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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ctronic Wedge Brake 시스템의 클램핑력 추정  
Failsafe 제어 알고리즘 설계에 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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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e EWB(electronic wedge brake) is one in which the braking force is developed in a wedge and caliper 
system and applied to a disk and wedge mechanism. The advantage of the wedge structure is that it produces 
self-reinforcing effect and hence, utilizes minimal motor power, resulting in reduced gear and current. The extent of use 
of clamping force sensors and protection from failure of the EWB system directly depends on the level of vehicle mass 
production. This study investigated the mathematical equations, simulation modeling, and failsafe control algorithm for 
the clamping force sensor of the EWB and validated the simulations. As this EWB system modeling can be applied to 
motor inductance, resistance, screw inertia, stiffness, and wedge mass and angle, this study could improve the accuracy 
of simulation of the EWB. The simulation results demonstrated the braking force, motor speed, and current of the EWB 
system when the driver desired to the step and pulse the brake force inputs. Moreover, this paper demonstrated that the 
proposed failsafe control algorithm accurately detects faults in the clamping force sensor, if any.

Key words : Electronic wedge brake( 기 웨지 이크), Electro-mechanical brake( 기기계식 이크), 
Failsafe control(고장안  제어), Self reinforcement(자기 배력), Clamping force(클램핑력), Modeling(모델링)

1. 서 론1)

최근 차량의 능동형 안   친환경 시스템에 

한 사회  심과 수요가 증 되면서 기존 차량의 

유압식 시 시스템에 기･ 자･기계  통신 기

술이 용된 융복합 시 시스템으로 환되고 있

는 추세이다.1) X-By-Wire 기술은 차량 엔진의 부하
를 감소시켜 연비 향상에 도움을 주고, 각 종 오일류
를 사용하지 않아 주기 으로 교환하지 않는 장  

*Corresponding author,  E-mail: hclee@hanyang.ac.kr

뿐만 아니라 몇몇 주행  조정안 성 시스템의 경

우 제어 알고리즘의 구 만으로 신속하게 용할 

수 있게 해 다.2) 이런 시 모듈  자제동 부품인 
EWB(Electric Wedge Brake) 시스템은 BBW(Brake 
By Wire) 시스템의 종류  하나로써 모터와 롤러, 
스크류를 복수개의 웨지(wedge) 모양의 기구물과 
연동시키고, 이를 캘리퍼(caliper)와 이크 패드 

사이에 치하게 하여 제동력을 제공하는 시스템이

다. 한, 차량의 제동력을 웨지라는 기구  형상  

특징 에서 얻을 수 있는 차량 제동력 자기 강화(sel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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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inforcement)을 극 화한 시스템이라 할 수 있다.3) 
이 시스템의 장 은 별도의 고 압이 아닌 재 양

산 차량의 12 V 압 벨에서 구 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빠른 응답성으로 제동 거리를 단축 시켜주
고, ABS(Anti-lock Brake System)  ESC (Eectronic 
Sability Control)와 같은 능동형 제동 시스템으로 확
장 한 용이한 시스템이다.4) 이와 같은 많은 장
에도 불구하고, 재까지 양산 차량에 용하여 
량 생산까지 연결되지 못하는 이유는 EWB 시스템
에 한 신뢰성 확보 기술과 차량 가격 상승에 한 

책이 미흡했기 때문이다. 이  EWB 시스템의 출
력 제동력을 측정하기 한 클램핑(clamping) 센서
의 경우 기구 , 구조  한계와 가격 인 문제를 해

결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기존에 발표된 EWB 
논문들은 시작품을 제작하고 이를 테스트 벤치 환

경에 용하여 시스템에 한 반 인 제동 경향

성과 제어 성능을 검증하는 연구들이 소개되었

다.5-8) 이와 같은 연구 근 방법은 시스템을 가시
으로 검증하고 개선할 수 있는 장 은 있으나 상당

한 비용과 시간이 필요하게 되고, 문제 을 개선하

기 까지는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야 하는 단 들이 

발생하게 된다. 기존의 이와 련된  다른 논문들
을 보면 웨지 이동 거리 측정을 통해 클램핑력을 추

정하는 연구
11-14)
와 EWB 모터 류 센서  치 센

서 고장에 한 연구15)가 소개된 바 있고 일부 논문

에서는 클램핑력을 측정하는 힘 센서의 고장 검출

에 한 연구
16)
가 진행된바 있으나 실차에 용하기

에는 구조  한계와 계산의 복잡성을 포함하고 있

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모델기반 소 트웨어를 활

용하여 EWB 액추에이터  제어 알고리즘을 구
하고, 기존 연구들에서 제안하지 못한 실제 양산 차
량에 용 가능한 합리 인 클램핑 센서의 failsafe 
제어 알고리즘을 제안하고 용하여 그 타당성을 

검증한다. 제안한 EWB 클램핑력 추정  failsafe 제
어 알고리즘은 이크 패드와 웨지 사이 이동거

리는 상 으로 매우 작고 이 둘 사이의 마찰력을 

발생하는 기구  특성을 이용하여 동일한 치에서 

조임력과 해제력이 발생한다는 가정으로부터 최종 

출력 클램핑력을 추정하게 된다. 이는 모터의 회  

속도와 류의 계식으로부터 유도될 수 있고, 해

석  복 구조를 활용한 클램핑 센서의 고장 검출

이 가능해진다.

