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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하이브리드자동차 및 그 구동장치와 하이브리드 4륜구동차 및 그 제어장치

요약

본 발명은 발전기의 출력을 직접 받아 전동기가 구동되는 전동식 4륜 구동차인 하이브리드자동차에 있어서 차량 주행성능

을 향상시키는 것에 있다. 차량이 실속하지 않는 범위에 발전기 토오크가 유지되도록 발전기의 출력을 제어하는 것에 있

다. 구체적으로는 전, 후륜(14, 15)의 한쪽을 회전 구동하는 엔진(1)에 의해 회전 구동되는 제 2 발전기(2), 제 2 발전기(2)

의 출력을 직접 받아 회전 구동되고, 전, 후륜(14, 15)의 다른쪽을 회전 구동하는 전동기(5), 제 2 발전기(2) 및 전동기 (5)

의 회전구동을 제어하는 4륜 구동제어장치(6)를 가지는 하이브리드자동차의 구동장치에 있어서, 엔진(1)이 과부하상태인

경우, 4륜 구동제어장치(6)로 제 2 발전기(2)의 출력을 제한시키는 것에 있다.

대표도

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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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제 1 실시예인 하이브리드자동차의 4륜 구동제어장치의 구성을 나타내는 블록도,

도 2는 도 1의 4륜 구동제어장치의 실속 판정부의 구성을 나타내는 블록도,

도 3은 도 1의 4륜 구동제어장치를 구비한 하이브리드자동차의 구동장치의 전체구성을 나타내는 블록도,

도 4는 도 1의 4륜 구동제어장치에 있어서의 4륜 구동제어의 전체의 흐름을 나타내는 플로우차트도,

도 5는 도 4의 4륜 구동제어에 있어서의 전동기 목표 토오크산출처리의 흐름을 나타내는 플로우차트도,

도 6은 도 4의 4륜 구동제어에 있어서의 제 2 발전기 출력 제한처리의 흐름을 나타내는 플로우차트도,

도 7은 도 4의 4륜 구동제어에 있어서의 전동기 ·발전기 목표 계자전류 산출처리의 흐름을 나타내는 플로우차트도,

도 8은 도 1의 4륜 구동제어장치의 메모리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로서, 토오크요구와 차속과의 관계로 이루어지는 전동

기 토오크 특성맵의 일례를 나타내는 도,

도 9는 도 1의 4륜 구동제어장치의 메모리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로서, 토오크요구지령과 엔진회전수와의 관계로 이루

어지는 엔진 토오크 특성맵의 테이블의 일례를 나타내는 도,

도 10은 도 1의 4륜 구동제어장치의 메모리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로서, 제 2 발전기(2)의 발전전압과 제 2 발전기(2)의

회전수와의 관계로 이루어지는 제 2 발전기(2)의 효율 특성맵의 테이블의 일례를 나타내는 도,

도 11은 도 1의 4륜 구동제어장치에 의한 효과를 나타내는 특성맵로서, 차량의 가속도와 시간과의 관계로 이루어지는 차

량 가속도 특성맵(엑셀러레이터 개방도 완전 개방시)로서, 2륜 구동시에 있어서의 차량 가속도(실선)와, 4륜 구동시(발전

기 출력제한 있음)에 있어서의 차량 가속도(점선)와, 4륜 구동시(발전기 출력제한 없음)에 있어서의 차량 가속도(일점 쇄

선)와의 가속도 비교를 나타내는 도,

도 12는 본 발명의 제 2 실시예인 하이브리드자동차의 4륜 구동제어장치의 구성을 나타내는 블록도,

도 13은 도 12의 4륜 구동제어장치의 4륜 구동제어에 있어서의 제 2 발전기출력 제한처리의 흐름을 나타내는 플로우차트

도,

도 14는 본 발명의 제 3 실시예인 하이브리드자동차의 4륜 구동제어장치의 실속 판정부의 구성을 나타내는 블록도,

도 15는 도 14의 4륜 구동제어장치의 4륜 구동제어에 있어서의 제 2 발전기 출력 제한처리의 흐름을 나타내는 플로우차트

도,

도 16은 도 14의 4륜 구동제어장치의 메모리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로서, 엑셀러레이터 개방도와 차량 가속도 한계치와

의 관계로 이루어지는 특성맵의 일례를 나타내는 도,

도 17은 본 발명의 제 4 실시예인 하이브리드자동차의 4륜 구동제어장치의 실속 판정부의 구성을 나타내는 블록도,

도 18은 도 17의 4륜 구동제어장치의 4륜 구동제어에 있어서의 제 2 발전기 출력 제한처리의 흐름을 나타내는 플로우차트

도,

도 19는 하이브리드 4륜 구동차의 구성의 일례를 나타내는 구성도,

도 20은 처리장치의 처리내용을 나타내는 도,

등록특허 10-0556225

- 2 -



도 21은 본 발명의 제어 플로우를 나타내는 도,

도 22는 변속의 의도를 판정하는 플로우를 나타내는 도,

도 23은 변속시의 제어방법의 상세를 나타내는 도,

도 24는 엔진스톨을 회피하는 방법을 나타내는 도,

도 25는 본 실시예의 제어에 의한 동작을 나타내는 도면이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내연기관과 전동기를 구동원으로 하는 하이브리드자동차 및 그 구동장치에 관한 것이다. 또 본 발명은 클러치부

착 변속기를 가지는 하이브리드식 4륜 구동차 및 그 제어장치에 관한 것이다.

내연기관과 전동기를 구동원으로 하는 하이브리드자동차로서는, 예를 들면 특허문헌 1 및 2에 개시된 것이 알려져 있다.

특허문헌 1에는 전륜을 회전 구동하는 엔진에 의해 발전기를 회전 구동하고, 후륜을 회전 구동하는 전동기를 발전기의 발

전전력에 의해 회전 구동하는 4륜 구동장치가 개시되어 있다(예를 들면 특허문헌 1의 제 3 페이지 및 도 1을 참조). 특허문

헌 2에는 전륜을 구동하는 엔진에 의해발전기를 구동하고, 후륜을 구동하는 모터/발전기를, 인버터를 거쳐 공급되는 발전

기의 발전전력 또는 커패시터에 축적된 전력에 의해 구동하는 전륜 후륜 구동차량이 개시되어 있다(예를 들면 특허문헌 2

의 제 3 페이지 및 도 1을 참조).

또, 전, 후륜의 한쪽을 엔진으로 구동하고 다른쪽을 모터로 구동하는 하이브리드 4륜 구동차량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특허

문헌 3, 특허문헌 4와 비특허문헌 1에 공개되어 있다. 병렬식 하이브리드차용 자동 메뉴얼변속기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특

허문헌 5에 공개되어 있다.

이중, 특허문헌 3에는 전, 후륜의 적어도 한쪽의 구동륜을 구동하는 내연기관과, 그 내연기관의 동력에 의해 구동되는 발

전기를 구비한 차량의 구동력제어장치로서, 상기 구동륜이 가속 슬립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추정하는 구동륜 슬립 추정수

단과, 상기 구동륜 슬립 추정수단으로 구동륜이 가속 슬립하고 있다고 추정되는 경우에 작동하여 상기 구동륜의 가속 슬립

량에 따른 발전부하 토오크에 상기 발전기의 토오크를 제어하는 발전기제어수단을 구비하는 차량의 구동력 제어장치가 기

재되어 있다.

특허문헌 4에는 전, 후륜의 한쪽을 엔진으로 구동함과 동시에 다른쪽을 전동기로 구동하는 차량에 있어서, 노면의 μ를 검

출하는 수단과, 검출된 μ가 소정치 이하일 때의 발진에 있어서 전동기의 출력 토오크가 검출된 μ에 따른 소정의 설정치가

되도록 전동기를 작동시키는 제어수단을 구비하는 전, 후륜 구동차량이 기재되어 있다.

(특허문헌 1)

일본국 특개2000-272367호 공보

(특허문헌 2)

일본국 특개2001-63392호 공보

(특허문헌 3)

일본국 특개2002-218605호

(특허문헌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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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국 특개평8-300965호

(특허문헌 5)

일본국 특개2000-272360호

(비특허 문헌 1)

닛케이 메카니컬 11월호(No.578), pp.53∼58

발전기의 출력을 직접 받아 전동기가 구동되는 전동식의 4륜 구동차에서는 예를 들면 차량 발진시나 바퀴자국으로부터의

탈출시 등 필요 토오크가 높고 또한 차속이 낮을 때, 전동기의 입력전력의 전류치가 크고 전압치가 작아지도록 발전기의

출력전력의 전류치 및 전압치가 제어되고 있다. 또 차량 주행시 등 필요 토오크가 낮고 또한 차속이 높을 때에는 전동기의

입력전력의 전압치가 크고 전류치가 작아지도록 발전기의 출력전력의 전압치 및 전류치가 제어되고 있다. 즉 전동식의 4

륜 구동차에서는 차량 발진시에 전동기로부터 최대 토오크가 출력되고, 차량 발진시로부터 차량의 속도가 상승함에 따라

전동기의 토오크가 낮아지도록 제어되고 있다.

이와 같은 제어에 의하면, 발전기의 출력을 직접 받아 전동기가 구동되는 전동식의 4륜 구동차에 있어서, 넓은 운전범위에

걸쳐 기계식의 4륜 구동차와 손색이 없는 구동성능을 확보할 수 있다. 그러나 발전기의 출력을 직접 받아 전동기가 구동되

는 전동식의 4륜 구동차에 있어서는 그 차량 주행성능이 2륜 구동시의 차량 주행성능에 근접할 수 있도록 그 차량 주행성

능의 더 한층의 향상이 요구되고 있다.

또, 특허문헌 5에서는 연비향상을 위하여 2륜 구동의 병렬 하이브리드차에 탑재하는 자동 클러치식 변속기를 제공하고 있

으나, 전륜 또는 후륜의 한쪽을 엔진에 의해 구동하고, 다른쪽을 모터로 구동하는 4륜 구동의 하이브리드차에 대해서는 적

용 곤란하다. 한편 특허문헌 3, 4에서는 변속시의 클러치해방에 의하여 생기는 토오크의 절단에 대해서는 고려되어 있지

않다. 변속시에 구동력을 확보하지 않으면 변속시의 가속성능의 저하, 수렁지에 있어서의 탈출성능의 악화, 등이 발생할

염려가 있다.

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클러치부착 변속기를 사용한 하이브리드차량에 있어서, 변속시에는 탑재하고 있는 배터리나

커패시터를 사용하고, 클러치해방시에는 모터에 전력을 가함으로써 구동력을 확보하는 것을 용이하게 생각할 수 있으나,

단순히 클러치의 해방상태만을 검출하여, 모터로부터 토오크를 발생하면 운전자의 의도에 따르지 않는 경우가 있다. 또 다

른 과제로서 배터리나 커패시터는 고가이어서 보다 간단한 방법으로 구동력을 확보하는 것이 요망된다.

본 발명자들은 상기 과제를 감안하여 발전기의 출력을 직접 받아 전동기가 구동되는 전동식 4륜 구동차의 차량 주행성능

에 있어서, 차량 가속성능이 2륜 구동시의 차량 가속성능보다도 작은 것에 착안하여 차량의 구동원인 전동기, 이 구동원

인 발전기 및 이들을 제어하는 제어장치로 이루어지는 구동계측으로부터 차량 가속성능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연구를

행하고 있었다. 이 결과, 4륜 구동시의 가속성능과 2륜 구동시의 가속성능과의 차가 차량 발진시에 커지는 경우가 있다는

현상을 발견하였다. 또 이 현상은 마른 노면에 있어서의 차량 발진시에 있어 특히 나타나는 것이 판명되었다. 또 이 현상은

배기량이 1500cc 이하의 내연기관을 탑재한 4륜 구동차에 있어서 특히 볼 수 있었다.

이 현상의 요인으로서는 차량 발진시의 최대 토오크제어를 고려할 수 있다. 즉, 차량 발진시의 전동기의 최대 토오크출력

을 위한 발전기출력제어에 의해 발전기로부터 내연기관에 주어지는 발전기 토오크(내연기관의 부하토오크)가 커져, 발전

기에 의해 빼앗기는 것이 허용되는 내연기관 허용 토오크를 초과한다. 이에 의하여 운전자의 요구 토오크에 대한 소망의

내연기관 토오크가 내연기관으로부터 차륜에 전달되지 않아(내연기관이 과부하상태에 빠짐) 차량을 실속시킨다. 이것을

요인으로서 생각할 수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따라서 본 발명은 차량 주행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하이브리드자동차의 구동장치를 제공한다. 구체적으로 본 발명은 발

전기의 출력을 직접 받아 전동기가 구동되는 전동식 4륜 구동차인 하이브리드자동차에 있어서, 발전기의 출력제어에 기인

하는 차량의 실속을 억제하여 차량 가속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하이브리드자동차의 구동장치를 제공한다. 또 본 발명은

4륜 구동차로서의 구동성능의 저하를 초래하는 일 없이 차량 가속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하이브리드자동차의 구동장치

를 제공한다. 또 본 발명은 상기 구동장치를 구비한 하이브리드자동차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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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구성 및 작용

여기에 본 발명은 차량이 실속하지 않는 범위에 발전기 토오크가 유지되도록 발전기의 출력을 제어하는 것을 기본적인 특

징으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전, 후륜의 한쪽을 회전 구동하는 내연기관에 의해 회전 구동되는 발전기와, 발전기의 출력을

직접 받아 회전 구동되고, 전, 후륜의 다른쪽을 회전 구동하는 전동기와, 발전기 및 상기 전동기의 회전 구동을 제어하는

제어장치를 가지는 하이브리드자동차의 구동장치에 있어서, 내연기관이 과부하상태인 경우, 제어장치로 발전기의 출력을

제한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 내연기관이 과부하상태가 될 수 있는 경우에 발전기의 출력을 제한시켜도 된다.

이와 같은 해결수단을 가지는 본 발명에 의하면, 발전기 토오크가 커져, 내연기관 허용 토오크를 초과할 때, 예를 들면 마

른 노면에 있어서의 차량 발진시, 발전기 토오크를 작게 하여 내연기관 허용 토오크의 범위 내로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발

명에 의하면 발전기의 출력제어에 기인하는 차량의 실속을 억제할 수 있어 하이브리드자동차의 차량 주행성능, 특히 차량

가속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

또 본 발명에서는 발전기의 출력제한시, 전동기의 계자전류를 증가시키는 기능을 제어장치에 구비시키고 있다. 따라서 본

발명에 의하면, 4륜 구동차로서의 구동성능의 저하를 초래하지 않는다.

제어장치는, 내연기관이 과부하상태를, 발전기 토오크가 내연기관 허용 토오크를 초과하는 것을 가지고 판단한다. 또는 내

연기관의 노킹발생을 검출한 것을 가지고 판단한다. 또는 차량의 가속도가 차량의 추정 가속도를 초과한 것을 가지고 판단

한다. 또는 발전기 토오크가 내연기관에 주어져도 차량의 가속도를 소정의 가속도 이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발전기 허용

토오크를 발전기 토오크가 초과한 것을 가지고 판단한다.

