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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내용 없음.

대표도

도1

명세서

[발명의 명칭]

전동 파워스티어링장치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1도는 본원 발명에 의한 파워스티어링 제어장치의 일실시예를 나타낸 시스템구성도.

제2도는 토오크센서의 특성도.

제3도는 타각(舵角)센서의 특성도.

제4도는 전동기의 회전수토오크 특성도.

제5도는 전동기의 전기자전류와 토오크·회전수 특성도.

제6도는 본원 발명의 실시예를 나타낸 블록도.

제7도는 가속시의 보정토오크출력을 나타낸 특성도.

제8도는 제6도 도시의 전동기제어회로의 상세회로도.

제9도는 고차함수특성의 일례를 나타낸 특성도.

제10도 및 제11도는 고차함수특성에 대한 근사특성의 설명도.

제12도는 본원 발명의 일실시예에 의해 주어지는 특성의 일례를 나타낸 설명도.

제13도는 전동기의 회전수와 역제동토오크의 특성도.

제14도는 전동기의 회전수에 대한 가속토오크 특성도.

제15도는 복원력에 관한 특성도.

제16도는 어시스트토오크연산의 동작 플로우차아트.

제17도는 마이크로콤퓨터를 사용했을때의 블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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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도는 처리의 타임스케쥴을 나타낸 플로우차아트.

제19도는 제6도 도시 실시예의 구체적 회로도.

제20도 내지 제23도는 본원 발명의 다른 실시예를 나타낸 것으로서, 제20도는 동작 블록도.

제21도는 타각에 대한 복원력전류특성도.

제22도는 전류제한치의 온도특성도.

제23도는 온도에 의한 전류제한의 플로우차아트.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원  발명은  자동차  등에  있어서의  파워스티어링장치에  관한  것이며,  특히  조타(操舵)  피일링에 뛰
어난 파워스티어링장치에 관한 것이다.

사용자  층이  다양한  자동차  등에  있어서는,  대형차에서  소형차까지  파워스티어링의  장비가  널리 행
해지고 있으며, 피로의 경감과 그것에 의한 안전운전의 확보에 이바지하고 있다.

그런데,  이  파워스티어링장치로서는  종래부터  주로  액압식의  것이  사용되고  있다.  그리고  근래에 이
르러  제어내용의  풍부성이나  에너지  절약면에서의  효용에  착안하여  전동식의  파워스티어링장치가 제
안되게끔 되었다.

그리고,  이  전동식의  파워스티어링장치에  있어서는,  그것을  사용하는  전동식의  액츄에이터에 요구되
는  큰  조작력을  얻기  위해,  이  액츄에이터로서  전동기를  사용하며,  그  출력을  감속해서  최종적인 보
조조타용의 조작력을 얻는 방식의 것이 주로 채용되게끔 되어 있다.

그리고  종래의  전동식파워스티어링장치에  있어서는  보조조타력이  고속  회전하는  전동기에  의해 감속
기구를  통해서  주어지는것으로  해서,  이  전동기의  관성과,  감속기구의  출력측에서  전동기를 공전(公
轉)할  경우에  주어지는  큰  마찰저항에  의해  조타피일링상  매우  바람직스럽지  못한  특성이 조타핸들
의 조작에 나타나 버린다고 하는 결점이 있었다.

이  가운데  전동기의  관성에  의해  조타핸들을  조작했을  때  나타나는  조타피일링상  바람직스럽지  못한 
특성에  대해서는  예를들면  일본국  특개소  55-76760호  공보  등에서  제안되어  있는  바와  같이, 전동기
의 제어에 미분특성을 부여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으며, 상당한 조타피일링 개선효과가 기대된다.

