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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포식 감지 시스템 및 방법은 하나 이상의 센서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전개 사고와 비전개 사고를 판별함으로써 차량에서

레스트레인트 전개를 필요로 하는 사고 감지를 향상시킨다. 전송 체크 처리는 센서의 입력 신호를 계속해서 모니터하고 그

리고 카운터를 사용하는 선택된 값을 초과하는 많은 데이터 샘플을 계속해서 카운트한다. 카운터 값이 선택된 드레시호울

드를 초과하면, 전송 체크가 완료되고 레스트레인트 전개를 허용하는 것을 시스템은 나타내게 된다. 상관 가속 차(CAD)

알고리즘은 주어진 시간에서 차량으로 외부 물체의 침입 정도에 따른 CAD 항을 계산한다. 센서가 사고에 응답하면 차량의

지지 측에 배치된 센서의 가속 데이터는 체크되고, 가속 데이터의 절대값은 CAD 항이 계산되어 절대값의 차이를 얻도록

서로 빼진다. 시스템 알고리즘의 런타임을 감소시키는 방법은 레스트레인트 전개를 필요로 하는 상태를 갖는 보다 큰 가능

성을 구비한 측에 유도되도록 계산의 우선순위를 매기는 것이다. 계산의 우선순위 매김은 또한 레스트레인트가 미리 전개

된 측에서 재점화를 피하게 하여, 시스템이 유도를 필요로 하는 총수의 계산을 감소시킨다. 소정의 센서의 점화 결정이 레

스트레인트 전개를 필요로 한다는 사고 결과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방법은 레스트레인트 점화 요청을 하기 전에 시스템내

의 다른 센서의 상태를 체크할 타당성을 포함한다. 타당성 체크에서 사용된 특정 항은 상이한 차량 하드웨어 구성, 차량 셋

업 및 요구조건을 수용하도록 조정된다.

대표도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차량의 승객 레스트레인트 시스템용 감지 시스템에 있어서,

복수의 센서;

복수의 센서 모듈을 구비하고 있고, 상기 각각의 센서 모듈은 상기 복수의 센서 중 하나에 대응하고 점화 신호를 만들지의

여부를 판정할 때 제어기에 의해 고려되는 점화 요청을 만드는 제어기; 및

점화 신호에 응답하여 레스트레인트를 전개시키는 전개 장치;

를 포함하고 있고,

상기 적어도 하나의 센서 모듈은 타당성 체크 알고리즘을 포함하고, 상기 제어기는 적어도 2개의 센서 모듈에 의해 만들어

진 정보에 기초하여 점화 신호를 만들고, 상기 제어기는 제 1 센서가 점화 요청을 송신하면 그리고 제 2 센서에 대응한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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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성 체크 알고리즘이 충돌 사고가 당연하다는 것을 나타내면 점화 신호를 송신하고, 상기 제어기는 충돌 사고에 응답하여

제 1 센서와 상호작용하는 센서로서 제 2 센서를 선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차량의 승객 레스트레인트 시스템용 감지

시스템.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복수의 타당성 플래그를 구비한 상태 필드를 더 포함하고 있고, 센서의 데이터가 타당성 드레시호울드

를 초과하면 소정의 센서에 대한 타당성 체크 플래그가 설정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감지 시스템.

청구항 3.

제 2 항에 있어서, 복수의 타당성 플래그는 관찰된 타당성 플래그 및 무시된 타당성 플래그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도록

상기 복수의 타당성 플래그의 교정을 허용하는 파라미터식 타당성 경로에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감지 시스템.

청구항 4.

제 1 항에 있어서, 제 1 센서 및 제 2 센서는 상이한 센서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감지 시스템.

청구항 5.

제 1 항에 있어서, 복수의 센서는 적어도 1열로 대칭적으로 배치되고, 각각의 열은 운전자 측 센서와 승객 측 센서를 포함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감지 시스템.

청구항 6.

제 1 항에 있어서, 적어도 하나의 센서 모듈은 점화 요청을 출력할지의 여부를 결정하는데 사용되는 점화/미점화 판별 알

고리즘을 포함하고, 제어기는 점화 요청시 적어도 한 부분에 기초하여 점화 신호를 만드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감지 시스

템.

청구항 7.

제 6 항에 있어서, 점화/미점화 판별 알고리즘은:

적어도 하나의 드레시호울드에 대한 센서 출력을 평가하는 제 1 모드; 및

동적 드레시호울드에 대한 센서 출력에 기초하여 속도 변화를 평가하는 제 2 모드를 포함하고 있고,

제 1 및 제 2 모드 중 적어도 하나는 신호를 만들지의 여부를 판정하는 제어기에 의해 고려된 점화 요청을 만드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감지 시스템.

청구항 8.

제 7 항에 있어서, 센서 출력은 가속 신호이고, 제 1 모드는 가속 신호의 높이와 폭이 각각 드레시호울드의 높이와 폭을 초

과하면 점화 요청을 만드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감지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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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9.

제 7 항에 있어서, 센서 출력은 압력 신호이고, 제 1 모드는 상대 압력 변화가 적어도 하나의 고정된 동적 드레시호울드를

초과하면 점화 요청 만드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감지 시스템.

청구항 10.

제 7 항에 있어서, 센서 출력은 압력 신호이고, 제 1 모드는 평균 압력이 동적 드레시호울드를 초과하면 그리고 차압이 고

정된 드레시호울드를 초과하면 점화 요청을 만드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감지 시스템.

청구항 11.

제 7 항에 있어서, 동적 드레시호울드는 복수의 항에 기초하여 가변적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감지 시스템.

청구항 12.

제 1 항에 있어서, 적어도 하나의 센서 모듈은 센서 모듈이 그것의 대응하는 센서의 유효 센서 데이터를 수신할지의 여부

를 체크하도록 전송 체크 알고리즘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감지 시스템.

청구항 13.

제 12 항에 있어서, 전송 체크 알고리즘은 센서 데이터가 전송 체크 드레시호울드를 초과할 때 인크리먼트시키는 카운터를

포함하고, 전송 체크 알고리즘은 카운터가 카운터 드레시호울드에 도달할 때 점화 요청을 송신할지의 여부를 판정하는데

사용되는 전송 체크 플래그를 설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감지 시스템.

청구항 14.

제 13 항에 있어서, 전송 체크 알고리즘은 카운터가 선택된 시간 창문 함수의 카운터 드레시호울드에 도달할 때 전송 체크

플래그를 설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감지 시스템.

청구항 15.

제 7 항에 있어서, 제 2 모드에서 사용된 하나의 항은 상관 가속차(CAD)이고, 시스템은 한 열의 승객 측 센서와 운전자 측

센서의 데이터간의 차를 반영하는 상관 가속차(CAD) 항을 계산하는 상관 가속차(CAD) 알고리즘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감지 시스템.

청구항 16.

제 15 항에 있어서, 상관 가속차(CAD) 항은 시간 창문 함수를 통하여 적분된 승객 측 센서 데이터와 운전자 측 센서 데이

터의 절대값의 차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감지 시스템.

청구항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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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항에 있어서, 제어기는 운전자 측과 승객 측의 레스트레인트 전개 상태를 체크하고, 제어기는 운전자와 승객 측 중 한

측이 전개되면 비전개측에 있는 적어도 하나의 센서 모듈의 적어도 하나의 알고리즘을 실행시키고 양측이 전개되면 알고

리즘 작동을 정지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감지 시스템.

청구항 18.

제 17 항에 있어서, 제어기는 운전자 측 속도 변화와 승객 측 속도 변화를 더 비교하고 충돌 방향에 있어서 보다 큰 속도 변

화를 갖는 측에서의 상기 적어도 하나의 알고리즘을 실행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감지 시스템.

청구항 19.