발전기는 전동기에 의한 어시스트구동시, 전동기의 회전구동 전용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내연기관에 의해 회전 구동되는

보조기계용 발전기와는 별도로 설치된 것이다. 또 발전기는 보조기계용 발전기보다도 큰 출력이 얻어지는 것이다.

이상 본 발명에 의하면 차량이 실속하지 않는 범위에 발전기 토오크가 유지되도록 발전기의 출력을 제어하기 때문에 차량

가속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따라서 본 발명에 의하면 차량 주행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하이브리드자동차 및 그 구동장

치를 제공할 수 있다.

또 본 발명은 변속시에 가속성능의 저하, 수렁지에 있어서의 탈출성능의 악화 등의 발생을 방지하고 구동력을 확보하여 운

전자의 의도에 따른 제어를 가능하게 하는 하이브리드 4륜 구동차 및 그 제어장치를 제공한다.

하이브리드 4륜 구동차는 통상 전륜 또는 후륜의 한쪽을 구동하는 엔진과, 전륜 또는 후륜의 다른쪽을 구동하는 모터, 엔

진에 의해 구동되어 상기 모터에 전력을 공급하는 발전기, 엔진의 출력축과 변속기의 입력축의 사이에 설치되어 구동력의

절단 접속을 행하는 클러치와, 클러치와 엔진이 구동하는 차륜과의 사이에 설치되어 미리 정해진 복수의 변속비 중에서 하

나를 선택하여 엔진의 회전속도를 감속하여 출력하는 변속기와, 클러치의 위치를 검출하는 클러치위치 검출장치와, 엑셀

러레이터페달 밟음량을 검출하는 엑셀러레이터페달센서와, 발전기의 토오크를 검출 또는 추정하는 장치와, 선택한 변속비

를 검출하는 변속비 검출장치와, 클러치위치 검출장치 및 상기 엑셀러레이터페달센서의 출력 및 변속비 검출장치의 출력

을 검출하여 발전기의 발전량 및 상기 엔진의 출력을 제어하는 제어기를 구비한다. 본 발명은 클러치위치 검출장치에 의해

클러치가 절단되어 있는 것을 검출하고, 또한 변속비검출장치에 의해 변속비가 선택된 상태(비뉴트럴상태)를 검출하면, 모

터로부터 토오크를 발생하는 하이브리드 4륜 구동차의 제어기(제어장치)를 제공한다. 이상의 구성에 의하여 엔진으로부터

차륜에 전달하는 구동력의 손실을 적게 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어 연비의 향상으로 이어진다. 또 클러치를 해방하는 업시프

트(예를 들면 1속으로부터 2속으로의 변속)시에 있어서는 모터로부터 출력함으로써 차량의 구동력의 확보를 할 수 있게

되어 가속성이나 수렁지로부터의 탈출성이 향상된다. 동시에 발진시(뉴트럴로부터 1속)에 있어서도 클러치를 해방하고,

그리고 발진변속비 선택후, 엑셀러레이터페달 밟음과 동시에, 클러치가 완전하게 체결되기 이전부터 모터에 의한 구동이

개시되기 때문에 차속의 상승이 조기에 실시된다.

다음에 본 발명은 모터의 토오크를 발생하는 데에 제어기로부터의 지령으로 발전기의 발전량을 증가함과 동시에, 엔진의

출력을 증대하는 제어기를 제공한다. 본 발명은 엔진의 출력을 늘림으로써 발전기가 발전하는 전력량도 확보할 수 있기때

문에 모터의 출력도 늘릴 수 있어 배터리나 커패시터의 전력에 의지하지 않고 구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이상 본 발명에 의하면 엔진으로부터 차륜에 전달하는 구동력의 손실을 적게 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어 하이브리드 4륜 구

동차의 연비의 향상으로 이어진다. 또클러치를 해방하는 업시프트(예를 들면 1속으로부터 2속으로의 변속)시에 있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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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터로부터 출력함으로써 차량의 구동력의 확보를 할 수 있게 되어 가속성이나 수렁지로부터의 탈출성이 향상된다. 또 클

러치가 완전하게 체결되기 이전부터 모터에 의한 구동이 개시되기 때문에, 차속의 상승이 좋은 하이브리드 4륜 구동차의

제어장치가 제공된다.

본 발명의 제 1 실시예를 도 1 내지 도 11에 의거하여 설명한다. 도 3은 본 실시예의 하이브리드자동차(이하, 「HEV」라

함)인 전동식의 4륜 구동차의 구성을 나타낸다. 도면에 있어서 부호 1은 HEV의 하나의 구동원을 구성하는 원동기이고, 통

내에서 연료를 연소 ·폭발시키는 내연기관인 엔진을 나타낸다. 부호 5는 HEV의 또 하나의 구동원을 구성하는 원동기이며,

전기적 에너지를 기계적 에너지로 변환하는 회전전기인 전동기를 나타낸다.

엔진(1)은 배기량 1400cc, 최고 토오크 130N ·m/rpm 정도의 것으로, 그 출력축이 자동식의 변속기(T/M)(12)를 거쳐 전

륜(14)의 구동축에 기계적으로 접속되어 있다. 엔진(1)의 출력은 변속기(12)에 의해 변속되어 전륜(14)의 구동축에 전달

된다. 전륜(14)은 그 구동축에 전달된 엔진(1)의 출력에 의해 회전 구동된다. 엔진(1)에는 벨트를 거쳐 제 1 발전기(ALT1)

(13) 및 제 2 발전기(ALT2)(2)가 각각 연결되어 있다. 제 1 발전기(13) 및 제 2 발전기(2)는 엔진(1)에 의해 각각 회전구

동되어 원하는 출력전력을 발전한다. 또한 본 실시예에서는 변속기(12)로서 자동식의 것을 사용하였으나, 수동식의 것을

사용하여도 된다.

전동기(5)는 정전역전의 전환이 용이한 타여자 분권식의 직류기임과 동시에 제 2 발전기(2)의 출력전력을 직접 받아 회전

구동되는 것으로, 그 출력축이 클러치(CL)(4), 디퍼런셜 기어(이하, 「DEF」라 함)(3)를 거쳐 후륜(15)의 구동축에 기계

적으로 접속되어 있다. 클러치(4)가 체결되어 있는 경우, 전동기(5)의 출력은 클러치(4), DEF(3)를 거쳐 후륜(15)의 구동

축에 전달된다. 후륜(15)은 그 구동축에 전달된 전동기(5)의 출력에 의해 회전 구동된다. 클러치(4)가 해방되어 있는 경우,

전동기(5)의 출력은 후륜(15)의 구동축에 전달되지 않는다. 전동기(5)의 계자권선(5a)에는 뒤에서 설명하는 드라이브회로

를 거쳐 배터리(11)가 전기적으로 접속되어 있고, 배터리(11)로부터 출력된 전력이 드라이브회로에서 제어되어 공급된다.

전동기(5)의 전기자 권선(5b)에는 릴레이(7)를 거쳐 제 2 발전기(2)가 전기적으로 접속되어 있고, 제 2 발전기(2)로 발전

또한 제어된 전력이 직접 공급된다.

이와 같이 전동기(5)의 전원을 2계통으로 함으로써, 제 2 발전기(2)의 계자전류를 제어하는 방법과, 전동기(5)의 계자전류

를 제어하는 방법의 2가지로 전동기 (5)를 제어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차량 시동시나 바퀴자국으로부터의 탈출시 등, 전동

기(5)의 필요 회전수가 낮고, 필요 토오크가 높을 때에는 제 2 발전기(2)의 출력 전류치를 크게 하여 전동기(5)의 출력을

저회전 또한 고토오크로 한다. 또 차량 저속주행시(예를 들면 15∼20km/h) 등, 전동기(5)의 필요 회전수가 높고, 필요 토

오크가 낮을 때에는 제 2 발전기(2)의 출력 전압치을 크게 하여 전동기(5)의 출력을 고회전 또한 저토오크로 한다.

또한 전동기(5)의 계자전류를 내림으로써 차량 저속주행시의 응답성을 개선하면서 전동기(5)의 회전수를 높게 할 수 있다.

토오크배분 요구치가 전륜(14)의 쪽이 후륜(15)보다도 높을 때 등은, 제 2 발전기(2)의 계자전류치를 내림으로써 전륜(14)

과 후륜(15)의 토오크배분을 가변으로 할 수 있다. 또 제 2 발전기(2), 전동기(5) 및 배터리(11)의 허용범위 내에서 제 2 발

전기 및 전동기(5)의 계자전류를 제어함으로써 더 한층 고출력 및 저출력의 범위에서 전동기(5)를 구동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실시예에 의하면 차량의 발진시로부터 차량 저속주행시(20km/h 정도)까지 광범위하게 충분한 구동파워를 얻을 수 있

어, 4륜 구동차량으로서 구비해야 할 주행모드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제어로 할 수 있다.

본 실시예에서는 전륜(14)을 엔진(1)으로 회전 구동하고, 또한 후륜(15)을 전동기(5)로 회전 구동하는 전동식 4륜 구동차

에 대하여 설명하였으나, 후륜(15)을 엔진(1)으로 회전 구동하고, 또한 전륜(14)을 전동기(5)로 회전 구동하는 전동식의 4

륜 구동차로 하여도 된다. 또 본 실시예에서는 전동기(5)로서 직류기를 사용한 경우에 대하여 설명하였으나, 교류기를 사

용하여도 된다.

배터리(11)는 방전전압 12v 정도의 것이다. 배터리(11)에는 제 1 발전기 (13)가 전기적으로 접속되어 있고, 제 1 발전기

(13)로 발전 또한 제어된 전력이 공급된다. 제 1 발전기(13)는 최고 출력전압 14v, 최고 출력 2km 정도의 공냉기임과 동시

에 HEV의 차량 전기부하, 예를 들면 공기조화용 매체를 압축하는 컴프레서의 구동용 전동기, 조명기기, 엔진(1)을 시동하

는 시동기 등에 전력 공급하는 저전압계, 환언하면 12v의 정전압계의 충전발전시스템을 배터리(11)와 함께 구성하는 보조

기계 전용기이고, 개방형 기기이기 때문에 엔진(1)에 대하여 제 2 발전기(2)보다도 높은 위치, 즉 지면에 대하여 떨어진 위

치에 배치되어 있다.

또한 배터리(11)로부터 공급된 전력은 전동기(5)의 계자권선(5a), 상기 차량전기부하 외에, 예를 들면 엔진(1)의 시동시

등, 제 1 발전기(13) 자신 및 제 2 발전기(2) 자신으로 각자 계자권선을 여자할 수 없는 경우에 여자용 전력으로서 제 1발

전기(13) 및 제 2 발전기에 공급된다. 이 때문에 배터리(11)에는 제 2 발전기 (2)가 전기적으로 접속되어 있다. 따라서 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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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치(4)가 해방되어 전동기(5)의 출력이 후륜(15)에 전달되어 있지 않을 때, 즉 2륜 구동시, 제 2 발전기에서 발생 또한 제

어된 전력을 배터리(11)에 공급할 수 있다. 또 제 2 발전기에서 발생 또한 제어된 전력은 다른 차량 전기부하, 특히 고압의

전기부하에 구동용 전력으로서 공급할 수도 있다.

제 2 발전기는 최고 출력전압 42v, 최고 출력 8kw 정도의 수냉기임과 동시에 전동기(5)에 광범위한 전력을 전용으로 공급

하는 가변 전압(고전압계)발전시스템 을 구성하는 구동 전용기이고, 밀폐형 기기이기 때문에 엔진(1)에 대하여 제 1 발전

기(13)보다도 낮은 위치, 즉 지면에 대하여 가까운 위치에 배치되어 있다. 따라서 본 실시예에 의하면 녹을 촉진하는 물질

이나 고장의 하나의 원인이 되는 이물을 흡입하는 일이 없고, 특히 차량 주행 중에 발전기가 관수한 경우에도 발전기에 물

등의 이물이 진입하는 일은 거의 없어진다. 또 본 실시예에서는 고전압의 전기누설이나 내열성 등을 고려하여 제 2 발전기

(2)의 출력전압을 50v 이하로 설정하고 있다.

엔진(1)의 구동은 엔진제어장치(이하, 「ECU」라 함)(8)에 의해 제어되고 있다. ECU(8)는 운전자로부터의 토오크요구지

령(엑셀러레이터페달의 밟음량)에 따라서 엔진(1)에 공급되는 공기량을 제어하는 전자제어 스로틀 등의 구동을 제어하여

엔진(1)의 구동을 제어한다. 이에 의하여 엔진(1)은 운전자의 토오크요구지령에 대응하는 엔진 토오크를 출력한다. 이 때

문에 ECU(8)에는 엔진(1)의 구동을 제어하는 데 필요한 차량 운전상태량[예를 들면 엔진(1)의 회전수] 등이 입력되어 있

다. 또 ECU(8)에 설치된 메모리에는 엔진(1)의 사양에 의거하여 미리 설정된 데이터(맵)나 제어용 프로그램 등이 저장되

어 있다.

제 1 발전기(13)의 구동도 ECU(8)에 의해 제어되고 있다. ECU(8)는 배터리 (11)의 잔량 상태에 따라 제 1 발전기(13)의

계자권선에 흐르는 계자전류를 제어하고, 제 1 발전기(13)의 구동을 제어한다. 이에 의하여 제 1 발전기(13)는 배터리

(11)의 잔량에 대응하는 출력전력을 발전한다. 이 때문에 ECU(8)에는 제 1 발전기 (13)의 구동을 제어하는 데 필요한 차

량의 운전상태량(예를 들면 전기부하의 운전상태) 등이 입력되어 있다. 또 ECU(8)에 설치된 메모리에는 제 1 발전기(13)

의 사양에 의거하여 미리 설정된 데이터(맵)나 제어용 프로그램 등이 저장되어 있다.

변속기(12)에 의한 엔진출력의 변속은 변속기제어장치(이하, 「TCU」라 함) (9)에 의하여 제어되고 있다. TCU(9)는 운

전자로부터의 모드선택지령(운전자에 의해 조작되는 셀렉트레버의 위치)에 따라 변속기구를 구동하는 구동 엑츄에이터의

구동을 제어하고, 변속기(12)의 기어비를 제어한다. 이에 의하여 변속기(12)는 엔진(1)의 출력을 변속하여 전륜(14)의 구

동축에 전달한다. 이 때문에 TCU(9)에는 변속기(12)에 의한 엔진출력의 변속제어에 필요한 차량의 운전상태량(예를 들면

차속) 등이 입력되어 있다. 또 TCU(9)에 설치된 메모리에는 변속기(12)의 사양에 의거하여 미리 설정된 데이터(맵)나 제

어용 프로그램이 저장되어 있다.