그러나,  이  방법에서는  미분회로  등을  여분으로  필요로  하며,  미분  특성의  부여는  다시  노이즈에 대
한  새로운  배려를  필요로  하게  되어  원가상승으로된다.  상기  마찰저항에  의한  조타피일링의  악화에 
대해서는  아무런  개선효과를  기대할  수  없으며,  전체로서는  충분한  조타피일링의  개선을  얻을  수 없
다.  그리고,  이  마찰저항에  의한  조타피일링의  악화는  타각이  제로(중립위치)  이외일  때에  본래 나
타나야 할 복원력의 현저한 저하, 내지는 소멸이라고 하는 모양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또,  핸들에  조타력을  가했을  경우,  모우터에  의해  어시스트력을  부가하는  것이지만,  모우터에는 관
성이  있기  때문에,  모우터의  회전수의  2승에  비례하는  모우터의  관성에너지를  부가해  주지  않으면 
모우터를  가속하기  위해서는  운전자가  핸들의  조타력으로  끌어  주지  않으면  안되며,  정지할  때는 운
전자가 핸들을 통해 멈추어 주지 않으면 안된다.  특히 핸들을 빨리 돌리려고 하면 모우터의 필요 회
전수에  달하기  까지의  시간이  부하로  되어  손에  충격을  느낀다.  이  부하분을  보상하기  위해  상술한 
바와  같이  미분을  사용한  제어회로가  있다.  그런데  이  방법에  의하면  모우터에  필요한  가속  감속의 
에너지를  고려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전타(轉舵)속도에  의해  보상되는  에너지가  부족된다고  하는 결
점을 지니고 있다.

한편,  근래의  유압식  파워스티어링장치에  대해서는  일본국  특개소  54-90726호  공보에  개시된  바와 
같이  복원력을  갖게  하여  직진성능을  좋게  하는  것이  제안되어  있다.  그러나  전진가속시와  후진시와 
통상  주행시의  복원력을  어떻게  제어하면  주행중의  안전성,  직진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
서는 전혀 고려되어 있지 않았었다.

본원  발명의  목적은  핸들의  조타스피이드에  충분히  추종할  수  있는  전동파워스티어링장치를 제공하
는데 있다.

본원  발명은  모우터의  회전수에  따른  모우터감속함수를  설치하고,  핸들조타력의  증가,  감소에  대해 
이  함수를  사용하여  모우터속도를  제어함으로써  핸들의  조타스피이드에  충분히  추종할  수  있게끔 하
려고 하는 것이다.

게다가,  차량의  전진이나  후퇴냐를  검출하는  동시에  차량의  가속량을  검출하고,  이  검출된  가속량에 
따라  전동기의  전기자에  전류를  공급하여  차륜의  타각을  제로로  하는  방향으로  차량에  복원력을 갖
게 함으로써 차량의 가속시의 직진성능의 향상 및 후진시의 조타성도 향상된다.

다음에, 본원 발명에 의한 파워스티어링제어장치를, 도시한 실시예에 의해 상세히 설명한다.

제1도는  본원  발명을  자동차용  전동파워스티어링  시스템에  적용했을  경우의  일실시예이며,  (1)은 조
타핸들(이하  단지  핸들이라고  함),  (2)는  핸들축,  (3)은  피니온,  (4)는  랙,  (5)는  전향(轉向)용의 
타이어(차륜),  (6)은  토오크  센서,  (7)은  파워어시스트용의  전동기,  (8)은  감소기구,  (9)는  피니온, 
(10)은 타각센서, (11)은 제어장치이다. 그리고, B는 전원용의 배터리이다.

이  실시예는  이른바  랙과  피니온방식의  것으로서,  운전자에  의해  핸들(1)에  주어진  조타력은 핸들축
(2)에서 피니온(3)을 통해 랙(4)에 전달되며, 타이어(5)를 소정의 타각으로 움직인다.

토오크센서(6)는  핸들(1)을  운전자가  회동시켰을  때,  이  핸들(1)에서  핸들축(2)을  통해  피니온(3)에 
주어지는  토오크를  검출하고,  그  토오크의  크기를  나타내는  신호  τ를  발생하는  작용을  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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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예를들면  핸들축(2)에  부착한  변경게이지  또는  핸들축(2)에  비틀림스프링기구를  설치하고,  이 
비틀림량을  검출하는  가변저항기등으로  구성된  것으로서,  예를들면  제2도에  나타낸  바와  같은 특성
의 것으로 되어 있다.

전동기(7)는  기어장치  등으로  이루어진  감속기구(8)와  피니온(9)를  통해  랙(4)에  보조조타력을 부여
하는 전동식의 액츄에이터로서 동작한다.

