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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전기자동차의 회생제동 제어 방법 및 장치

요약

  모터를 구비한 전기자동차의 회생제동 제어 방법으로서,

  브레이크 페달 조작을 검출하는 페달조작 검출단계;

  브레이크 페달 조작에 따라 상기 전기자동차의 비구동륜에 인가되는 제동력(braking force)를 계산하는 비구동륜 제동
력 계산단계;

  상기 비구동륜의 제동력에 대응되는 구동륜의 목표 제동력(target braking force)을 계산하는 구동륜 목표 제동력 계산
단계;

  상기 구동륜에 의한 가용 회생제동력(available regenerative braking force)을 계산하는 가용 회생제동력 계산단계;

  상기 목표 제동력과 가용 회생제동력을 비교하는 단계;

  상기 비교단계에서의 비교결과를 기초로, 상기 구동륜의 회생제동 및 유압제동을 제어하는 회생제동 제어단계;를 포함
하는 전기자동차의 회생제동 제어 방법을 제공한다.

대표도

도 10

색인어

전기자동차, 회생제동, 제동력 배분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관한 전기자동차의 구성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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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2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의한 전기자동차의 회생제동 장치의 상세 구성도이다.

  도 3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의한 유압펌프 구동모터요 온/오프 스위치의 작동패턴을 도시한 도면이다.

  도 4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관한 전기자동차의 제동시 발생되는 차체거동(vehicle behavior)에 관한 역학관계를 설명하
기 위한 도면이다.

  도 5는 제동시 발생되는 차체거동에 관한 역학관계에 기초하여 이상적인 전륜 및 후륜 제동력 배분곡선을 도시한 도면
이다.

  도 6은 제동시 전륜/후륜 중 어느 하나의 휠이 록(lock)된 경우의 제동력 배분 가능영역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이다.

  도 7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의한 전기자동차의 제동시 사용되는 전륜 및 후륜 제동력 배분곡선을 도시한 도면이다.

  도 8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의한 전기자동차의 제동시 전륜 및 후륜의 제동상태를 개념적으로 도시한 도면이다.

  도 9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의한 전기자동차에서 모터-발전기 유닛의 특성곡선을 도시한 도면이다.

  도 10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의한 전기자동차의 회생제동 방법을 도시한 흐름도이다.

  도 11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의한 전기자동차의 회생제동 방법 및 장치에서 배터리 충전량에 의한 가중치의 일예를 도시
한 도면이다.

  도 12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의한 전기자동차의 회생제동 방법 및 장치에서 차속에 의한 가중치의 일예를 도시한 도면이
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전기자동차에 관한 것으로, 더욱 상세하게는, 전기자동차의 회생제동 제어 방법 및 장치에 관한 것이다.

  자동차 배기가스(exhaust gas)에 의한 환경 오염을 줄이고, 제한된 석유자원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자동차의 동력원
(power source)으로서 전통적인 내연기관 엔진(internal combustion engine)(이하 엔진이라 한다) 외의 대체동력원
(alternative power source)을 사용하고자 하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전기자동차(electric vehicle)
를 들 수 있다. 전기자동차는 배터리(battery)에 저장된 전기에너지를 이용하여 모터(motor)를 구동하고, 모터의 구동력을
자동차의 전체 또는 일부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이다.

  이러한 전기자동차는, 배터리의 전기에너지만을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순수 전기자동차(pure electric vehicle)와, 내연
기관 엔진을 구비하여 엔진에서 발생되는 동력을 배터리의 충전 및/또는 자동차의 구동에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전기자동
차(hybrid electric vehicle)(HEV)로 대별된다.

  전기자동차의 용어는 좁은 의미로, 하이브리드 전기자동차와 구별될 수 있도록, 순수 전기자동차만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러나 본 명세서에서 전기자동차의 용어는, 순수 전기자동차와 하이브리드 전기자동차를 포괄하는 넓은 의미로서, 하나
이상의 배터리가 구비되고 그 배터리에 저장된 전기에너지가 자동차의 구동력으로 사용되는 임의의 자동차를 지칭하는 의
미로 사용된다.

  전기자동차는, 제동(braking)시에 제동력의 일부를 발전에 사용하여 발생된 전기에너지를 배터리의 충전에 사용하는 시
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즉, 자동차의 주행속도에 의한 운동에너지(kinetic energy)의 일부를, 발전기의 구동에 필요한 에
너지로 사용함으로써, 운동에너지의 저감(즉, 주행속도의 감소)과 전기에너지의 발전을 동시에 구현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의 제동방법을 회생제동(regenerative braking)이라고 한다. 회생제동시 전기에너지의 생성은, 별도의 발전기로써 혹
은 상기 모터를 역구동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다.

  전기자동차의 제동시, 회생제동(regenerative braking) 제어에 의하여 전기자동차의 주행거리(mileage)를 향상시킬 수
있다. 하이브리드 전기자동차의 경우에는 연비(fuel mileage)를 향상함과 아울러, 유해 배기가스(noxious exhaust gas)
배출을 줄일 수 있다.

  유압에 의해 제동력을 일으키는 유압제동시스템(hydraulic brake system)은 전기자동차에서도 갖추어진다. 회생제동
력만으로는 충분한 제동효과를 얻을 수 없는 경우가 있으며, 또한 회생제동력은 모터와 연결된 구동륜(drive wheel)에서
만 발생되므로 구동륜만의 제동으로는 바람직한 차량거동제어(vehicle dynamics control)가 얻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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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래의 회생제동 제어 방법/장치에 의하면, 운전자에 의해 브레이크 페달이 조작됨에 따라 발생되는 유압제동력에 더하
여 회생제동 제어를 수행하였다. 또한, 요구되는 총 제동력의 크기나 유압제동력의 크기에 무관한 양으로 회생제동력이 제
어되었다.

  따라서, 같은 힘으로 브레이크 페달을 밟는 경우에도, 회생제동의 제어가 개시되는가에 따라 자동차의 전체 제동력이 달
라지게 되어 운전자는 자신이 조작한 정도에 무관한 차량감속으로 인하여 당황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

  운전자의 브레이크 페달 조작 정도와 실제 발생되는 주행속도 감속 사이의 불일치를 줄이기 위해, 구현가능한 회생제동
력보다 낮은 정도로 회생제동력을 제어하고 있으나, 이는 회생제동에 의한 에너지 회수율을 떨어뜨리게 되는 것이다.

  또한, 회생제동력은 구동륜(driven wheel)에만 작용하게 되므로, 구동륜과 비구동륜(non-driven wheel) 사이의 제동
력 배분(braking force distribution) 설계가 최적화되기 힘들다는 문제점이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따라서, 본 발명의 목적은 운전자의 브레이크 조작 정도에 부합하는 제동력이 구현됨과 아울러, 회생제동에 의한 에너지
회수율이 향상되며 구동륜과 비구동륜 사이의 제동력 배분이 최적화 될 수 있는 전기자동차의 회생제동 제어 방법 및 시스
템을 제공하는 것이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은 전기자동차의 회생제동 제어 방법 및 시스템을 제공한다.

  본 발명이 적용되는 전기자동차는, 전기에너지를 저장하는 배터리; 상기 배터리의 전기에너지를 이용하여 구동력을 발
생하는 모터; 상기 모터에 의해 구동되는 하나 이상의 구동륜; 그리고 상기 모터에 의해 구동되지 않는 하나 이상의 비구동
륜;을 포함한다.

  이러한 전기자동차에 적용되기 위한 본 발명의 회생제동 제어 시스템은, 브레이크 페달; 상기 브레이크 페달 조작에 대
응하여 상기 비구동륜을 유압제동하기 위한 제1유압모듈; 상기 제1유압모듈의 작동을 검출하여 이를 기초로 상기 구동륜
의 회생제동과 유압제동을 제어하기 위한 하나 이상의 전자제어유닛(ECU); 및 상기 하나 이상의 ECU의 제어에 의하여 상
기 구동륜의 유압제동을 수행하는 제2유압모듈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제1유압모듈은, 상기 브레이크 페달의 조작에 의하여 유압을 형성하는 마스터 실린더; 상기 마스터 실린터의 유압
을 상기 비구동륜에 공급하는 브레이크 파이프; 및 상기 마스터 실린더 및 브레이크 파이프 중 하나 이상에 연결되어, 상기
마스터 실린더에서 형성된 유압의 일부를 수용하는 보조실린더;를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제2유압모듈은, 상기 하나 이상의 ECU의 제어에 의하여 유압을 생성하는 유압펌프; 상기 유압펌프에서 생성된 유
압을 저장하는 어큐뮬레이터; 상기 어큐뮬레이터에 저장된 유압을 상기 구동륜에 공급하기 위한 브레이크 파이프; 및 상기
어큐뮬레이터에 저장된 유압의 상기 브레이크 파이프로의 공급여부를 상기 하나 이상의 ECU의 제어에 의하여 단속하는
유압조절장치;를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때, 상기 하나 이상의 ECU는, 상기 어큐뮬레이터의 압력을 검출하는 단계; 및 상기 어큐뮬레이터의 압력이 설정 범위
내에 유지되도록 상기 유압펌프를 제어하는 펌프제어단계;를 위한 명령을 포함하는 일련의 명령을 수행하는 것으로 할 수
있다.

