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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본 논문에서는 전기자동차나 고카트와 같은 최근의 친환경
자동차에 적용하여, 그 구동시스템의 특정 데이터 관측을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설계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한다. 즉, 인휠 BLDC 전동기의 드
라이브 시스템에서 출력되는 데이터를 CAN 통신을 통해 분석하고, 이
것을 PC상의 LabVIEW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원하는 파라미터 또는 제
어변수 값들을 감시할 수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본 논문
에서 사용한 BLDC 구동제어기는 Kelly Controls社의 KBL48221X이며,
전기자동차 구동시 CAN 통신을 데이터 프레임 ID는 0x6B, 0x73을 갖
도록 설정하였다.

1. 서    론

일렉트로닉스가 최초로 자동차에 사용된 것은 대표적으로 독일 로버
트 보슈(Robert Bosch)사의 저전압 전기착화 장치의 저전압 마그넷으로
서 1897년부터 서서히 사용되었다. 다음으로 적용된 것이 헤드라이트 장
치이다. 마이크로컨트롤러(Microcontroller)가 최초로 자동차에 적용된
것은 1970년대이며, 이 때 부터 역학적인 메커니즘에 의해 구동시켜 온
장치를 일렉트로닉스화 하려는 경향이 강해졌다. 자동차 뿐만 아니라 선
박에도 안전과 편리한 운행을 위해 각종 일렉트로닉스화 장치들이 쓰이
고 있다. 통신환경은 CAN 통신으로 운전 시 차량의 동작 파라미터 정
보를 제공하여 운전자가 자동차 및 시스템의 현재 상태를 모니터링 할
수 있게 되었다. 여기서, CAN(Controller Area Network) 프로토콜은 고
수준의 보안기능을 갖춘 실시간, 직렬, 방송 프로토콜이며, 이를 적용할
경우 배선량을 줄여서 비용을 줄이고 생산시간을 단축시키며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 그리고 배선량이 감소되면서 자동차 디자인을 보다 자유
롭게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그린카에 적용되는 전동기 구동제어기
와 전동기의 동작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기 위한 제어 및 모니
터링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주력하였으며, CAN 통신과 LabVIEW를 사
용하여 그 환경을 구축하였다. 따라서, 그린카 구동시스템의 다양한 정
보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관측할 수 있으므로 그린카 개발에 좀 더 실질
적인 노하우를 축적할 수 있으며, 운전자의 편안함과 안전 운전에 큰 도
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2. 본    론

  2.1 전동기 및 구동제어기
본 논문에서 적용한 그린카용 전동기는 Kelly Control社의 BLDC
Hub Motor(48V/3kW/60A/850rpm)이며, 인휠 방식의 4륜 구동 그린카를
대상으로 성능특성은 그림 1과 2에 나타내었다.

<그림 1> 전동기 성능 데이터 1

<그림 2> 전동기 성능 데이터 2

본 논문에서 사용한 BLDC 전동기의 구동제어기는 Kelly Control社의
KBL48221X 이며, 구동제어기에 내장된 CAN 통신 옵션을 이용하여 모
니터링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자체 규정 항목을 이해해서 이를 적
절히 이용해야 한다. 즉, 호스트 PC와 구동제어기간의 통신시스템 구축
을 위해서는 아래의 표 1과 같이 호스트 PC에서 구동제어기로 데이터
를 전송할 때 필요한 규정항목을 지켜야 하며, 이를 통해 구동제어기에
서는 특정 ID를 통해 해당 데이터를 보내줄 수 있게 된다. <표 1>은
메시지 전송 시 규정항목들이며 이에 따른 제어기 응답을 나타낸다.

 <표 1> CAN 통신의 전송시 규정항목 및 제어기응답

전송시 규정항목 제어기 응답

ID

디폴트 ID는 0x6B이며,
ID 107을 갖는 데이터
프레임만 제어기가 수신
할 수 있으나, 설정 프로
그램으로 이를 설정가능

제어기는 ID 115(0x73)
을 갖는 데이터 프레임
을 전송하며, 설정 프로
그램으로 설정가능

프레임 타입 데이터 프레임 데이터 프레임

프레임 포맷 표준 11비트 ID

길이 데이터 필드 바이트수 데이터 필드 바이트 수

데이터 필드 data[0]는 동작을 나타내
는 명령어

제어기는 응답 시 데이
터 프레임을 전송

본 논문에서 적용한 CAN 버스 통신속도는 1Mbit/s이며, 명령이 아래
<표 3>의 명령어들을 벗어나면 제어기응답은 아래의 <표 2>와 같다.

 <표 2> CAN 통신 전송시 규정항목 명령어를 벗어날 경우

길이 1

Data[0] CCP_INVALID_COMMAND

기술
CCP_INVALID_COMMAND 상
수는 0xe3으로 정의

<그림 3> CAN 통신 전송시 규정항목 명령어를 벗어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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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CAN 통신을 위한 주요 명령어 확립

명령 CCP_FLASH_READ 제어기 응답

길이 3 길이 8

data[0] 0xF2

data[0]~
[7]

아스키 포맷의 제어
기 모델, 8바이트data[1] INFO_MODULE_NAM

E

data[2] 8

기술 제어기 모델 번호 획득, 즉 0x4B, 0x42, 0x4C는 ‘K','B','L'이
며 0x30는 '0'. INFO_MODULE_NAME 상수는 64로 정의.