타각센서(10)는  타이어(5)의  타각(전향각)을  검출하여,  자동차가  직진상태  즉  타이어(5)의  전향각이 
중립의  위치에  있을  때의  타각을  제로로  해서,  예를들면  제3도에  나타낸  바와같은  특성에  따라 타각
을  나타내는  신호  θ를  발생하는  작용을  하는  것으로서,  타이어(5)의  전향에  따라  회동하는  부재의 
회동각을  검출하는  가변저항기  등으로  이루어진  로우터리앤코오더나,  직선운동을  하는  부재의 움직
임을 검출하는 리니어엔코오더 등으로 구성된 것이다.

이  파워스티어링장치에  사용되는  전동기(7)는  제4도에  나타낸  바와같은  토오크  1회전  특성을  가지고 
있다.  전동기(7)의  전기자  전류  I가  클때에는  회전수에  대해  토오크특성은  제4도  C→D→F→G로 

된다. 또, 전기자전류 I가 작을 때는 회전수에 대해 토오크특성은 E→F→G로 된다.

이  전동기(7)의  전기자전류  I와  회전수,  토오크와의  특성은  제5도에  나타낸  바와  같은  것으로  되어 
있다.

제6도는  제어장치(11)의  일실시예이며,  토오크함수회로(21),  복원력함수회로(22), 가속·감속판정회
로(23),  가속함수회로(24),  제동함수회로(25),  전환판정회로(26),  토오크통류율변환회로(27), 초퍼

제어회로(28), 전동기제어회로(29), 로크검출회로(30)로 구성되어 있다.

다음에 동작에 대해 설명한다.

운전자에  의해  핸들(1)이  조작되어,  핸들축(2)에  토오크가  주어지면,  그것이  제2도의  특성에  따라 
토오크센서(6)에 의해 검출되며, 토오크 신호 τ가 출력된다.

이  토오크신호  τ는  토오크함수회로(21),  토오크통류율변환회로(27)를  통해  초퍼제어회로(28)에 입
력되며,  그때의  절대치에  대응한  듀우티비율의  펄스신호(CP)로  변환되어  전동기제어회로(29)에 입력
된다.  이때,  전환판정회로(26)에서는  그  곳에  입력된  신호의  정부(正負)에  따라  우회전신호(R)  또는 
좌회전신호(L)의 어느 한쪽을 출력하여, 이들 신호(R), (L)를 전동기제어회로(29)에 입력한다.

그리고,  토오크센서(6)에서  발생되는  토오크신호  τ의  극성은  예를들면  핸들(1)을 우측(시계방향)으
로  회동했을  때에  나타나는  토오크에  대해  정극성(正極性)으로  되며,  좌측(반시계방향)으로 회동시
켰을  때에  나타나는  토오크에  대해서는  부극성으로  되게끔  해놓은  것이다.  따라서,  토오크신호  τ가 
플러스로  되어  있을때는  자동차는  우측으로  전향하며,  마이너스로  되어  있을  때에는  좌측으로 전향
하게 된다.

다음에,  토오크함수회로(21)에  대해  설명한다.  이  토오크함수회로(21)는  제7a도에  나타낸  바와  같은 
보정토오크출력특성  a,  b로  되게끔  전동기(7)의  회전수에  따라  보정분의  토오크치를  출력하는 것이
다.  이  출력특성  a는  전동기(7)의  핸들조작스피이드가  클  때이며,  제7a도의  b가  핸들조작스피이드가 
작을  경우이다.  그리고  제7a도의  c는  종래의  미분에  의한  보정치를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은 보정
토오크치를  가산해  주면  제7b도의  a에  나타낸  바와같이  조타력을  가했을  때에  전동기(7)의  관성을 
충분히  보상할  수  있다.  제7b도의  c는  종래의  미분법에  의한  조타력  특성이며,  핸들조작스피이드에 
의해 상이한 관성의 영향을 제거할 수 없다.