  상기 펌프제어단계는, 상기 어큐뮬레이터의 압력이 제1설정압력까지 낮아진 경우에는 상기 유압펌프를 구동하고, 상기
어큐뮬레이터의 압력이 제2설정압력까지 높아진 경우에는 상기 유압펌프의 구동을 중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술한 하나 이상의 ECU는, 후술하는 본 발명의 전기자동차의 회생제동 제어 방법의 각 단계를 위한 일련의 명령을 수
행하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전기자동차의 회생제동 제어 방법은, 브레이크 페달 조작을 검출하는 페달조작 검출단계; 브레이크 페달 조작
에 따라 상기 전기자동차의 비구동륜에 인가되는 제동력(braking force)를 계산하는 비구동륜 제동력 계산단계; 상기 비
구동륜의 제동력에 대응되는 구동륜의 목표 제동력(target braking force)을 계산하는 구동륜 목표 제동력 계산단계; 상기
구동륜에 의한 가용 회생제동력(available regenerative braking force)을 계산하는 가용 회생제동력 계산단계; 상기 목
표 제동력과 가용 회생제동력을 비교하는 단계; 및 상기 비교단계에서의 비교결과를 기초로, 상기 구동륜의 회생제동 및
유압제동을 제어하는 회생제동 제어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비구동륜 제동력 계산단계는, 상기 브레이크 페달 조작에 따라 상기 비구동륜에 인가되는 제동유압(brake fluid
pressure)(P r )을 검출하는 단계; 및 상기 제동유압(P r )을 기초로 상기 비구동륜의 제동력(F br )을 계산하는 단계;를 포

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때, 상기 제동유압(P r )을 기초로 한 비구동륜 제동력(F br )의 계산은, 의 값으로 계산되는 것

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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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여기서, r r 은 비구동륜 브레이크 디스크의 유효반경을, A r 는 비구동륜 브레이크 휠 실린더의 면적을, μ br 는 비구

동륜 브레이크의 디스크와 휠 실린더 사이의 마찰계수를, 그리고 R r 는 비구동륜 타이어의 유효반경을 각각 나타낸다)

  본 발명에 의한 회생제동 제어 방법에서, 상기 구동륜 목표 제동력 계산단계는, 를 만족하는 값으로 구동륜 목
표 제동력(F bf )을 계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단 여기서, F bf 는 구동륜의 목표 제동력을, F br 는 비구동륜의 제동력을, N f 는 제동시 구동륜에 인가되는 수직항력

을, 그리고 N r 는 제동시 비구동륜에 인가되는 수직항력을 각각 나타낸다)

  특히, 상기 구동륜 목표 제동력 계산단계는, 를 만족하는 값으로 구동륜 목표 제동력
(F bf )을 계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단 여기서, F br 는 비구동륜의 제동력을, m은 차량의 질량(mass)을, g 는 중력가속도(gravitational acceleration)을, j
는 차량의 감가속도(deceleration)을, L은 전륜과 후륜 사이의 거리(wheelbase)를, a는 차량의 무게 중심에서 전륜까지의
거리를, b는 차량의 무게 중심에서 후륜까지의 거리를, 그리고 h g 는 지면으로부터 차량의 무게중심까지의 거리를 각각

나타낸다)

  본 발명의 회생제동 제어 방법에서 상기 가용 회생제동력 계산단계는, 가용한(available) 최대 회생제동 토크를 계산하
는 가용 회생제동 모터토크 계산단계; 상기 가용 회생제동 모터토크를 기초로 가용 회생제동 휠토크를 계산하는 가용 회생
제동 토크 계산단계; 및 상기 가용 회생제동 휠토크를 기초로 상기 가용 회생제동력을 계산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

  이 때, 상기 가용 회생제동 모터토크 계산단계는, 상기 전기자동차의 현재 차속에 대응되는 모터속도(ω)를 기초로, 상기
모터속도(ω)에 대한 모터의 토크 특성곡선(characteristic curve)으로부터 상기 가용 회생제동 토크를 계산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

  특히, 상기 모터속도(ω)는 의 값으로 계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단 여기서, v는 상기 전기자동차의 현재 차속을, i는 현재 변속단의 변속비를, N은 최종감속기어의 감속비를, 그리고 R f
는 구동륜 타이어의 유효반경을 각각 나타낸다.

  상기 가용 회생제동 휠토크 계산단계는, 식 를 만족하는 T R 의 값으로 가용 회생제동 토크를

계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단 여기서, i는 현재 변속단의 변속비를, N는 변속기의 최종감속비를, T R(motor) 은 상기 가용 회생제동 모터토크를, η
는 발전기의 효율을, 그리고 W 는 배터리 충전량(state of charge; SOC) 및 상기 현재 차속 중 하나 이상을 변수로 하여 계
산되는 가중치를 각각 나타낸다)

  이 때, 상기 가중치(W)는, 상기 배터리 충전량 및 상기 현재 차속을 모두 변수로 하여 계산되는 가중치로서, W=W 1
(SOC)*W 2 (v) 의 값으로 계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단 여기서, W 1 (SOC) 는 배터리 충전량(SOC)를 기초로 계산되는 제1가중치를, 그리고 W 2 (v) 는 상기 현재 차속(v)

을 기초로 계산되는 제2가중치를 각각 나타낸다)

  이 때, 상기 제1가중치(W 1 (SOC))는, 상기 배터리 충전량(SOC)이 제1설정충전량 이하인 경우에는 제1설정가중값을

가지고, 상기 배터리 충전량(SOC)가 상기 제1설정충전량 내지 제2설정충전량 이하인 범위 내인 경우에는 배터리 충전량
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는 값을 가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상기 제2가중치(W 2 (v))는, 상기 현재 차속(v) 이 제1설정차속 내지 제2설정차속 이하인 범위 내인 경우에는 차속

(v) 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는 값을 가지고, 상기 현재 차속(v) 이 상기 제2설정차속 이상인 경우에는 제2설정가중치 값을
가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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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발명의 회생제동 제어 방법에서 상기 회생제동 제어단계는, 상기 가용 회생제동력이 목표 제동력보다 큰 경우에 회생
제동 만에 의하여 구동륜을 제동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회생제동 만에 의하여 구동륜을 제동하는 단계는, 상기 목표 제동력이 이루어지는 발전토크로 상기 전기자동차의
발전기를 발전 제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상기 회생제동 만에 의하여 구동륜을 제동하는 단계는, 의 값으로 계산되는 발전 토크(T OP )로 상

기 전기자동차의 발전기를 발전 제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단 여기서, F bf 는 상기 구동륜의 목표 제동력을, R f 는 구동륜 타이어의 유효반경을, η는 발전기의 효율을, i는 현재 변

속단의 변속비를, 그리고 N는 변속기의 최종감속비를 각각 나타낸다)

  본 발명의 회생제동 제어 방법에서 상기 회생제동 제어단계는, 상기 상기 목표 제동력이 상기 가용 회생제동력보다 큰
경우에, 상기 가용 회생제동력을 기초로 상기 구동륜을 회생제동하는 단계; 목표 유압제동력(target hydraulic braking
force) 계산하는 단계; 및 상기 목표 유압제동력을 기초로 상기 구동륜을 유압 제동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

  이 때, 상기 가용 회생제동력을 기초로 구동륜을 회생제동하는 단계는, 의 값으로 계산되는 발전 토크
(T OP )로 상기 전기자동차의 발전기를 발전 제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단 여기서, F REGEN 는 상기 구동륜의 가용 회생제동력을, R f 는 구동륜 타이어의 유효반경을, η는 발전기의 효율을, i
는 현재 변속단의 변속비를, 그리고 N는 변속기의 최종감속비를 각각 나타낸다)

  상기 목표 유압제동력을 계산하는 단계는, 상기 목표 제동력과 상기 가용 회생제동력과의 차이 값을 상기 목표 유압제동
력으로 계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목표 유압제동력을 기초로 구동륜을 유압 제동하는 단계는, 의 값으로 계산되는 제동유압(P f )

을 상기 구동륜을 유압 제동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단 여기서, R f 는 구동륜 타이어의 유효반경을, F bfFRICTION 는 상기 목표 유압제동력을, r f 은 구동륜 브레이크 디스크

의 유효반경을, A f 는 구동륜 브레이크 휠 실린더의 면적을, μ bf 는 구동륜 브레이크의 디스크와 휠 실린더 사이의 마찰계

수를 각각 나타낸다)

  이하, 본 발명의 실시예를 첨부된 도면을 참조로 상세히 설명한다.

  도 1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의한 전기자동차의 구성도이다.

  본 발명은 하이브리드 전기자동차뿐만 아니라, 순수전기자동차에도 적용 가능하다. 그러나, 본 발명의 기술적 사상이 순
수 전기자동차에 적용되는 실시예에 관하여는, 본 발명의 하이브리드 전기자동차에 적용된 실시예에 관한 이하의 설명으
로부터 자명하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본 발명의 기술적 사상이 하이브리드 전기자동차에 적용된 실시예에 관하여 상세히
설명한다.

  도 1에 도시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실시예에 의한 하이브리드 전기자동차는, 동력원으로서 엔진(20)과 모터/발전기 유
닛(motor/generator unit; 이하 M/G유닛이라 한다)(22)를 포함한다.

  동력원에 의하여 구동되는 구동륜(driven wheel)은, 전륜구동 차량(front-wheel drive vehicle)에서는 전륜(front-
wheel), 그리고 후륜구동 차량(rear-wheel drive vehicle)에서는 후륜(rear-wheel)이다. 다만, 이하에서 본 발명의 실시
예는 전륜구동 차량에 관하여 설명한다. 후륜구동 차량에 관한 실시예는 전륜구동 차량에 관한 이하의 설명으로부터 자명
하다.