차량의 승객 레스트레인트 시스템용 감지 시스템에 있어서,

적어도 1열로 대칭적으로 배치되는 복수의 센서;

복수의 센서 모듈을 구비한 제어기; 및

점화 신호에 응답하여 레스트레인트를 전개시키는 전개 장치;를 포함하고 있고,

상기 각각의 열은 운전자 측 센서와 승객 측 센서를 포함하고 있고, 각각의 센서 모듈은 상기 복수의 센서 중 하나에 대응

하고 점화 신호를 만들지의 여부를 판정할 때 제어기에 의해 고려된 점화 요청을 만들고, 상기 제어기는 제 1 센서가 점화

요청을 송신하면 그리고 제 2 센서에 대응하는 타당성 플래그가 충돌 사고가 당연하다는 것을 나타내면 점화 신호를 송신

하고,

상기 적어도 하나의 센서 모듈은

점화 요청의 출력할지의 여부를 결정하는데 사용되는 점화/미점화 판별 알고리즘,

복수의 타당성 플래그를 갖춘 상태 필드의 타당성 플래그를 제어하는 타당성 체크 알고리즘,

센서 모듈이 그것의 대응하는 센서의 유효 센서 데이터를 수신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체크하기 위한 전송 체크 알고리즘,

및

한 열로 있는 승객 측 센서와 운전자 측 센서의 데이터간의 차를 반영하는 상관 가속차(CAD) 항을 계산하는 상관 가속 차

(CAD) 알고리즘,을 포함하고 있고,

소정의 센서에 있어서 상기 타당성 플래그는 센서의 데이터가 타당성 드레시호울드를 초과하면 설정되고, 상기 전송 체크

알고리즘은 센서 데이터가 전송 체크 드레시호울드를 초과할 때 인크리먼트되는 카운터를 포함하고, 그리고 상기 전송 체

크 알고리즘은 카운터가 카운터 드레시호울드에 도달할 때 점화 요청을 송신할지의 여부를 판정하는데 사용되는 전송 체

크 플래그를 설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차량의 승객 레스트레인트 시스템용 감지 시스템.

청구항 20.

제 19 항에 있어서, 복수의 타당성 플래그는 관찰된 타당성 플래그와 무시된 타당성 플래그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도록

상기 복수의 타당성 플래그의 교정을 허용하는 파라미터식 타당성 경로에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감지 시스템.

청구항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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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9 항에 있어서, 제 2 센서는 충돌 사고에 응답해 제 1 센서와 상호작용하도록 예비판정되는 센서인 것을 특징으로 하

는 감지 시스템.

청구항 22.

제 19 항에 있어서, 점화/미점화 판별 알고리즘은:

적어도 하나의 드레시호울드에 대해 센서 출력을 평가하는 제 1 모드;와

복수의 항에 기초하여 가변적인 동적 드레시호울드에 대해 센서 출력에 기초한 속도 변화를 평가하는 제 2 모드;

를 포함하고 있고,

제 1 및 제 2 모드 중 적어도 하나는 점화 신호를 만들지의 여부를 판정하는 제어기에 의해 고려된 점화 요청을 만드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감지 시스템.

청구항 23.

제 22 항에 있어서, 센서 출력은 가속 신호이고, 제 1 모드는 가속 신호의 높이와 폭이 각각 드레시호울드의 높이와 폭을

초과하면 점화 요청을 만드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감지 시스템.

청구항 24.

제 22 항에 있어서, 센서 출력은 압력 신호이고, 제 1 모드는 상대 압력 변화가 적어도 하나의 고정된 동적 드레시호울드를

초과하면 점화 요청을 만드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감지 시스템.

청구항 25.

제 22 항에 있어서, 센서 출력은 압력 신호이고, 제 1 모드는 평균 압력이 동적 드레시호울드를 초과하면 그리고 차압이 고

정된 드레시호울드를 초과하면 점화 요청을 만드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감지 시스템.

청구항 26.

제 19 항에 있어서, 전송 체크 알고리즘은 카운터가 선택된 시간 창문 함수의 카운터 드레시호울드에 도달할 때 전송 체크

플래그를 설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감지 시스템.

청구항 27.

제 19 항에 있어서, 상관 가속차(CAD) 항은 시간 창문 함수를 통하여 적분된 승객 측 센서 데이터와 운전자 측 센서 데이

터의 절대값 차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감지 시스템.

청구항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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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9 항에 있어서, 제어기는 운전자 측과 승객 측 레스트레인트 전개 상태를 체크하고, 제어기는 운전자와 승객 측 중 한

측이 전개되면 비전개측에 있는 적어도 하나의 센서 모듈의 적어도 하나의 알고리즘을 실행시키고 양측이 전개되면 적어

도 하나의 알고리즘 작동을 정지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감지 시스템.

청구항 29.

제 28 항에 있어서, 제어기는 운전자 측 속도 변화와 승객 측 속도 변화를 더 비교하고 보다 큰 속도 변화를 갖춘 한 측에

있는 상기 적어도 하나의 알고리즘을 실행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감지 시스템.

청구항 30.

복수의 센서를 구비한 차량의 승객 레스트레인트 시스템의 판별 방법에 있어서,

제 1 센서에 대응하는 점화 요청을 탐지하고, 상기 점화 요청은 제 1 센서 출력이 점화 요청 드레시호울드에 도달할 때 만

들어지는 단계;

제 2 센서에 대응하는 타당성 플래그를 탐지하고, 상기 타당성 플래그는 제 2 센서 출력이 타당성 드레시호울드에 도달할

때 설정되는 단계;

점화 요청과 타당성 플래그가 탐지될 때 충돌 사고를 나타내는 점화 신호를 만드는 단계; 및

점화 신호에 응답하여 레스트레인트를 전개시키는 단계를 포함하고 있고,

상기 제 2 센서는 충돌 사고에 응답하여 제 1 센서와 상호작용하는 센서로서 선택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복수의 센서를

구비한 차량의 승객 레스트레인트 시스템용 판별 방법.

청구항 31.

제 30 항에 있어서, 복수의 타당성 플래그는 관찰된 타당성 플래그 및 무시된 타당성 플래그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도록

상기 복수의 타당성 플래그의 교정을 허용하는 파라미터식 타당성 경로에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복수의 센서를 구비한

차량의 승객 레스트레인트 시스템용 판별 방법.

청구항 32.

제 30 항에 있어서, 점화 요청은:

적어도 하나의 드레시호울드에 대한 센서 출력을 평가하는 단계; 및

동적 드레시호울드에 대한 센서 출력에 기초하여 속도 변화를 평가하는 단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복

수의 센서를 구비한 차량의 승객 레스트레인트 시스템용 판별 방법

청구항 33.

제 32 항에 있어서, 센서 출력은 가속 신호이고, 점화 요청은 가속 신호의 높이와 폭이 각각 드레시호울드의 높이와 폭을

초과하면 만들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복수의 센서를 구비한 차량의 승객 레스트레인트 시스템용 판별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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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34.

제 32 항에 있어서, 센서 출력은 압력 신호이고, 점화 요청은 상대 압력 변화가 적어도 하나의 고정된 동적 드레시호울드를

초과하면 만들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복수의 센서를 구비한 차량의 승객 레스트레인트 시스템용 판별 방법.

청구항 35.

제 32 항에 있어서, 센서 출력은 압력 신호이고, 점화 요청은 평균 압력이 동적 드레시호울드를 초과하면 그리고 차압이 고

정된 드레시호울드를 초과하면 만들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복수의 센서를 구비한 차량의 승객 레스트레인트 시스템용

판별 방법.

청구항 36.

제 30 항에 있어서, 센서 모듈이 그것의 대응하는 센서의 유효 센서 데이터를 수신할지의 여부를 체크하도록 전송 체크를

유도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고 있고,

상기 전송 체크는:

센서 데이터가 전송 체크 드레시호울드를 초과할 때 카운터를 인크리먼트하는 단계; 및

카운터가 카운터 드레시호울드에 도달할 때 점화 요청을 송신할지의 여부를 판정하는데 사용된 전송 체크 플래그를 설정

하는 단계;에 의해 유도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복수의 센서를 구비한 차량의 승객 레스트레인트 시스템용 판별 방법.

청구항 37.

제 36 항에 있어서, 전송 체크 플래그는 카운터가 선택된 시간 창문 함수의 카운터 드레시호울드에 도달할 때 설정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복수의 센서를 구비한 차량의 승객 레스트레인트 시스템용 판별 방법.

청구항 38.

제 30 항에 있어서, 한 열에 있는 승객 측 센서와 운전자 측 센서의 데이터간의 차를 반영하는 상관 가속 차(CAD) 항을 계

산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복수의 센서를 구비한 차량의 승객 레스트레인트 시스템용 판별 방법.

청구항 39.

제 38 항에 있어서, 상관 가속차(CAD) 항은 시간 창문 함수를 통하여 승객 측 센서 데이터와 운전자 측 센서 데이터간의

절대값 차를 적분함으로써 계산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복수의 센서를 구비한 차량의 승객 레스트레인트 시스템용 판별

방법.

청구항 40.

제 30 항에 있어서,

운전자 측과 승객 측 레스트레인트 전개 상태를 체크하는 단계;

운전자와 승객 측 중 한 측이 전개되면 비 전개측의 적어도 하나의 알고리즘을 실행시키는 단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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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측이 전개되면 적어도 하나의 알고리즘 작동을 멈추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복수의 센서를 구비한

차량의 승객 레스트레인트 시스템용 판별 방법.