제8도에는 전동기 제어회로(29)의 일실시예가 표시되어 있으며, 2개의 파워트랜지스터 (TR1), 
(TR2)(이하  단지(TR1),  (TR2)라고  함)와,  프리이휘일다이오우드(D1),  (D2)로  구성되어  있다.   (TR
1)에는  좌회전신호(L)와  펄스신호(CP)의  논리적에  의한  신호가,  그리고(TR2)에는  우회전신호(R)와 
펄스신호(CP)의  논리적에  의한  신호가  각기  공급되도록  되어  있으며,  이것에  의해  우회전신호(R)가 
나타나  있을  때,  즉  토오크신호  τ가  정극성으로  되어  있었을  때에는  (TR2)가  은하며, 전동기(7)에
는  도면의  화살표  방향으로  전류가  공급되고,  이  전류의  크기는  펄스신호(CP)의  듀유티비율로 제어
되게끔  된다.  또,  토오크신호  τ가  부극성이고  좌회전신호  I가  나타나  있을  때에는  (TR1)이  온하며, 
전동기(7)에는  도면의  화살표와  반대방향으로  전류가  공급되고,  이때의  전류치는  역시 펄스신호(C
P)의 듀우티비율로 제어되게 된다.

그리고  상기의  어느  경우에도  전동기(7)에  흐르고  있는  전류의  크기가  전류검출기에  의해  검출되며, 
피이드백전류신호로서  초퍼제어회로(28)에  공급되게  되어  있고,  이것에  의해 토오크통류율변환회로
(27)에서  주어지고  있는  신호에  대응한  전류가  전동기(7)에  정확하게  공급되게끔  하기  위한 피이드
백루우프가 형성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다이오우드(D1),  (D2)는  (TR1)  또는  (TR2)가  펄스신호(CP)에  의해  초퍼제어되어  오프했을 
때의 환류로를 부여하는 작용을 하는 것이다.

따라서,  운전자가  핸들(1)을  조작하면,  그때  가해진  조작력(조타력)의  방향과  그  크기에  따라 소정
치의  전류가  소정의  방향에서  전동기(7)에  공급되며,  이것에  의해  전동기(7)가  발생하는  토오크가 
피니온(9)에서  랙(4)에  주어져서,  보조조타력으로  되기  때문에,  파워스티어링장치로서의  기능이 얻
어지게 된다.

그런데,  운전자가  핸들(1)을  조작했을  때에  필요한  조타력의  크기는  너무  작아도  운전하기  어렵게 
되며,  이  때문에  경험  등으로  토오크센서(6)의  신호  τ에  대해  제6도와  같은  오프세트를  갖는 고차
함수  특성을  가지고  보조  조타력,  즉  전동기(7)의  전류치가  정해지도록  해주는  것이  조타피일링상 
바람직하다는 것이 알려져 있다.

그래서,  이  때문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토오크함수회로(21)이며,  입력신호에  대해  제9도의  특성에 
따른  출력신호를  발생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실제로는  제9도와  같은  보드라운  특성을  주는 함수

17-3

92-007039



회로는  원가  상승으로  되거나,  실현이  불가능해지거나  하므로,  예를  들면  제10도와  같은  절선근사에 
의한  토오크함수회로(21)를  사용하도록  해주면  된다.  또  이  절선근사  대신  제11도에  나타낸  바와 같
은 계단근사에 의한 것을 사용해도 실시 가능하다.

다음에,  타이어(5)를  전향시키기  위해  필요한  힘,  이른바  조타력은  타이어와  주행노면의  사이에 있
어서의  전향방향에서의  마찰저항에  의해  결정되지만,  이  마찰저항은  차속에  의해  변화하며, 고속으
로 됨에 따라 감소한다. 따라서 이 조타력은 차속이 작을 때일수록 커지며, 통상 
거치절단(据置切斷)이라고  불리우는  차속이  제로일때에는  매우  커져서  거의  핸들조작이  불가능할 정
도로 된다.

그리고 실용상에서는 자동차를 차고에 넣거나 종렬 주차를 할 때에는 이 거치절단조작이 필요하다.