  상기 M/G유닛(22)는, 구동상태에 따라 모터로 또는 발전기로 선택적으로 기능하는 장치(device)로서, 당업자에게 자명
하다. 따라서, 이하의 설명에서는 이해의 편의상 상기 M/G유닛(22)을 모터(22) 혹은 발전기(22)와 같은 명칭으로 사용할
수 있으나, 모두 동일한 구성요소를 지칭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실시예에 의한 전기자동차에서는, 상기 엔진(20)과 상기 모터(22)가 직렬로 변속기(transmission)(28)에 연
결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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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M/G유닛(22)은 모터제어유닛(motor control unit; MCU)(25)의 제어에 따라 인버터(inverter)(24)의 신호에 의해
구동된다. 상기 인버터(24)는, 상기 MCU(25)의 제어에 의하여, 배터리(26)에 저장된 전기에너지를 이용하여 상기 M/G유
닛(22)을 동력원으로서 구동하고, 또한, 상기 M/G유닛(22)을 발전기로 구동하는 경우에 상기 M/G유닛(22)에서 발전된
전기에너지를 배터리(26)에 충전한다.

  상기 엔진(20)과 상기 M/G유닛(22)의 동력은 클러치(46)를 통해 상기 변속기(28)로 전달되며, 최종감속기어(final
drive gear)(30)를 통해 전륜(32a,32b)으로 전달된다. 후륜(37a,37b)은 상기 엔진(20)과 상기 M/G유닛(22)에 의해 구동
되지 않는 비구동륜이다.

  전륜(32a,32b)과 후륜(37a,37b) 각각에는 각 바퀴의 회전속도를 저감시키기 위한 휠 브레이크 장치(wheel brake
apparatus)(34a,34b,36a,36b)이 개재된다.

  그리고 상기 각 휠 브레이크 장치들(34a,34b,36a,36b)을 구동할 수 있도록, 본 발명의 실시예에 의한 전기자동차는, 브
레이크 페달(40), 그리고 상기 브레이크 페달(40)의 조작에 따라 생성된 유압을 기초로 상기 각 휠 브레이크 장치들
(34a,34b,36a,36b)을 유압제동하는 유압제어 시스템(hydraulic control system)(38)을 갖추고 있다.

  그리고 본 발명의 실시예에 의한 전기자동차는, 상기 유압제어 시스템(38)을 제어하고 상기 유압제어 시스템(38)으로부
터 브레이크 제어 상태를 수신하는 브레이크 제어 유닛(brake control unit; BCU)(42)을 포함한다.

  상기 BCU(42)는, 운전자의 브레이크 페달(40) 조작시에, 상기 유압제어 시스템(38)에서 발생되는 유압을 검출한다. 그
리고 상기 BCU(42)는, 이를 기초로 구동륜(즉, 본 발명의 실시예에서는 전륜(32a,32b))에 인가될 제동력과 이 중 유압에
의해 제동될 유압제동력과 회생제동에 의해 제동될 회생제동력을 산출한다. 이에 따라 상기 BCU(42)는, 산출된 유압제동
력을 상기 유압제어 시스템(38)의 제어를 통해 전륜(32a,32b)의 휠 브레이크 장치(34a,34b)에 공급한다.

  그리고 본 발명의 실시예에 의한 전기자동차는, 상기 BCU(42) 및 상기 MCU(25)와 통신(communicate)하여, 이들을 제
어함으로써 본 발명의 실시예에 의한 회생제동제어방법을 전기자동차에서 구현하는 전기자동차 전자제어유닛(hybrid
electric vehicle electronic control unit; HEV-ECU)(44)을 포함한다.

  상기 BCU(42)에서 산출된 회생제동력은 HEV-ECU(44)로 전달되고, 이에 따라 상기 HEV-ECU(44)는 수신한 회생제
동력을 기초로 상기 MCU(25)를 제어한다. 따라서 상기 MCU(25)는 상기 HEV-ECU(44)로부터 지정된 회생제동력이 구
현되도록 상기 M/G유닛(22)을 발전기로서 구동한다. 이 때 상기 M/G유닛(22)에 의해 발전된 전기에너지는 배터리(26)에
저장된다.

  본 발명의 실시예에 의한 전기자동차에는, 상기 전기자동차의 차속(vehicle speed)을 검출하는 차속검출기(45)가 구비
된다. 상기 HEV-ECU(44)는 상기 차속검출기(45)에서 검출된 차속을 상기 BCU(42) 및 상기 MCU(25)의 제어를 위한 데
이터로 활용한다.

  전후륜에 작용하는 제동력을 정리하면, 후륜(37a,37b)(즉, 비구동륜)은 운전자의 브레이크 페달 조작에 따른 유압제동
만에 의하여 제동되고, 전륜(32a,32b)(즉, 구동륜)은 유압제동력과 회생제동력에 의해 제동된다.

  전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실시예에 의한 전기자동차의 회생제동 시스템에는 하나 이상의 전자제어유닛(42,44,25)이
구비되어 전기자동차의 회생제동을 위한 기능을 구현하게 된다.

  이러한 전자제어유닛(42,44,25)은 마이크로프로세서로 구현되고, 이들 마이크로프로세서들에 의하여 설정된 프로그램
이 수행되는데, 상기 설정된 프로그램은 후술하는 본 발명의 실시예의 회생제동 제어 방법을 수행하기 위한 일련의 명령으
로 할 수 있다. 상기 설정된 프로그램에 포함된 명령들은 해당 전자제어유닛에서 수행될 명령들이 각 전자제어유닛 내에
내장된다.

  도 2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의한 회생제동 시스템의 주요구성을 상세히 도시한 구성도이다.

  운전자가 상기 브레이크 페달(40)을 작동하면 상기 브레이크 페달에 가해지는 답력은 페달의 레버비만큼 증폭된 힘으로
배력장치(hydro-vac)(51)에 입력된다. 상기 배력장치(51)에서 배력된 힘은 마스터 실린더(50)에 전달되고 상기 마스터
실린더(50)은 내장된 피스톤(도시하지 않음)을 동작시켜 제1브레이크 파이프(71)를 통해 후륜의 브레이크 장치(36a,36b)
에 유압을 전달하게 된다.

  상기 배력장치(51)는 상기 엔진(20)에 연결되어, 운전자의 브레이크 페달(40) 조작력을 상기 엔진(20)의 부압에 의하여
증폭(boost)한다. 다만, 본 발명의 실시예에서는, 상기 배력장치(51)에 연결된 진공펌프(80)를 더 구비하여, 상기 진공펌
프(80)에 의한 부압을 이용하여 운전자의 페달조작력을 증폭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엔진(20)이 정지된 상태로 상
기 모터(22)만에 의하여 전기자동차를 구동하는 경우에도 상기 배력장치(51)의 동작이 확실히 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상기 마스터 실린더(50)에는, 상기 마스터 실린더(50)에서 형성된 유압의 일부를 수용하는 보조실린더(52)가 연결된다.
따라서 운전자의 브레이크 페달(40)조작에 의하여 상기 마스터 실린더에서 배출되는 브레이크유(brake fluid)의 일부는
상기 제1브레이크 파이프(71)를 통해 후륜의 브레이크 장치(36a,36b)에 전달되고, 나머지는 상기 보조실린더(52)에 수용
되게 된다.

  후술하겠지만, 본 발명의 실시예에서 전륜(32a,32b)의 브레이크장치 (34a,34b)에는, 상기 마스터 실린더(50)에서 배출
되는 유압과는 별개의 유압으로서, 별도의 유압모듈에서 생성된 유압을 공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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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래의 브레이크 시스템에서는, 상기 마스터 실린더에서 전륜과 후륜의 유압을 모두 공급하고 있다. 따라서, 브레이크페
달(40) 조작시 후륜에 공급되는 유량만 마스터 실린더(50)에서 배출된다면, 종래의 브레이크 시스템의 조작시와 비교할
때, 운전자는 브레이크 페달 반응에 있어 심한 이질감을 느끼게 된다. 따라서, 상기 마스터 실린더(50)에서 배출되는 유량
의 일부를 전술한 상기 보조실린더(52)에서 흡수하도록 함으로써 운전자는 통상적인 자동차의 제동감각과 유사한 제동감
각을 느낄 수 있다.

  이와 같이 후륜(즉, 비구동륜)을 유압제동하기 위한 유압적 기구들 (hydraulic devices)을 주축으로 하여 제1유압모듈
(81)이 형성된다.

  제1브레이크파이프(71)에 연결된 제1압력센서(54)는 상기 마스터 실린더(50)의 배출유압(P r ) (즉, 비구동륜에 인가되

는 제동유압)을 검출하여 상기 BCU(42)에 전달한다. 상기 마스터 실린더(50)의 배출유압(P r )은 운전자에 의해 상기 브레

이크 페달이 조작되는 정도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러한 배출유압(P r )을 통해 운전자의 제동의지를 판단할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본 발명의 실시예에 의한 회생제동 제어 장치에서, 상기 BCU(42)는 상기 제1압력센서(54)에서 검출된
상기 마스터 실린더(50)의 배출압력(P r )을 기초로 후륜(즉, 비구동륜)에 인가되는 제동력(F br )을 계산하고, 이러한 비구

동륜의 제동력(F br )에 대응하여 전륜(즉, 구동륜)의 목표 제동력(target braking force)(F bf )을 계산한다. 그리고, 전기

자동차의 주행상태를 기초로 전륜에서 구현될 수 있는 가용(available) 회생제동력(F REGEN )을 계산하여, 상기 목표 제동

력(F bf )과 가용 회생제동력(F REGEN )의 비교결과를 기초로 전륜의 유압제동을 수행한다.

  한편 상기 BCU(42)는, 전륜에서 구현되어야 할 목표 회생제동토크(T OP )을 계산하여 상기 HEV-ECU(44)에 전달하고,

상기 HEV-ECU(44)는 수신한 목표 회생제동토크(T OP )가 구현되도록 상기 MCU(25)를 통해 상기 M/G유닛(22)를 발전

기로서 제어한다.