청구항 41.

제 40 항에 있어서,

운전자 측 속도 변화와 승객 측 속도 변화를 비교하는 단계; 및

보다 큰 속도 변화를 갖는 상기 한 측의 적어도 하나의 알고리즘을 실행시키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복

수의 센서를 구비한 차량의 승객 레스트레인트 시스템용 판별 방법.

청구항 42.
삭제

청구항 43.
삭제

명세서

배경기술

차량의 승객 레스트레인트 시스템은 레스트레인트의 전개가 필요한 사고를 탐지하는 하나 이상의 센서를 포함한다. 현재

공지된 센서 시스템은 국부(localized) 센서를 포함하는데, 이 센서는 각각 가속 센서, 신호 측정 및 필터 장치를 포함한다.

각각의 국부 센서는 또한 출력이 레스트레인트 전개를 필요로 하는 충돌이나 다른 사고를 반영할 지의 여부를 판정하기 위

해 알고리즘에 따른 가속 센서 출력을 평가하는 처리기를 포함한다. 만일 이렇다면, 모듈은 레스트레인트가 전개되도록 점

화 요청을 개시시킨다. 레스트레인트 자체는 에어백과 같은 임의의 타입의 레스트레인트일 수 있다.

비록 국부 센서가 레스트레인트 전개를 보장하는 사고를 탐지할 수 있을지라도, 주어진 국부 센서는 다른 차량 위치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탐지하지 못한다. 따라서 센서는 차량의 제한된 한 영역에서 얻어진 정보만을 기초로 점화 결정을 내린

다. 따라서, 센서에 의해 탐지된 사고가 전개를 보장하지 못한 경우조차도 레스트레인트가 전개될 수 있다. 차량의 임의의

지점에 대한 데이터가 없으면, 주어진 점화 요청이 실제로 충돌에 따른 것인지에 대한 타당성을 평가하는데 국부 센서를

사용하지 못한다. 더욱이, 충돌의 발생을 하나의 국부 센서로 확인할 방법이 없다.

레스트레인트 전개 결정의 신뢰도의 향상시키는 레스트레인트 시스템이 필요하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은 전반적으로 레스트레인트의 전개를 일으키는 사고를 감지하기 위한 분포식 감지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상기 분

포식 감지 시스템은 하나 이상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전개 사고와 비전개 사고 사이의 판별에 의해 레스트레인트 전개를 필

요로 하는 사고의 감지도를 향상시킨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는 분포식 감지 시스템의 전송 실패를 감지할 수 없기 때문에 부주의한 레스트레인트 전개의 가능성을

감소시키는 방법과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일 실시예에 있어서, 시스템은 선택된 다수의 데이터 샘플을 체크하고 카운터를

사용하는 선택된 값을 초과하는 다수의 데이터 샘플을 트랙한다. 만일 카운터 값이 선택된 드레시호울드를 초과하면, 시스

템은 전송 체크가 이행되고 레스트레인트가 전개되는 것을 지시한다. 전송 체크 처리는 전개 신호가 전송 체크 요구를 충

족하지 못하면 전개되지 않게 되어, 전송 실패에 따른 전개 위험을 감소시킨다.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는 주어진 시간에 차량으로의 외부 물체의 침입 정도에 따른 상관 가속 차(CAD)를 계산하는 분

포식 감지 시스템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상기 CAD는 시스템내의 상이한 센서로부터 계산된다. 일 실시예에 있어서,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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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반대 측처럼 지지 측에 배치된 센서의 가속 데이터는 센서가 사고에 응답하면 체크되고, 가속 데이터의 절대값은 절대

값 차이를 얻기 위해 서로 빼진다. 절대값의 차이는 이때 신호의 시간 영향을 제거함으로써 CAD 항을 얻도록 적분된다. 절

대값의 차이 값은 다른 타입의 사고와 물체의 침입 특성을 판별하는데 사용되는 정보를 제공한다. 일 실시예에 있어서, 적

분은 CAD 항의 사용을 제어함으로써 조정될 수 있는 오프셋을 사용하여 유도되고; 오프셋이 크면 클수록, CAD 항은 보다

신속하게 제로값으로 되돌아 간다.

그러나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는 미처리 데이터 전송으로써 분포식 감지 시스템을 구비한 레스트레인트 시스템에 사용

된 알고리즘의 런타임을 감소시키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일 실시예에 있어서, 레스트레인트 시스템의 제어기는 레스트레

인트 시스템의 각각의 측에서의 대칭적인 계산을 스위치시킨다. 시스템은 레스트레인트 전개를 필요로 하는 상태를 갖출

가능성이 보다 큰 측에 유도되기 때문에 알고리즘 실행에 우선 순위를 매김으로써 런타임을 감소시킨다. 우선 순위가 매겨

진 계산은 또한 이미 레스트레인트가 전개된 측에서의 재점화를 피할 수 있고, 시스템이 유도를 필요로 하는 총 수의 계산

을 감소시킨다.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는 소정의 센서의 점화 결정이 레스트레인트 전개를 필요로 하는 사고인 타당성(plausibility)을

평가하는 분포식 감지 시스템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파라미터식 타당성 경로는 응답이 전개에 알맞은 사고와 일치하는지

의 여부가 판정될 하나 이상의 파라미터에 대해 소정의 센서의 응답의 평가를 허용한다. 일 실시예에 있어서, 점화 신호를

만드는 센서는 하나 이상 선택되어 고정된 파라미터에 대한 시스템의 하나 이상의 다른 센서의 상태를 체크함으로써 타당

성 체크를 유도한다. 타당성 체크에 사용된 특정 파라미터는 상이한 차량 하드웨어 구성, 차량 셋업 및 요구조건을 수용하

도록 조정된다. 본 발명은 따라서 타당성 체크로 전개 결정에 대한 추가 자유도를 제공함으로써 레스트레인트 전개 판별을

향상시키고, 최종 전개 결정이 단일 센서의 출력에 기초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장한다.

최종 전개 결정으로 함으로써 상이한 차량 위치의 여러 센서를 평가함으로써, 본 발명의 시스템 및 방법은 알고리즘의 실

행을 위한 시스템 리소스를 최적화시키면서 전개 결정의 정확도를 향상시킨다.

실시예

본 발명은 전반적으로 차량(101)용 분포 센서 시스템(100)에 관한 것이다. 시스템(100)은 차량의 여러 위치에 있는 복수

의 센서(102a, 102b, 102c, 102d)를 포함한다. 센서(102)는 가속 센서나 공기압 센서와 같은 임의의 적당한 타입의 센서

이므로, 차량에서 에어백과 같은 하나 이상의 레스트레인트(restraint, 도시생략)의 전개 여부를 판정한다. 상이한 타입의

센서(102)가 동일 시스템(100)에 사용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더욱이, 센서 장치는 필요하다면 차량의 운전자와 승객 측

에 대하여 대칭적으로 배치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센서는 복수의 열로 배치되는데, 각각의 열에서의 센서는 동일한 타입이

면서 동일한 감지 범위를 갖고 있다. 임의의 주어진 위치 및/또는 주어진 차량에서 사용된 특정한 타입의 센서(102)는 예

를 들면, 시스템 응답에 요구되는 시스템 구성 및/또는 주어진 차량 플랫폼의 각각의 특성에 따른다.

하나의 실시예에 있어서, 중앙 제어기(105)는 센서(102)로부터 미처리 데이터를 수신하도록 만들어지며 점화 신호를 미처

리 데이터에 기초한 배치 장치(106)로 송신함으로써 레스트레인트의 사용 여부를 결정한다. 각각의 센서(102)보다는 제어

기(105)에서 점화 신호를 만듬으로써, 분포식 감지 시스템(100)은 단일 센서(102) 보다는 다중 센서의 데이터에 기초하여

점화를 만들지를 결정한다. 제어기(105)는 측 충격 센서(102) 뿐만 아니라 전방 충격 센서(107)의 데이터를 고려하여 또

다른 사고의 판별을 향상시킨다. 분포식 감지 시스템(100)은 어떠한 종류나 어떠한 위치의 센서로부터 데이터를 평가할

수 있으면서 상기 센서에 제한이 없음을 알 수 있다.

도시된 실시예에 있어서, 제어기(105)는 각각의 센서(102a-d)와 연결된 센서 모듈(108a, 108b, 108c, 108d)을 포함한

다. 각각의 센서(102)는 미처리 데이터에 대응하는 센서 모듈(108)로 송신하여 상기 데이터는 다양한 기준에 대해 평가될

수 있는데, 상기 기준 중 여러 개가 하기에보다 상세하게 설명될 것이다. 제어기(105)의 모듈(108)은 센서(102)의 출력을

비교하거나, 더하거나, 빼거나 그렇지 않으면 분석하여 최종 전개 결정의 신뢰성을 높이게 된다.