한편,  고속시에  핸들조작력이  작아지면,  오히려  위험해지므로,  고속시에는  보조  조타력을  작게 하거
나 또는 주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이  때문에  토오크함수회로(21)에  있어서,  차속센서(20)에서  차속신호  υ를  입력하고, 토오
크신호  τ에  대해  소정의  연산처리를  해서,  제12도에  나타낸  바와  같이  토오크함수회로(21)에서 주
어지는 특성의 오프세트의 폭이 차속신호 υ에 따라 넓어지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전동기(7)를  역방향으로  거는  브레이크토오크,  즉  역제동  토오크와  전동기(7)의  회전수와의 
관계는  제13도에  나타낸  바와  같은  특성으로  되어  있다.  즉,  전동기(7)의  회전수가  클수록 역제동토
오크는  커진다.  따라서,  핸들을  조작해서  어떤  위치에  멈추는  힘(전동기에  제동을  가해서  멈추게  할 
때의  토오크)이  전동기(7)의  회전이  클수록  높게  필요하다.  또  전동기(7)의  회전수에  대한 가속토오
크치가 제14도에 표시되어 있으며, 전동기 회전수가 작으면 가속토오크를 크게 할 필요가 있다.

다음에  제6도에  도시의  복원력함수회로(22)에  대해  설명한다.  이  복원력함수회로(22)는  타이어(5)에 
대해  원상태로  되돌리는  힘(복원력)을  주기  위한  전동기(7)의  제어신호를  출력하는  회로이다. 귀환
토오크와  타각(타각센서출력)과의  관계는  제15도에  나타낸  바와  같다.  즉  타각이  크면  클수록 복원
하기  위한  토오크를  크게  필요로  한다.  이  복원특성은  파워스티어링을  설치한  조타시스템의 조타피
일링을 결정하는 큰 포인트이다.

즉,  자동차의  조타시스템에는  전향차륜의  캐스터효과  등을  이용하여  복원특성을  주도록  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  때문에  핸들조작에  의해  소정의  타각을  준  다음은  이  복원특성에  의해  핸들에 
주어지는  복원력을  이용한  운전조작이  널리  행해지며,  이것이  양호한  조타피일링을  주는  포인트로 
되어  있고,  따라서  파워스티어링의  장비에  의해서도,  이  복원력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또  제6도의  로크검출회로(30)는  토오크센서(6)의  출력에  대해  타각센서(10)로부터  출력이  없을 경우
를 검출하는 것으로서, 이 검출이 이루어지면 클러치(8)의 전자밸브를 오프한다.

다음에 본원 발명의 실시예에 의한 어시스트토오크연산의 동작에 대해 설명한다.

제16도에는  어시스트토오크연산의  플로우차아트가  표시되어  있다.  이  플로우차아트는  10msec마다의 
타이머할입에 의해 처리된다. 먼저 스텝 100에 있어서, 토오크센서(6)의 전회의 값(TOLD)을 

독출하고,  스텝  101에  있어서  현재의  토오크센서(6)로부터의 출력치(TNEW )를  끌어  들인다.  다음에, 

스텝 103에 있어서, TOLD와 TNEW를 비교하여, 토오크센서(6)의 출력치의 증가분 ΔT가

ΔT=TNEW-TOLD

일정치  이상인지  아닌지를  판정한다.  이  스텝  103에  있어서,  토오크센서의  증가분이  일정치보다 크
다고  판정하면  스텝  104에  있어서  타각센서(10)에서  출력된  값의  증가분이  토오크센서(6)의  증가와 
시간적으로  대응한  어떤  일정치보다  큰지  아닌지를  판정한다.  이  스텝  104에  있어서,  타각센서의 증
가분이  일정치  이상이  아닐  경우는  스텝  108로  이행한다.  또,  스텝  104에  있어서,  타각센서의 증가
분이  일정치  이상이라고  판정하면,  스텝  105에  있어서  모우터가속계산(제7도에  나타낸  바와  같은 특
성으로 되는 가속)에 의한 가속토오크계산을 하여 스텝 108로 이행한다.

한편,  스텝  106에  있어서,  토오크센서의  증가분이  일정치  이상이  아니라고  판정하면,  스텝  106에 있
어서,  토오크센서의  감속분이  일정치  이상인지  아닌지를  판정한다.  이  스텝  106에  있어서 토오크센
서의 감속분이 일정치 이상이 아니라고 판정하면 스텝 108로 이행하고, 일정치 이상이라고 
판정하면,  스텝  107에  있어서  모우터감속도  계산에  의한  감속토오크계산(제13도에  표시된 역제동토
오크특성에  대응한)을  하지  않는  스텝108로  이행한다.  다음에,  스텝  108에  있어서,  제12도에  나타낸 
바와 같은 어시스트토오크의 연산을 한다.