전륜(14) 및 후륜(15)에는 브레이크장치가 설치되어 있다. 브레이크장치의 구동은 안티록브레이크시스템(ABS)제어장치

(이하, 「ACU」라 함)(10)에 의해 제어되고 있다. ACU(10)는 운전자로부터의 브레이크요구지령(브레이크페달의 밟음

량)에 따라 브레이크기구를 구동하는 엑츄에이터의 구동을 제어하여 브레이크장치의 구동을 제어한다. 이에 의하여 브레

이크장치는 전륜(14) 및 후륜(15)을 록시키는 일 없이 브레이크요구지령에 대응하는 브레이크력을 발생한다. 이 때문에

ACU(10)에는 브레이크장치의 구동을 제어하는 데 필요한 차량의 운전상태량[예를 들면 전륜(14) 및 후륜(15)의 속도] 등

이 입력되어 있다. 또 ACU(10)에 설치된 메모리에는 브레이크장치의 사양에 의거하여 미리 설정된 데이터(맵)나 제어용

프로그램 등이 저장되어 있다. 전륜(14)의 속도는 전륜(14)의 각 바퀴에 설치된 속도센서(16)에 의해 검출되고 있다. 후륜

(15)의 속도는 후륜(15)의 각 바퀴에 설치된 속도센서(16)에 의해 검출되고 있다.

전동기(5) 및 제 2 발전기(2)의 구동은 4WD 제어장치(이하, 「4WDCU」라 함) (6)에 의해 제어되고 있다. 4WDCU(6)는

운전자로부터의 토오크요구지령(엑셀러레이터페달의 밟음량)에 따라 전동기(5)의 계자전류 및 제 2 발전기(2)의 계자전

류를 제어하고, 전동기(5)의 구동 및 제 2 발전기(2)의 구동을 제어한다. 이에 의하여 제 2 발전기(2)는 토오크요구지령에

대응하는 모터토오크가 얻어지도록 전동기(5)의 구동에 필요한 전력을 출력한다. 전동기(5)는 토오크요구지령에 대응하

는 모터 토오크를 출력한다. 이 때문에 4WDCU(6)에는 전동기(5) 및 제 2 발전기(2)의 구동을 제어하는 데 필요한 차량의

운전상태량(예를 들면 제 2 발전기의 출력전압) 등이 입력되어 있다. 또 4WDCU(6)에 설치된 메모리에는 전동기(5) 및 제

2 발전기 (2)의 사양에 의거하여 미리 설정된 데이터(맵)나 제어용 프로그램 등이 저장되어 있다.

ECU(8), TCU(9), ACU(10), 4WDCU(6)는 차내 LAN(CAN)버스에 의해 서로 전기적으로 접속되어 있다. 따라서 다른 제

어장치에 입력된 센서의 검출신호를 차내 LAN 버스를 거쳐 간접적으로 얻을 수 있다. 당연히 센서의 검출신호를 병렬로

직접 얻어도 좋으나, 차내 배선의 저감에 의한 차내 통신계의 간략화나 저비용화를 고려하면 전자의 쪽이 바람직하다. 또

다른 제어장치에 의하여 산출된 데이터 등도 공유할 수도 있다. 또한 도면 중의 점선의 화살표는 제어신호의 흐름을 나타

낸다. 여기서 한쪽 방향 화살표는 입력 또는 출력되는 제어신호를, 양 방향 화살표는 입력 및 출력되는 제어신호를 각각 나

타낸다. 또 실선의 화살표는 전력의 흐름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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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 도 2는 4WDCU(6)의 구성을 나타낸다. 4WDCU(6)는 전동기(5) 및 제 2 발전기(2)의 본체의 밖에 설치되어 있음과

동시에, 마이크로컴퓨터로 이루어지는 중앙연산처리부 및 전동기 드라이브회로(24)를 구비하고 있고, 제 2 발전기(9)의

본체에 설치된 전압조정기 및 전동기 드라이브회로(24) 등의 제어부와 함께 후륜 (15)의 구동제어계를 구성하고 있다. 또

4WDCU(6)는 이 외에도 입출력 회로, 메모리 등을 구비하고 있다. 또한 본 실시예에서는 입출력 회로, 메모리 등은 도시

생략하고 있다.

중앙연산처리부는 전동기 목표 토오크산출부(20), 전동기 ·발전기 목표 계자전류 산출부(21), 발전기제어부(22) 및 전동기

제어부(23)를 구비하고 있고, 운전자의 토오크요구지령에 따른 모터 토오크를 출력할 수 있도록 전동기(5) 및 제 2 발전기

(2)의 구동을 제어하는 데 필요한 연산을 실행하고 있다. 또 중앙연산처리부는 엔진 토오크산출부(30), 엔진부하 토오크산

출부(31), 발전기효율산출부(32), 엔진 허용 토오크산출부(33), 발전기 토오크산출부(34) 및 토오크 비교 판정부(35)로 구

성된 실속 판정부(25)를 구비하고 있고, 엔진(1)의 과부하상태를 판단하여 엔진(1)이 과부하상태인 경우에는 제 2 발전기

(2)의 출력을 제한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또한 중앙연산처리부는 전동기증가 계자전류산출부(26)를 구비하고 있고, 엔진

(1)이 과부하상태인 경우, 제 2 발전기(2)의 출력이 제한되어도 전동기(5)의 출력이 저하하지 않도록 전동기(5)의 계자전

류를 증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중앙연산처리부는 클러치(4) 및 릴레이(7)에 온 ·오프 지령을 출력하는 제어부도 구

비하고 있으나, 본 실시예에서는 도시 생략하고 있다.

클러치(4) 및 릴레이(7)를 제어하는 제어부는 운전석에 설치된 모드선택스위치(도시 생략)로부터 모드선택지령(4륜 구동

모드지령)이 출력된 경우, 클러치(4)를 체결함과 동시에 릴레이(7)를 투입한다. 모드선택지령이 출력되지 않게 된 경우에

는 클러치(4)를 해방함과 동시에 릴레이(7)를 차단한다. 또 클러치(4) 및 릴레이 (7)를 제어하는 제어부는 차량의 시동시

(차속이 제로인 상태)로부터 소정치(예를 들면 20km/h) 이하의 범위의 전진주행 및 후퇴시에 한정하여 클러치(4)를 체결

함과 동시에 릴레이(7)를 투입한다. 차속이 20km/h 이상이 되면 클러치(4)를 해방함과 동시에 릴레이(7)를 차단한다. 이

와 같은 제어를 행함으로써 4륜 구동기구를 소형, 경량화할 수 있음과 동시에, 연비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다.

도 4 내지 도 7은 본 실시예의 4WDCU(6)의 제어동작을 나타낸다. 먼저 차량운전상태로서 전동기(5)의 계자전류(Ifm)와,

엔진(1)의 회전수(En)와, 전기부하상태(E1)와, 토오크요구지령(Tvo)[엑셀러레이터페달의 밟음량 또는 엔진(1)에 설치된

전자제어스로틀의 개방도]과, 제 2 발전기(2)의 출력전압(Av), 출력전류(Ai) 및 회전수(An)와, 전륜(14)의 각 바퀴의 속도

(Wfls, Wfrs)와, 후륜(15)의 각 바퀴의 속도(Wrls, Wrrs)가 입력된다(단계 S1).

토오크요구지령(Tvo)은, 엑셀러레이터페달에 설치된 밟음량 검출센서 또는 엔진(1)의 전자제어스로틀에 설치된 개방도

검출센서로부터 직접 입력된다. 또는 ECU(8)를 거쳐 입력되어도 된다. 엔진(1)의 회전수(En)는 엔진(1)에 설치된 회전센

서로부터 직접 입력된다. 또는 ECU(8)를 거쳐 입력되어도 된다. 전륜(14)의 각 바퀴의 속도(Wfls, Wfrs) 및 후륜(15)의

각 바퀴의 속도(Wrls, Wrrs)는 전륜(14)에 설치된 속도센서(16) 및 후륜(15)에 설치된 속도센서(17)로부터 직접 입력된

다. 또는 ACU(10)를 거쳐 입력되어도 된다.

제 2 발전기(2)의 출력전압(Av) 및 출력전류(Ai)는, 전압 및 전류가 검출 가능하게 구성된 릴레이(7)로부터 직접 입력된

다. 또는 전류센서 및 전압센서를 따로 설치하여 이들로부터 직접 입력하여도 된다. 제 2 발전기의 회전수(An)는 엔진 (1)

의 회전수에 의거하여 ECU(8)에 의해 산출된 것이 입력된다. 또는 엔진(1)에 설치된 회전센서로부터 직접 입력하고

4WDCU(6)로 산출하여도 된다. 또는 ECU(8)를 거쳐 입력하고 4WDCU(6)로 산출하여도 된다. 전기부하상태(E1)는 ECU

(8)를 거쳐 입력된다. 또는 전기부하상태를 검출하는 센서로부터 직접 입력되어도 된다.

차량 운전상태가 입력된 후, 전동기 목표 토오크산출부(20)에 의한 전동기 목표 토오크산출처리(단계 S2)와, 실속 판정부

(25) 및 전동기증가 계자전류 산출부 (26)에 의한 제 2 발전기(2)의 출력제한처리(단계 S3)가 각각 병렬되어 실행된다.

먼저, 전동기 목표 토오크산출처리에 대하여 설명한다. 전동기 목표 토오크산출부(20)에는 토오크요구지령(Tvo), 전륜

(14)의 각 바퀴의 속도(Wfls, Wfrs) 및 후륜(15)의 각 바퀴의 속도(Wrls, Wrrs)가 입력된다. 전동기 목표 토오크산출부

(20)에서는 전륜(14)의 각 바퀴의 속도(Wfls, Wfrs)에 의거하여 전륜(14)의 속도(평균속도)가, 후륜(15)의 각 바퀴의 속도

(Wrls, Wrrs)에 의거하여 후륜(15)의 속도 (평균속도)가 각각 산출되고, 그 중의 저속측을 차속으로 하는 등의 처리에 의

해 차속이 산출된다(단계 S2a). 차속이 산출된 후, 미리 메모리에 저장되어 있음과 동시에, 토오크요구와 차속과의 관계로

이루어지는 전동기 토오크 특성맵으로부터 단계 S2a에서 산출된 차속과 토오크요구지령(Tvo)에 대응하는 전동기 목표

토오크 (Ttm)를 산출한다(단계 S2b). 이에 의하여 전동기목표 토오크산출부(20)로부터는 전동기목표 토오크(Ttm)가 출

력된다. 또한 도 8은 전동기 토오크 특성맵의 일례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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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 제 2 발전기(2)의 출력제한처리에 대하여 설명한다. 제 2 발전기(2)의 출력제한처리는 실속 판정부(25)에 의한 엔

진(1)의 과부하상태 판정처리가 실행되고 나서 전동기증가 계자전류 산출처리가 실행된다. 엔진(1)의 과부하상태 판정처

리에서는 엔진 토오크산출부(30), 엔진부하 토오크산출부(31) 및 엔진허용 토오크산출부(33)에 의한 엔진허용 토오크산

출처리와, 발전기효율 산출부(32) 및 발전기 토오크산출부(34)에 의한 발전기 토오크산출처리가 각각 병렬되어 실행된다.

먼저, 엔진허용 토오크산출처리에 대하여 설명한다. 엔진 토오크산출부(30)에는 엔진(1)의 회전수(En) 및 토오크요구지령

(Tvo)이 입력된다. 엔진 토오크산출부(30)에서는 미리 메모리에 저장되어 있음과 동시에, 토오크요구지령과 엔진회전수

와의 관계로 이루어지는 엔진 토오크 특성맵으로부터, 입력된 엔진(1)의 회전수 (En) 및 토오크요구지령(Tvo)에 대응하는

엔진 토오크(Te)를 산출한다(단계 S3a). 이에 의하여 엔진 토오크산출부(30)로부터는 엔진 토오크(Te)가 출력된다. 또한

도 9는 엔진 토오크 특성맵의 테이블의 일례를 나타낸다.

엔진부하 토오크산출부(31)에는 전기부하상태(E1)가 입력된다. 엔진부하 토오크산출부(31)에서는 미리 메모리에 저장되

어 있음과 동시에, 전기부하의 사양으로부터 결정되는 전기부하 토오크와 전기부하상태(예를 들면 ON ·OFF)와의 관계로

이루어지는 전기부하 토오크 특성맵으로부터, 입력된 전기부하상태에 대응하는 엔진부하 토오크(Tle)[제 2 발전기(2)의

발전기 토오크를 제외하는 다른 전기부하의 토오크]를 산출한다(단계 S3b). 예를 들면 전기부하가 공기조정장치의 압축

기 구동용 전동기인 경우, 압축기 구동용 전동기의 사양으로부터 결정되는 토오크특성으로부터 공기조정장치가 온일 때의

압축기 구동용 전동기의 출력 토오크(이외의 전기부하도 운전 중인 경우는, 운전 중인 전부의 전기부하의 출력 토오크의

합계)를 엔진부하 토오크(Tle)로서 산출한다. 이에 의하여 엔진부하 토오크(31)로부터는 엔진부하 토오크(Tle)가 출력된

다.

엔진 허용 토오크산출부(33)에는, 단계 S3a에서 산출된 엔진 토오크(Te)와, 단계 S3b에서 산출된 엔진부하 토오크(Tle)

가 입력된다. 엔진허용 토오크산출부 (33)에서는 다음의 수학식에 의거하여 엔진 허용 토오크(Tpe)를 산출한다(단계

S3c).

수학식 1

여기서 Kt는 변속기(12)의 사양으로부터 결정되는 특성, 예를 들면 토오크 컨버터의 구동력 전달 특성맵으로부터 산출된

변속기 계수이다. Kp는 벨트에 의해 직결되는 제 2 발전기(2)의 풀리와 엔진(1)의 풀리와의 비이다. 이에 의하여 엔진허용

토오크산출부(33)로부터는 엔진 허용 토오크(Tpe)가 출력된다.

다음에 발전기 토오크산출처리에 대하여 설명한다. 발전기효율 산출부(32)에는 제 2 발전기(2)의 출력전압(Av) 및 회전수

(An)가 입력된다. 발전기효율 산출부(32)에서는 제 2 발전기(2)의 발전전압과 제 2 발전기(2)의 회전수와의 관계로 이루

어지는 제 2 발전기(2)의 효율 특성맵으로부터 입력된 제 2 발전기(2)의 출력전압(Av) 및 회전수(An)에 대응하는 발전기

효율(Aη)을 산출한다(단계 S3d). 이에 의하여 발전기효율 산출부(32)로부터는 발전기효율(Aη)이 출력된다. 또한 도 10은

제 2 발전기(2)의 효율 특성맵의 테이블의 일례를 나타낸다.