  이러한 회생제동 동작이 수행되기 위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상기 각 전자제어유닛(42,44,25)이 수행할 단계들은 후술하
는 본 발명의 회생제동 제어 방법에 관한 실시예의 설명에서 상세히 설명하며, 이러한 설명으로부터 상기 각 전자제어유닛
(42,44,25)의 보다 구체적인 특징들은 자명하게 이해될 수 있다.

  이하에서는, 본 발명의 회생제동 제어 방법이 구현될 수 있는 본 발명의 회생제동 제어 장치의 기구적 구성에 관해 더욱
자세히 설명한다.

  전륜(32a,32b)(즉, 구동륜)의 유압제동을 위한 제2유압모듈(hydraulic module)은 아래와 같이 구성되고 동작한다.

  제2유압모듈(82)은 전륜(32a,32b)의 유압제동에 필요한 유압을 형성하기 위한 유압펌프(hydraulic pump)(56), 상기 유
압펌프에서 생성된 유압을 저장하는 어큐뮬레이터(64), 상기 어큐뮬레이터(64)에 저장된 유압을 상기 전륜(32a,32b)에 공
급하기 위한 제2브레이크 파이프(72), 그리고 상기 어큐뮬레이터(64)에 저장된 유압의 상기 제2브레이크 파이프로(72)의
공급여부를 단속하는 유압조절장치(60,61)를 포함한다.

  상기 유압펌프(56)는 펌프구동모터(58)에 의해 구동되고, 상기 펌프구동모터 (58)는 모터스위치(70)를 통해 상기
BCU(42)에 의하여 그 작동이 제어된다. 상기 유압펌프(56)의 토출측에는 릴리프밸브(relief valve)(66)가 구비된다.

  상기 유압조절장치(60,61)에는 비례감압밸브(proportional pressure reducing valve)(60)와 상기 비례감압밸브(60)을
제어하기 위한 밸브구동기(valve driver)(61)가 포함된다. 상기 BCU(42)에서 계산된 전륜 브레이크 장치(즉, 휠 실린더)
(34a,34b)에 공급될 유압은, 직접적으로는 상기 비례감압밸브(60)에서 공급된다. 상기 BCU(42)는 상기 밸브구동기(61)
을 구동하여 상기 비례감압밸브(60)을 제어함으로써 전륜 브레이크 장치(34a,34b)에 공급되는 목표유압을 구현한다.

  상기 제2브레이크 파이프(72)를 통해 전륜(32a,32b)(즉, 구동륜)의 브레이크 장치(34a,34b)로 목표한 유압이 공급되고
있는지 판단할 수 있도록, 상기 제2브레이크 파이프(72) 상에는 제2압력센서(68)가 연결되어 상기 제2브레이크 파이프
(72)의 압력을 상기 BCU(42)에 전달한다.

  상기 유압펌프(56)의 작동은 동력의 소비를 요구하므로, 상기 유압펌프(56)는 효율적으로 운전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
하여 상기 유압펌프(56)와 상기 비례감압밸브(60) 사이를 연결하는 제3브레이크 파이프(73)에는 압력스위치(62)가 구비
되고 상기 압력스위치(62)의 출력은 상기 BCU(42)에 전달된다. 상기 압력스위치(62)는, 검출된 압력이 제1설정압력(PL)

이하로 감소하였을 때 온(ON)되고, 검출된 압력이 제2설정압력(PH) 이상으로 상승되었을 때 오프(OFF)된다. 이러한 상기

압력스위치(62)의 출력을 기초로, 상기 BCU(42)는 상기 펌프구동모터(58)를 구동한다.

  즉, 상기 BCU(42)는 상기 압력스위치(62)가 온(ON) 된 경우 상기 모터스위치(70)를 온-제어하여 상기 펌프구동모터
(58)를 작동시키고, 상기 압력스위치(62)가 오프(OFF)된 경우 상기 모터스위치(70)를 오프-제어하여 상기 펌프구동모터
(58)의 작동을 정지시킨다. 결과적으로, 상기 펌프구동모터(58)를 구동하는 상기 모터스위치(70)의 작동패턴은 도 3에 도
시된 바와 같이 형성된다.

  즉, 도 3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상기 펌프구동모터(58)는 상기 어큐뮬레이터(64)의 압력이 제1설정압력(PL) 이하로 낮아

졌을 때 작동하기 시작하여, 상기 어큐뮬레이터(64)의 압력이 제2설정압력(PH)이 되었을 때 작동을 멈추게 된다. 따라서,

상기 어큐뮬레이터(64)의 압력은 제1,2실정압력 사이의 압력으로 유지되고, 이를 유지하기 위한 상기 펌프구동모터(58)의
동작시간이 최소화된다.

공개특허 10-2005-0070734

- 7 -



  이상에서는, 상기 어큐뮬레이터(64)의 압력이 제1,2설정압력 사이에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상기 압력스위치(62)를
포함하는 특정한 실시예를 설명하였다. 그러나, 본 발명의 보호범위가 여기에 한정된 것으로 이해되어서는 안된다. 자명하
게 변경될 수 있는 실시예의 일예로, 상기 압력스위치(62)를 대체하여 제3의 압력센서가 구비되어, 상기 BCU(42)는 상기
제3 압력센서에 의해 검출되는 상기 어큐뮬레이터(64) 압력의 이력(hysteresis)을 기초로 도 3에 도시된 바와 같은 동일
한 패턴에 의하여 상기 모터스위치(70)를 구동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하에서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의한 회생제동 방법을 설명하기에 앞서, 전륜과 후륜을 가진 자동차의 이상적인(ideal)
제동력 배분 원리에 관해 설명하고, 본 발명에 의한 실시예에서 사용되는 제동력 배분 패턴에 관해 설명한다.

  만약 차량의 전륜과 후륜에 적절하지 못한 제동력이 분배되는 경우, 브레이크 록업에 의하여 바퀴와 지면 사이에 지나친
슬립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차량의 제동성능을 확보하고 차체거동(vehicle behavior)을 안정되게 제어할 수 있기 위해
서는 전후륜 사이에 제동력이 적절히 분배되어야 한다.

  도 4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관한 전기자동차의 제동시 발생되는 차체거동에 관한 역학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도면이다.

  제동시 전륜과 후륜에 작용하는 수직항력을 각각 N f 와 N r 라 하면, N f 와 N r 은 모멘트 평형관계를 이용하여 아래 수

학식 1과 같이 계산될 수 있다.

  

수학식 1

및

  여기서 m은 차량의 질량, g는 중력가속도, j는 차량의 감가속도, L은 휠 베이스(wheelbase)(즉, 전륜과 후륜 사이의 거
리), a는 차량의 무게 중심으로부터 전륜까지의 거리, b는 차량의 무게 중심으로부터 후륜까지의 거리, h g 는 지면으로부

터 차량의 무게중심까지의 거리이다.

  차량의 앞뒤 바퀴의 가용한(available) 최대 제동력 N bf_MAX 와 N br_MAX 은 N f 와 N r 에 비례하므로,

의 관계를 가진다. 따라서 전륜 및 후륜 제동력 F bf 와 F br 은 비례가 성립하도록 배분되는 것이 바람직한데, 이

와 같이 배분된 전후륜 제동력 F bf 와 F br 은 다음 수학식 2와 같이 계산된다.

  

수학식 2

  이때 앞뒤 바퀴에 걸리는 제동력의 합은 차량의 총 제동력이므로, 이는 아래 수학식 3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수학식 3

  위 수학식2와 수학식3를 연립하면, 전륜 및 후륜의 이상적인(ideal) 제동력 분배식은 아래 수학식 4와 같이 얻어질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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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식 4

  도 5는 위 수학식 4의 이상(ideal) 제동력 분배식을 이용하여 얻어지는 이상제동력 선도이다.

  도 5의 선도에 의하면, 특정한 총 제동력에 관하여 이상적인 전륜 및 후륜 제동력을 계산할 수 있고, 특정한 후륜 제동력
에 관하여 이에 대응되는 이상적인 전륜 제동력을 계산할 수 있으며, 그 역의 계산도 가능하다. 예를 들어, 차량의 감가속
도(deceleration)가 0.5g인 경우, 전륜에는 F bfA , 후륜에는 F brA 의 제동력이 가해지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다.

  본 발명의 실시예에서는 차량의 이상적인 제동을 위하여, 전륜 및 후륜 제동력을 도 5에 도시된 바와 같이(즉, 위 수학식
4에 의하여) 분배되는 것으로 한다.

  도 5는, 전륜 및 후륜 모두에 록(lock)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를 가정한 것이다. 전륜 및 후륜 중 어느 하나에 록이 발생된
다면, 전륜과 후륜의 제동력의 배분관계는 도 5에 도시된 것과 달라지게 된다.

  전륜이 록(lock)되고 후륜이 록(lock)되지 않은 경우 전륜의 제동력(F bf )은 후륜제동력(F br )에 관하여 아래 수학식 5

와 같이 표시된다.

  

수학식 5

  여기서 μ는 노면과 바퀴사이의 최대 정지마찰계수(maximum static friction coefficient)이다.

  반대로, 후륜이 록(lock)되고 전륜이 록(lock)되지 않은 경우 후륜의 제동력(F br )은 전륜제동력(F bf )에 관하여 아래 수

학식 6과 같이 표시된다.

  

수학식 6

  도 6은 제동시 전륜/후륜 중 어느 하나의 휠이 록(lock)된 경우의 제동력 배분 가능영역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으로서, 도
시된 이상제동력 배분선은 도 5의 것과 기본적으로 동일하다.

