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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연료 전지 하이브리드 전기 차량 구동을 위해서 탑재되어 있는 모터와 모터 제어기를 이용해서 메인 배터리 방

전시 상기 보조 배터리의 전원으로 상기 메인 배터리를 충전하는 연료 전지 하이브리드 전기 차량의 배터리 충전 제어장치

및 방법에 관한 것으로, 연료 전지의 출력을 보상하기 위하여 메인 배터리와 보조 배터리를 병렬로 연결하여 시스템을 구

성하는 연료 전지 하이브리드 전기 차량의 배터리 충전 제어장치에 있어서, 연료 전지와 배터리(메인 배터리와 보조 배터

리) 사이의 전압 차이를 보상하기 위하여 전기적으로 회로 연결되는 직류 변환 장치(DC/DC 컨버터)와; 상기 연료 전지와

직렬로 연결되는 모터 구동용 인버터와; 상기 연료 전지 하이브리드 전기 차량 시스템 전체의 상태를 파악하고 각 모듈에

동작 지령을 내리는 최상위 제어기인 전력 분배 제어부(PCU)와; 상기 보조 배터리와 모터 및 모터 제어기와의 사이에서

스위칭 연결을 통해 전기적인 회로를 형성하여 보조 배터리와 메인 배터리의 전력 흐름 경로(Power Flow Path)를 형성시

키는 전력 연결부를 포함하여 구성한다.

대표도

도 2

색인어

연료 전지, 하이브리드, 전기 차량, 모터, 배터리, 충전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연료 전지 하이브리드 전기 차량의 배터리 충전 제어장치의 구성을 도시한 도면.

등록특허 10-0527501

- 1 -



  도 2는 메인 배터리 충전을 위한 전력 흐름 경로를 도시한 도면.

  도 3은 직류 변환 장치의 승압 경로를 도시한 도면.

  도 4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연료 전지 하이브리드 전기 차량의 배터리 충전 제어방법을 도시한 흐름도.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연료 전지 하이브리드 전기 차량의 배터리 충전 제어장치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통상적으로, 연료 전지 하이브리드 전기 차량에서 연료 전지 초기 구동을 위해 필요한 파워는 연료 전지 하이브리드 차량

의 144V 배터리를 이용해서 공급된다.

  그러나, 메인 배터리(하이 파워 배터리)가 방전되었을 경우 일반 차량의 12V 배터리를 통한 메인 배터리의 충전은 불가

능하고 12V를 144V로 만들어서 충전시킬 수 있는 전력 변환 장치가 필요하게 된다.

  이런 기능은 일반적으로 300V로부터 12V 배터리를 충전시키는 직류 변환 장치를 양방향이 가능하도록 제작하여 구현되

어진다.

  이렇게 전달된 에너지는 300V에서 다시 양방향 직류 변환 장치를 거쳐서 144V로 만들어져 배터리를 충전하게 된다.

  위와 같은 방법을 사용할 때 종래 기술은 메인 배터리의 방전시에만 사용되는 전력 흐름을 제어하기 위해서 가격이나 패

키지 측면에서 불리한 양방향 직류 변환 장치를 단방향 직류 변환 장치 대신 개발해야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의 목적은 연료 전지 하이브리드 전기 차량 구동을 위해서 탑재되어 있는 모터와 모터 제어기를 이용해서 메인 배

터리 방전시 상기 보조 배터리의 전원으로 상기 메인 배터리를 충전하는 연료 전지 하이브리드 전기 차량의 배터리 충전

제어장치 및 방법을 제공하는데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은 연료 전지의 출력을 보상하기 위하여 메인 배터리와 보조 배터리를 병렬