발전기 토오크산출부(34)에는 입력된 제 2 발전기(2)의 출력전류(Ai), 출력전압(Av) 및 회전수(An)와, 단계 S3d에서 산출

된 발전기효율(Aη)이 입력된다. 발전기 토오크산출부(34)에서는 다음의 수학식에 의거하여 발전기 토오크(Tg)를 산출(단

계 S3e)한다.

수학식 2

여기서, Kg1, Kg2는 제 2 발전기의 사양으로부터 결정되는 발전기 특성에 의거하여 산출된 발전기 계수이다. 이에 의하여

발전기 토오크산출부(34)로부터는 발전기 토오크(Tg)가 출력된다.

토오크 비교 판정부(35)에는 단계 S3d에 있어서 산출된 엔진 허용 토오크 (Tpe)와, 단계 S3e에 있어서 산출된 발전기 토

오크(Tg)가 입력된다. 토오크 비교 판정부(35)에서는 입력된 엔진 허용 토오크(Tpe)와 발전기 토오크(Tg)를 비교(Tpe -

Tg)하여(단계 S3f), 발전기 토오크(Tg)가 엔진 허용 토오크(Tpe)를 초과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판정한다(단계 S3g). 이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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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단계 S3g 에 있어서 긍정인 경우 (Tpe - Tg < 0)는, 토오크비교 판정부(35)로부터 발전기 토오크저감요구(Atl)가 출

력된다(단계 S3h). 한편 단계 S3g에 있어서 부정인 경우(Tpe - Tg > 0)는, 토오크 비교 판정부(35)로부터 발전기 토오크

저감요구(Atl)가 출력되지 않는다(단계 S3i).

다음에 단계 S3h에서 발전기 토오크저감요구(Atl)가 출력된 경우에는 전동기증가 계자전류 산출처리가 실행된다. 단계

S3g에 있어서 긍정인 경우, 전동기 증가 계자전류 산출부(26)에는 발전기 토오크저감요구(Atl) 및 전동기 계자전류(Ifm)

가 입력된다. 전동기 증가 계자전류 산출부(26)에서는 발전기 토오크저감요구 (Atl)가 입력된 것을 가지고 후술하는 바와

같이 미리 메모리에 저장되어 있는 제 2 발전기(2)의 출력 제한시의 전동기 목표 계자전류(Iftm)를 판독하여 발전기 토오

크저감요구(Atl)의 입력시의 전동기(5)의 계자전류(Ifm)와 전동기 목표 계자전류 (Iftm)와의 차를 산출하고, 이 산출된 차

를 전동기 증가 계자전류(Ifim)로 한다(단계 S3j). 이에 의하여 전동기증가 계자전류 산출부(26)로부터는 전동기증가 계자

전류(Ifim)가 출력된다.

단계 S2에서 전동기 목표 토오크산출처리와, 단계 S3에서 제 2 발전기(2)의 출력제한처리가 병렬되어 실행된 후, 전동기 ·

발전기 목표 계자전류 산출처리가 실행된다(단계 S4).

전동기 ·발전기 목표 계자전류 산출부(21)에는 단계 S2에서 산출된 전동기목표 토오크(Ttm)가 입력된다. 또 엔진(1)이 과

부하상태라고 판단된 경우에는 단계 S3에서 산출된 발전기 토오크저감요구(Atl) 및 전동기증가 계자전류(Ifim)가 입력된

다. 전동기 ·발전기 목표 계자전류 산출부(21)에서는 발전기 토오크저감요구 (Atl)가 입력되었는지의 여부를 판단한다(단

계 S4a). 발전기 토오크 저감요구 입력판단이 부정인 경우, 통상의 4륜 구동제어가 실행된다. 즉 통상의 4륜 구동제어에서

는 단계 S2b에서 산출된 전동기 목표 토오크(Ttm)에 의거하여 전동기(5)의 전기자 권선(5b)에 공급되어야 할 전기자 전

류를 타여자 분권식 직류 전동기의 관계식으로부터 산출한다(단계 S4b). 다음에 후륜(15)의 각 바퀴의 속도(Wrls, Wrrs)

로부터 산출된 전동기(5)의 회전수에 의거하여 전동기(5)의 전기자 권선(5b)에 발생시켜야 할 전기자 전압을 타여자 분권

식 직류 전동기의 관계식으로부터 산출한다 (단계 S4c). 다음에 단계 S4b에서 산출된 전기자 전류와 단계 S4c에서 산출된

전압에 의거하여 전동기(5)의 전기자 권선(5b)에 공급되어야 할 입력전압[제 2 발전기(2)의 출력전압]을 타여자 분권식

직류 전동기의 관계식으로부터 산출한다(단계 S4d). 다음에 단계 S4d에서 산출된 입력전압에 의거하여 제 2 발전기(2)의

발전기목표 계자전류(Iftg) 및 전동기(5)의 전동기 목표 계자전류(Iftm)를 산출한다(단계 S4e). 이에 의하여 전동기·발전기

목표 계자전류 산출부(21)로부터는 발전기 목표 계자전류(Iftg) 및 전동기 목표 계자전류(Iftm)가 출력된다.

또한 본 실시예에서는 전동기 목표 토오크(Ttm)와 전동기(5)의 회전수에 의거하여 타여자 분권식 직류 전동기의 관계식으

로부터 전동기(5)의 전기자 권선 (5b)에 공급되어야 할 입력전압[제 2 발전기(2)의 출력전압]을 산출하고, 이 산출된 입력

전압으로부터 발전기 목표 계자전류(Iftg) 및 전동기 목표 계자전류(Iftm)를 산출하는 예에 대하여 설명하였으나, 전동기

목표 토오크와 전동기 계자전류와의 관계로 이루어지는 전동기 계자전류 특성맵으로부터 전동기 목표 토오크(Ttm)에 대

응하는 전동기 목표 계자전류(Iftm)를 산출함과 동시에, 전동기 목표 토오크와 발전기 계자전류와의 관계로 이루어지는 발

전기 계자전류 특성맵으로부터 전동기 목표 토오크(Ttm)에 대응하는 발전기 목표 계자전류(Iftg)를 산출하도록 하여도 된

다.

한편, 발전기 토오크 저감요구 입력판단이 긍정인 경우, 제 2 발전기(2)의 출력제한을 고려한 4륜 구동제어가 실행된다.

즉 제 2 발전기(2)의 출력제한을 고려한 4륜 구동제어에서는 제 2 발전기의 출력이 일정하게 제한된다. 즉 전동기(5)의 전

기자 권선(5b)에 공급되어야 할 입력전압이 일정하게 제한된다. 제 2 발전기의 제한출력은, 제 2 발전기(2)로부터 엔진(1)

에 주어지는 최대 부하 토오크가, 제 2 발전기(2)를 제외하는 다른 전부하[엔진(1)에 의해 구동되는 전부하, 예를 들면 제

1 발전기(13) 등이 있음]로부터 엔진(1)에 주어지는 최대 부하 토오크와 엔진 (1)의 최대 토오크와의 차분 이하가 되도록,

즉 제 2 발전기(2)의 최대 부하 토오크가 그것에 의하여 빼앗기는 것이 허용되는 엔진(1)의 최대 허용 토오크범위 내가 되

도록 설정된다. 이 때문에 제 2 발전기(2)의 출력제한을 고려한 4륜 구동제어에서는 제 2 발전기(2)의 출력[전동기(5)의

전기자 권선(5b)에 공급되어야 할 입력전압]이 일정한 설정치가 되도록 발전기 목표 계자전류(Iftg)가 미리 결정되어 메모

리에 저장되어 있다. 따라서 제 2 발전기(2)의 출력제한을 고려한 4륜 구동제어에서는 발전기 토오크 저감요구 입력판단

이 긍정인 경우, 미리 결정된 발전기 목표 계자전류(Iftg)가 메모리로부터 판독되어(단계 S4f) 출력된다.

또, 제 2 발전기(2)의 출력제한을 고려한 4륜 구동제어에서는 상기한 바와 같이 전동기(5)의 전기자 권선(5b)에 공급되어

야 할 입력전압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전동기(5)의 계자권선(5a)에 공급되어야 할 전동기 계자전류도 미리 결정하여 메

모리에 저장하여 둘 수 있다. 따라서 제 2 발전기(2)의 출력제한을 고려한 4륜 구동제어에서는 발전기 토오크 저감요구 입

력판단이 긍정인 경우, 미리 결정된 전동기 계자전류가 메모리로부터 판독된다(단계 S4g). 그러나 제 2 발전기(2)의 출력

제한을 고려한 4륜 구동제어에서는 제 2 발전기(2)의 출력을 제한하기 때문에 전동기 목표 토오크(Ttm)에 대응하는 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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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5)의 구동력이 얻어지지 않는다. 이 때문에 전동기 ·발전기 목표 계자전류 산출부(21)에서는 단계 S4g에서 판독된 전동

기 계자전류에 단계 S3j에서 산출된 전동기 증가 계자전류(Ifim)을 가산하고 있다(단계 S4h). 이 가산에 의하여 얻어진 결

과는 전동기 목표 계자전류(Iftm)로서 출력된다.

단계 S4에서 전동기 ·발전기 목표 계자전류 산출처리가 실행된 후, 제 2 발전기(2)의 발전기제어처리(단계 S5) 및 전동기

(5)의 전동기제어처리(단계 S6)가 실행된다.

먼저, 발전기제어처리에 대하여 설명한다. 발전기제어부(22)에는 단계 S4e에서 산출된 발전기 목표 계자전류(Iftg) 또는

단계 S4f에서 판독된 발전기 목표 계자전류(Iftg)가 입력된다. 발전기제어부(22)에서는 입력된 발전기 목표 계자전류(Iftg)

에 의거하여 제 2 발전기(2)의 전압조정기에 대한 계자전류 지령신호 (Ifcg)를 생성하고, 이것을 제 2 발전기(2)의 전압조

정기에 출력한다. 제 2 발전기(2)의 전압조정기에서는 계자전류 지령신호(Ifcg)에 의거하여 계자권선에 흐르는 계자전류

를 제어한다. 이에 의하여 전동기(5)의 전기자 권선(5b)에 공급되어야 할 소정전압의 전력이 제 2 발전기(2)로 발전되어

전동기(5)의 전기자 권선(5b)에 공급된다.

다음에 전동기제어처리에 대하여 설명한다. 전동기제어부(23)에는 단계 S4e에서 산출된 전동기 목표 계자전류(Iftm) 또

는 단계(S4h)에서 산출된 전동기 목표 계자전류(Iftm)가 입력된다. 전동기제어부(23)에서는 입력된 전동기 목표 계자전류

(Iftm)에 의거하여 전동기 드라이브회로(24)에 대한 계자전류 지령신호(Ifcm)를 생성하고, 이것을 전동기 드라이브회로

(24)에 출력한다. 전동기 드라이브회로(24)에서는 계자전류 지령신호(Ifcm)에 의거하여 브리지회로를 구성하는 반도체 스

위칭소자(예를 들면 MOS - FET)를 ON ·OFF 제어한다. 이에 의하여 전동기 드라이브회로(24)에 공급된 배터리전류(Ib)

가 전동기 드라이브회로(24)에서 소정의 전동기 계자전류(Ifm)로 변환되어 전동기(5)의 계자권선(5a)에 공급된다.

제 2 발전기(2)의 발전기제어처리 및 전동기(5)의 전동기제어처리가 실행된 후는, 차속이 소정치(예를 들면 20km/h) 이상

인지의 여부의 판단 및 모드선택 스위치가 ON인지 OFF인지의 판단에 의거하여 4륜 구동제어 종료인지 속행인지가 판단

된다. 그리고 4륜 구동제어 종료인 경우는 4륜 구동제어프로그램이 종료하고, 4륜 구동제어 속행인 경우는 단계 S1로 되

돌아가 상기한 일련의 4륜 구동제어프로그램이 실행된다. 또한 본 실시예에서는 이 처리의 도시를 생략하고 있다.

또한, 본 실시예에서는 단계 S3f에 있어서 엔진 허용 토오크(Tpe)와 발전기 토오크(Tg)를 비교하여 발전기 토오크(Tg)가

엔진 허용 토오크(Tpe)를 초과하고 있다(Tpe - Tg < 0)고 판정한 경우에, 엔진(1)이 과부하상태라고 판단하여 발전기 토

오크 저감요구(Atl)를 출력하였으나, 다음과 같이 행하여도 상관없다. 발전기 토오크(Tg)와 엔진 허용 토오크(Tpe)가 일

치한 경우(Tpe - Tg = 0) 또는 엔진 허용 토오크(Tpe)보다도 약간 작은 값을 미리 설정하여 두고 발전기 토오크(Tg)가

그 설정치를 초과한 경우[발전기 토오크(Tg)가 엔진 허용 토오크(Tpe)를 초과한 듯이 된 경우]에 엔진(1)이 과부하상태

로 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발전기 토오크 저감요구 (Atl)를 출력하여도 된다.

또, 본 실시예에서는 제 2 발전기(2)의 출력을 제한하는 4륜 구동제어를 실행하고 있는 도중에서 발전기 토오크 저감요구

(Atl)의 출력이 없어진 경우, 즉 발전기 토오크(Tg)가 엔진 허용 토오크(Tpe)를 초과하고 있지 않은(Tpe - Tg0)경우에 통

상의 4륜 구동제어로 이행한다. 이때 본 실시예에서는 이 제어동작에 의하여 엔진(1)에 급격하게 제 2 발전기(2)의 부하가

걸리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일정시간, 제 2 발전기(2)의 출력을 제한하는 4륜 구동제어를 계속한 후, 서서히 완만하게 통

상의 4륜 구동제어로 이행하고 있다.

이상 본 실시예에 의하면, 발전기 토오크(Tg)가 엔진 허용 토오크(Tpe)를 초과하고 있는 경우(Tpe - Tg < 0)에는 엔진

(1)이 과부하상태라고 판단하여 발전기 토오크 저감요구(Atl)를 출력하여 제 2 발전기(2)의 출력을 제한하도록 하였기 때

문에 제 2 발전기(2)로부터 엔진(1)에 주는 부하 토오크를 제한할 수 있다. 이에 의하여 본 실시예에 의하면 엑셀러레이터

개방도 완전 개방시로서, 차량의 가속도와 시간과의 관계로 이루어지는 도 11의 차량 가속도 특성맵으로부터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2륜 구동시의 최대 가속도(0.4G)에 대하여 4륜 구동시의 최대 가속도를 0.35G로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실시예에 의하면 본 실시예와 같은 제 2 발전기(2)의 출력제한을 행하지 않은 4륜 구동시보다도 최대 가속도를

2륜 구동시의 최대 가속도에 근접시킬 수 있기(최대 가속도의 저하를 0.05G 이하로 억제할 수 있음) 때문에, 4륜 구동시에

있어서의 원활한 가속을 실현할 수 있어 4륜 구동시의 차량 가속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 또한 본 실시예와 같은 제 2 발

전기(2)의 출력제한을 행하지 않는 4륜 구동시의 최대 가속도는 0.3 G이다. 이와 같은 가속도에서는 운전자가 차량의 실

속을 체감하는 경우가 있다.