제17도에는  일련의  동작을  마이크로콤퓨터를  사용했을  때의  블록도가  표시되어  있다.  이때의  처리의 
타스크케쥴의 할입플로우차아트가 제18도에 표시되어 있다.

이상 설명한 바와 같이, 본원 발명에 의하면 핸들의 조타스피이드에 충분히 추종할 수 있다.

다음에  본원  발명의  다른  일실시예를  제19도  내지  제23도에  나타낸다.  도면에  있어서, 배터리(201)
에는  전동기(202)가  접속되어  있으며,  이  전동기(202)는  좌우  어느  쪽으로도  회전할  수  있게끔 구성
되어  있다.  이  전동기(202)의  좌회전용  전기자에는  FET(203)의  드레인이  접속되어  있다.  또,  이 
FET(203)의  드레인에는  순방향으로  접속되는  프리이휘일다이오우드(205)를  통해  배터리(201)가 접속
되어  있다.  또,  이  FET(203)의  소오스에는  배터리(201)가  접속되어  있으며,  게이트에는 마이크로콤
퓨터(100)가  접속되어  있다.  또,  전동기(202)의  우회전용  전기자에는  FET(204)의  드레인이  접속되어 
있으며,  이  FET(204)의  드레인은  순방향으로  접속되는  프리이휘일다이오우드(206)를  통해 배터리
(201)가  접속되어  있다.  이  FET(204)의  소오스는  배터리(201)에  접속되어  있으며,  게이트에는 마이
크로콤퓨터(100)가  접속되어  있다.  이  마이크로콤퓨터(100)에는  엔진회전수를  제출하는 센서(50)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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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의  출력과,  조타계(209)의  타각계(207)에서  타각이,  토오크센서(209)로부터  핸들의 회전토오크
(조타력)가  각기  입력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또  이  마이크로콤퓨터(100)에는  차속센서로부터의 신호
가 입력되어 있다.

또,  전동기(202)에는  전기자에  공급되고  있는  전류를  검출하는  전류검출기(210)가  설치되어  있으며, 
이 전류검출기(210)로부터의 검출치는 마이크로콤퓨터(100)에 입력되고 있다.

제20도에는 제19도의 동작을 설명하기 위한 블록도가 표시되어 있다.

먼저,  토오크센서(208)에  의해  검출되는  토오크(조타력)는  마이크로콤퓨터(100)의 어시스트함수판정
회로(110)에  입력되며,  여기서  조타력에  대응한  어시스트함수가  선택된다.  이  어시스트함수는 조타
력이  일정해지도록  결정되어  있다.  이  어시스트함수판정회로(110)에서  어시스트력에  해당하는 전류
지령이 출력된다. 한편, 타각계(207)에서 입력된 타각량에 의해, 복원력함수판정회로(120)에 
있어서,  복원력  함수가  타각에  대응해서  선정되며,  복원력에  해당하는  전류지령이  출력된다.  이 전
류지령은  어시스트함수판정회로에서  출력되는  전류지령치와  가산되며,  핸들의  회전방향이  좌우의 어
느 쪽인지를 판정하는 좌우판정회로(150)에 입력된다.

또,  차속센서(30)로부터는  차속이  기어비(比)판정회로(130)와,  가속계산회로(140)에  입력된다.  또, 
이  기어비판정회로(130)에는  엔진회전센서(50)에서  엔진회전수가  입력되고  있다.  이 기어비판정회로
(130)로부터의  출력과,  가속계산회로(140)로부터의  출력은  복원력함수판정회로(120)에  입력되고 있
다.  이와  같이,  복원력함수는  타각센서(207)로부터의  출력과  가속계산결과와  기어비율에  의해 정해
진 값을 출력한다. 이 기어비율계산은

기어비율=N/V

단, N : 엔진회전수

V : 차속

에 의해 결정된다.

이 기어비율계산에 의해 백기어를 검출한다. 이 백기어의 검출은 백스위치에 의해 검출해도 된다.

