에서 개발한 오일 펌  제어 장치

이다. 그림 4(a)에서와 같이 PCB의 바닥(bottom)면에

는 모터를 구동하기 한 주요 자부품, 즉 원 조

정기(voltage regulator), 마이크로 컨트롤러(MCU), 

CAN 통신 모듈(transceiver), 모터 제어기, 모터 구동

용 FET 등이 치한다. 그림 4(b)는 PCB의 윗(top)

면으로 모터 구동용 고(高) 류 릴 이 원을 받기 

한 쵸크 코일(choke coil)과 류 센서 등이 치하

도록 설계하 다.

외부 연결 커넥터는 크게 두 종류로 구성되어 있

다. 릴 이 원과 모터 구동을 한 3상(U,V,W) 라

인용 5핀 커넥터와, 상시 원, IG 원  신호 라인

을 한 18핀 커넥터로 구성된다. 신호 사이의 간섭을 

최소화하기 해 (大) 류가 흐르는 부분과 소( )

류가 흐르는 부분을 분리하여 커넥터를 설계하 다. 

 오일 펌  제어 장치의 외장 이스는 그림 5에서

와 같이 FET에서 발생하는 열을 방출하기 해 빗살

무늬의 방열 구조를 채택하 다. 한 내부의 습기 제

거를 한 에어 벤트 홀과 외부에서 장착되는 커넥터 

연결 부분으로 구성하 다.

Air bent 
hole

Comb-type heat 
protection structure

Connectors

그림 5. 오일 펌  제어 장치의 외장 이스
Fig. 5 Exterior case of the oil pump control unit

Ⅳ. 실험 결과

BLDC 모터가 정회 하기 해서는 모터의 U, V, 

W 단자 류는 U→V, U→W, V→W, V→U, W→U, 

W→V 순서로 흘러야 한다. 그림 6은 BLDC 모터의 

U, V, W 단자에 흐르는 류를 U상 홀센서 값(Hu)에 

동기화하여 측정한 것이다. BLDC 모터는 정격에서 

동작하게 설정하 으며, 이때 원 압 14[V]에서 평

균 류 35[A]가 흐르도록 제어기를 설계하 다. 그림 

6에서 볼 수 있듯이 시각 t1(2.4[msec])에서 U상에 

35[A], V상에 –35[A]의 류가 흐르므로 U→V로 

류가 흐른다. 시각 t2(3.6[msec))에서는 U상에 35[A], 

W상에 –35[A]이므로 U→W로 류가 흐른다. 시각 

t3(4.8[msec])에서는 V→W상으로 류가 흐르고, 이후

는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모터가 정회 하기 한 순

서를 따라 류가 흐름을 확인할 수 있다.

U
V

W

Hu
0

5V

0

35A

-35A0

35A

-35A 0

35A

-35A

0 4 8 12 16 20msec

t1 t2
t3

2 6 10 14 18

그림 6. BLDC 모터의 U, V, W 단자 류  U상 홀 
센서 값

Fig. 6 U, V, W port current and hole sensor values at 
U-phase in the BLDC motor

그림 7은 그림 3에 제시된 류 제한 알고리즘에 

한 과부하 토크에서의 시험 결과이다(정격 토크: 

1.5[Nm]). 속도 명령 2000[RPM]에서 2.5[Nm]의 높은 

부하(load torque)가 가해졌을 때 부하를 보상하기 

해 류가 상승하지만 류 제한 회로에 의해 최  

류 값이 45[A]를 넘지 않게 제어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모터의 속도 RPM은 략 800 까지는 

2.5[Nm]의 과부하 토크가 가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일

정 속도를 유지한다. 이후에는 과 류에 의한 구동 

FET에서의 열 발생으로 회로의 효율이 떨어져 속도

가 감소됨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일반 으로 오일 펌

의 구동 시간은 짧으므로 그림 7의 시험 결과는 요

구 조건을 충분히 만족한다.

그림 8은 본 연구에서 개발한 오일 펌  제어 장치

의 성능 시험 결과를 보여 다. 본 오일 펌 의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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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최  류 제한 동작 실험
Fig. 7 Experimental result of maximum current reg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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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오일 펌  제어장치의 동작 성능 실험
Fig. 8 Experimental result of operation of the oil pump control unit

는 0∼2500[RPM]까지 변화할 수 있다. 변속 제어 유

닛(TCU)으로부터 오일 펌 의 속도 명령(그림 8의 

간에 표기됨)이 달되고 이에 따른 오일 펌 의 

동작을 측정하여 표시하 다. 부하는 정격 부하

(1.5[Nm]), 과부하(2.5[Nm]), 무부하(0[Nm])의 순서로 

변동하 다. 시간 0～t4 구간은 1.5[Nm]의 정격 부하

에서 2000[RPM]의 속도 명령이 달되었을 때의 오

일 펌  시스템 동작 상황이다. 이 구간에서는 약 

30[A] 정도의 입력 류가 흐르며 속도는 2000[RPM] 

근처로 잘 제어됨을 볼 수 있다. 시간 t4～t5 구간에서

는 1.5[Nm] 부하에서 2500[RPM]의 속도 명령이 달

되었다. 이 경우에는 최  듀티(100% duty) 제한

(status signal 참조) 조건에 의해 오일 펌  속도가 

약 2300[RPM]로 구동되는 것을 볼 수 있다. 

t5 이후 구간에서는 속도 명령을 2000[RPM]으로 

다시 낮추었다. t6～t7 구간에서는 부하가 2.5[Nm]로 

상승할 때 입력 류가 최  류 제한 값인 45[A]로 

제한됨을 확인할 수 있다. 이때 상승한 부하와 최  

류 제한에 의해 오일 펌 의 속도는 감소되어 약 

1400[RPM]으로 회 한다. 최  류 제한 시간이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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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값(약 20 로 설정됨)을 과하면 시스템 보호를 

해 오일 펌  제어 장치는 자동 으로 워 세이  

모드(power save mode)로 진입하도록 설계된다. 한 

워 세이  모드에서의 최  류는 워 세이  최

 류 값(20[A])으로 제한된다. 그림 8의 시간 t7～

t8 구간이 원 세이  모드가 작동하는 구간이다. 그

림 8에서 볼 수 있듯이 이때 최  류는 20[A]로 제

한됨을 확인할 수 있다. 시간 t8 부근에서 부하가 

2.5[Nm]에서 0[Nm]로 감소함에 따라 오일 펌  모터 

속도는 다시 회복되어 속도 설정 값 2000[RPM]으로 

복귀됨을 확인할 수 있다.

Ⅴ. 결 론

본 논문에서는 하이드리드 차량 변속기 외부에 부

착되어 엔진 클러치와 변속기에 작동유를 공 하는 

오일 펌  제어 시스템을 개발하 다. 오일 펌 를 구

동하는 3상 BLDC 모터는 홀 센서를 이용하여 PWM 

값을 조 하는 방법으로 제어된다. 본 연구에서는 모

터 제어를 마이크로 콘트롤러(MCU)부를 직  설계하

으며, CAN 통신을 이용하여 변속기 제어 유닛과의 

통신 모듈도 구 하 다. 한 오일 펌  제어장치의 

동작 실험을 통해서 개발된 오일 펌 가 최  류제

한 조건을 만족시키면서 잘 구동됨을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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