엔진에 전자제어 스로틀이 장비된 차량에서는 전저제어 스로틀에 의한 공기량과 연료량과의 공연비제어에 의하여 엔진 토

오크를 증폭할 수 있어 차량 가속성능의 저하를 회피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이 방법에서는 연료 소비량이 증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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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한편 본 실시예에서는 그와 같은 과제가 생기지 않아 차량의 연비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또 엔진(1)을 배기량이 큰 것

으로 교환하는 것도 생각할 수 있으나, 차량의 스펙이 대폭으로 바뀜과 동시에 차량가격이 증가하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

다.

또 본 실시예에 의하면 발전기 토오크저감요구(Atl)가 출력된 경우, 발전기 토오크저감요구(Atl)가 출력된 것을 가지고 전

동기증가 계자전류(Ifim)를 산출하고, 이것을 미리 결정되어 있는 전동기 목표 계자전류(Iftm)에 가산하여 전동기(5)의 계

자권선(5a)에 흐르는 계자전류(Ifm)를 증가시키기 때문에 제 2 발전기(2)의 출력이 제한되어도 전동기(5)의 출력저하[후

륜(15)의 구동력 저하]를 억제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실시예에 의하면 4륜 구동에 의한 차량 주행성능의 저하를 억제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제 2 실시예를 도 12, 도 13에 의거하여 설명한다. 도 12는 본 실시예의 4WDCU(6)의 구성을 나타낸다. 도 13

은 본 실시예의 4WDCU(6)의 제 2 발전기 출력제한처리를 나타낸다. 본 실시예의 4WDCU(6)는 제 1 실시예의 실속 판정

부(25)를 대신하여 노킹 판정부(27)를 구비하고 있다. 이 밖의 구성은 제 1 실시예와 동일하며, 동일부호를 붙이고 그 설명

을 생략한다.

엔진(1)에는 고부하가 주어짐으로써 야기되는 이상 연소(노킹)를 검지하기 위한 노킹센서가 설치되어 있다. 노킹센서의

출력신호는 ECU(8)에 입력되어 있다. ECU(8)에서는 노킹센서로부터 입력된 신호에 의거하여 엔진(1)의 이상 연소를 판

정하고 있다. 따라서 본 실시예에서는 엔진(1)의 이상 연소가 일어난 경우에는 제 2 발전기(2)의 출력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다. 이 때문에 본 실시예의 4WDCU(6)에서는 엔진(1)에서 이상 연소가 일어난 경우에는 엔진(1)에서 이상연소가 일어

나고 있는 것을 나타내는 노킹신호(Kout)가 ECU(8)로부터 입력되도록 하고 있다. 또는 노킹센서로부터의 신호가 직접 또

는 ECU(8)를 거쳐 입력되어 엔진(1)의 이상 연소를 판단하도록 하여도 좋다.

다음에 본 실시예의 4WDCU(6)의 4륜 구동제어동작에 대하여 설명한다. 또한 본 실시예의 4륜 구동제어동작은 제 1 실시

예와 비교하여 단계 S3에 있어서의 제 2발전기 출력제한처리만 다르다. 다른 처리는 제 1 실시예와 동일하다. 또 본 실시

예의 제 2 발전기 출력제한처리(단계 S7)에 있어서도, 엔진(1)의 과부하상태 판정처리만 제 1 실시예와 다르고, 전동기 증

가 계자전류 산출처리는 제 1 실시예와 동일하다.

엔진(1)의 이상연소가 일어난 경우, 단계 S1에 있어서 노킹신호(Kout)가 입력된다. 엔진(1)의 이상 연소가 일어나 있지 않

은 경우, 노킹신호(Kout)는 입력되지 않는다. 노킹 판정부(27)에는 단계 S1에 있어서 노킹신호(Kout)가 입력된 경우에 입

력된다. 노킹 판정부(27)에서는 노킹신호(Kout)가 입력되었는지의 여부를 판단한다(단계 S7a). 이 결과, 단계 S7a에서 부

정된 경우는 노킹 판정부(27)로부터 발전기 토오크저감요구(Atl)가 출력되지 않고(단계 S7c) 통상의 4륜 구동제어가 실행

된다.

한편, 단계 S7a에서 긍정된 경우는 노킹 판정부(27)로부터 발전기 토오크저감요구(Atl)가 출력된다(단계 S7b). 단계 S7b

에 있어서 발전기 토오크저감요구 (Atl)가 출력되면 제 1 실시예의 단계 S3j와 마찬가지로 전동기 증가 계자전류 산출부

(26)에 있어서 전동기 증가 계자전류(Ifim)가 산출된다(단계 S7d). 이에 의하여 노킹 판정부(27)로부터는 발전기 토오크저

감요구(At1)가, 전동기 증가 계자전류 산출부(26)로부터는 전동기 증가 계자전류(Ifim)가 각각 출력되고, 제 2 발전기(2)

의 출력을 제한하는 4륜 구동제어가 실행된다.

또한 노킹센서로부터의 신호가 직접 또는 ECU(8)를 거쳐 입력되는 경우에는 엔진(1)의 이상 연소를 판단하여 엔진(1)이

이상 연소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발전기 토오크저감요구(Atl)를 하지 않고, 엔진(1)이 이상 연소하고 있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발전기 토오크저감요구(Atl) 및 전동기 증가 계자전류(Ifim)를 출력한다.

또 본 실시예에서는 제 2 발전기(2)의 출력을 제한하는 4륜 구동제어를 실행하고 있는 도중에 발전기 토오크저감요구(Atl)

의 출력이 없어진 경우, 즉 노킹센서로부터의 신호가 입력되지 않게 된 경우에 통상의 4륜 구동제어로 이행한다. 이 때 본

실시예에서는 이 제어동작에 의해 엔진(1)에 급격하게 제 2 발전기(2)의 부하가 걸리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일정시간 제 2

발전기(2)의 출력을 제한하는 4륜 구동제어를 계속한 후, 서서히 완만하게 통상의 4륜 구동제어로 이행하고 있다.

이상 본 실시예에 의하면 제 1 실시예와 마찬가지로 엔진(1)이 과부하상태라고 판단된 경우에 제 2 발전기(2)의 출력을 제

한하기 때문에 제 2 발전기(2)로부터 엔진(1)에 주는 부하 토오크를 제한할 수 있고, 4륜 구동시의 차량 가속성능을 향상

시킬 수 있다. 또 본 실시예에 의하면 발전기 토오크저감요구(Atl)가 출력된 경우, 전동기 증가 계자전류(Ifim)를 산출하여

전동기(5)의 계자권선(5a)에 흐르는 계자전류(Ifm)를 증가시키기 때문에 전동기(5)의 출력저하[후륜(15)의 구동력 저하]

를 억제할 수 있어 4륜 구동에 의한 차량 주행성능의 저하를 억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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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의 제 3 실시예를 도 14 내지 도 16에 의거하여 설명한다. 도 14는 본 실시예의 4WDCU(6)의 구성을 나타낸다. 도

15는 본 실시예의 4WDCU(6)의 제 2 발전기 출력제한처리를 나타낸다. 도 16은 엑셀러레이터 개방도와 차량 가속도 한계

치와의 관계로 이루어지는 특성맵의 일례를 나타낸다. 본 실시예의 4WDCU(6)는 제 1 실시예와 비교하여 실속 판정부의

구성이 다르다. 이외의 구성은 제 1 실시예와 동일하며, 동일한 부호를 붙이고 그 설명을 생략한다. 실속 판정부(28)는 차

량 가속도 한계치 산출부(40), 차륜 최고 속도 선택부(41), 차량 가속도 산출부 (42) 및 가속도 비교판정부(43)로 구성되어

있다.

다음에 본 실시예의 4WDCU(6)의 4륜 구동제어동작에 대하여 설명한다. 또한 본 실시예의 4륜 구동제어동작은 제 1 실시

예와 비교하여 단계 S3에 있어서의 제 2발전기 출력제한처리만 다르다. 다른 처리는 제 1 실시예와 동일하다. 또 본 실시

예의 제 2 발전기 출력제한처리(단계 S8)에 있어서도, 엔진(1)의 과부하상태 판정처리만 제 1 실시예와 다르고, 전동기 증

가 계자전류 산출처리는 제 1 실시예와 동일하다.

먼저, 단계 S1에 있어서 토오크요구지령(Tvo)과, 전륜(14)의 각 바퀴의 속도 (Wfls, Wfrs) 및 후륜(15)의 각 바퀴의 속도

(Wrls, Wrrs)가 입력된다. 이들이 입력되면 차량 가속도 산출처리와 차량 가속도 한계치 산출처리가 평행하여 실행된다.

차량 가속도 한계치 산출처리에서는 차량 가속도 한계치 산출부(40)에 토오크요구지령(Tvo)이 입력된다. 차량 가속도 한

계치 산출부(40)에서는 미리 메모리에 저장되어 있는 도 16의 특성맵로부터 입력된 토오크요구지령(Tvo)에 대응하는 차

량 가속도 한계치(Cvs)를 산출한다(단계 S8a). 이에 의하여 차량 가속도 한계치 산출부(40)로부터는 차량 가속도 한계치

(Avs)가 출력된다.

한편, 차량 가속도 산출처리에서는 차륜 최고 속도 선택부(41)에 전륜(14)의 각 바퀴의 속도(Wfls, Wfrs) 및 후륜(15)의

각 바퀴의 속도(Wrls, Wrrs)가 입력된다. 차륜 최고 속도 선택부(41)에서는 입력된 전륜(14)의 각 바퀴의 속도(Wfls,

Wfrs)에 의거하여 전륜(14)의 속도(평균속도) 및 후륜(15)의 각 바퀴의 속도 (Wrls, Wrrs)에 의거하여 후륜(15)의 속도

(평균속도)를 산출하고(단계 S8b), 그 중의 최대의 속도를 차륜 최고속도(Wsmax)로서 선택한다(단계 S8c). 이에 의하여

차륜 최고속도 선택부(41)로부터는 차륜 최고속도(Wsmax)가 출력된다. 단계 S8c에서 선택된 차륜 최고속도(Wsmax)는

차량 가속도 산출부(42)에 입력된다. 차량 가속도산출부(42)에서는 입력된 차륜 최고속도(Wsmax)를 미분하여 차량 가속

도(Av)를 산출한다(단계 S8d). 이에 의하여 차량 가속도 산출부(42)로부터는 차량 가속도(Cv)가 출력된다.

이후 실속 판정부(28)에서는 가속도 비교판정부(43)에 의한 가속도 비교판정처리를 실행한다. 가속도 비교판정처리에서

는 단계 S8a에서 산출된 차량 가속도 한계치(Cvs)와 단계 S8d에서 산출된 차량 가속도(Cv)가 가속도 비교판정부(43)에

입력된다. 가속도 비교판정부(43)에서는 입력된 차량 가속도 한계치(Cvs)와 차량가속도(Cv)를 비교(Cvs-Cv)하여(단계

S8e), 차량 가속도(Cv)가 차량 가속도 한계치 (Cvs)를 초과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판정한다(단계 S8f). 이 결과 단계 S8f에

있어서 부정인 경우(Cvs - Cv > 0)는, 가속도 비교판정부(43)로부터 발전기 토오크저감요구(Atl)가 출력되지 않고(단계

S8h), 통상의 4륜 구동제어가 실행된다.

한편, 단계 S8f에 있어서 긍정인 경우(Cvs - Cv < 0)는 가속도 비교판정부 (43)로부터 발전기 토오크저감요구(Atl)가 출

력된다(단계 S8g). 단계 S8f에 있어서 발전기 토오크저감요구(Atl)가 출력되면, 제 1 실시예의 단계 S3j와 마찬가지로 전

동기 증가 계자전류 산출부(26)에 있어서 전동기 증가 계자전류(Ifim)가 산출된다(단계 S8i). 이에 의하여 가속도 비교판

정부(43)로부터는 발전기 토오크저감요구(At1)가, 전동기 증가 계자전류 산출부(26)로부터는 전동기 증가 계자전류(Ifim)

가 각각 출력되고, 제 2 발전기(2)의 출력을 제한하는 4륜 구동제어가 실행된다.

또한 본 실시예에서는 단계 S8e에 있어서 차량 가속도 한계치(Cvs)와 차량 가속도(Cv)를 비교하여 차량 가속도(Cv)가 차

량 가속도 한계치(Cvs)를 초과하고 있다(Cvs - Cv < 0)고 판정한 경우에, 엔진(1)이 과부하상태라고 판단하여 발전기 토

오크저감요구(Atl)를 출력하였으나, 다음과 같이 행하여도 상관없다. 차량 가속도 한계치(Cvs)와 차량 가속도(Cv)가 일치

한 경우(Cvs - Cv = 0) 또는 차량 가속도 한계치(Cvs)보다도 약간 작은 값을 미리 설정하여 두고, 차량 가속도(Cv)가 그

설정치를 초과한 경우[차량 가속도(Cv)가 차량 가속도 한계치(Cvs)를 초과한 듯이 된 경우]에, 엔진(1)이 과부하상태로

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발전기 토오크저감요구 (Atl)를 출력하여도 좋다.