  위 수학식 5 및 수학식 6을 만족하는 선을, μ=0.3인 경우와 μ=0.8인 경우에 관하여, 도 6에 일점쇄선으로 도시하였다.
μ=0.3인 경우 차량의 최고 감가속도는 0.3g이며, μ=0.8인 경우 차량의 최고 감가속도는 0.8g이다.

  만약, μ=0.8인 노면의 경우, μ=0.8로 표시된 일점쇄선에 의한 영역 내에서만 전륜 및 후륜의 제동력 분배가 가능하다.
따라서, 이 때 차량의 요구 제동력이 0.7g인 경우, 굵은 실선으로 표시된 구간 내에서만 전륜 및 후륜 제동력 분배가 가능
하다. 굵은 점선 구간에 속하도록 제동력이 배분되는 경우에는, 차량과 노면 사이에 슬립(slip)이 발생한다. 본 발명의 실시
예에서는 ABS(Anti-lock Brake system) 등에 의하여 차량과 노면 사이에 계속적인 슬립(slip)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가정
하여, 전륜 및 후륜 사이에는 도 5의 이상적인 제동력 분배곡선을 이용한다.

  도 7은, 도 5와 같은 이상적인 전륜 및 후륜 제동력 분배곡선에, 전륜의 제동력의 유압제동력과 회생제동력 성분으로 나
뉘는 것을 도시하였다.

  예를 들어, μ=0.8의 노면에서 감가속도 0.5g의 차량 제동이 필요한 경우, 차량이 이상적으로 제동되기 위하여는 이상 제
동력 곡선 상의 P점에 있어야 한다. 이 때 전륜(32a,32b) 및 후륜(37a,37b)에 요구되는 바람직한 제동력은 F bf 및 F br 로

각각 결정된다.

  전륜(32a,32b)에 요구되는 제동력이 현재 가용한(available) 회생제동력 (F REGEN )보다 큰 경우, 상기 가용 회생제동력

(F REGEN )이 모두 활용되고, 나머지 전륜제동력(F bfFRICTION = F bf - F REGEN )은 유압으로 구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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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 전륜(32a,32b)에 요구되는 제동력이 현재 가용한 회생제동력(F REGEN )보다 작은 경우, 즉, 요구되는 전륜제동력

을 회생제동력만으로도 구현가능한 경우에는, 전륜(32a,32b)은 회생제동력만으로 제동된다. 따라서 이 때에는 전륜
(32a,32b)의 휠 브레이크 실린더에는 유압제동력이 인가되지 않는다.

  도 8은 전기자동차의 제동시 이와 같은 본 발명의 실시예의 전륜 및 후륜의 제동력 분배를 개념적으로 도시한 도면이다.

  후륜(37a,37b)에 작용되는 유압제동력은 제동 페달의 밟는 힘에 비례하여 생성된다. 운전자의 브레이크 페달(40) 조작
력(즉, 상기 마스터 실린더(50)로부터의 배출유압)이 작은 경우 회생제동만에 의해 전륜(32a,32b)을 제동한다. 요구되는
전륜의 총 제동력에 가용한 최대 회생제동력이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회생제동력은 가용한 최대한의 값으로 제어되고
나머지 부족한 전륜제동력은 유압제동에 의해 구현된다.

  본 발명의 실시예에 의한 회생제동 제어방법을 설명하기에 앞서, 본 발명의 실시예에 사용되는 상기 모터-발전기 유닛
(22)의 특성에 관해 도 9를 참조로 설명한다.

  도 9는 상기 M/G유닛(22)의 동작특성을 도시한 특성그래프(characteristic curve)이다.

  도 9에서 양(+)의 모터 토크는 상기 M/G유닛(22)이 모터로 구동될 때 발휘되는 토크를, 음(-)의 모터 토크는 상기 M/G
유닛(22)을 발전 구동하기 위해 필요한 토크를 각각 지칭한다. 상기 M/G유닛(22)의 토크 특성은, 제1회전속도(ω1)까지 최

대토크를 유지하고 상기 제1회전속도(ω1)보다 큰 경우에는 모터속도가 커질수록 토크가 감소하는 특성을 가진다. 회생제

동시에는 도 9의 모터특성곡선에서 모터 속도에 따라 발전기의 토크 크기가 결정된다. 예를 들어 모터속도 ω2에서 회생제

동토크는 T REGEN 이다.

  이하, 본 발명의 실시예에 의한 전기자동차의 회생제동 제어 방법을 도 10을 참조로 상세히 설명한다.

  먼저, 운전자가 상기 브레이크 페달(40)을 조작(S1003)하면, 제1유압모듈(81)에 의하여 후륜(즉, 비구동륜)(36a,36b)
에 운전자의 페달 조작정도에 따른 제동유압(P r )이 공급된다(S1005).

  이 때 상기 BCU(42)는 제1압력센서(54)를 통해 상기 제동유압(P r )을 검출하게 된다(S1010). 상기 제동유압(P r )의 검

출에 의하여 상기 BCU(42)는 운전자의 브레이크 페달 조작을 검출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상기 BCU(42)는 상기 검출된 제동유압(P r )으로부터 후륜(즉, 비구동륜) 제동력을 아래 수학식 7에 의한 값으로 계산한

다(S1015).

  

수학식 7

  여기서, r r 은 후륜 브레이크 디스크의 유효반경을, A r 는 후륜 브레이크 휠 실린더의 면적을, μ br 는 후륜 브레이크의

디스크와 휠 실린더 사이의 마찰계수를, 그리고 R r 는 후륜 타이어의 유효반경을 각각 나타낸다.

  또한, 상기 BCU(42)는, 상기 후륜 제동력에 대응하여 전륜(즉, 구동륜)의 목표 제동력(target braking force)(F bf )을 계

산한다(S1020).

  상기 단계(S1020)에서 전륜의 목표제동력(F bf )은, 을 만족하는 값으로, 보다 구체적으로는, 아래 수학식 8을

만족하는 값으로 전륜(32a,32b)의 목표제동력(F bf )을 계산한다.

  

수학식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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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N f 는 제동시 구동륜에 인가되는 수직항력을, 그리고 N r 는 제동시 비구동륜에 인가되는 수직항력을, m은 차량

의 질량(mass)을, g는 중력가속도 (gravitational acceleration)을, j는 차량의 감가속도(deceleration)을, L은 전륜과 후
륜 사이의 거리(wheelbase)를, a는 차량의 무게 중심에서 전륜까지의 거리를, b는 차량의 무게 중심에서 후륜까지의 거리
를, 그리고 h g 는 지면으로부터 차량의 무게중심까지의 거리를 각각 나타낸다

  상기 BCU(42)는 전륜(32a,32b)의 목표제동력(F bf )을 계산함과 아울러, 전륜(32a,32b)에 의한 가용 회생제동력(F

REGEN )(available regenerative braking force)을 계산한다(S1030).

  보다 구체적으로, 상기 가용 회생제동력 계산단계(S1030)에서 상기 BCU(42)는 먼저, 가용한(available) 회생제동 모터
토크(T R(motor) )를 계산한다(S1032).

  상기 가용 회생제동 모터토크(T R(motor) )의 계산(S1032)은, 현재 모터회전속도(ω)를 기초로 상기 M/G유닛(22)의 특성

곡선으로부터 계산된다. 상기 모터회전속도(ω)는 현재 변속단의 변속비(i), 그리고 차속검출기(45)로부터 입력되는 현재
차속(v)을 기초로, 아래 수학식 9을 만족하는 만족하는 값으로 산출된다.

  

수학식 9

  여기서, N은 최종감속기어(30)의 감속비를, 그리고 R f 는 구동륜 타이어의 유효반경을 각각 나타낸다.

  가용 회생제동 모터토크(T R(motor) )를 계산(S1032)한 상기 BCU(42)는, 상기 가용 회생제동 모터토크(T R(motor) )를 기

초로, 가용 회생제동 휠토크(T R(wheel) )를 계산한다(S1034).

  상기 단계(S1034)에서 가용 회생제동 휠토크(T R(wheel) )는, 아래 수학식 10을 만족하는 값으로 계산된다.

  

수학식 10

  여기서, i는 현재 변속단의 변속비를, N는 변속기의 최종감속비를, η는 발전기(22)의 효율을, W 1 (SOC) 는 배터리 충전

량(SOC)를 기초로 계산되는 제1가중치를, 그리고 W 2 (v) 는 상기 현재 차속(v)을 기초로 계산되는 제2가중치를 각각 나

타낸다.

  배터리 충전량(SOC)에 따른 제1가중치(W 1 )는 도 11에, 그리고 차속(v)에 따른 제2가중치(W 2 )는 도 12에 각각 도시

하였다.

  도 11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상기 제1가중치(W 1 )는, 상기 배터리 충전량(SOC)이 제1설정충전량(S 1 ) 이하인 경우에는

제1설정가중값을 가지고, 상기 배터리 충전량(SOC)이 상기 제1설정충전량(S 1 ) 내지 제2설정충전량(S 2 ) 이하인 범위

내인 경우에는 배터리 충전량(SOC)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는 값을 가진다. 배터리 충전량(SOC)이 상기 제2설정충전량
(S 2 ) 이상인 경우에, 상기 제1가중치(W 1 )는 영(0)의 값을 가진다.

  배터리(26)의 충전량(SOC)이 높을 때 회생제동에 의한 배터리 충전은 배터리(26)의 수명을 단축시킬 수 있다. 따라서
배터리 보호를 위하여 충전량(SOC)이 큰 경우에는 회생제동 정도를 제한하고자 한 것이다.