하나의 실시예에 있어서, 각각의 센서 모듈(108)은 타당성 플래그(flag, 110)를 설정하고 및/또는 대응하는 센서로부터 수

신된 미처리 데이터에 기초하여 점화 요청(112)을 만든다. 이러한 정보는 점화 신호를 송신할 지의 여부를 판정하는 제어

기(105)에 의하여 사용된다. 만일 센서(102)의 미처리 데이터가 레스트레인트 전개를 보장하는 충돌이나 다른 사고 발생

경우를 반영하는 제어기 모듈(108)을 제어기(105)가 판정하면, 제어기(105)는 데이터에 응답해 적당한 레스트레인트를

전개시키기 위하여 점화 신호를 전개 장치(106)로 송신한다.

하나 이상의 센서(102)를 체크하여 시스템의 최종 전개 결정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레스트레인트가 실제 필요할 때 전개

되는 것을 보장한다. 하기 설명된 실시예에 있어서, 유효 센서 데이터가 각각의 센서 모듈(108)에 의하여 계산되어 사용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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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을 알 수 있다. 만일 어떤 하나의 센서(102)가 무효 센서 데이터를 출력하면(예를들면, 모듈이 진단 플래그를 1로 설

정한 센서 데이터를 수신하면), 무효 데이터를 수신한 센서 모듈(108)은 불완전한 센서(102)에 대한 디폴트값을 갖고 상기

사이클 동안에 계산을 실행하여 잘못된 데이터에 기초한 전개를 피하게 된다. 예를 들어, 상기 디폴트값은 제로이므로 출

력시 불완전한 센서(102)의 영향 또한 제로이다. 그러나, 에러가 일시적이고 다음 사이클에서는 사라지기 때문에 에러가

탐지될 때조차도 센서 모듈(108)은 모듈의 알고리즘을 계속해서 실행시키는 것을 알 수 있다.

각각의 센서(102)로부터 집중식 제어기(105)로 전개 결정을 이동시킴으로써, 본 발명의 분포식 감지 시스템(100)은 단일

센서보다는 다중 센서의 데이터를 토대로 결정함으로써 주어진 레스트레인트 전개 결정의 신뢰도를 향상시킨다. 이러한

집중식 결정을 만들기 때문에 분포식 감지 시스템(100)에 만들어질 수 있는 수개의 시스템 특징을 이끌어 낸다.

점화/미점화 판별

도 2는 모듈(108)이 가속 신호에 기초하여 점화 요청(112)을 만들 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점화/미점화 판별 알고리즘(118)

을 도시한다. 도시된 실시예에 있어서, 각각의 모듈(108)은 2개의 모드중 하나에 기초하여 모듈을 결정할 수 있다. 모듈

(108)은 대응하는 센서(102)로부터 미처리 데이터를 수신할 때, 모듈(108)은 데이터를 체크하게 되는데, 상기 데이터는

점화/미점화 판별(120)을 할 수 있는 드레시호울드(threshold)보다 더 큰 속도 오프셋을 반영하고, 그리고 이는 점화를 결

정함과 동시에 차량의 구조적 운동을 나타내게 된다. 모듈(108)은 또한 2개의 가능성 있는 모드(122, 124)에 따른 미처리

데이터를 평가한다. 에너지 레벨(△V, 즉, 속도 변화)이 하기에보다 상세하게 설명될 여러 항(term)에 기초하여 변하는 동

적 드레시호울드를 초과하는지의 여부를 제 2 모드(124)가 체크하는 경우, 제 1 모드(122)는 고정되거나 또는 동적 드레

시호울드에 따른 미처리 센서 데이터의 펄스 높이와 폭을 평가한다. 일 실시예에 있어서, 에너지 레벨(△V)은 통상적인 차

량의 작동 영향을 신호에 오프셋하여 필터된 센서(102)에 의하여 만들어진 가속 신호 적분이다. 에너지 레벨(△V)은 예를

들어, 조절가능한/조정가능한 길이를 갖춘 유한 임펄스 응답(Finite Impulse Response:FIR) 필터를 사용하여 계산될 수

있다.

일 실시예에 있어서, 선택된 에너지 레벨이 소정의 시간 간격 동안에 있은 후에 제 2 모드(124)가 액티브하는 경우, 제 1

모드(122)는 선택된 에너지 레벨이 소정의 시간 간격 동안에 있을 때 사고의 초반부와 끝 부분에서 액티브하다. 이것은 제

1 모드(122)가 단일 센서 출력에 기초한 사고의 시작부에서 신속하게 사고를 판별하는 경우 제 2 모드(124)가 사고 처리

동안에 다중 센서 출력에 기초한 연장된 시간 항에 걸쳐서 판별할 수 있음을 보장한다.

도 3A, 3B, 및 3C는 사고를 판별하고 제 1 모드(122)에 따른 점화 요청(112)을 경고하여 사고를 탐지하도록 모듈(108)에

의해 사용된 가속 센서 응답의 실시예를 도시한다. 이들 실시예는 목적만을 나타내는 것이지 제한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

다. 일반적으로, 차량의 한 부분에서의 차량 가속이 연장된 시간 항 동안에 급속하게 변경되는 것을 나타내는, 높고 폭넓

은, 펄스를 만일 대응하는 가속 센서(102)가 출력하면, 소정의 센서 모듈(108)은 점화 요청(112)을 송신한다.

도 3A는 센서(102)가 짧은 항의 급격한 변화(예를 들면, 차량 몸체에 극도로 빠른 송풍)를 탐지하는 실시예를 도시한다.

이러한 실시예에 있어서, 발생된 가속 센서 펄스가 높으면, 드레시호울드(150) 높이 보다 높게 도달하나, 좁으면, 센서 응

답에서 스파이크를 야기한 사고가 심각하지 않고 및/또는 충돌과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을 나타낸다. 펄스의 폭이 드레시호

울드(154) 폭보다 작기 때문에, 센서 모듈(108)의 점화/미점화 판별 알고리즘(118)은 점화 요청(112)을 만들지 않는다.

이와 유사하게, 도 3B는 가속 센서가 폭넓은(드레시호울드(154) 폭에 도달하는) 펄스를 만드나, 낮으면, 사고가 레스트레

인트 전개를 경고하지 않을 정도로 약한 차량에의 상대적으로 천천히, 느리고 강한 충돌(예를 들면, 길에서의 충돌)임을 나

타낸다.

그러나, 가속 센서(102)가 센서 모듈(108)에 의하여 설정된 드레시호울드(150, 152)의 높이와 폭 양자를 초과하는 펄스를

출력하면(도 3C), 점화/미점화 판별 알고리즘(152)은 사고 경고 레스트레인트 전개를 나타내는 바와 같이 센서(102)로부

터 미처리 데이터를 해석한다. 센서 모듈(108)은 이에 따라 관련 센서(102)에 따른 점화 요청(112)을 만들 것이다.

도 4A, 4B, 및 4C는 사고를 판별하고 제 1 모드(122)에 따른 점화 요청을 보장하는 사고를 탐지하도록 모듈(108)에 의해

사용된 공기 압력 센서 요청의 실시예이다. 이전 실시예와 같이, 이들 실시예는 목적만을 나타내는 것이지 제한을 의미하

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실시예에 있어서, 압력 센서 응답은 측 충돌 사고에 대한 응답과 관련된 2개의 상이한 점화 요청

(112a, 112b) 양자의 작동을 제어한다. 이러한 실시예에 있어서, 전방 충돌 사고와 측 충돌 사고가 동시에 발생하면, 오직

점화가 허용된 점화 요청(112b)이 있다. 이것은 전방 에어백의 전개에 의해 야기된 압력 상승이 측 레스트레인트의 전개

발생을 방지시킨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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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력 센서는 예를 들면, 충돌에 의해 야기된 공기 압력의 변화를 탐지하기 위하여 차량 도어에 또는 차량 몸체의 전방부에

배치되었다. 도 4A는 동적 압력 드레시호울드(132)를 사용하는 상대 공기 압력 변화(△P/P0)를 도시한다. 이 드레시호울

드(132)는 예를 들면, 탐지된 공기 압력 변화에 기초하여 변경된다. 상대 압력 변경(△P/P0)이 동적 드레시호울드(132)를

초과하면, 모듈(108)은 점화 요청을 만든다. 이러한 실시예는 차량의 도어중 하나와 물체 사이의 충돌을 탐지하는데 종종

사용된다.