2. EWB 시스템 모델링

EWB 시스템은 모터, 롤러, 스크류, 캘리퍼  웨
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 부품들로 구성된 단순
화된 시스템 모델링9)은 Fig. 1과 같다. 운 자의 제

동 의지･명령은 자식 이크 페달을 통해 달

되며, 모터의 회  운동을 시작으로 롤러와 스크류 

메커니즘을 통해 회  운동은 직진 운동으로 변환

되게 되고, 이는 다시 웨지를 수평 방향으로 진 시
키게 하여, 캘리퍼와 디스크 사이의 수직 방향으로 
배력된 클램핑력을 발생시켜 최종 제동력이 강화되

는 구조를 가진다.

Fig. 1 Model of the electronic wedge brake

2.1 모터 모델링

EWB 시스템 모델링에 용된 모터의 경우 구 
자석형 직류 모터를 용하 으며 모터에 인가되는 

류는 식 (1)로부터 식 (2)와 같이 유도될 수 있다.

  


  (1)







    (2)

여기서  : 모터 입력 압, : 모터 류,   : 항, 

 : 인덕턴스,  : 모터 토크,  : 모터 속도,   : 

역기 력을 나타낸다.
역기 력인 는 역기 력 상수()와 쇄교자속

(flux linkage; )  기자의 모터 속도()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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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Electronic wedge brake control structure

결정되며, EWB 모터의 회  속도는 아래와 같이 표

할 수 있다.




      (3)




 


      (4)

여기서 : 모터 성, : 모터 자기 토크,  : 

롤러 스크류 토크,  : 모터 코깅 토크,  : 모터 

퍼 토크,  : 모터 축 마찰 토크,  : 성 마찰 계수

를 나타낸다.

2.2 캘리퍼  웨지 모델링

EWB 시스템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모터와 롤
러, 스크류  웨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시스템의 
캘리퍼와 웨지에 작용하는 운동 방정식은 아래와 

같이 유도할 수 있다.

   sin  
 (5)

   (6)

여기서  : 구동력,  : 마찰력,   : 반동력,  : 클

램 력,  : 웨지 각도,  : 웨지 무게,  : 웨지 속

도,  : 패드 마찰 계수를 나타낸다.

식 (5)와 식 (6)으로부터 디스크 패드에 작용하는 
클램핑력과 웨지에 작용하는 힘의 계는 아래와 

같이 유도될 수 있다.

 cos   (7)

의 식으로부터 이크 패드와 웨지 사이에 

작용하는 클램핑력은 식 (9)와 같으며, 웨지가 움직
일 수 있는 변 는 매우 한정 이기 때문에 속도 의 

변화는 매우 작게 되므로 웨지에서 작용하는 힘은 

식 (10)과 같이 유도될 수 있다.


tan

 cos


 tan  (8)

  tan  (9)

  





  (10)

여기서  : 캘리퍼 강도,  : 구동력,  : 강도 

계수,  : 모터 각도,  : 스크류 리드,  : 웨지 종

방향 거리,  : 성 감쇠,  :  방향 속도,  : 

모터 속도를 나타낸다.

EWB 시뮬 이션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하여 

실제 EWB 구성 부품들에 한 기･ 자 소자들이 

상세값과 시스템을 체로 구성하고 있는 기구물들

의 물성치(material property)를 Table 1과 같이 용

하여 신뢰성 높은 시뮬 이션 테스트  검증이 가

능하도록 하 다.

3. EWB 시스템 제어

EWB 시스템의 제어 구조는 Fig. 2와 같으며, 운

자의 자식 이크 페달 입력을 통해 모터의 

류 제어, 속도 제어  클램핑력 제어로 구성된다.10) 

운 자 요구 제동력인 최종 클램핑력을 제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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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EWB Components material property
Motor inductance 250 (µH)
Motor resistance 0.3 (ohm)

Motor coulomb friction 0.01
Motor stiction friction 0.03

Screw inertia 0.001 (kgm2)
Screw radius 0.015 (m)

Screw stiffness 105 (N/m)
Screw damping 1 (Ns/m)

Upper wedge angle 19 (deg)
Upper wedge mass 5.0 (kg)

Upper wedge stiffness 107 (N/m)
Upper wedge damping 102 (Ns/m)

Lower wedge mass 2.5 (kg)
Lower wedge stiffness 107 (N/m)
Lower wedge damping 102 (Ns/m)

Pad friction 0.4

해서는 다음과 같은 1차에서 3차로 연결되는 캐
스 이드(cascade) 제어 구조를 가진다.