  도 12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상기 제2가중치(W 2 )는, 상기 현재 차속(v)이 제1설정차속(V1) 내지 제2설정차속(V2) 이하

인 범위 내인 경우에는 차속(v)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는 값을 가지고, 상기 현재 차속(v)이 상기 제2설정차속(V2) 이상

인 경우에는 제2설정가중치 값을 가진다. 현재 차속(v)이 상기 제1설정차속(V1) 이하인 경우에, 상기 제2가중치(W 2 )는

영(0)의 값을 가진다.

  차속(v)이 저속인 경우(즉, 모터속도가 낮은 경우; 도 9 참조)에는 상기 모터(22)의 특성상 큰 회생제동력이 발휘될 수 있
다. 따라서 저속주행시에 큰 회생제동력이 구현되면 제동력의 갑작스런 증가로 인하여 제동감의 저하가 발생될 수 있다.
따라서, 저속주행시에는 회생제동 정도를 제한하고자 한 것이다.

공개특허 10-2005-0070734

- 11 -



  가용 회생제동 휠토크(T R(wheel) )를 계산(S1034)한 상기 BCU(42)는, 이를 기초로 상기 가용 회생제동력(F REGEN )을

계산한다(S1036).

  상기 단계(S1036)에서 가용 회생제동력(F REGEN )은, 아래 수학식 11을 만족하는 값으로 계산된다.

  

수학식 11

  여기서, R f 는 전륜(32a,32b) 타이어의 유효반경을 나타낸다.

  이와 같이 전륜의 목표 제동력(F bf )과 가용 회생제동력(F REGEN ) 을 계산한 후에 상기 BCU(42)는, 상기 제2유압모듈

(82)이 고장상태인지 판단한다(S1040). 상기 제2유압모듈(82)의 고장상태 판단(S1040)은, 당업자에 의해 다양한 판단기
준이 설정될 수 있다. 다만, 일예로, 상기 압력스위치(62) 및 상기 압력센서(68) 중 정상적인 출력신호가 발생되지 않는 것
이 있는가를 한 기준으로 판단될 수 있다.

  상기 고장 판단(S1040)에서 제2유압모듈(82)이 고장상태인 것으로 판단된 경우에 관하여는 후술한다.

  상기 고장 판단(S1040)에서 제2유압모듈(82)이 고장상태가 아닌 것으로 판단된 경우에 상기 BCU(42)는, 상기 전륜의
목표 제동력(F bf )과 가용 회생제동력( F REGEN )을 비교하고(S1045), 비교결과에 따라 상기 전륜의 회생제동 및 유압제

동을 제어한다(S1050 및 S1080).

  상기 비교단계(S1045)에서 전륜(32a,32b)의 목표 제동력(F bf )이 가용 회생제동력(F REGEN )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의한 회생제동 제어방법에서는, 전륜(32a,32b)에 회생제동력과 유압제동력이 함께 인가될 수 있도록 제
동작동을 제어한다(S1050). 보다 구체적으로, 전륜(32a,32b)에는 상기 가용 회생제동력(F REGEN )이 작용되고, 이로도 부

족한 제동력은 유압제동에 의하여 구현하게 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상기 BCU(42)는, 상기 가용 회생제동력(F REGEN )을 기초로 전륜(32a,32b)을 회생제동한다(S1060).

  이러한 전륜(32a,32b)의 회생제동 동작은, 상기 M/G유닛(22)을 특정한 발전토크(T OP )로 제어함으로써 구현 가능하

다. 회생제동에 의하여 전륜(32a,32b)에서 상기 가용 회생제동력(F REGEN )이 구현되기 위한 상기 목표 발전토크(T OP )

는 아래 수학식 12과 같이 계산될 수 있다.

  

수학식 12

  여기서, R f 는 구동륜 타이어의 유효반경을, η는 발전기의 효율을, i 는 현재 변속단의 변속비를, 그리고 N는 변속기의

최종감속비를 각각 나타낸다.

  위 수학식 10 , 11, 및 12를 참조하면, 전륜(32a,32b)의 목표 제동력(F bf )이 가용 회생제동력(F REGEN )을 초과하는 경

우에 상기 M/G유닛(22)을 발전구동할 목표 발전토크(T OP )는, T R(motor) W 1 (SOC)W 2 (v) 의 값으로 계산된다. 즉, 가

용한 회생제동 모터토크(T R(motor) )에 가중치들(W 1 ,W 2 )을 곱하여 얻어지는 발전토크로 상기 M/G유닛(22)을 발전제

어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상기 전륜의 회생제동 단계(S1065)에서, 상기 BCU(42)는 상기 수학식 12에 의한 값으로 상기 목표 발전토크(T

OP )를 계산하고(S1062), 계산된 목표 발전토크(T OP )를 상기 HEV-ECU(44)에 전송하며(S1064), 이에 따라 상기

HEV-ECU(44)는 수신된 목표 발전토크(T OP )가 구현되도록 상기 MCU(25)를 이용하여 상기 M/G유닛(22)을 제어하게

된다(S1066).

  이와 같이 전륜(32a,32b)을 회생제동하는 한편, 상기 BCU(42)는 요구되는 전륜 제동력 중 상기 회생제동력(F REGEN )

만으로는 부족한 제동력을 유압제동에 의해 구현한다(S1070).

  이를 위하여 상기 BCU(42)는, 전륜(32a,32b)에 인가될 목표 유압제동력(F bfFRICTION )을 계산한다(S1072). 상기 전륜

의 유압제동력(F bfFRICTION )은 아래 수학식 13과 같이 계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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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식 13

  즉, 전륜(32a,32b)에 인가될 유압제동력(F bfFRICTION )은 상기 목표 제동력(F bf )과 상기 가용 회생제동력(F REGEN )과

의 차이 값으로 계산되는 것이다.

  목표 유압제동력(F bfFRICTION )을 계산한 상기 BCU(42)는, 상기 목표 유압제동력(F bfFRICTION )이 구현되기 위해 전륜

(32a,32b)의 휠 브레이크 장치(34a,34b)에 인가될 전륜제동유압(P f )을 계산한다(S1074).

  상기 전륜제동유압(P f )은 아래 수학식 14와 같이 계산된다.

  

수학식 14

  여기서, R f 는 전륜 타이어의 유효반경을, F bfFRICTION 는 상기 목표 유압제동력을, r f 은 전륜 브레이크 디스크의 유효

반경을, A f 는 전륜 브레이크 휠 실린더의 면적을, μ bf 는 전륜 브레이크의 디스크와 휠 실린더 사이의 마찰계수를 각각 나

타낸다.

  따라서, 상기 BCU(42)는 상기 전륜 제동유압(P f )을 기초로 상기 밸브구동기(61)을 통해 상기 비례감압밸브(60)를 제

어하게 되고(S1076), 따라서 전륜(32a,32b)의 브레이크 파이프(72)에는 상기 전륜 제동유압(P f )이 공급되게 된다.

  이와 같이, 전륜(32a,32b)의 목표 제동력(F bf )이 가용 회생제동력(F REGEN )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가용 회생제동력(F

REGEN )이 모두 구현됨과 아울러 유압제동력 (F bfFRICTION )이 부가됨으로써, 필요한 이상적인 제동력이 구현되게 된다.

  만약 상기 비교단계(S1045)에서 전륜(32a,32b)의 목표 제동력(F bf )이 가용 회생제동력(F REGEN ) 이하인 경우에는, 회

생제동력 만으로 전륜(32a,32b)을 제동한다 (S1080).

  즉, 상기 전륜의 목표제동력(F bf )이 구현되는 목표 발전토크(T OP )로 상기 M/G유닛(22)을 제어하게 되는 것이다. 상기

목표제동력(F bf )이 구현되기 위한 상기 목표 발전토크(T OP )는 아래 수학식 15과 같이 계산될 수 있다.

  

수학식 15

  따라서, 상기 BCU(42)는 상기 수학식 15에 의한 값으로 상기 목표 발전토크(T OP )를 계산하고(S1082), 계산된 목표 발

전토크(T OP )를 상기 HEV-ECU(44)에 전송하며(S1084), 이에 따라 상기 HEV-ECU(44)는 수신된 목표 발전토크(T

OP )가 구현되도록 상기 MCU(25)를 이용하여 상기 M/G유닛(22)을 제어하게 된다(S1086).

  지금까지는, 전륜(32a,32b)의 유압제동을 위한 제2유압모듈(82)이 고장이 아닌 경우에 관해 본 발명의 실시예의 회생제
동 제어 방법의 수행되는 각 단계들에 관해 설명하였다.

  전술한 바와 같이, 전륜의 목표 제동력(F bf )과 가용 회생제동력(F REGEN ) 을 계산한 후에 상기 BCU(42)는, 상기 제2유

압모듈(82)이 고장상태인지 판단한다(S1040). 상기 고장 판단(S1040)에서 제2유압모듈(82)이 고장상태인 것으로 판단된
경우에는, 상기 단계(S1080)로 진행함으로써, 전륜(32a,32b)의 목표 제동력(F bf )이 가용 회생제동력(F REGEN ) 이하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회생제동력 만으로 전륜(32a,32b)을 제동한다(S1082~S1086).

  따라서, 제2유압모듈(82)이 고장인 경우에도, 회생제동에 의한 전륜(32a,32b)의 제동효과는 충분히 활용되게 된다.

  이상으로 본 발명에 관한 바람직한 실시예를 설명하였으나, 본 발명은 상기 실시예에 한정되지 아니하며, 본 발명의 실
시예로부터 당해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 의한 용이하게 변경되어 균등하다고 인정되는 범
위의 모든 변경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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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효과

  본 발명의 실시예에 의하면, 비구동륜은 운전자의 브레이크 조작에 의해서 유압제동되고, 구동륜은 비구동륜의 유압제
동 정도와 모터의 운전상태를 고려하여 회생제동되므로, 구동륜의 회생제동을 효율적으로 구현할 수 있다. 또한, 결과적으
로 차량의 총 제동력은 운전자에 의한 브레이크 페달 조작 정도에 비례하여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운전성이 향상된다.