도 4B는 동적 압력 드레시호울드(136)에 대한 평균 압력과 고정된 드레시호울드(140)에 대한 차압(138)을 체크하는 실시

예를 도시한다. 만일 평균 압력(134), 차압(138), 또는 양자가 그들 각각의 드레시호울드를 초과하는 경우, 모듈(108)은

점화 요청을 하게 된다. 비록 도 4B가 평균 압력(134)과 차압(138)을 평가하는 AND 연산자를 도시할지라도, 시스템은 2

개의 압력(134, 138) 항 중 오직 하나만이 소정의 시스템 작동에 따른 대응하는 드레시호울드를 초과한다 할지라도 점화

요청을 만들도록 교정한다. 이러한 실시예는 물체와 차량에서의 B-필러(pillar) 사이의 충돌이나 차량 사이의 비스듬한 충

돌을 탐지하는데 종종 사용된다.

도 4C는 고정된 드레시호울드(142)에 대해 상대 압력 변화(△P/P0)를 비교한 실시예를 도시한다. 이러한 실시예는 전방

에어백의 전개를 보장하는 충돌을 탐지하는데 종종 사용된다. 이러한 실시예의 드레시호울드(142)는 고속 측 충돌 사고를

탐지하고 계속 판별하여 충분히 낮은 경우 전방 에어백의 전개에 의해 야기된 차량내 공기 압력 변화에 따른 점화 요청을

만들지 않도록 충분히 높은 레벨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고를 판별하는데 사용되는 특정 센서(102)에 상관없이, 하나의 센서 모듈(108)의 점화 요청이 점화 신호를 전개 장치

(106)로 자동적으로 송신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대신, 센서(102)의 미처리 데이터가 하나 또는 서로에 대하여, 점

화 신호를 전개 장치(106)로 마침내 송신하였는지의 여부를 판정하기 전에 더욱 평가된다. 더욱이, 센서가 상기 선택된 드

레시호울드에 있는 출력을 생성함에 따라, 만들어진 특정 점화 요청(112a, 112b)이 최적의 응답을 포함하는 레스트레인트

에 따라 가변한다. 예를 들면, 도 4A 및 4B에 도시된 탐지 방법은, 전방 에어백 팽창이 점화 요청(112a)의 선택된 시간 창

문 함수(time window, 예를 들면, 50ms내)에서 탐지되면 점화 요청(112a)을 무시하는게 바람직하다고 할 정도로 민감하

다. 이것은 전방 에어백 팽창에 의해 야기된 공기압 변화가 점화 요청(112a)을 유발하지 않게 함을 보장한다. 다른 한편으

로, 도 4C에 도시된 탐지 방법은 높은 드레시호울드가 전방 에어백 전개에 의해 야기된 공기압 변화가 점화 요청(112b)을

아주 높게 유발하지 않도록 하기 때문에 임의로 탐지된 전방 에어백 전개에 대해서 독립적이다. 점화/미점화 판별은 전개

(106)가 적어도 2개의 다른 센서 신호를 기초로 한 다른 센서 신호에 의하여 지지될 수 있다.

도 5는 가속 센서의 출력을 평가하는데 사용되는 제 2 판별 모드(124)의 다이어그램을 나타내고 있다. 상기 실시예의 제 2

모드(124)가 차량의 반대측 센서와 중앙 센서(107)와 같은 지지 센서 뿐만 아니라 모듈(108)에 대응하는 센서(102)의 출

력도 고려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에너지 레벨이 점화 요청(112)을 보장하리라 생각되는 동적 드레시호울드

(150)는 주어진 시간 창문 함수의 총 센서 응답 뿐만 아니라 여러 항에 기초하여 변경될 수 있다. 항의 상대 가중치와 동적

드레시호울드(150)의 영향은 탐지된 사건이 시간 이후에 어떻게 진행하는지에 기초하여 가변된다. 예를 들면, 만일 항이

충돌에 따른 센서(102) 응답과 같은 가능성을 더 많이 나타내면, 에너지 레벨(△V)이 좀더 조속히 드레시호울드(150)를

교차하여, 보다 민감한 모듈(108)을 만들기 위하여 모듈(108)은 동적 드레시호울드(150)를 변경시킬 것이다.

도 5에 도시된 항 이외에, 점화 신호를 전개 장치(106)에 송신하는 결정의 신뢰도를 향상시키는 다양한 방법이 있다. 이들

방법 중 여러 개가 하기에 보다 상세하게 설명될 것이다.

신호 전송 체크

도 6은 분포식 감지 시스템에서 감지할 수 없는 전송 실패에 따른 부주의한 레스트레인트 전개의 가능성을 감소시키는 방

법을 도시한다. 이 방법은 예를 들면, 전송 체크 모듈(200)이 유효 전송된 데이터에 기초한 점화 요청(112)을 지시할 때에

만 점화 요청(112)이 송신되도록 전송 체크 모듈(200)이 점화/미점화 판별(120)과 함께 AND 연산되는 것을 구체화한다.

여러 경우에 있어서, 데이터 전송 실패가 탐지가능하고 실패된 전송 데이터는 중복 전송에 의하여 복구될 수 있다. 예를 들

면, 동기 펄스는 전송된 데이터가 동기되고, 맨체스터 코드(Manchester code)가 성능과 신뢰성을 향상시키고, 그리고 패

리티 비트(parity bit)는 내부 센서 고장인지를 지시한다. 복구된 데이터는 이때 통상적인 방식의 센서 모듈(108)에 의하여

평가되어 점화 요청(112)을 만들지의 여부를 결정한다. 그러나, 이들 현재 알려진 대응책은 예를 들면, 데이터가 비트 플립

이나 다른 수단을 통하여 손상되는 경우를 탐지할 수 없다. 전송 체크 모듈(200)은 현재 알려진 방법에 의해 탐지될 수 없

는 통상적인 데이터 전송 오류를 탐지하도록 사용된다. 전송 체크 모듈(200)은 오류 데이터 전송을 탐지하는데 실패한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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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 이들 예방책의 경우에 신뢰도를 증가시킨다. 데이터가 유효하지 않다는 것을 전송 체크 모듈(200)이 지시하면, 전송 체

크 모듈(200)은 센서 모듈(108)이 최종 레스트레인트 전개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점화 요청이나 다른 명령의 송신을 방지

한다.

보다 상세하게는, 전송 실패 결과가 플립된 비트나 여러 다른 변칙(예를 들면, 센서 모듈(108)에 의해 수신된 데이터중 순

간적인 높은 값)을 초래하면, 센서(102)는 예를 들어, 전송된 데이터가 데이터 샘플에서의 최상위의 비트(MSB)를 설정함

으로써 내부 에러를 포함하는 것을 센서 모듈(108)에 지시시킨다. 이 결과, 센서(102)는 여전히 신호를 전송할 수 있으나,

그러나 설정된 MSB는 유효하지 않은 데이터에 기초한 점화 요청(112)의 생성을 센서 모듈(108)이 방지하도록 이 신호에

기초한 레스트레인트가 전개되지 않도록 센서 모듈(108)을 수정한다.

시스템내의 추가 신호 체크를 제공하고 센서(102)로부터의 타당성 데이터를 변경하기 위하여, 전송 체크 모듈(200)은 도

6에 도시된 방법을 실행시킨다. 일반적으로, 전송 체크 모듈(200)은 선택된 다수의 연속 센서 신호가 주어진 시간 창문 함

수를 통해 선택된 전송 체크 드레시호울드 이상인 것을 보장한다. 만일 탐지된 센서 데이터가 실제로 변칙(예를 들면, 센서

데이터의 단일 스파이크)에 따른다면, 변칙이 시간 창문 함수에서 거의 반복되지 않을 것이다. 보다 상세하게는, 센서 모듈

(108)은 임의의 신호가 가능한 충돌을 지시하는 드레시호울드를 초과하는지의 여부(블록 202)를 알기 위해 대응하는 센서

(102)로부터 데이터를 주기적으로 샘플링할 것이다(블록 201). 전송 체크 모듈(200)은 센서 모듈(108)이 새로운 데이터

샘플을 수신하는 매 시간 및/또는 전송 체크 모듈이 체크 처리를 실행하는 매 시간 전송 체크를 실행한다.