또, 본 실시예에서는 제 2 발전기(2)의 출력을 제한하는 4륜 구동제어를 실행하고 있는 도중에 발전기 토오크저감요구

(Atl)의 출력이 없어진 경우, 즉 차량 가속도(Cv)가 차량 가속도 한계치(Cvs)를 초과하고 있지 않은(Cvs - Cv > 0) 경우에

통상의 4륜 구동제어로 이행한다. 이때 본 실시예에서는 이 제어동작에 의해 엔진(1)이 급격하게 제 2 발전기(2)의 부하가

걸리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일정시간, 제 2 발전기(2)의 출력을 제한하는 4륜 구동제어를 계속한 후, 서서히 완만하게 통

상의 4륜 구동제어로 이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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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본 실시예에 의하면, 제 1 실시예와 마찬가지로 엔진(1)이 과부하상태라고 판단된 경우에 제 2 발전기(2)의 출력을

제한하기 때문에, 제 2 발전기(2)로부터 엔진(1)에 주는 부하 토오크를 제한할 수 있어, 4륜 구동시의 차량 가속성능을 향

상시킬 수 있다. 또 본 실시예에 의하면 발전기 토오크저감요구(Atl)가 출력된 경우, 전동기 증가 계자전류(Ifim)를 산출하

여 전동기(5)의 계자권선(5a)에 흐르는 계자전류(Ifm)를 증가시키기 때문에, 전동기(5)의 출력저하[후륜(15)의 구동력 저

하]를 억제할 수 있어, 4륜 구동에 의한 차량 주행성능의 저하를 억제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제 4 실시예를 도 17, 도 18에 의거하여 설명한다. 도 17은 본 실시예의 4WDCU(6)의 구성을 나타낸다. 도 18

은 본 실시예의 4WDCU(6)의 제 2 발전기 출력제한처리를 나타낸다. 본 실시예의 4WDCU(6)는 제 1 실시예와 비교하여

실속 판정부의 구성이 다르다. 이외의 구성은 제 1 실시예와 동일하며, 동일한 부호를 붙이고 그 설명을 생략한다. 실속 판

정부(29)는 기억부(50)와, 발전기효율 산출부(51)와, 발전기 토오크산출부(52)와, 토오크 비교 판정부(53)를 구비하고 있

다. 발전기효율 산출부(51)는 제 1 실시예의 발전기효율 산출부(32)와 동일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 발전기 토오크산출부

(52)는 제 1 실시예의 발전기 토오크산출부(34)와 동일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

다음에 본 실시예의 4WDCU(6)의 4륜 구동제어동작에 대하여 설명한다. 또한 본 실시예의 4륜 구동제어동작은 제 1 실시

예와 비교하여 단계 S3에 있어서의 제 2 발전기 출력제한처리만 다르다. 다른 처리는 제 1 실시예와 동일하다. 또 본 실시

예의 제 2 발전기 출력제한처리(단계 S9)에 있어서도 엔진(1)의 과부하상태 판정처리만 제 1 실시예와 다르고, 전동기 증

가 계자전류 산출처리는 제 1 실시예와 동일하다.

먼저, 단계 S1에 있어서 제 2 발전기(2)의 출력전압(Av), 출력전류(Ai) 및 회전수(An)가 입력되면, 발전기 토오크산출처리

와 발전기 토오크제한치 판독처리가 평행하여 실행된다. 먼저 발전기 토오크산출처리에서는 단계 S1에서 입력된 제 2 발

전기(2)의 출력전압(Av) 및 회전수(An)가 발전기효율 산출부(51)에 입력된다. 발전기효율 산출부(51)에서는 제 1 실시예

의 단계 S3d와 마찬가지로 입력된 제 2 발전기(2)의 출력전압(Av) 및 회전수(An)에 의거하여 발전기효율(Aη)을 산출한

다(단계 S9a). 이에 의하여 발전기효율 산출부(51)로부터는 발전기효율(Aη)이 출력된다.

이후 단계 S9a에서 산출된 발전기효율(Aη)과, 단계 S1에서 입력된 제 2 발전기(2)의 출력전압(Av), 출력전류(Ai) 및 회전

수(An)가 발전기 토오크산출부(52)에 입력된다. 발전기 토오크산출부(52)에서는 제 1 실시예의 단계 S3e와 마찬가지로,

입력된 제 2 발전기(2)의 출력전압(Av), 출력전류(Ai), 회전수(An) 및 발전기효율(Aη)에 의거하여 수학식 2로부터 발전기

토오크(Tg)를 산출한다(단계 S9b). 이에 의하여 발전기 토오크산출부(52)로부터는 발전기 토오크(Tg)가 출력된다.

한편 발전기 토오크제한치 판독처리에서는 기억부(50)로부터 발전기 토오크제한치(Tlimg)가 판독된다(단계 S9c). 발전기

토오크제한치(Tlimg)는 엔진(1)의 사양으로 결정되는 최고 엔진 토오크로부터 차량 발진시의 최고 엔진 토오크를 산출하

여 이것에 변속기(12)의 사양으로부터 결정되는 특성, 예를 들면 토오크 컨버터의 구동력 전달 특성맵으로부터 산출된 변

속기 계수와, 벨트에 의하여 직결되는 제 2 발전기(2)의 풀리와 엔진(1)의 풀리와의 비가 승산된 것으로, 미리 산출되어 기

억부(50)에 저장되어 있는 것이다. 단계 S9c에서 기억부(50)로부터 판독된 발전기 토오크제한치(Tlimg)는 토오크 비교

판정부(53)에 입력된다.

이후 토오크 비교 판정부(53)에 의한 토오크 비교 판정처리가 실행된다. 토오크 비교 판정처리에서는 단계 S9b에서 산출

된 발전기 토오크(Tg)와, 단계 S9c에서 판독된 발전기 토오크제한치(Tlimg)가 토오크 비교 판정부(53)에 입력된다. 토오

크 비교 판정부(53)에서는 입력된 발전기 토오크제한치(Tlimg)와 발전기 토오크 (Tg)를 비교(Tlimg - Tg)하여(단계

S9d), 발전기 토오크(Tg)가 발전기 토오크제한치(Tlimg)를 초과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판정한다(단계 S9e). 이 결과, 단계

S9e 에 있어서 부정인 경우(Tlimg - Tg > 0)는 토오크 비교 판정부(53)로부터 발전기 토오크저감요구(Atl)가 출력되지

않고(단계 S9g) 통상의 4륜 구동제어가 실행된다.

한편, 단계 S9e에 있어서 긍정인 경우(Tlimg - Tg < 0)는 토오크 비교 판정부(53)로부터 발전기 토오크저감요구(Atl)가

출력된다(단계 S9f). 단계 S9f에 있어서 발전기 토오크저감요구(Atl)가 출력되면 제 1 실시예의 단계 S3j와 마찬가지로 전

동기 증가 계자전류 산출부(26)에 있어서 전동기 증가 계자전류(Ifim)가 산출된다(단계 S9h). 이에 의하여 토오크 비교 판

정부(53)로부터는 발전기 토오크저감요구(Atl)가, 전동기 증가 계자전류 산출부(26)로부터는 전동기 증가 계자전류 (Ifim)

가 각각 출력되어 제 2 발전기(2)의 출력을 제한하는 4륜 구동제어가 실행된다.

또한 본 실시예에서는 단계 S9d에 있어서 발전기 토오크제한치(Tlimg)와 발전기 토오크(Tg)를 비교하여 발전기 토오크

(Tg)가 발전기 토오크제한치(Tlimg)를 초과하고 있다(Tlimg - Tg < 0)고 판정한 경우에, 엔진(1)이 과부하상태라고 판단

하여 발전기 토오크저감요구(Atl)를 출력하는 예에 대하여 설명하였으나, 다음과 같이 판단하여도 상관없다. 발전기 토오

크제한치(Tlimg)와 발전기 토오크(Tg)가 일치한 경우(Tlimg - Tg = 0) 또는 발전기 토오크제한치(Tlimg)보다도 약간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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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값을 미리 설정하여 두고 발전기 토오크(Tg)가 그 설정치를 초과한 경우[발전기 토오크(Tg)가 발전기 토오크제한치

(Tlimg)를 넘을 듯이 된 경우]에, 엔진(1)이 과부하상태로 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발전기 토오크저감요구(Atl)를 출력하도

록 하여도 된다.

또 본 실시예에서는 제 2 발전기(2)의 출력을 제한하는 4륜 구동제어를 실행하고 있는 도중에 발전기 토오크저감요구(Atl)

의 출력이 없어진 경우, 즉 발전기 토오크(Tg)가 발전기 토오크제한치(Tlimg)를 초과하고 있지 않은(Tlimg - Tg > 0)경

우에 통상의 4륜 구동제어로 이행한다. 이때 본 실시예에서는 이 제어동작에 의하여 엔진(1)에 급격하게 제 2 발전기(2)의

부하가 걸리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일정시간, 제 2 발전기(2)의 출력을 제한하는 4륜 구동제어를 계속한 후, 서서히 완만하

게 통상의 4륜 구동제어로 이행하고 있다.

이상 본 실시예에 의하면, 제 1 실시예와 마찬가지로 엔진(1)이 과부하상태라고 판단된 경우에 제 2 발전기(2)의 출력을

제한하기 때문에, 제 2 발전기(2)로부터 엔진(1)에 주는 부하 토오크를 제한할 수 있어 4륜 구동시의 차량 가속성능을 향

상시킬 수 있다. 또 본 실시예에 의하면 발전기 토오크저감요구(Atl)가 출력된 경우, 전동기 증가 계자전류(Ifim)를 산출하

여 전동기(5)의 계자권선(5a)에 흐르는 계자전류(Ifm)를 증가시키기 때문에 전동기(5)의 출력저하[후륜(15)의 구동력 저

하]를 억제할 수 있어 4륜 구동에 의한 차량 주행성능의 저하를 억제할 수 있다.

도 19에 본 발명의 제 5 실시예인 하이브리드 4륜 구동차(1100)의 구성을 나타낸다. 이하, 설명을 간단하고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엔진(1001)에 의해 구동되는 구동륜을 전륜(1014), 모터(105)에 의해 구동되는 구동륜을 후륜(1015)으로서 설명

을 행한다. 단, 실용적으로는 전후를 바꾸어도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본 실시예의 하이브리드 4륜 구동차(1100)는 엔진(1001) 및 모터(1005)를 구비하고 있고, 엔진(1001)의 구동력은 엔진

(1001)과 변속기(1012)의 기계적인 연결을 해방하는 즉 구동력의 절단 접속을 행하는 클러치(1012a)를 내장하여 복수의

변속비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변속기(1012)를 거쳐 전륜에 전달된다. 클러치 (1012a)는 차량 운전자에 의하여 조작되

고, 운전자가 도시 생략한 클러치 페달을 밟음으로써 해방된다. 엑셀러레이터 페달의 밟음 및 밟음량은 엑셀러레이터페달

센서 (도시 생략)에 의해 검출된다. 클러치(1012a)의 체결상태는 클러치 페달의 가압력을 모니터하는 클러치위치 검출장

치(클러치위치센서. 도시 생략)에 의해 검출된다. 변속기(12)가 선택하고 있는 변속비 또는 뉴트럴의 상태는 변속기에 설

치된 변속비 검출장치(변속비센서. 도시 생략)에 의해 검출되어 트랜스미션제어기 (1009)에 보내진다. 트랜스미션제어기

(1009)는 변속비의 설정과 함께 클러치의 체결/해방조작을 지시한다. 모터(1005)의 구동력은 클러치(1004) 및 디퍼런셜

기어 (1003)를 거쳐 후륜(1015)에 전달된다.

엔진(1001)의 출력의 조정은 엔진제어기(1008)에 의해 도시 생략한 전자제어 스로틀을 개폐하여 행하여진다. 전자제어

스로틀의 개방도는 전자제어 스로틀에 설치된 스로틀 개방도센서에 의해 검출되어 엔진제어기(1008)에 피드백된다. 또

엔진 (1001)에 설치된 엔진 회전센서, 엔진(1001)의 고부하를 검출하는 노킹센서에 의해 각각 엔진의 회전수, 노킹을 검

출한다. 이밖에 엔진제어기(1008)에는 운전자의 엑셀러레이터 밟음량을 검출하는 엑셀러레이터 페달센서의 신호가 도입

되고 있다.

통상의 충전발전시스템을 행하는 보조기계용 발전기(1013)(12V)의 발전상태도 엔진제어기(1008)로 감시하고 있어 램프

나 에어컨디셔너 등의 보조 기계류의 전기부하상태를 검출한다. 또 발전기(1002)의 토오크를 검출 또는 추정하는 장치가

설치된다.

엔진(1001)에는 보조기계용 발전기(1013)와는 별도로 엔진에 의해 구동되는 발전기(1002)가 설치된다. 발전기(1002)의

발전량은 발전기의 계자코일에 흐르는 계자전류를 조정하는 4WD 제어기(1006)에 의해 제어된다. 발전기(1002)와 모터

(1005)는 전기적으로 접속되어 있기 때문에, 모터(1005)의 토오크, 즉 구동되는 후륜(1015)의 구동토오크는 4WD 제어기

(1006)에 의해 제어된다.

전륜(1014), 후륜(1015)에는 각각 차륜 속도센서(1016, 1017)가 설치되어 있고, 각 차륜 속도가 안티록브레이크시스템

(이하 ABS라 함) 제어기(1010)에 의해 검출 가능하게 되어 있다.

엔진제어기(1008), ABS 제어기(1010), 트랜스미션제어기(1009), 4WD 제어기 (1006)의 각 제어기는 서로 연결되어 있

어 각각의 사이에서 통신을 할 수 있는 구성으로 되어 있다.

발전기(1002)와 모터(1005)의 사이에는 릴레이(1007)가 설치되어 있고, 모터 (1005)에 대한 전력의 통전, 차단을 행하고

있다. 또 릴레이(1007)는 4WD 제어기 (1006)로부터 제어됨과 동시에 상기 발전기의 발전량 검출을 위해 4WD 제어기

(1006)로 전류, 전압의 검출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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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0에 4WD 제어기(1006)가 엔진제어기(1008), ABS 제어기(1010), 트랜스미션제어기(1009)로부터의 정보를 받아 처

리하는 내용을 나타낸다. 클러치해방, 엑셀러레이터 페달 밟음량, 변속기의 시프트위치, 모터의 회전수, 4개의 차륜의 차

륜 속도, 엔진회전수, 스로틀 개방도, 전기부하, 발전전압, 발전전류, 발전기회전수 등의 계측된 신호가 입력된다. 클러치

해방신호(1031), 엑셀러레이터 페달 밟음량 신호(1032) 및 변속기의 시프트위치신호(1033), 차륜 속도(다른 신호를 가하

여도 된다)로부터 운전자의 의도가 후술하는 바와 같이 하여 판정된다. 운전자의 의도로서는 예를 들면 차량의 발진의도

또는 변속의도가 있다. 이 의도판정에는 기억매체(1037)에 보존한는 각종 데이터 및 각종 프로그램이 사용된다. 이와 같이

운전자의 의도는 클러치 해방신호(1031), 엑셀러레이터 페달 밟음량 신호(1032) 및 변속기의 시프트위치신호(1033), 차

륜 속도로부터 판정될 수 있다.

의도판정에 의하여 단지 클러치 해방이 아니라, 발진의도 또는 변속의도가 인정되면 엑셀러레이터 페달 밟음량 신호

(1034) 및 변속신호(1035)를 사용하여 클러치 해방기간 내 또는 해방기간 중에 있어서의 목표모터의 토오크연산(1038)

을 행한다. 상기 목표모터의 토오크로부터 후술하는 바와 같이 목표발전량의 연산 (1039), 목표 엔진 토오크의 연산

(1040), 목표 엔진회전수의 연산(1040), 스로틀 개방도의 설정(1042) 및 계자전류의 연산(1043) 및 설정(1044)이 이루어

지고 설정된 스로틀 개방도 신호는 엔진제어기(1008)에, 그리고 설정된 계자전류는 4WD 제어기(1006)로부터 출력된다.

다음에 도 21 내지 도 25를 사용하여 본 발명의 제어방법을 설명한다.