로 연결하여 시스템을 구성하는 연료 전지 하이브리드 전기 차량의 배터리 충전 제어장치에 있어서, 연료 전지와 배터리

(메인 배터리와 보조 배터리) 사이의 전압 차이를 보상하기 위하여 전기적으로 회로 연결되는 직류 변환 장치(DC/DC 컨버

터)와; 상기 연료 전지와 직렬로 연결되는 모터 구동용 인버터와; 상기 연료 전지 하이브리드 전기 차량 시스템 전체의 상

태를 파악하고 각 모듈에 동작 지령을 내리는 최상위 제어기인 전력 분배 제어부(PCU)와; 상기 보조 배터리와 모터 및 모

터 제어기와의 사이에서 스위칭 연결을 통해 전기적인 회로를 형성하여 보조 배터리와 메인 배터리의 전력 흐름 경로

(Power Flow Path)를 형성시키는 전력 연결부를 포함하여 구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상기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은 연료 전지의 출력을 보상하기 위하여 메인 배터리와 보조 배터리를

병렬로 연결하여 시스템을 구성하는 연료 전지 하이브리드 전기 차량의 배터리 충전 제어방법에 있어서, 메인 배터리/보조

배터리의 방전상태를 검출하는 단계와; 메인 배터리 방전시 보조 배터리를 충전하는 단계와; 보조 배터리가 충전된 상태이

면, 스위치 연결을 통해 보조 배터리와 메인 배터리의 전력 흐름 경로를 형성하는 단계와; 모터 제어기의 인버터를 승압형

직류 변환 장치로 동작시키고, 양방향 직류 변환 장치를 통해 메인 배터리를 충전하는 단계와; 메인 배터리의 충전이 완료

되면, 스위치를 오프(Off)하고, 연료 전지를 기동하는 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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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하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첨부한 도면을 참조하여 상세히 설명한다. 하기 설명 및 첨부 도면과 같은 많은 특정

상세들이 본 발명의 보다 전반적인 이해를 제공하기 위해 나타나 있으나, 이들 특정 상세들은 본 발명의 설명을 위해 예시

한 것으로 본 발명이 그들에 한정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본 발명의 요지를 불필요하게 흐릴 수 있는 공지 기능

및 구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도 1 내지 도 3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연료 전지 하이브리드 전기 차량의 배터리 충전 제어장치의 구성을

설명한다.

  도 1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연료 전지 하이브리드 전기 차량의 배터리 충전 제어장치의 구성을 도시한 도면이다.

  도 2는 메인 배터리(144V 배터리) 충전을 위한 전력 흐름 경로를 도시한 도면이며, 도 3은 직류 변환 장치의 승압 경로를

도시한 도면이다.

  본 발명의 실시예는 연료 전지 하이브리드 전기 차량의 배터리 충전 제어장치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향후 연료 전지 하이브리드 전기 차량을 시판할 경우, 차량을 오랫동안 방치해 두거나 메인 배터리의 수명이 다해서 배터

리가 방전되는 경우가 발생할 것이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상대적으로 다수인 일반 가솔린 차량의 12V 보조 배터리를

이용해서 충전할 수 있는 방법을 필수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배터리 방전 대책으로 종래에는 주로 12V 충전용 직류 변환 장치를 양방향으로 개발하거나, 별도의 메인 배터리 충전기

를 개발하고 있다.

  본 발명의 실시예는 연료 전지 하이브리드 전기 차량 구동을 위해서 탑재되어 있는 모터와 제어기를 이용해서 메인 배터

리 방전시 일반 차량의 12V 배터리 전원을 이용해서 연료 전지 하이브리드 전기 차량의 시동을 위한 메인 배터리를 충전

하는 방법에 대한 것이다.

  즉, 본 발명의 실시예는 차량 구동을 위해 탑재된 모터와 제어기를 이용해서 메인 배터리 충전이 가능하므로 별도의 추가

적인 장치없이 메인 배터리를 충전할 수 있는 방법이므로 재료비 절감이 예상되며, 부피 또한 기존의 연료 전지 하이브리

드 전기 차량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

  도 1 내지 도 3을 참조하면, 본 발명의 실시예는 연료 전지 하이브리드 전기 차량에서 연료 전지의 출력을 보상하기 위하

여 메인 배터리(144V 배터리)와 보조 배터리(12V 배터리)를 병렬로 연결하여 시스템을 구성한다.