또, 가속량을 검출하기 위한 가속계산은

가속량=Vn-Vn-1

단, Vn : 이번 회의 차속 

Vn-1 : 일정시간전의 차속

에  의해  구해진다.  이  가속계산결과가  복원력함수판정회로(120)에  입력되며,  이  가속량에  비례해서 
제21도에  나타낸  바와  같은  특성으로  복원력전류를  증가한다.  이  제21도의  특성맵은 복원력함수판정
회로(120)에  격납되어  있는  것이다.  그리고  제21도에  1점쇄선으로  나타낸  바와같이,  타각을 리니어
하게  검출할  수  있는  타각센서를  사용함으로써  타각  제로에서  리니어하게  상승하여  일정치로  하는 
특성으로  할  수도  있다.  그러나,  본  실시예에  있어서는  타각검출에,  어떤  타각으로  되었을  때에 출
력을 내는 스위치를 사용하고 있다.

이와  같이  해서  구해진  복원력과  조작력이  가산되어  좌우판정회로(150)에  있어서  전동기를 우회전으
로  하는지,  좌회전으로  하는지를  판정하여,  우초퍼(180)나  좌초퍼(190)의  어느  하나에  출력한다.  또 
좌우판정회로(150)에  입력된  합성신호는  전류지령회로에  입력되며,  절대치로  되어  전류지령치로서 
출력된다.  이  전류  지령치는  전류검출치(210)에  출력되는  검출전류치와  비교되며,  검출전류치와의 
차분이  초퍼회로(170)에  출력된다.  이  초퍼회로(170)에  있어서,  초핑신호로  변환하여 우초퍼회로
(180)와,  좌초퍼회로(190)에  출력하여  좌우판정회로(150)로부터의  판정신호에  의해 우초퍼회로(18

0)나 좌초퍼회로(190)의 어느 하나가 작용하여, FET(3) 또는 FET(204)가 초핑된다.

이  FET(203),  (204)는  온도가  높아지면  파괴되어  버린다.  이  때문에,  FET(203),  (204)에  흐르게 하
는  전류량에는  제22도에  나타낸  바와같이  한계가  있다.  이것이  FET의  온도에  대한  전류  제한치이다. 
이  때문에  파워회로의  온도를  검출하여  온도에  대응한  전류를  전동기에  공급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즉,  전동파워스티어링  구동회로의  파워부에  온도검출기를  설치하고,  온도에  대한  전동기에  흐르게 
하는  최대전류를  마이크로  컴퓨터(100)에서  연산하고,  전동기에는  최대전류  이상은  흐르지  않게 하
도록 제어한다. 이 플로우차아트가 제23도에 표시되어 있다.

따라서,  본  실시예에  의하면,  핸들을  자유롭게  해서  주행할  때는,  복원력에  의해  항상  직진방향을 
유지할 수 있다.

또, 본 실시예에 의하면, 주행시의 흔들림에 의해 생기는 사행(蛇行)을 방지할 수 있다.

또한 본 실시예에 의하면, FET, 전동기를 온도상승에 의한 파괴로부터 보호할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조타핸들에  가해지는  조타력을  검출하는  토오크센서와,  상기  조타핸들의  회전에  의한  타각(舵角)을 
검출하는  타각센서와,  상기  토오크센서와  타각센서의  출력에  따라  핸들조타가  가속인지  감속인지를 
판정하는  가감속판정기와,  상기  판정기에  따라서  가속  또는  감속의  어느  한쪽의  함수를  발생하는 가
감속  함수발생기를  구비하며,  상기  함수발생기에  의해  발생하는  함수에  따라서  핸들조타의  가감속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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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한 조타어시스트력을 조타핸들에 부여하도록 구성된 전동파워스티어링장치.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가감속 함수발생기는 마이크로콤퓨터를 포함하는 전동파워스티어링장치.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타각센서의  출력에  따라서  복원력  함수를  발생하는  함수발생기를  구비하며, 
상기  복원력  함수발생기에  의해  발생하는  복원력  함수와  상기  가감속  함수발생기에  의해  발생하는 
함수에 따라서 조타어시스트력을 조타핸들에 부여하도록 구성된 전동파워스티어링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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