만일 센서 모듈(108)이 그러한 신호를 수신하면, 전송 체크 모듈(200)은 내부 버퍼 카운터(203)에 인크리먼트

(increment)할 것이다(블록 204). 전송 체크 모듈(200)은 이때 카운터가 카운터 드레시호울드에 도달했는지의 여부를 체

크한다(블록 206). 카운터 드레시호울드는 충돌 사고 특성을 반영하는 임의의 값으로 설정될 수 있다. 일 실시예에 있어서,

전송 체크 모듈(200)은 제 시간에 전방으로 처리하는 가동 시간 창문 함수를 통해 응답한다. 드레시호울드 이상의 하나의

데이터 샘플이 드레시호울드 아래로 떨어지는 또다른 데이터 샘플에 의하여 진행된다면 및/또는 카운터 인크리먼트 사고

가 시간 창문 함수를 벗어나 있으므로 카운터가 보다 낮은 값으로 리셋되거나 디크리먼트(decrement)되는 것을 알 수 있

다(블록 207).

만일 카운터가 시간 창문 함수을 통해 카운터 드레시호울드에 도달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센서 드레시호울드를 초과하는

센서 신호가 변칙이고 그렇지않으면 실제 충돌보다는 탐지되지 않는 전송 에러에 의해 야기된다는 것을 나타낸다. 따라서,

전송 체크 모듈(200)은 전송 체크 플래그 언셋을 방치하고, 점화/미점화 판별(120) 그렇지 않으면 센서 데이터가 충돌 사

고의 데이터와 매치하는 프로필을 갖는다는 것을 나타낼지라도 센서 모듈(108)이 점화 요청(112)을 송신하는 것을 방지한

다. 센서 모듈(108)은 따라서 시간 창문 함수가 전방으로 이동함으로 센서 데이터를 계속하여 모니터한다(블록 201).

그러나, 카운터가 시간 창문 함수의 카운터 드레시호울드에 도달하면, 전송 체크 모듈은 전송 체크가 완료됨을 나타내는

전송 체크 플래그를 설정한다(블록 210). 이것은 센서 모듈(108)이 탐지된 센서 데이터에 응답한 점화 요청(112)을 전송

하는 것을 허용한다. 카운터 드레시호울드 자체는 예를 들면, 허용가능한 다수의 오류 신호 전송에 대응한 확률 통계학적

계산을 통하여 선택된다.

이 방법은 신호 전송 체크 처리를 실제 감지 처리로부터 분리하여, 오류 센서 신호가 전개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계속

하여 방해하는 동안 시스템(100)이 센서(102)를 디스에이블하게 하는 것을 피하게 한다. 센서가 오류 전송을 송신할지라

도 센서(102)가 액티브하도록 유지함으로써, 상기 방법은 오류 전송이 오류 센서에 따른다기보다는 일시적인 사고이라는

가능성을 두게 된다. 더욱이, 전송 체크는 단일 결정 로직 대신에 카운터를 사용함으로써 부주의한 전개의 가능성을 줄여

서, 센서가 선택된 시간 기간 내내 충돌 사고를 지시할 때까지 레스트레인트가 전개되는 것을 방지한다.

상관 가속 차(Correlation Acceleration Difference: CAD) 계산

도 5에 관하여 상기 설명한 바와 같이, 점화/미점화 판별(120)은 동적 드레시호울드(150)를 변경시키기 위하여 다중항을

고려한 제 2 모드(124)에 따른 센서 모듈(108)에 의하여 안내될 수 있다. 동적 드레시호울드(150)를 변경시킴으로써, 센

서 모듈(108)은 센서 출력이 주어진 시간에서 드레시호울드를 교차하는 것을 제어한다.

동적 드레시호울드를 변경시키는데 사용된 한 항은 상관 가속 차(CAD)이다. CAD는 가속 센서를 사용하여 시스템에서 계

산된다. CAD 항(250)은 센서 모듈(108)의 키온(Key-on)시 계산되고 각각의 알고리즘 사이클 동안에 계속해서 업데이트

된다. 센서 모듈(108)의 알고리즘은 주어진 시간에 차량으로의 외부 물체의 침입정도에 대응하는 CAD 항(250)을 계산한

다. 이 정보에 기초하여, 센서 모듈(108)은 또한 동적 드레시호울드(150)가 동적 드레시호울드(150)를 계산하는데 사용된

모든 다른 항이 고려될 때 변경되는 정도와 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타입의 사고중 물체 침입 사고 사이를 판별한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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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CAD 항 자체는 항상 제로이거나 또는 그 이상이고, CAD 항의 값과 가중치는 동적 드레시호울드(150)에 영향을 미치

는 양을 나타낸다. 예를 들어, 만일 물건이 승객실로 들어가게 되는 것을 CAD 항(250)이 지시하면, 센서 데이터는 센서 모

듈(108)이 보다 신속하게 점화 요청(112)을 하게 할 가능성을 증가시키도록 CAD 항은 동적 드레시호울드(150)를 조정한

다. 만일 CAD 항이 제로이면, 이때 동적 드레시호울드에 대한 영향 또한 제로이다.

일반적으로, CAD 항은 차량의 한 측의 센서(102)의 데이터의 절대값이 동일 열(252)에서의 대향된 위치와 같은 지지 위

치에 있는 센서(102)의 데이터와 다른 정도를 보여준다(도 5). 상기 실시예에 있어서 CAD 항(250)을 계산하고 있는 도 7,

8A, 8B, 및 9를 참조하면 주어진 열에 있는 승객 측 가속(블록 256)과 운전자 측 가속(블록 258)을 반영하는 센서 데이터

를 얻는 단계, 상기 열에 있는 센서 데이터의 절대값을 얻는 단계(블록 260), 그리고 차이 값을 얻기 위해 운전자 측 값에서

승객 측 값을 빼는 단계(블록 262)를 포함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차이 값은 제로보다 큰지 아닌지를 확인하여 체크된다(블

록 264).

통상의 차량 작동 동안에, 전방 운전자 측에 있는 센서(102)는 전방 승객 측에 있는 센서(102)의 데이터와 실질적으로 동

일한 데이터를 출력함을 알 수 있다(도 8B). 실제로, 차량에 센서(102)의 장착 위치를 임의로 바꾸지 않고 장착하는 동안

에 주의를 요하는데, 이것은 운전자와 승객 측 센서가 서로의 완전한 미러 이미지를 벗어나게 하여 양 센서의 데이터가 동

일의 스타팅 베이시스(starting basis)로부터 평가되는 것을 보장한다.

물체가 차량과 충돌하면, 차량의 한 측은 다른 측과는 상이한 방식으로 응답하여, 동일한 열에 있는 센서(102)가 상이하게

응답하게 할 것이다(도 8A). 예를 들면, 막대가 설명된 실시예에 나타난 바와 같이 차량의 승객 측과 충돌하면, 충격에 가

장 가까운 승객 측 센서(102)는 높은 레벨의 데이터 신호를 출력함으로써 응답할 것이다. 그러나, 동일 열에 있는 지지 센

서(예를 들면, 운전자 측에 있는 센서)는 충격으로부터 멀리 있기 때문에 많이 다른 응답을 할 것이다. 이 결과, 상이한 센

서가 대응하는 운전자의 미처리 데이터의 절대값과 상이한 승객 측 센서의 데이터간의 절대값 차를 야기시켜, 비제로 CAD

항을 생성시킬 것이다. 전체 차량이 충돌로 미끄러지면, CAD 항은 차량의 양측에 있는 센서가 유사한 리딩을 출력하게 하

는 차량의 이동 때문에 제로에 가깝게 됨을 알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 CAD 항은 동적 드레시호울드(150)내내 영향을 거

의 미치지 않아서, 충돌을 탐지하는데 다른 항에 의존한 동적 드레시호울드(150)를 필요로 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도 7을 다시 참조하면, 차이 값이 제로보다 크지 않으면(블록 264), 적분(integration)은 유도되지 않고 포겟팅 인자

(forgetting factor)는 운전자 측 CAD 항에 적용된다(블록 266). 상기 포켓팅 인자는 선택된 양에 의하여 최종 운전자 측

CAD 항의 값을 감소시키고(블록 268) 이에 따라 시간 내내 동적 드레시호울드(150)에 영향을 끼친다.