  이때 연료 전지와 배터리(메인 배터리와 보조 배터리) 사이의 전압 차이를 보상하기 위하여 직류 변환 장치(DC/DC 컨버

터)를 사용한다.

  즉, 연료 전지와 모터 구동용 인버터가 직렬로 연결되어 있고 그와 병렬로 직류 변환 장치(양방향 직류 변환 장치와 단방

향 직류 변환 장치)와 배터리(메인 배터리와 보조 배터리)가 연결되어 있다.

  양방향 직류 변환장치에서 보면 1차측에는 메인 배터리가, 2차측에는 연료 전지와 인버터가 연결되어 있다.

  또한, 단방향 직류 변환장치에서 보면 1차측에는 보조 배터리가, 2차측에는 연료 전지와 인버터가 연결되어 있다.

  또한 시스템 전체의 상태를 파악하고 각 모듈에 동작 지령을 내리는 최상위 제어기인 전력 분배 제어부(PCU ; Power

Control Unit)는 각각의 모듈 상태를 체크한 후 각 모듈 제어기를 제어한다.

  그리고, 보조 배터리와 모터 및 모터 제어기(MCU ; Motor Control Unit)와의 사이에서 스위칭 연결을 통해 전기적인 회

로를 형성하여 보조 배터리와 메인 배터리의 전력 흐름 경로(Power Flow Path)를 형성시키는 전력 연결부(스위치)를 포

함하여 구성한다.

  도 2와 도 3을 참조하여 상기와 같은 구성에서 메인 배터리 충전을 위한 에너지 공급 경로는 다음과 같다.

  보조 배터리는 점프/스타트 방법으로 외부에서 충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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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위치 연결을 통한 전력 흐름 경로(Power Flow Path)를 형성한다.

  모터 제어기의 인버터를 승압형 직류 변환 장치로 동작시킨다.(모터 인덕턴스 이용)

  양방향 직류 변환 장치를 통한 메인 배터리를 충전한다.

  메인 배터리 충전 후 연료 전지 기동 경로는 다음과 같다.

  기동 에너지는 메인 배터리로부터 전달된다.

  도 3을 참조하면, 본 발명의 실시예는 일반적인 승압형 직류 변환 장치 제어방법을 적용한다.(승압 : 12V→240V)

  240V는 연료 전지의 최소 전압이므로, 일반 운전 조건과 동일한 전압으로 선정한다.

  양방향 직류 변환 장치는 240V까지 운전되도록 설계되어 있다.

  승압된 직류 링크(DC-link) 전압은 양방향 직류 변환 장치를 통해서 메인 배터리를 충전한다.(240V→144V)

  12V의 보조 배터리로부터 144V의 메인 배터리를 충전시키는 기술에 있어서 모터 제어기의 인버터를 이용하는 것이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제안의 요지이다.

  본 발명의 실시예는 모터와 모터 제어기를 이용하여 보조 배터리로부터 메인 배터리를 충전할 수 있는 전력 제어 흐름을

만드는 기술로서 스위치만 추가하여 전력 제어를 할 수 있다.

  물론 300V로부터 12V의 보조 배터리를 충전하는 기능의 직류 변환 장치는 단방향 직류 변환 장치를 채택한다.

  메인 배터리 방전시 모터의 중성점과 한상을 보조 배터리 단자에 연결하고 모터 제어기로 스위칭하여 부스트 컨버터

(Boost Converter)처럼 모터 제어기를 동작시켜서 300V 전압을 만들어내고 이러한 300V 전압으로부터 양방향 직류 변

환 장치를 통해서 메인 배터리를 충전시킨다.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기술의 핵심은 인버터 파워부와 모터의 인덕턴스를 이용한 승압형 직류 변환 장치 구성에 있다.

  승압형 직류 변환 장치는 기존에 개발된 바 있지만, 연료 전지 하이브리드 전기 차량에서 모터와 모터 제어기를 이용해서

비상시 배터리 충전을 위한 시스템 구성으로 이용하는 것은 새롭게 제안된 시스템 구성안이며, 기존 차량 운전을 위해 탑

재되어 있는 모터 및 모터 제어기에 멀티 펑션(Multi-Function)을 구성한다.