  비구동륜의 유압제동 정도는, 비구동륜에 공급되는 제동유압을 직접 검출하여 이를 기초로 판단되므로, 정확성이 보장
된다. 특히, 비구동륜의 제동력은, 비구동륜의 제동유압을 기초로 몇가지 설정된 제원을 참조하여 간단히 계산될 수 있다.

  비구동륜의 제동력에 대하여 구동륜에 인가될 목표 제동력은 차량운동역학에 의한 차체거동해석을 기초로 이상적인 제
동력 배분에 따라 계산되므로, 운전자의 제동조작에 대하여 항시 이상적인 제동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요구되는 구동륜 제동력과 가용한 회생제동력을 비교하여 이를 기초로 회생제동 정도를 제어하게 되므로, 회생제동의
활용이 극대화될 수 있다.

  가용한 회생제동력은, 전술한 계산식에 의하여 효율적으로 계산될 수 있다.

  특히, 가용한 회생제동력을 계산함에 있어서, 배터리 충전량(SOC) 및/또는 현재 차속을 기초로 한 가중치를 적용함으로
써, 전기자동차의 주행상태에 따라 회생제동의 정도를 적절히 제한할 수 있게 된다.

  요구되는 구동륜 제동력이 가용한 회생제동력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회생제동에 의해서만 구동륜을 제동하게 되므
로, 회생제동에 의한 효과(에너지 사용효율)가 극대화된다.

  요구되는 구동륜 제동력이 가용한 회생제동력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가용한 회생제동력이 모두 활용되고 부족한 제동력
만이 유압제동에 의해 구현되므로, 전기자동차의 에너지 사용효율이 극대화된다.

  본 발명의 실시예에 의하면, 구동륜의 유압제동을 위한 유압모듈이 고장인 경우에도 회생제동이 구현된다.

  따라서, 유압모듈이 고장인 경우에도, 요구되는 구동륜 제동력이 크지 않은 경우에는 상기 요구제동력을 회생제동에 의
해 충분히 구현하게 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모터를 구비한 전기자동차의 회생제동 제어 방법으로서,

  브레이크 페달 조작을 검출하는 페달조작 검출단계;

  브레이크 페달 조작에 따라 상기 전기자동차의 비구동륜에 인가되는 제동력(braking force)를 계산하는 비구동륜 제동
력 계산단계;

  상기 비구동륜의 제동력에 대응되는 구동륜의 목표 제동력(target braking force)을 계산하는 구동륜 목표 제동력 계산
단계;

  상기 구동륜에 의한 가용 회생제동력(available regenerative braking force)을 계산하는 가용 회생제동력 계산단계;

  상기 목표 제동력과 가용 회생제동력을 비교하는 단계;

  상기 비교단계에서의 비교결과를 기초로, 상기 구동륜의 회생제동 및 유압제동을 제어하는 회생제동 제어단계;를 포함
하는 전기자동차의 회생제동 제어 방법.

청구항 2.

  제1항에서,

  상기 비구동륜 제동력 계산단계는,

  상기 브레이크 페달 조작에 따라 상기 비구동륜에 인가되는 제동유압(brake fluid pressure)(P r )을 검출하는 단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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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제동유압(P r )을 기초로 상기 비구동륜의 제동력(F br )을 계산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기자동

차의 회생제동 제어 방법.

청구항 3.

  제2항에서,

  상기 제동유압(P r )을 기초로 한 비구동륜 제동력(F br )의 계산은,

  의 값으로 계산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기자동차의 회생제동 제어 방법.

  (단 여기서, r r 은 비구동륜 브레이크 디스크의 유효반경을, A r 는 비구동륜 브레이크 휠 실린더의 면적을, μ br 는 비구

동륜 브레이크의 디스크와 휠 실린더 사이의 마찰계수를, 그리고 R r 는 비구동륜 타이어의 유효반경을 각각 나타낸다)

청구항 4.

  제1항에서,

  상기 구동륜 목표 제동력 계산단계는,

  를 만족하는 값으로 구동륜 목표 제동력(F bf )을 계산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기자동차의 회생제동 제어

방법.

  (단 여기서, F bf 는 구동륜의 목표 제동력을, F br 는 비구동륜의 제동력을, N f 는 제동시 구동륜에 인가되는 수직항력

을, 그리고 N r 는 제동시 비구동륜에 인가되는 수직항력을 각각 나타낸다)

청구항 5.

  제4항에서,

  상기 구동륜 목표 제동력 계산단계는,

  를 만족하는 값으로 구동륜 목표 제동력(F bf )을 계산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기

자동차의 회생제동 제어 방법.

  (단 여기서, F br 는 비구동륜의 제동력을, m은 차량의 질량(mass)을, g 는 중력가속도(gravitational acceleration)을, j
는 차량의 감가속도(deceleration)을, L은 전륜과 후륜 사이의 거리(wheelbase)를, a는 차량의 무게 중심에서 전륜까지의
거리를, b는 차량의 무게 중심에서 후륜까지의 거리를, 그리고 h g 는 지면으로부터 차량의 무게중심까지의 거리를 각각

나타낸다)

청구항 6.

  제1항에서,

  상기 가용 회생제동력 계산단계는,

  가용한(available) 최대 회생제동 토크를 계산하는 가용 회생제동 모터토크 계산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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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가용 회생제동 모터토크를 기초로 가용 회생제동 휠토크를 계산하는 가용 회생제동 토크 계산단계; 및

  상기 가용 회생제동 휠토크를 기초로 상기 가용 회생제동력을 계산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전기자동차의 회생제동 제어
방법.

청구항 7.

  제6항에서,

  상기 가용 회생제동 모터토크 계산단계는,

  상기 전기자동차의 현재 차속에 대응되는 모터속도(ω)를 기초로, 상기 모터속도(ω)에 대한 모터의 토크 특성곡선
(characteristic curve)으로부터 상기 가용 회생제동 토크를 계산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기자동차의 회생제동 제어 방
법.

청구항 8.

  제7항에서,

  상기 모터속도(ω)는 의 값을 가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기자동차의 회생제동 제어 방법.

  (단 여기서, v는 상기 전기자동차의 현재 차속을, i는 현재 변속단의 변속비를, N은 최종감속기어의 감속비를, 그리고 R f
는 구동륜 타이어의 유효반경을 각각 나타낸다

청구항 9.

  제6항에서,

  상기 가용 회생제동 휠토크 계산단계는,

  식 를 만족하는 T R 의 값으로 가용 회생제동 토크를 계산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기자동

차의 회생제동 제어 방법.

  (단 여기서, i는 현재 변속단의 변속비를, N는 변속기의 최종감속비를, T R(motor) 은 상기 가용 회생제동 모터토크를, η
는 발전기의 효율을, 그리고 W 는 배터리 충전량(state of charge; SOC) 및 상기 현재 차속 중 하나 이상을 변수로 하여 계
산되는 가중치를 각각 나타낸다)

청구항 10.

  제9항에서,

  상기 가중치(W)는,

  상기 배터리 충전량 및 상기 현재 차속을 모두 변수로 하여 계산되는 가중치로서, W=W 1 (SOC)*W 2 (v) 의 값으로 계산

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기자동차의 회생제동 제어 방법.

  (단 여기서, W 1 (SOC) 는 배터리 충전량(SOC)를 기초로 계산되는 제1가중치를, 그리고 W 2 (v) 는 상기 현재 차속(v)

을 기초로 계산되는 제2가중치를 각각 나타낸다)

청구항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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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항에서,

  상기 제1가중치(W 1 (SOC))는,

  상기 배터리 충전량(SOC)이 제1설정충전량 이하인 경우에는 제1설정가중값을 가지고,

  상기 배터리 충전량(SOC)가 상기 제1설정충전량 내지 제2설정충전량 이하인 범위 내인 경우에는 배터리 충전량이 증가
함에 따라 감소하는 값을 가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기자동차의 회생제동 제어 방법.

청구항 12.

  제10항에서,

  상기 제2가중치(W 2 (v))는,

  상기 현재 차속(v) 이 제1설정차속 내지 제2설정차속 이하인 범위 내인 경우에는 차속(v) 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는 값
을 가지고,

  상기 현재 차속(v) 이 상기 제2설정차속 이상인 경우에는 제2설정가중치 값을 가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기자동차의
회생제동 제어 방법.

청구항 13.

  제1항에서,

  상기 회생제동 제어단계는,

  상기 가용 회생제동력이 목표 제동력보다 큰 경우에 회생제동 만에 의하여 구동륜을 제동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전기자동차의 회생제동 제어 방법.

청구항 14.

  제13항에서,

  상기 회생제동 만에 의하여 구동륜을 제동하는 단계는,

  상기 목표 제동력이 이루어지는 발전토크로 상기 전기자동차의 발전기를 발전 제어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기자동차
의 회생제동 제어 방법.

청구항 15.

  제13항에서,

  상기 회생제동 만에 의하여 구동륜을 제동하는 단계는,

  의 값으로 계산되는 발전 토크(T OP )로 상기 전기자동차의 발전기를 발전 제어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기자동차의 회생제동 제어 방법.