명령 CCP_FLASH_READ 제어기 응답

길이 3 길이 2

data[0] 0xF2

data[0]~
[1]

유사 BCD 포맷의
소프트웨어 버전, 2
바이트

data[1] INFO_SOFTWARE_V
ER

data[2] 2

기술

제어기 소프트웨어 버전 획득, 유사 BCD 포맷 제어기 버전
정의, 즉 0x0A, 0x01은 소프트웨어 버전으로서 아스키 캐릭
터 ‘0’ ‘A’ ‘0’ ‘1’로 해석된다. INFO_SOFTWARE_VER 상수
는 83으로 정의

명령CCP_A2D_BATCH_READ1 제어기 응답

길이 1 길이 5

data[0] 0x1b

data[0] Brake A/D

data[1] TPS A/D

data[2] 동작전압 A/D

data[3] Vs A/D

data[4] B+ A/D

기술

1) 동작전압에 대해, B+, A/D값 및 전압 매핑관계
V= Vad/4.06 (24V, 36V, 48V 제어기)
V= Vad/2.71 (72V 제어기)
V= Vad/1.84 (120V 제어기)

2) Vs는 홀센서, 제어 패널 등의 5V 전원으로 정의된다.
A/D값 및 전압 매핑관계 : 120~134는4.75~5.25V로 매핑

3) 브레이크와 TPS는 브레이크 및 스로틀 아나로그 입력으
로 정의. A/D값 및 전압 매핑관계: 0~255는 0~5V로 매핑

명령CCP_A2D_BATCH_READ2 제어기 응답

길이 1 길이 6

data[0] 0x1a

data[0] Ia A/D

data[1] Ib A/D

data[2] Ic A/D

data[3] Va A/D

data[4] Vb A/D

data[5] Vc A/D

기술

1) Va, Vb, Vc에 대해, A/D값 및 전압 매핑관계
V= Vad/4.06 (24V, 36V, 48V 제어기)
V= Vad/2.71 (72V 제어기)
V= Vad/1.84 (120V 제어기)

2) Ia, Ib, Ic는 3상 전류로서 정의된다.

명령 CCP_MONITOR2 제어기 응답

길이 1 길이 3

data[0] 0x37

data[0] 기계 속도[rpm]의
MSB

data[1]
기계 속도[rpm]의
LSB

data[3]
현재 전류는 제어기
정격전류의 퍼센트

기술
기계 속도 계산 : (MSB ≪ 8) | LSB. 속도 출력 데이터가
실제 속도값과 일치하지 않으면 사용한 전동기를 참고하여
제어기의 전동기 극수 설정 데이터을 수정

명령 CCP_SW_ACC 제어기 응답

길이 2 길이 1

data[0] 0x42
data[0] 현재의 스로틀 스위

치 상태data[1] COM_READING

기술
스로틀 스위치 상태를 획득, 1-활성, 0-비활성,
COM_READING 상수는 0으로 정의

명령 CCP_SW_BRK 제어기 응답

길이 2 길이 1

data[0] 0x43 data[0]
현재의 브레이크
스위치 상태

data[1] COM_READING

기술
브레이크 스위치 상태를 획득, 1-활성, 0-비활성,
COM_READING 상수는 0으로 정의

  2.2 LabVIEW 모니터링 시스템
호스트 PC와 구동제어기 간에 CAN to USB 컨버터를 접속하여
CAN통신 시험을 행하였으며, 이는 상호간의 데이터 송수신이 원활한
지를 확인하는 차원이다. <그림 4>는 대표적인 제어기 모델번호 획득
시험을 통해 통신 데이터를 확인하는 과정이다. ID는 0x6B이고 <표 3>
을 참고하여 각 데이터 값을 넣어 Send Message를 하면 아래 데이터
프레임이 아스키 코드로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4> 제어기 모델번호 획득에 대한 통신데이터>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각각의 명령어와 데이터 프레임을 연구하면서
원하는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디스플레이 하기 위해 LabVIEW 환경에
서 <그림 5>와 같은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여 동작시험을 행하였
다.

<그림 5> LabVEIW 모니터링 기본 환경

3.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최근에 활발하게 연구개발 되고 있는 그린카(전기자
동차, 하이브리드 자동차, 전기 고카트 등) 등의 교육시스템을 위한 구
동제어 및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이를 위해, 그린카의 각 구
성품들에 대한 개관 및 조사연구를 통해 기본적인 정보 및 지식을 정
리하고, 이를 토대로 자동차 네트워크에 많이 적용되는 CAN통신 및
LabVIEW 시스템을 연구하여 구동제어 및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
였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고차원의 값비싼 개발시스템의 필요없이,
복잡한 하드웨어 구현에 관련된 세부사항에 너무 많은 시간을 소비하
지 않고도 이론을 실습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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