만일 이 차이 값이 제로보다 크면, 센서 모듈(108)은 운전자 측 가속 항이 제로보다 큰지 아닌지의 여부를 체크한다. 만약

그렇다면, 이것은 차량의 운전자 측에서 발생하는 액티버티(예를 들면, 충돌 액티버티)가 더 많음을 나타낸다. 따라서 항

차는 운전자 측 CAD 항을 더할 것이고(블록 272), 이것은 도 8의 포지티브 적분과 대응한다. 만일 항 차가 제로보다 작으

면, 운전자 측 CAD 항에서 항 차가 빼진다(블록 274). 이것은 승객 측 센서가 제로 레벨 신호를 갖추면서 CAD 적분이 운

전자 측 센서로부터 순전히 변동하는 신호의 시간내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장한다. 이것은 예를 들면, 운전자 측의

도어 슬램이나 날카로운 블로우와 같은 오용의 상태 동안에 발생할 수 있다. CAD 항에 최소 및 최대 한계 값이 설정되어

비현실적인 결과를 야기하는 오버플로를 피할 수 있다.

운전자 측 CAD 항이 차이 값에 의하여 조정되는 경우(블록 272 및 274), 포겟팅 인자는 운전자 측 CAD 항에 적용되어 최

종 운전자 측 CAD 항을 얻는다(블록 268). 일 실시예에 있어서, CAD 알고리즘은 항 차를 적분함으로써 포겟팅 인자에 적

용된다. 도 9에 도시된 바와 같이, 적분은 항 차가 제로보다 크면 포지티브 적분일 수 있고 항 차가 제로보다 작으면 네가티

브 적분일 수 있다. 적분 단계는 센서 신호의 피크를 제거하고 시간 내내 CAD 항에 대하여 정보를 제공함을 알 수 있다. 이

것은 전개 결정이 선택된 시간 창문 함수를 통하여 센서 응답에 기초하고 신호 모멘트에 기초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장한

다. 또한 통상의 운전 동작 동안에 센서 응답의 영향을 제거하고 결국에는 CAD 항을 센서(102)가 충돌 사고나 통상의 운

전 동작 동안의 변칙을 감지한 이후에 제로로 되돌린다.

센서 모듈(108)은 이때 다른 항을 따라서 CAD 항을 고려하게 되어 동적 드레시호울드(150)를 수정한다. 예를 들면, 만일

CAD 항이 연장된 시간의 기간 동안에 제로에 가깝게 되고 차량이 통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을 다른 항이 나타낸다면(도

8B), 센서 모듈(108)은 동적 드레시호울드(150)를 상승시켜 모듈(108)이 덜 민감하게 만들어져 점화 요청(112) 송신을

덜하게 한다. 이와 반대로, CAD 항이 신속하게 높은 레벨을 취하고 충돌이 발생되는 것을 다른 항이 나타내면(도 8A), 센

서 모듈은 동적 드레시호울드(150)보다 낮게 되어 모듈(108)을 더 민감하게 만들어, 센서(102) 응답이 보다 빠르게 드레

시호울드(150)를 교차하고 점화 요청(112)을 트리거할 가능성을 증가시킨다. CAD 항은 충돌의 존재 뿐만 아니라 충돌의

특징을 반영하므로, 센서 응답에 적합하게 응답하도록 만들어진 동적 드레시호울드(150)에 대한 추가 정보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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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리즘 런타임 감소

도 10은 레스트레인트 시스템 알고리즘의 런타임을 감소시키는 방법을 나타내는 본 발명의 또다른 실시예를 도시하고 있

다. 상기 기재한 바와 같이, 센서 모듈(108)은 주어진 모듈(108)과 특히 관련된 센서(102)보다는 센서(102)의 출력을 고려

한다. 상기 설명된 CAD 알고리즘과 하기에 설명될 타당성 체크 알고리즘은 예를 들면, 시스템에서 각각의 센서(102)에 대

해 계산될 수 있다. 그러나, 시스템(100)에서의 모든 센서 모듈(108)이 특히 유한 리소스 양을 공유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모든 센서(102)에서의 상기 계산 및/또는 다른 계산에 대한 유도는 제한된 시스템 리소스를 스트레인시킨다.

모든 사이클 동안에 모든 센서 모듈(108)의 실행 알고리즘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시스템 리소스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도

10에 도시된 방법은 레스트레인트 전개를 초래할 거 같지 않고 및/또는 중복 계산을 제거함으로써 총 시스템(100)에 의해

유도된 총 계산 개수를 감소시킨다. 일반적으로, 런타임 감소 방법(300)은 각각의 센서(102)와 관련된 속도 변화(△V)를

체크하는 단계와, 양측에 대칭적인 알고리즘을 실행시키기보다는 상기 사이클에서의 보다 큰 에너지 레벨(△V)로써 차량

의 한 측의 모듈(108)에 있는 계산을 실행하는 단계를 필요로 한다. 보다 큰 에너지 레벨을 갖춘 측이 사이클에서 사이클까

지 변경되어; 예를 들면, 알고리즘이 한 사이클 동안 승객 측에서만 그리고 다음 사이클 동안 운전자 측에서만 실행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도 10에 도시된 방법에 있어서, 제어기(105)는 운전자와 승객 측 양자에 대한 시스템(100)에 있는 각각의 센서(102)와 관

련된 △V를 먼저 계산할 수 있다(블록 302). 이 단계는 부가적이고 다른 선택된 기준이 계산을 실행하는 측을 선택하는데

사용되면 생략될 수 있다.

제어기(105)는 이때 차량의 각각의 측에서의 레스트레인트의 전개 상태를 체크한다(블록 304). 운전자와 승객 측 양자의

레스트레인트가 이미 전개되었음을 제어기(105)가 탐지하면(블록 306), 이때 그렇게 하는 것은 처리 시간을 소비하기 때

문에 그리고 기껏해야 간단한 점화 신호를 이미 전개된 레스트레인트에 송신하기 때문에 임의의 또 다른 계산이 유도될 필

요가 없음을 제어기(105)는 알 것이다. 모든 전개 계산은 이에 따라 시스템(100)이 리셋될 때까지 멈춰진다(블록 308).

차량의 한 측에 있는 레스트레인트가 전개되는 것을 제어기(105)가 탐지하면(블록 310), 이때 제어기(105)는 비전개 측의

센서 모듈(108)에만 있는 소정의 알고리즘을 실행시킨다(블록 312). 그렇게 하는 것이 중복되고 기껏해야 점화 요청을 이

미 전개된 레스트레인트에 송신하기 때문에 점화가 없다는 계산은 전개된 레스트레인트가 있는 한 측에서 유도된다. 비전

개 측에만 시스템 리소스를 이동시킴으로써, 상기 방법(300)은 가용가능한 리소스를 이동시킴으로써 시스템 리소스를 바

꾸어 이미 전개된 측을 재점화시킬 가능성이 피해진다.

탐지된 사고가 전개를 충분히 보장할 거 같지 않을지라도 양 측에 레스트레인트가 전개되지 않는다는 것을 제어기(105)기

가 탐지하면(블록 314), 차량의 각각의 측에 있는 센서에 의해 나타난 △V나 다른 선택 기준을 비교함으로써 레스트레인

트 전개를 보다 더 필요로 할 가능성이 한 측에 있다고 제어기(105)는 판정한다(블록 316). 예를 들면, 제어기(105)는 한

측을 선택하고 한 측의 센서(102)는 보다 고 에너지 레벨, 보다 고속도, 또는 보다 고 가속을 나타낸다.

제어기(105)가 보다 높은 선택 기준 값을 갖고 있는 측을 선택한 경우, 선택된 알고리즘 부분(예를 들면, 동적 드레시호울

드에 대한 항의 합계)은 현재 사이클에 대해서만 상기 측에 유도된다(블록 318). 처리는 이때 이후 사이클 동안에 반복될

수 있다. 일 실시예에 있어서, 기본 계산(예를 들면, 타당성 계산, 속도 계산)만이 선택되지 않은 측에 유도되는 동안에 한

세트의 완전한 계산(예를 들면, 타당성 체크와 점화/미점화 판별의 양자)은 선택된 측에 유도된다. 주어진 열에 대한 차량

의 한 측에만 있는 한 세트의 완전한 계산을 유도함으로써, 도 10에서의 방법은 각각의 사이클 동안에 상당한 전개 결정의

런타임을 감소시킬 것이다.

인접한 열에 있는 센서(102)가 상이한 동작을 나타낼 수 있어; 따라서, 제어기(105)는 각각의 열에 있는 센서에 대한 별도

의 런타임 감소 처리를 계산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결과, 제어기(105)는 동일한 알고리즘 실행 사이클 동안에 한 열에

있는 승객 측과 한 열에 있는 운전자 측을 선택할 수 있다.