도 21은 제어 전체의 플로우를 나타내고 있다. 본 제어는 상기한 클러치부착 변속기를 탑재한 하이브리드 4륜 구동차의 발

진시의 가속 상승의 향상, 및 업시프트(예를 들면 1속으로부터 2속으로의 변속)시에 있어서는 가속성이나 수렁지로부터의

탈출성을 향상시키는 목적이 있다.

차량이 아이들링하고 있고, 검출되어 있는 차륜의 속도가 제로인 상태에서 단계 101(S101)에서는 운전자의 발진의도의

유무를 검출한다. 단계 102(S102)에서는 검출한 발진의도의 유무에 따라 발진의도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단계 103

(S103)로, 없는 경우에는 다시 단계 101로 되돌아간다. 단계 103에서는 클러치가 해방되어 있는 상태에서 모터로부터 토

오크를 발생하여 후륜에 구동력을 가하는 조작을 행한다. 이 조작은 단계 104(S104)에서 클러치가 체결된 것이 판정될 때

까지 계속된다. 클러치 체결후에는 단계 105(S105)로 진행하고, 여기서는 하이브리드 4륜 구동차로서의 제어가 이루어진

다. 단계 106(S106)에서 클러치체결의 해제가 판정되면 다음 단계 107(S107)에 있어서 업시프트의 의도가 검출된다. 업

시프트라고 판정된 후에는 단계 108(S108)로 진행하여 앞의 단계 103(S103)과 마찬가지로 모터 토오크발생의 제어가 이

루어진다. 클러치체결판정을 단계 109(S109)에서 행하여, 클러치가 체결되어 있으면 단계 110(S110)에 있어서 하이브리

드 4륜 구동차로서의 제어가 행하여진다. 단계 111에서는 4륜 구동정지, 즉 모터의 토오크발생을 정지하는 판정이 이루어

져 정지하는 경우에는 종료된다. 정지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시 단계 105(S105)로 되돌아간다. 업시프트가 아니라고 판정

되면 단계 112(S112)로 진행하여 모터가 휴지(休止)되고, 단계 106으로 되돌아간다.

다음에 도 22를 사용하여 발진의도의 검출을 행하는 방법(단계 S101) 및 변속의도의 검출을 행하는 방법(단계 S107)을 설

명한다. 이들 단계에서는 발진 또는 변속의 의도가 있는 경우에는 확실하게 모터로부터 토오크를 출력하는 것을 목표로 하

고 있다. 반대로 변속기가 뉴트럴상태에서의 엔진의 공회전이나 변속비의 선정(시프트레버조작)만으로는 모터로부터 차

륜에 토오크가 전달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그 때문에 코스트상태(변속기를 뉴트럴상태로 하여 클러치를 해방하고 타성으

로 주행)도 만들어 낼 수 있다. 그 때문에 단계 S1O1a에서는 클러치의 해방의 유무를 검출하여 클러치가 해방되어 있는 경

우에는 단계 S1O1b로, 그 밖의 경우에는 단계 S1O1e로 향한다. 단계 S101b에서는 엑셀러레이터 페달의 밟음량을 조사

하여 미리 정하여 둔 밟음량 이상에서는 단계 S101c에서 변속기가 비뉴트럴의 상태, 즉 변속비가 선택되어 있는 것을 검

출한다. 비뉴트럴의 상태가 검출된 경우에는 단계 S101d에서 발진 또는 변속의 의도가 있다고 판단한다. 이외의 상태에서

는 의도없음으로 하여 단계 1O1e로 진행한다.

도 23을 사용하여 변속의 의도가 있는 경우의 제어에 대하여 설명한다. 변속의 의도가 있다고 판정되면 기다리는 단계

S103a에서 엑셀러레이터의 밟음량으로부터 모터 토오크의 목표치를 산출한다. 구체적으로는 현재의 엔진회전수에 있어

서의 엑셀러레이터 페달의 밟음량과 선택되어 있는 변속비로부터 미리 기억하고 있는 엔진으로부터 구동륜에 전달되는 토

오크를 구하고, 그 다음에 모터에 부수되는 감속기의 감속비를 고려하여 모터의 목표 토오크를 산출한다. 이와 같은 연산

에 의거하여 모터의 목표 토오크를 결정하였기 때문에 운전자에게 위화감을 주지 않고도 잘 되게 된다. 다음에 단계

S103b에 있어서 목표로 하는 모터 토오크가 얻어지도록 발전전력량을 설정한다. 전력량의 설정에 있어서는 모터의 회전

수정보를 도입함으로써 모터의 유기전력을 연산하여 정하면, 보다 정밀도가 좋은 발전목표량을 설정할 수 있다. 그런데 발

전의 전력량이 정해져 엔진의 회전수를 이미 알고 있으면 발전기가 일으키는 토오크도 구한다. 그 때문에 엔진의 요구 토

오크도 스스로 정해진다. 단계 S103c에 있어서는 이 연산을 행한다. 한편 클러치를 체결할 때에는 클러치의 입력측의 회

전수, 즉 엔진의 회전수와, 클러치 출력측의 회전수, 즉 변속기의 입력축의 회전수가 가까울 수록 클러치체결이 원활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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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하여진다. 변속기의 입력축의 회전수는 차륜의 회전수, 즉 차륜속도 및 선택되어 있는 변속기의 변속비에 의해 결정된

다. 이것을 연산하여 목표로 하는 엔진의 회전수를 구한다. 그리고 단계 S103e로 진행한다. 여기서는 단계 S103c에서 구

한 엔진의 목표 토오크, 단계 103d에서 구한 목표회전수에 의해 미리 기억해 둔 엔진의 출력 특성맵을 검색하여 스로틀 개

방도를 정하고, 엔진제어기에 송신하여 전자제어 스로틀을 동작시킨다. 제일 마직막으로 소망의 발전전력량이 선택되도록

단계 S103f에서 발전기의 계자전류를 제어한다.

단계 103a∼103f를 실행하면, 목표 회전수에 있어서 엔진의 토오크가 부족되어 엔진스톨에 이르는 경우가 있다. 그 때문

에 도 24에 나타낸 다음의 방법을 사용하여 항상 감시한다.

엔진제어기(1008)가 엔진(1001)에 설치된 회전수센서에 의해 검출한 엔진회전수(En)와, 스로틀 개방도센서에 의해 엔진

제어기(1008)로 검출한 스로틀 개방도 또는 엑셀러레이터 밟음량(TVO), 또 엔진제어기(1008)로 검출된 보조기계류의 전

기부하상태(El)를 가지고 엔진허용 토오크연산수단(1020)으로 엔진허용 토오크(Et)를 산출한다.

엔진허용 토오크(Et)란, 엔진이나 보조기계류의 프릭션을 극복하여 자립회전에 필요한 토오크와 엔진이 가속하는 데 필요

한 토오크분을 엔진의 출력토오크로부터 뺀 것으로, 엔진허용 토오크(Et) 이상의 부하를 걸면 엔진이 감속이나 스톨된다.

그 때문에 엔진허용 토오크(Et)를 초과하지 않도록 부하 리미터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이하와 같이 한다.

발전기(1002)와 전동기(1005) 사이에 설치된 릴레이(1007)에 의해 4WD 제어기(1006)로 검출된 발전전압(Av)과 발전전

류(Ai)와 엔진에 설치된 회전수센서에 의해 엔진제어기(1008)가 검출한 엔진회전수(En)로부터 산출한 발전기 회전수(An)

를 가지고 발전 토오크연산수단(1021)으로 발전 토오크(At)를 산출한다. 산출된 엔진 허용 토오크(Et)와 발전기 토오크

(At)를 토오크 비교기(1022)로 비교하여 발전 토오크(At)가 엔진허용 토오크(Et)를 상회할 때, 발전기 토오크저감요구

(Atl)를 발전기 토오크저감수단(1023)에 요구하여 발전기 토오크저감수단(1023)으로 발전기 (1002)의 계자전류를 저감

시킨다. 이와 같은 방법에 의하여 엔진스톨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도 25에 본 발명의 실시예의 제어를 적용하여 발진 또는 변속하는 예를 나타낸다. 도 25는 가로축에 시간을 나타내고 있

고, 위로부터 순서대로 클러치의 해방상태, 선택하고 있는 변속비, 엑셀러레이터의 밟음량, 스로틀 개방도, 작업율, 계자전

류, 즉 발전전력량, 엔진과 변속기의 입력축의 회전속도, 후륜과 전륜의 구동토오크, 그리고 차량의 가속도가 나타나 있다.

클러치가 해방되고, 변속비가 선택되어 엑셀러레이터가 밟히면 전자제어 스로틀에 의해 스로틀 개방도가 개방된다.

그리고 엔진출력이 상승하여 계자전류가 증가한다. 그 때문에 발전기에 대한 입력도 증가하기 때문에 엔진의 회전수의 상

승은 억제된다. 한편 후륜의 구동력이 증가하기 때문에 차량은 가속되고, 변속기의 입력축의 회전속도가 상승하여 엔진의

회전속도에 근접한다. 클러치가 다시 체결될 때에는 엔진의 회전수와 변속기의 입력축의 회전수가 근접하기 때문에 클러

치체결시에 있어서는 차량의 가속도변화가 적어 순조로운 변속이 실현되고 있다. 한편 구동토오크에 있어서는 클러치해방

시에 있어서도 모터로 구동되는 후륜에도 토오크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차량이 가속되고 있다. 파선으로 나타낸 본 제어를

사용하지 않는 종래의 제어에 있어서는 클러치 해방 중은 구동력이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차량의 가속은 작아져 있다. 도

24는 본 제어의 유효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수렁지에 있어서 변속하여도 구동토오크의 손실되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차량

이 정지하지 않아 탈출성이 향상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발명의 효과

이상과 같이 엔진으로부터의 구동력 및 모터로부터의 구동력에 의해 구동되는 하이브리드 4륜 구동차(1100)의 제어장치

에 있어서, 적어도 클러치위치로부터의 클러치 해방센서와, 변속비로부터의 비뉴트럴상태 신호 및 엑셀러레이터 페달에

대한 엑셀러레이터 밟음신호로부터 판정되는 차량 운전자의 발진 또는 변속의도를 구하여 차량 운전자의 발진 또는 변속

의도를 판단하였을 때에 발진시 또는 변속시에 있어서의 상기 모터에 출력되는 토오크발생신호를 엑셀러레이터 밟음량 신

호에 대응하여 연산하는 처리장치(1030)를 구비하는 하이브리드 4륜 구동차(1100)의 제어장치가 구성된다.

또한 처리장치(1030)는 모터의 회전수를 입력하여 목표 발전량을 연산하고, 그 목표 발전량으로부터 목표 엔진 토오크를

연산하여 차륜 속도 및 변속비로부터 목표 엔진회전수를 연산하여 스로틀 개방도 및 엔진회전수로부터 스로틀 개방도의

설정을 행하고, 설정된 스로틀 개방도를 엔진제어기에 출력할 수 있다.

또한 처리장치(1030)는 엔진허용 토오크를 연산하고, 또한 발전전압, 발전전류 및 발전기 회전수로부터 발전기 토오크를

연산하고, 양 토오크의 비교를 행하여 발전기 토오크저감신호를 생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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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전륜(1014) 또는 후륜(1015)의 한쪽을 구동하는 엔진(1001)과, 전륜 (1014) 또는 후륜(1015)의 다른쪽을 구동하는

모터(1005), 엔진(1001)에 의해 구동되고, 모터(1001)에 전력을 공급하는 발전기(1002), 엔진(1001)의 출력축과 변속기

(1012)의 입력축의 사이에 설치되어 구동력의 절단 접속을 행하는 클러치(1012a)와, 클러치(1012a)와 엔진(1001)이 구

동하는 차륜과의 사이에 설치되어 미리 정해진 복수의 변속비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엔진의 회전속도를 감속하여 출력

하는 변속기(1012)와, 클러치(1012a)의 위치를 검출하는 클러치위치검출장치와, 엑셀러레이터 페달 밟음량을 검출하는

엑셀러레이터 페달센서와, 발전기(1002)의 토오크를 검출 또는 추정하는 장치와, 선택한 변속기(1012)의 변속비를 검출

하는 변속비검출장치와, 클러치위치검출장치 및 엑셀러레이터 페달센서의 출력 및 변속비 검출장치의 출력을 검출하여 발

전기(2)의 발전량 및 엔진(1001)의 출력을 제어하는 엔진제어기(1008)를 구비하는 하이브리드 4륜 구동차(1100)에 있어

서, 클러치위치검출장치에 의해 클러치가 절단되어 있는 것을 검출하고, 또한 변속비 검출장치에 의해 비뉴트럴을 검출한

상태에서는 엑셀러레이터 페달센서에 의해 검출한 엑셀러레이터 밟음량에 따라 클러치 해방기관 내에 있어서의 모터에 토

오크를 발생시키고, 그 토오크에 의거하여 구동시키는 하이브리드 4륜 구동차(1100)가 구성된다.

또한 발전기(1002)의 발전량을 증가시켜 모터(1005)의 토오크를 증가시키고, 또한 엔진의 출력을 증대하는 지령을 발하

는 엔진제어기(1008)를 가지는 하이브리드 4륜 구동차(1100)가 구성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전, 후륜의 한쪽을 내연기관에 의하여 회전 구동하고, 상기 전, 후륜의 다른쪽을 전동력에 의하여 회전 구동하는 하이브리

드자동차 구동장치에 있어서,

상기 전동력을 발생하는 전동기와,

상기 내연기관에 의하여 회전 구동되는 발전기와,

상기 발전기 및 상기 전동기의 회전 구동을 제어하는 제어장치를 포함하고,

상기 전동기는 상기 발전기로부터 직접 전력의 공급을 받아 상기 전동력을 발생하고, 상기 발전기는 상기 전동기를 구동하

기 위한 상기 전력을 발생하고,

상기 제어장치는,

상기 내연기관이 과부하상태인 경우, 상기 발전기의 출력을 제한하여 상기 발전기로부터 상기 내연기관에 주는 부하 토오

크를 제한하고, 상기 발전기의 출력이 제한된 경우, 상기 전동기의 계자권선에 공급되는 계자전류를 증가시키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하이브리드자동차 구동장치.

청구항 2.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장치는, 상기 내연기관이 과부하상태로 될 수 있는 경우에도 상기 발전기의 출력을 제한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하이브리드자동차 구동장치.

청구항 3.

제 1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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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제어장치는, 상기 발전기로부터 상기 내연기관에 주어지는 발전기 토오크가, 상기 발전기에 의해 빼앗기는 것이 허용

되는 내연기관 허용 토오크를 초과한 것을 가지고 상기 내연기관을 과부하상태라고 판단하여 상기 발전기의 출력을 제한

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하이브리드자동차 구동장치.

청구항 4.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장치는, 상기 내연기관의 노킹발생을 검출한 것을 가지고 상기 내연기관을 과부하상태라고 판단하여 상기 발전

기의 출력을 제한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하이브리드자동차 구동장치.