  (단 여기서, F bf 는 상기 구동륜의 목표 제동력을, R f 는 구동륜 타이어의 유효반경을, η는 발전기의 효율을, i는 현재 변

속단의 변속비를, 그리고 N는 변속기의 최종감속비를 각각 나타낸다)

청구항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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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항에서,

  상기 회생제동 제어단계는,

  상기 상기 목표 제동력이 상기 가용 회생제동력보다 큰 경우에,

  상기 가용 회생제동력을 기초로 상기 구동륜을 회생제동하는 단계;

  목표 유압제동력(target hydraulic braking force) 계산하는 단계; 및

  상기 목표 유압제동력을 기초로 상기 구동륜을 유압 제동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기자동차의 회생
제동 제어 방법.

청구항 17.

  제16항에서,

  상기 가용 회생제동력을 기초로 구동륜을 회생제동하는 단계는,

  의 값으로 계산되는 발전 토크(T OP )로 상기 전기자동차의 발전기를 발전 제어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전기자동차의 회생제동 제어 방법.

  (단 여기서, F REGEN 는 상기 구동륜의 가용 회생제동력을, R f 는 구동륜 타이어의 유효반경을, η는 발전기의 효율을, i
는 현재 변속단의 변속비를, 그리고 N는 변속기의 최종감속비를 각각 나타낸다)

청구항 18.

  제16항에서,

  상기 목표 유압제동력을 계산하는 단계는,

  상기 목표 제동력과 상기 가용 회생제동력과의 차이 값을 상기 목표 유압제동력으로 계산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기
자동차의 회생제동 제어 방법.

청구항 19.

  제16항에서,

  상기 목표 유압제동력을 기초로 구동륜을 유압 제동하는 단계는,

  의 값으로 계산되는 제동유압(P f )을 상기 구동륜을 유압 제동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기자동차

의 회생제동 제어 방법.

  (단 여기서, R f 는 구동륜 타이어의 유효반경을, F bfFRICTION 는 상기 목표 유압제동력을, r f 은 구동륜 브레이크 디스크

의 유효반경을, A f 는 구동륜 브레이크 휠 실린더의 면적을, μ bf 는 구동륜 브레이크의 디스크와 휠 실린더 사이의 마찰계

수를 각각 나타낸다)

청구항 20.

  전기자동차의 회생제동 제어시스템으로서,

  상기 전기자동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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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에너지를 저장하는 배터리;

  상기 배터리의 전기에너지를 이용하여 구동력을 발생하는 모터;

  상기 모터에 의해 구동되는 하나 이상의 구동륜; 그리고

  상기 모터에 의해 구동되지 않는 하나 이상의 비구동륜;을 포함하고,

  상기 회생제동 제어시스템은,

  브레이크 페달;

  상기 브레이크 페달 조작에 대응하여 상기 비구동륜을 유압제동하기 위한 제1유압모듈;

  상기 제1유압모듈의 작동을 검출하여 이를 기초로 상기 구동륜의 회생제동과 유압제동을 제어하기 위한 하나 이상의 전
자제어유닛(ECU);

  상기 하나 이상의 ECU의 제어에 의하여 상기 구동륜의 유압제동을 수행하는 제2유압모듈;

  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기자동차의 회생제동 제어시스템.

청구항 21.

  제20항에서,

  상기 제1유압모듈은,

  상기 브레이크 페달의 조작에 의하여 유압을 형성하는 마스터 실린더;

  상기 마스터 실린터의 유압을 상기 비구동륜에 공급하는 브레이크 파이프; 및

  상기 마스터 실린더 및 브레이크 파이프 중 하나 이상에 연결되어, 상기 마스터 실린더에서 형성된 유압의 일부를 수용
하는 보조실린더;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기자동차의 회생제동 제어시스템.

청구항 22.

  제20항에서,

  상기 제2유압모듈은,

  상기 하나 이상의 ECU의 제어에 의하여 유압을 생성하는 유압펌프;

  상기 유압펌프에서 생성된 유압을 저장하는 어큐뮬레이터;

  상기 어큐뮬레이터에 저장된 유압을 상기 구동륜에 공급하기 위한 브레이크 파이프; 및

  상기 어큐뮬레이터에 저장된 유압의 상기 브레이크 파이프로의 공급여부를 상기 하나 이상의 ECU의 제어에 의하여 단
속하는 유압조절장치;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기자동차의 회생제동 제어시스템.

청구항 23.

  제22항에서,

  상기 하나 이상의 ECU는

  상기 어큐뮬레이터의 압력을 검출하는 단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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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어큐뮬레이터의 압력이 설정 범위 내에 유지되도록 상기 유압펌프를 제어하는 펌프제어단계;를 위한 명령을 포함
하는 일련의 명령을 수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기자동차의 회생제동 제어시스템.

청구항 24.

  제23항에서,

  상기 펌프제어단계는,

  상기 어큐뮬레이터의 압력이 제1설정압력까지 낮아진 경우에는 상기 유압펌프를 구동하고, 상기 어큐뮬레이터의 압력
이 제2설정압력까지 높아진 경우에는 상기 유압펌프의 구동을 중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기자동차의 회생제동 제어
시스템.

청구항 25.

  제20항에서,

  상기 하나 이상의 ECU는,

  브레이크 페달 조작을 검출하는 페달조작 검출단계;

  브레이크 페달 조작에 따라 상기 전기자동차의 비구동륜에 인가되는 제동력(braking force)를 계산하는 비구동륜 제동
력 계산단계;

  상기 비구동륜의 제동력에 대응되는 구동륜의 목표 제동력(target braking force)을 계산하는 구동륜 목표 제동력 계산
단계;

  상기 구동륜에 의한 가용 회생제동력(available regenerative braking force)을 계산하는 가용 회생제동력 계산단계;

  상기 목표 제동력과 가용 회생제동력을 비교하는 단계; 및

  상기 비교단계에서의 비교결과를 기초로, 상기 구동륜의 회생제동 및 유압제동을 제어하는 회생제동 제어단계;를 위한
명령을 포함하는 일련의 명령을 수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기자동차의 회생제동 제어 시스템.

청구항 26.

  제25항에서,

  상기 비구동륜 제동력 계산단계는,

  상기 브레이크 페달 조작에 따라 상기 비구동륜에 인가되는 제동유압(brake fluid pressure)(P r )을 검출하는 단계; 및

  상기 제동유압(P r )을 기초로 상기 비구동륜의 제동력(F br )을 계산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기자동

차의 회생제동 제어 시스템.

청구항 27.

  제25항에서,

  상기 구동륜 목표 제동력 계산단계는,

  를 만족하는 값으로 구동륜 목표 제동력(F bf )을 계산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기자동차의 회생제동 제어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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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여기서, F bf 는 구동륜의 목표 제동력을, F br 는 비구동륜의 제동력을, N f 는 제동시 구동륜에 인가되는 수직항력

을, 그리고 N r 는 제동시 비구동륜에 인가되는 수직항력을 각각 나타낸다)

청구항 28.

  제25항에서,

  상기 가용 회생제동력 계산단계는,

  가용한(available) 최대 회생제동 토크를 계산하는 가용 회생제동 모터토크 계산단계;

  상기 가용 회생제동 모터토크를 기초로 가용 회생제동 휠토크를 계산하는 가용 회생제동 휠토크 계산단계; 및

  상기 가용 회생제동 휠토크를 기초로 상기 가용 회생제동력을 계산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전기자동차의 회생제동 제어
시스템.

청구항 29.

  제28항에서,

  상기 가용 회생제동 모터토크 계산단계는,

  상기 전기자동차의 현재 차속에 대응되는 모터속도(ω)를 기초로, 상기 모터속도(ω)에 대한 모터의 토크 특성곡선
(characteristic curve)으로부터 상기 가용 회생제동 토크를 계산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기자동차의 회생제동 제어 시
스템.

청구항 30.

  제28항에서,

  상기 가용 회생제동 휠토크 계산단계는,

  식 를 만족하는 T R 의 값으로 가용 회생제동 토크를 계산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기자동

차의 회생제동 제어 시스템.

  (단 여기서, i는 현재 변속단의 변속비를, N는 변속기의 최종감속비를, T R(motor) 은 상기 가용 회생제동 모터토크를, η
는 발전기의 효율을, 그리고 W 는 배터리 충전량(state of charge; SOC) 및 상기 현재 차속 중 하나 이상을 변수로 하여 계
산되는 가중치를 각각 나타낸다)

청구항 31.

  제30항에서,

  상기 가중치(W)는,

  상기 배터리 충전량 및 상기 현재 차속을 모두 변수로 하여 계산되는 가중치로서, W=W 1 (SOC)*W 2 (v) 의 값으로 계산

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기자동차의 회생제동 제어 시스템.

  (단 여기서, W 1 (SOC) 는 배터리 충전량(SOC)를 기초로 계산되는 제1가중치를, 그리고 W 2 (v) 는 상기 현재 차속(v)

을 기초로 계산되는 제2가중치를 각각 나타낸다)

청구항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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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항에서,

  상기 회생제동 제어단계는,

  상기 가용 회생제동력이 목표 제동력보다 큰 경우에 회생제동 만에 의하여 구동륜을 제동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전기자동차의 회생제동 제어 시스템.

청구항 33.

  제25항에서,

  상기 회생제동 제어단계는,

  상기 상기 목표 제동력이 상기 가용 회생제동력보다 큰 경우에,

  상기 가용 회생제동력을 기초로 상기 구동륜을 회생제동하는 단계;

  목표 유압제동력(target hydraulic braking force) 계산하는 단계; 및

  상기 목표 유압제동력을 기초로 상기 구동륜을 유압 제동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기자동차의 회생
제동 제어 시스템.

청구항 34.

  제33항에서,

  상기 목표 유압제동력을 계산하는 단계는,

  상기 목표 제동력과 상기 가용 회생제동력과의 차이 값을 상기 목표 유압제동력으로 계산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기
자동차의 회생제동 제어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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