  도 4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연료 전지 하이브리드 전기 차량의 배터리 충전 제어방법을 도시한 흐름도이다.

  도 4를 참조하면, 메인 배터리/보조 배터리의 방전상태를 검출한다(S410).

  이어서, 메인 배터리 방전시 보조 배터리를 충전한다(S412).

  보조 배터리의 충전은 점프/스타트 방법으로 외부에서 충전한다.

  보조 배터리가 충전된 상태이면, 스위치 연결을 통해 보조 배터리와 메인 배터리의 전력 흐름 경로를 형성한다(S414).

  이와 같은 상태에서 모터 제어기의 인버터를 승압형 직류 변환 장치로 동작시킨다.

  그러면, 양방향 직류 변환 장치를 통해 메인 배터리는 충전된다(S418).

  메인 배터리의 충전이 완료되면, 스위치를 오프(Off)하고, 연료 전지를 기동한다(S420~S424).

발명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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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른 연료 전지 하이브리드 전기 차량의 배터리 충전 제어장치 및 방법은 배터리 방전 대책

을 위한 12V용 양방향 직류 변환 장치를 삭제할 수 있으며, 양방향 직류 변환 장치 대신 단방향 개발을 통한 개발비 및 재

료비 절감을 할 수 있고, 양방향에 비해서 부피나 무게 측면에서 유리한 효과가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연료 전지의 출력을 보상하기 위하여 메인 배터리와 보조 배터리를 병렬로 연결하여 시스템을 구성하는 연료 전지 하이

브리드 전기 차량의 배터리 충전 제어장치에 있어서,

  연료 전지와 배터리(메인 배터리와 보조 배터리) 사이의 전압 차이를 보상하기 위하여 전기적으로 회로 연결되는 직류 변

환 장치(DC/DC 컨버터)와;

  상기 연료 전지와 직렬로 연결되는 모터 구동용 인버터와;

  상기 연료 전지 하이브리드 전기 차량 시스템 전체의 상태를 파악하고 각 모듈에 동작 지령을 내리는 최상위 제어기인 전

력 분배 제어부(PCU)와;

  상기 보조 배터리와 모터 및 모터 제어기와의 사이에서 스위칭 연결을 통해 전기적인 회로를 형성하여 보조 배터리와 메

인 배터리의 전력 흐름 경로(Power Flow Path)를 형성시키는 전력 연결부를 포함하여 구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연료

전지 하이브리드 전기 차량의 배터리 충전 제어장치.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직류 변한 장치는

  1차측에 메인 배터리가 전기적으로 연결되며, 2차측에 연료 전지와 인버터가 전기적으로 연결되는 양방향 직류 변환장

치와;

  1차측에 보조 배터리가 전기적으로 연결되며, 2차측에 연료 전지와 인버터가 전기적으로 연결되는 단방향 직류 변환장

치를 포함하여 구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연료 전지 하이브리드 전기 차량의 배터리 충전 제어장치.

청구항 3.

  연료 전지의 출력을 보상하기 위하여 메인 배터리와 보조 배터리를 병렬로 연결하여 시스템을 구성하는 연료 전지 하이

브리드 전기 차량의 배터리 충전 제어방법에 있어서,

  메인 배터리/보조 배터리의 방전상태를 검출하는 단계와;

  메인 배터리 방전시 보조 배터리를 충전하는 단계와;

  보조 배터리가 충전된 상태이면, 스위치 연결을 통해 보조 배터리와 메인 배터리의 전력 흐름 경로를 형성하는 단계와;

  모터 제어기의 인버터를 승압형 직류 변환장치로 동작시키고, 양방향 직류 변환장치를 통해 메인 배터리를 충전하는 단

계와;

  메인 배터리의 충전이 완료되면, 스위치를 오프(Off)하고, 연료 전지를 기동하는 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연료 전지 하이브리드 전기 차량의 배터리 충전 제어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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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도면1

등록특허 10-0527501

- 6 -



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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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등록특허 10-0527501

- 8 -



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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