청구항 5.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장치는, 차량의 가속도가 차량의 추정 가속도를 초과한 것을 가지고 상기 내연기관을 과부하상태라고 판단하여

상기 발전기의 출력을 제한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하이브리드자동차 구동장치.

청구항 6.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장치는 상기 발전기로부터 상기 내연기관에 발전기 토오크가 주어져도 차량의 가속도를 소정의 가속도 이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발전기 허용 토오크를, 상기 발전기로부터 상기 내연기관에 주어지는 발전기 토오크가 초과한 것을 가지고

상기 내연기관을 과부하상태라고 판단하여 상기 발전기의 출력을 제한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하이브리드자동차 구동

장치.

청구항 7.
삭제

청구항 8.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발전기는 상기 전동기에 의한 어시스트구동일 때, 상기 전동기의 회전구동 전용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상기 내연기관

에 의해 회전 구동되는 보조기계용 발전기와는 별도로 설치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하이브리드자동차 구동장치.

청구항 9.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장치는, 운전자의 요구 토오크 및 차속에 의거하여 상기 전동기의 목표 토오크를 산출하는 수단과, 상기 목표 토

오크로부터 상기 발전기 및 상기 전동기의 목표 계자전류를 산출하는 수단과, 상기 발전기에 대응하는 목표 계자전류 에

의거하여 상기 발전기의 계자전류제어수단에 제어신호를 출력하는 수단과, 상기 전동기에 대응하는 목표 계자전류에 의거

하여 상기 전동기의 계자전류제어수단에 제어신호를 출력하는 수단과, 상기 요구 토오크, 상기 내연기관의 운전상태, 상기

발전기의 운전상태 및 상기 내연기관에 의해 구동되는 보조기계의 운전상태에 의거하여 상기 내연기관의 과부하상태를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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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하고, 상기 판단에 따라 상기 발전기의 출력제한요구를 출력하는 수단을 가지고, 상기 목표 계자전류 산출수단은 상기

내연기관이 과부하상태인 경우, 상기 출력제한요구에 따라 상기 발전기의 출력을 제한하기 위한 목표 계자전류를, 상기 발

전기의 계자전류제어수단에 제어신호를 출력하는 수단에 주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하이브리드자동차 구동장치.

청구항 10.

제 9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장치는 상기 출력제한요구에 따라 상기 발전기의 출력제한에 의한 상기 전동기의 출력저하를 보충하기 위해 상

기 전동기에 대응하는 증가 계자전류를 산출하는 수단을 가지고, 상기 목표 계자전류 산출수단은, 상기 내연기관이 과부하

상태인 경우, 상기 증가 계자전류에 의거하여 상기 전동기의 계자전류를 증가시키기 위한 목표 계자전류를 산출하고, 상기

전동기의 계자전류제어수단에 제어신호를 출력하는 수단에 주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하이브리드자동차 구동장치.

청구항 11.

제 9항에 있어서,

상기 출력제한요구 출력수단은, 상기 발전기의 출력전압, 출력전류 및 회전수에 의거하여 상기 발전기로부터 상기 내연기

관에 주어지는 발전기 토오크를 산출하는 수단과, 상기 내연기관의 공기제어밸브의 개방도 또는 상기 공기제어밸브의 개

방도를 제어하기 위한 엑셀러레이터의 밟음량인 상기 요구 토오크, 상기 내연기관의 회전수, 상기 보조기계의 운전상태에

따라 상기 발전기에 의해 빼앗기는 것이 허용되는 내연기관 허용 토오크를 산출하는 수단과, 상기 발전기 토오크와 상기

내연기관 허용 토오크를 비교하여 상기 발전기 토오크가 상기 내연기관 허용 토오크를 초과하는 경우, 상기 출력제한요구

를 출력하는 수단을 가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하이브리드자동차 구동장치.

청구항 12.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장치는, 운전자의 요구 토오크 및 차속에 의거하여 상기 전동기의 목표 토오크를 산출하는 수단과, 상기 목표 토

오크로부터 상기 발전기 및 상기 전동기의 목표 계자전류를 산출하는 수단과, 상기 발전기에 대응하는 목표 계자전류 에

의거하여 상기 발전기의 계자전류제어수단에 제어신호를 출력하는 수단과, 상기 전동기에 대응하는 목표 계자전류에 의거

하여 상기 전동기의 계자전류제어수단에 제어신호를 출력하는 수단과, 상기 내연기관의 노킹발생의 검출에 의거하여 상기

내연기관의 과부하상태를 판단하고, 상기 판단에 따라 상기 발전기의 출력제한요구를 출력하는 수단을 가지고, 상기 목표

계자전류 산출수단은, 상기 내연기관이 과부하상태인 경우, 상기 출력제한요구에 따라 상기 발전기의 출력을 제한하기 위

한 목표 계자전류를, 상기 발전기의 계자전류제어수단에 제어신호를 출력하는 수단에 주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하이브리

드자동차 구동장치.

청구항 13.

제 12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장치는, 상기 출력제한요구에 따라 상기 발전기의 출력제한에 의한 상기 전동기의 출력저하를 보충하기 위해 상

기 전동기에 대응하는 증가 계자전류를 산출하는 수단을 가지고, 상기 목표 계자전류 산출수단은 상기 내연기관이 과부하

상태인 경우, 상기 증가 계자전류에 의거하여 상기 전동기의 계자전류를 증가시키기 위한 목표 계자전류를 산출하고, 상기

전동기의 계자전류제어수단에 제어신호를 출력하는 수단에 주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하이브리드자동차 구동장치.

청구항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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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2항에 있어서,

상기 출력제한 요구 출력수단은, 상기 내연기관에 설치된 노킹센서로부터의 출력신호 또는 상기 내연기관의 구동을 제어

하는 내연기관제어장치로부터의 노킹발생신호에 의거하여 상기 내연기관에 있어서의 노킹의 발생유무를 판단하고, 상기

판단에 따라 상기 출력제한요구를 출력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하이브리드자동차 구동장치.

청구항 15.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장치는, 운전자의 요구 토오크 및 차속에 의거하여 상기 전동기의 목표 토오크를 산출하는 수단과, 상기 목표 토

오크로부터 상기 발전기 및 상기 전동기의 목표 계자전류를 산출하는 수단과, 상기 발전기에 대응하는 목표 계자전류 에

의거하여 상기 발전기의 계자전류제어수단에 제어신호를 출력하는 수단과, 상기전동기에 대응하는 목표 계자전류에 의거

하여 상기 전동기의 계자전류제어수단에 제어신호를 출력하는 수단과, 상기 운전자로부터의 요구 토오크 및 상기 차속에

의거하여 상기 내연기관의 과부하상태를 판단하고, 상기 판단에 따라 상기 발전기의 출력제한요구를 출력하는 수단을 가

지고, 상기 목표 계자전류 산출수단은 상기 내연기관이 과부하상태인 경우, 상기 출력 제한요구에 따라 상기 발전기의 출

력을 제한하기 위한 목표 계자전류를, 상기 발전기의 계자전류제어수단에 제어신호를 출력하는 수단에 주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하이브리드자동차 구동장치.

청구항 16.

제 15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장치는, 상기 출력제한요구에 따라 상기 발전기의 출력제한에 의한 상기 전동기의 출력저하를 보충하기 위해 상

기 전동기에 대응하는 증가 계자전류를 산출하는 수단을 가지고, 상기 목표 계자전류 산출수단은 상기 내연기관이 과부하

상태인 경우, 상기 증가 계자전류에 의거하여 상기 전동기의 계자전류를 증가시키기 위한 목표 계자전류를 산출하여 상기

전동기의 계자전류제어수단에 제어신호를 출력하는 수단에 주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하이브리드자동차 구동장치.

청구항 17.

제 15항에 있어서,

상기 출력제한 요구 출력수단은, 상기 전, 후륜의 속도 중, 최대 속도에 의거하여 차량의 가속도를 산출하는 수단과, 상기

내연기관의 공기제어밸브의 개방도 또는 상기 공기제어밸브의 개방도를 제어하기 위한 엑셀러레이터의 밟음량인 상기 요

구 토오크에 의거하여 차량의 가속도 한계치를 산출하는 수단과, 상기 차량의 가속도와 상기 차량의 가속도 한계치를 비교

하여 상기 차량의 가속도가 상기 차량의 가속도 한계치를 초과한 경우, 상기 출력제한 요구를 출력하는 수단을 가지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하이브리드자동차 구동장치.

청구항 18.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장치는, 운전자의 요구 토오크 및 차속에 의거하여 상기 전동기의 목표 토오크를 산출하는 수단과, 상기 목표 토

오크로부터 상기 발전기 및 상기 전동기의 목표 계자전류를 산출하는 수단과, 상기 발전기에 대응하는 목표 계자전류 에

의거하여 상기 발전기의 계자전류제어수단에 제어신호를 출력하는 수단과, 상기전동기에 대응하는 목표 계자전류에 의거

하여 상기 전동기의 계자전류제어수단에 제어신호를 출력하는 수단과, 상기 발전기의 운전상태 및 미리 설정된 발전기 허

용 토오크에 의거하여 상기 내연기관의 과부하상태를 판단하고, 상기 판단에 따라 상기 발전기의 출력제한 요구를 출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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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수단을 가지고, 상기 목표 계자전류 산출수단은, 상기 내연기관이 과부하상태인 경우, 상기 출력제한 요구에 따라 상기

발전기의 출력을 제한하기 위한 목표 계자전류를, 상기 발전기의 계자전류제어수단에 제어신호를 출력하는 수단에 주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하이브리드자동차 구동장치.

청구항 19.

제 18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장치는, 상기 출력제한 요구에 따라 상기 발전기의 출력제한에 의한 상기 전동기의 출력저하를 보충하기 위해 상

기 전동기에 대응하는 증가 계자전류를 산출하는 수단을 가지고, 상기 목표 계자전류 산출수단은, 상기 내연기관이 과부하

상태인 경우, 상기 증가 계자전류에 의거하여 상기 전동기의 계자전류를 증가시키기 위한 목표 계자전류를 산출하여 상기

전동기의 계자전류제어수단에 제어신호를 출력하는 수단에 주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하이브리드자동차 구동장치.

청구항 20.

제 18항에 있어서,

상기 발전기 허용 토오크는, 상기 발전기로부터 상기 내연기관에 발전기 토오크가 주어져도 차량의 가속도를 소정의 가속

도 이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제한치이고, 상기 출력제한 요구 출력수단은, 상기 발전기 허용 토오크를 기억하는 수단과, 상

기 발전기의 출력전압, 출력전류 및 회전수에 의거하여 상기 발전기로부터 상기 내연기관에 주어지는 발전기 토오크를 산

출하는 수단과, 상기 발전기 토오크와 상기 발전기 허용 토오크를 비교하여 상기 발전기 토오크가 상기 발전기 허용 토오

크를 초과한 경우, 상기 출력제한 요구를 출력하는 수단을 가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하이브리드자동차 구동장치.

청구항 21.

전, 후륜의 한쪽을 회전 구동하는 내연기관과,

상기 전, 후륜의 다른쪽을 회전 구동하는 전동기를 구동원으로 하는 자동차로서,

상기 내연기관에 의하여 회전 구동되는 발전기의 출력을 직접 받아 상기 전동기가 회전 구동됨과 동시에, 상기 내연기관이

과부하상태인 경우에는 상기 발전기의 출력이 제한되고, 상기 발전기의 출력이 제한된 경우에는 상기 전동기의 계자권선

에 공급되는 계자전류가 증가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하이브리드자동차.

청구항 22.

엔진으로부터의 구동력 및 모터로부터의 구동력에 의해 구동되는 하이브리드 4륜 구동차의 제어장치에 있어서,

적어도 클러치위치로부터의 클러치 해방센서와, 변속비로터의 비뉴트럴상태신호 및 엑셀러레이터 페달에 대한 엑셀러레

이터 밟음신호로부터 판정되는 차량 운전자의 발진 또는 변속의도를 구하여 차량 운전자의 발진 또는 변속의도가 판정되

었을 때에 발진시 또는 변속시에 있어서의 상기 모터에 출력되는 토오크발생신호를, 엑셀러레이터 밟음량신호에 대응하여

연산하는 처리장치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하이브리드 4륜 구동차의 제어장치.

청구항 23.

제 22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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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처리장치는, 모터의 회전수를 입력하여 목표발전량을 연산하고, 상기 목표발전량으로부터 목표 엔진 토오크를 연산

하고, 차륜 속도 및 변속비로부터 목표 엔진회전수를 연산하여 스로틀 개방도 및 엔진회전수로부터 스로틀 개방도의 설정

을 행하고, 설정된 스로틀 개방도를 엔진제어기에 출력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하이브리드 4륜 구동차의 제어장치.

청구항 24.

제 23항에 있어서,

상기 처리장치는, 엔진허용 토오크를 연산하고, 또한 발전전압, 발전전류 및 발전기회전수로부터 발전기 토오크를 연산하

고, 양 토오크의 비교를 행하여 발전기 토오크저감신호를 생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하이브리드 4륜 구동차의 제어장

치.

청구항 25.

전륜 또는 후륜의 한쪽을 구동하는 엔진과, 상기 전륜 또는 후륜의 다른쪽을 구동하는 모터, 상기 엔진에 의해 구동되어 상

기 모터에 전력을 공급하는 발전기, 엔진의 출력축과 변속기의 입력축의 사이에 설치되어 구동력의 절단 접속을 행하는 클

러치와, 상기 클러치와 엔진이 구동하는 차륜과의 사이에 설치되고, 미리 정해진 복수의 변속비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엔진의 회전속도를 감속하여 출력하는 변속기와, 클러치의 위치를 검출하는 클러치위치검출장치와, 엑셀러레이터 페달 밟

음량을 검출하는 엑셀러레이터 페달센서와, 상기 발전기의 토오크를 검출 또는 추정하는 장치와, 선택한 상기 변속기의 변

속비를 검출하는 변속비검출장치와, 상기 클러치위치검출장치 및 상기 엑셀러레이터 페달센서의 출력 및 변속비검출장치

의 출력을 검출하여 상기 발전기의 발전량 및 상기 엔진의 출력을 제어하는 제어기를 구비하는 하이브리드 4륜 구동차에

있어서,

클러치위치검출장치에 의해 클러치가 절단되어 있는 것을 검출하고, 또한 변속비검출장치에 의해 비뉴트럴을 검출한 상태

에서는 엑셀러레이터 페달센서에 의해검출한 엑셀러레이터 밟음량에 따라 클러치 해방기관 내에 있어서의 모터에 토오크

를 발생시켜 그 토오크에 의거하여 구동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한 하이브리드 4륜 구동차.

청구항 26.

제 25항에 있어서,

발전기의 발전량을 증가시켜 모터의 토오크를 증가시키고, 또한 엔진의 출력을 증대하는 지령을 발하는 엔진제어기를 가

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 하이브리드 4륜 구동차.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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