사고의 타당성 체크

사고의 타당성 체크는 하나 이상의 센서의 응답을 판별에 합치시킴으로써 전개 여부를 판별하기 위한 별도의 결정 경로를

제공한다. 하나 이상의 센서의 출력에 따른 레스트레인트 전개 결정에 기초하여, 전개 결정이 단일 센서 출력에 의해 나타

나지 않는다는 것을 타당성 체크는 확인할 것이다. 이것은 주어진 전개 결정이 실제 충돌에 따른 것이고 잘못된 데이터에

기초하지 않으므로 신뢰도를 증가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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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에 도시된 바와 같이, 차량이 충돌을 경험한 가능성을 하나 이상의 특성(예를 들면, 속도(△V)의 변화)이 반영할지 안

할지의 여부를 나타내는 타당성 체크(110)를 각각의 센서 모듈(108)은 유도한다. 일반적으로, △V가 선택된 타당성 드레

시호울드를 초과하면, 이것은 센서(102)가 실제 충돌 사고에 응답하는 타당성을 나타낸다. 즉, 타당성은 선택된 시간 기간

내내 적분의 절대 가속값이 드레시호울드를 초과하는지를 나타낸다. 필요하다면, 예를 들어, 차량 하드웨어, 차량 셋업, 설

계 요구 등에 따라 상이한 센서 모듈(108)이 상이한 타당성 드레시호울드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도 1에 도시된 바와 같이, 타당성 체크(110)와 점화/미점화 판별(120) 양자가 센서(102)의 미처리 데이터에 유도될지라도

타당성 체크(110)는 점화/미점화 판별(120)에 완전 독립적이고 동일한 알고리즘을 포함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일 실시예

에 있어서, 타당성 체크(110)를 실행하기 위한 드레시호울드는 센서 데이터가 중요성을 야기하나, 그러나 점화 요청(112)

의 송신을 충분히 높게 보장하지 않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점화/미점화 판별(120)에 대한 드레시호울드보다 더 낮다. 미처

리 센서 데이터에 기초하여 다른 모든 결정을 알 수 있고, 모듈(108)이 센서 데이터로 통상적인 운전 영향을 제거하도록 오

프셋되어 미처리 데이터를 필터한다. 필요하다면, 모듈(108)은 자신의 대응하는 드레시호울드를 각각의 센서(102)에 제공

할 수 있다. 더욱이, 포겟팅 인자는 또한 각각의 센서(102)와 관련될 수 있어 타당성 체크는 가동 시간 창문 함수를 통해 연

속적으로 업데이트 된 센서 응답을 반영한다.

도 11은 소정의 센서 모듈(108)이 타당성 체크(110)를 유도하는 한 방법을 도시한다. 상기 설명된 바와 같이, 타당성 판정

및 점화/미점화 분별이 서로 독립적이고 이에 따라 알고리즘 실행 동안에 상이한 시간에서 실행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시스템 작동 동안에, 센서 모듈(108)은 그들의 타당성 드레시호울드에 따른 그들 자신의 대응하는 센서(102)의 데이터를

판정한다(블록 400). 만일 소정의 센서(102)의 데이터가 대응하는 타당성 드레시호울드를 초과하면(블록 401), 이것은 타

당성 플래그를 설정한다(블록 402).

일 실시예에 있어서, 시스템(100)은 바이트나 워드 같은 상태 필드(404)를 포함하는데, 이것은 각각의 센서(102)에 비트

(406)를 할당한다. 들어오는 센서 데이터를 체크한 이후에 그리고 타당성 계산을 유도한 이후에 충돌이 타당하다는 것을

소정의 센서 모듈(108)이 판정하면, 할당된 타당성 플래그 비트(406)를 1로 설정한다. 이 상태 필드(404)는 참조용 모든

센서 모듈(108)로써 접근가능하다. 상태 필드(404)가 기술적으로 독립된 타당성 판정을 허용하는데; 즉, 상태 필드(404)

가 시스템의 모든 센서에 의하여 광범위하게 접근가능하기 때문에 레스트레인트 전개 여부의 결정을 상이한 타입의 센서

가 서로 조력하는데 사용됨을 알 수 있다. 다른 타입의 센서 뿐만 아니라 가속 센서와 압력 센서 양자의 데이터가 상태 필

드(404)에서 비트(406)를 설정할지 여부를 판정하는데 모두 사용된다.

소정의 센서(102)에 대한 센서 모듈(102)은 점화 요청(112)이 만들어진 것을 탐지했을 때 타당성 체크 처리(407)를 개시

시킨다(블록 408). 그러나, 임의의 다른 센서가 타당성 플래그(406)를 설명하면 센서 모듈(108)이 또한 상태 필드(404)를

보도록 체크할 때까지 점화 요청(112)은 레스트레인트 전개를 초래하지 않는다(블록 410). 일 실시예에 있어서, 센서 모듈

(108)은 특정 센서(102)에 대응하는 타당성 플래그(406)만을 체크한다. 즉, 특정 타당성 체크 알고리즘은 예를 들면, 주어

진 모듈에 대응하는 센서 위치, 모듈이 탐지하려는 사고 유형, 차량 특성 및 요구조건 등에 따라 모듈에서 모듈로 가변한

다. 도시된 실시예에 대하여, 각각의 모듈(108a, 108b, 108c, 108d)은 이들 자신의 독립적인 타당성 체크를 각각 갖고 있

으면서 이들의 작동은 다른 모듈의 타당성 체크에 의해 영향을 받거나 독립적이지 않다. 센서가 주어진 충돌 사고에서의

점화 요청(112)을 만들어서 실제로 상호작동하는 다른 센서에 대응하고 물리적으로 감지하는 선택된 타당성 플래그에 기

초한 전개 결정을 센서 모듈(108)이 유도하는 것을 보장한다.

예를 들면, 하나의 가속 센서의 점화 요청(112)이 반대 센서에 대응하는 타당성 플래그의 체크를 신속하게 한다. 또 다른

예로서, 운전자 측 가속 센서의 점화 요청(112)이 운전자 측 압력 센서에 대응하는 타당성 플래그의 체크를 신속하게 한다.

일 실시예에 있어서, 타당성 판정 동안에 중앙 제어기(105)에 의하여 관찰되고 무시되는 특정 타당성 플래그는 교정(예를

들면, EEPROM 파라미터)에 의해 선택되어, 파라미터식 타당성 경로를 형성한다.

타당성 체크(110)를 유도하는데 사용된 특정 알고리즘에 상관없이, 점화 요청(112)이 생성된 센서 모듈(108)은 자기 자신

의 타당성 플래그(406)를 사용할 수 없어서 전개 결정을 한다. 이것은 점화 센서가 타당성 체크(110)를 통하여 레스트레인

트 전개를 스스로 허용하지 않도록 방지한다. 즉, 점화 요청(112)을 개시하는 센서에 의해 탐지된 사고는 시스템(100)의

적어도 하나의 다른 센서에 의해 확인된다.

만일 메모리 위치에 충분히 많은 설정 타당성 플래그가 있다는 것을 점화 센서에 의해 유도된 타당성 체크(110)가 나타내

면(블록 412), 다른 센서(102)가 전개에 알맞은 사고를 탐지하여 전개를 허용하고, 중앙 제어기(105)가 점화 요청(112)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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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신하는 센서 모듈(108)에 대응한 레스트레인트(도시 생략)를 전개하도록 점화 신호를 전개 장치(106)로 송신하는 것을

나타낸다(블록 414). 만일 그렇지 않다면, 점화 요청(112)은 무시되고(블록 416) 센서 데이터는 가동 시간 창문 함수에 대

해 계속 모니터되고 대응하는 타당성 드레시호울드와 계속 비교된다(블록 400).

본 발명의 실시예에 대한 여러 변경과 변형이 있을 수 있으나, 당업자라면 그러한 변경과 변형은 본 발명의 청구범위에 기

재된 범주를 벗어나지 않고 실시된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분포 센서의 대표적인 다이어그램,

도 2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점화/미점화 판별 시스템의 대표적인 다이어그램,

도 3A, 3B, 및 3C는 가속 센서를 사용한 제 1 사고 판별 모드의 실례의 그래프,

도 4A, 4B, 및 4C는 압력 센서를 사용한 제 1 사고 판별 모드의 실례의 그래프,

도 5는 제 2 사고 판별 모드의 대표적인 다이어그램,

도 6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전송 체크 처리의 플로우차트,

도 7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상관 가속 차(CAD)의 플로우차트,

도 8A 및 8B는 CAD 알고리즘 결과의 2개의 실시예를 도시하는 도면,

도 9는 CAD 알고리즘의 적분 처리 결과를 도시하는 그래프,

도 10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알고리즘 런타임 감소 방법을 도시하는 플로우차트, 및

도 11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타당성 체크 다이어그램.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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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

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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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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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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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6

도면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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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8

도면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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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0

도면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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