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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 자동차 수의 증가로 인하여 환경 오염과 지구 온난화, 를 

방지하기 위하여 배출 가스의 규제를 한층 강화해 환경 문제를 

고려하고 있으며, 주 에너지인 석유 자원의 소비를 줄이기 위해

서 모든 자동차 제조 회사들이 연비 향상과 대체 에너지를 이용

이 가능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

다. 하이브리드 자동차와 전기 자동차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

되고 있지만, 몇몇 회사를 제외하고는 아직 상용화에 많은 어려

움이 있다.  

자동차 밧데리는 현재의 내연기관 자동차 및 하이브리드 및 전

기 자동차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며 밧데리를 효율적으로 관리

하기 위한 밧데리 모니터링 시스템에서부터 현재는 충방전을 관

리하기 하여 밧데리의 수명을 예측하고 수명을 늘이기 위한  

BMS(battery Management System)과 차량의 소비전력을 능동적으

로 관리하는 EEM(Electric Engery Management System)으로 발전

하고 있다.   

본 차량의 전원을 직접 관리하여 차량의 밧데리의 잔량을 예

측하고 충전 및 방전을 제어하는 시스템 개발에 관하여 다루고자 

한다.  

 

2. Electric Energy Management System의 개요 

 

2.1 밧데리 관리 시스템의 개요  

 

일반적인 밧데리  관리 시스템은 밧데리의 전압, 전류, 온도등

을 측정하여 밧데리 동작 환경을 예측하고 제어하는 시스템을 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차량의 에너지를 적극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에너지 관리 시스템은 기존의 예측 시스템에서 발전하여 차량의 

전류 소비를 측정하는 밧데리 센서와 차량에 전원을 공급하기 위

해서 발전을 전자식 발전기 및 차량의 소비 전류를 제어하기 위

한 제어기로 구성되어 있다. 밧데리 센서를 사용하여 차량의 소비 

전류를 측정하고 EEM interface board는 차량의 전원을 충전하기 

위한 발전기의 충전압을 조정하고 외부 차량 소비 전력을 직접적

으로 제어하는 것이다. 전류 검출을 위해서는 Bosch 사의 battery 

sensor를 사용하였다. 충전을 위한 발전기는 현대 자동차의 YF 차

량에 적용되는 PWM 제어 방식으로 제어 되어 충전 전압을 조정

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Fig  1 . Schematics of Electric Energy Management System 

 

2.2 밧데리 센서 및 인터페이스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battery sensor는 그림 2에서 보는 바와같

이 Bosch사의 것을 사용하였다. Battery sensor는 전류, 전압, 밧데리

의 온도, SOC등의 상태를 LIN(Local Interconnect Network) 통신

을 사용하여 정보를 제공한다.  

 
Fig  2 . Schematics of Bocsh  battery  sensor  

 

이중에서 밧데리 전류 및 전압과 밧데리 온도의 중요 3 가지 

정보만을 이용하여 배터리의 SOC(State of Charge) 및 SOH(Sate 

of Health)를 새롭게 구성하여 사용하였다.  Bosch 사의 통신 규

약은 표 1에 나타내었다.  

Table 1. Protoacl of Bosch Battery Sensor 

 
 

LIN 통신으로부터 EEM 제어 로직을 개발하기 위해서 만들어

진 Interface board는 그림 3와 같다. 개발된 Interface board는 

Freescale사의 MPU를 사용하였으며, Bosch 센서로부터 LIN통신의 

정보를 받아 정보를 받아서 RS232C를 통하여 PC에 제공해 주며 

PC에서 명령을 받아서 PWM alternator의 구동 및 외부 전류를 제

어하는 8개의 릴레이를 제어하는 IO와 4개의 PWM driver를 가지

고 있다. 또한 PC없이 현재 상태를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LCD 

표시판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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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 EEM  interface board 

 

2.3. PWM Alternator 

본 연구에서는 PWM Alternator는 현대자동차에 YF차량의것을 

사용하였다. 그림 4은 Interface board로부터 5V의 PWM 30HZ의 

PWM 파형을 받아서 전압을 조정하고 있다.  

 
Fig  4.  PWM signal to driver Alternator  

 

2.4 PC Program Interface 

EEM 시스템 개발을 위해서 PC 에서 Visual C++ 6.0 언어로 구

성하였다. 데이터의 저장을 위한 시간 조절과 Lin Message 표시 

및 PWM 조절 및 기타 IO 조절의 기능을 포함하고 있으며 제어 로

직의 개발을 편하게 하기 위하여 PC 환경에서 구성하였으며, 그

림 5에 나타내었다. 

 
Fig  5.  PC interface program 

3. 제어 알고리즘 

 

3.1 충전 상태(SOC) 정의  

EEM에서 중요 변수는 SOC(state of chage)이다. SOC를 측정하

는 방법은 전압, 전류 기반 측정 방식과 비중에 의한 측정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SOC를 정확히 예측하기 위하여 소모 전류를 

시간에서 따라 누적하는 전류 기반 방법을 사용하여, 전압 과 온

도 및 사용시간에 따른 부가 정보를 이용하여 SOC를 측정하였다.  

3. 2. State of Engine Operation  

차량의 운행 상태는 다음과 같이 총 7개로 정의하였다. 이는 지

멘스 ECU과 보쉬 ECU에서 정의하고 있는 차량의 엔진 상태를 

참고하여, 차량의 속도, 엔진 회전 속도와 드라이버의 명령

(Throttle position sensor 신호)로 결정하였다.  

3. 3. EEM 제어 Algorithm 

EEM에서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수행되어야 하는 제어 알고리

즘은 크게 일정 SOC를 유지하기 위한 SOC 제어 알고리즘과 엔

진의 운행 상태에 따라 EEM에서 제어 목적이 달라진다. 가속시

에는 에너지의 절약을 위해서 발전기의 부하를 줄여야 하며, 공회

전 시에는 연료 소비율을 줄이기 위해서 알터네이터의 부하를 최

대한 줄이는 제어 로직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  

 

 
0. Stop , 1. Start , 2. Idle Speed , 3. Part Load, 4. Trailing Throttle 

5. Trailing Throttle Fuel cut off,  6. WOT or Acceleration 

Fig  6.  Definiction of Engine operation State 

3. 4. EEM 제어 실험 

 EEM 의 충반전 실험의 결과를 그림 7 에 나타내었다. 가속

시와 감속시의 PWM 파형을 나타내고 있다. 가속시에는 발

전량 줄이고 감속시에는 발전량을 늘임을 알 수 있다. 

 

 

 

 

 

 

 

 

 

 

 

 

 

 

 

Fig  7.  EEM Control signal graph 

 

4. 결론 
 

본 연구를 통하여 차량의 발전 제어 및 에너지 관리 시

스템은 차량의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제어하기 위하여 차량

의 전기 소모량을 측정하고 계산사여 스스로 충전량을 제

어함을 알 수 있었다. 향우 실차에서 에너지 효율적인 측

면에서 제어 알로리즘의 보완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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