3.1 모터 류  속도 제어

EWB 모터의 류 제어기는 첫 번째 내부 피드백
(feedback) 제어에 치하게 되며, 보다 정 한 제어

가 구 되기 해서는 모터의 속도에 비례하는 역

기 력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PID (Proportional 
Integral Derivative) 류 제어기의 경우 모터에서 요
구되는 류()와 류 센서로부터 입력받은 실제 

모터 류()를 비교하여 류 제어의 편차가 발

생하지 않도록 모터에서 요구되는 직류 출력 압

() 벨을 조정하여 출력하는 형태를 가지게 된

다. EWB 모터의 속도 제어의 경우는 두 번째 내부 
피드백에 치하게 되며, 속도 제어기는 모터에서 
요구되는 속도()와 엔코더(encoder)로부터 입력

받은 실제 모터 속도()를 비교하여 속도 제어

의 편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특히, EWB와 같
은 차량의 제동 시스템에 사용되는 모터 속도 제어

기의 경우 지속 인 과도 응답으로 체 EWB 시스
템에 한 응답 특성이 지연되는 상이 발생할 수 

있고, 이는 제동 시스템에 한 성능 뿐만 아니라 안
정성 한 보장할 수 없게 되므로 이에 한 충분 고

려가 필요하다.

3.2 클램핑력(제동력) 제어

EWB 액추에이터에 출력되는 클램핑력 제어는 
앞서 진행된 모터의 류와 속도 내부 피드백 제어 

후에 치하게 된다. 클램핑력 제어기는 류  속
도 제어기와 같이 비례･ 분･미분 제어기를 용하

으며, 운 자의 요구 제동력()과 클램핑 센서

()로부터 출력되는 실제 제동력 센서값을 비교

하여 제동력 편차를 이기 한 제어가 수행되며, 
이는 모터 속도 제어기의 명령 입력으로 결정되게 

된다.

4. EWB 시뮬 이션

EWB 시스템 모델링  제어기를 기반으로 유도
된 계식을 기반으로 시뮬 이션을 Fig. 3과 같이 
MATLAB/SIMULINK를 활용하여 구축하여 검증하
다.

Fig. 3 Simulation model of the electronic wedge brake

Fig. 4 Clamping force control - 300 N step response

Fig. 4에서 Fig. 6은 운 자가 스텝 제동력을 300 
N을 입력했을 경우 클램핑력, 모터 속도, 모터 류
에 한 시뮬 이션 결과값을 보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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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Motor speed - 300 N step response

Fig. 6 Motor current - 300 N step response

Fig. 7 Clamping force control - 1,000 N pulse response

Fig. 8 Motor speed - 1,000 N pulse response

Fig. 7에서 Fig. 9는 운 자가 펄스 제동력을 1,000 
N을 입력했을 경우 클램핑력, 모터 속도, 모터 류

Fig. 9 Motor current - 1,000 N pulse response

Fig. 10 Clamping force control - 5,000 N step response

Fig. 11 Motor speed - 5,000 N step response

Fig. 12 Motor current - 5,000 N step response

에 한 시뮬 이션 결과값을 보여 다.
Fig. 10에서 Fig. 12는 운 자가 완  제동(f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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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aking) 형태의 스텝 제동력을 5,000 N을 입력했을 
경우 클램핑력, 모터 속도, 모터 류에 한 시뮬
이션 결과값을 보여 다.

5. EWB Failsafe 제어

EWB의 정 한 클램핑력을 제어하기 해서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힘 센서(force sensor)가 필수
이다. 하지만 EWB 시스템의 특성상 차량의 외부 
환경에 노출되고 엔진룸 근처에 치할 뿐만 아니

라, 제동시 발생하는 열에 지를 감안할 경우 신뢰

성을 확보하기 한 많은 사항들이 충분히 검토되

어야만 한다. 이런 사항들을 보완하기 해서는 복
수개의 힘 센서를 사용하면 보다 쉽게 개선할 수 있

으나, 각 휠 마다 장착되어야 하는 EWB 시스템임을 
고려할 경우 차량의 가격 상승을 래하게 되어 강

건성 높은 failsafe 제어 알고리즘 개발이 필수 이다.

5.1 EWB 클램핑력 추정

EWB의 클램핑력을 추정하기 하여, 본 논문에
서는 모터의 고정자와 회 자의 설계  특성에서 

발생하는 코깅(cogging) 토크가 없다고 가정하면 식 
(3)은 식 (11)과 같이 간략화 할 수 있다.




     (11)

여기서 모터 토크는 모터에 입력되는 류에 비례

하게 되어 식 (12)와 같이 유도될 수 있으며, 롤러 스
크류 토크는 식 (10)을 이용하면 식 (13)과 같이 구할 
수 있게 된다.

    (12)

 

  (13)

여기서  : 모터 토크 상수,  : 롤러-스크류 효율을 

나타낸다.

그러므로 모터 마찰 토크 는 식 (14)와 같이 

성 마찰력(viscous friction)  와 의 쿨롱 마찰력

(coulomb friction)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으나, 다음
과 같은  ≫  조건이 되면 식 (15)와 같이 표 할 

수 있다.

    (14)

 











   i f  ≠

  i f  ≃ and  

  

 (15)

여기서  : 정지 마찰 토크,  : 외부 토크를 나타

낸다.

일정한 질량으로 웨지가 다양한 속도에 따라 

이크 패드와 캘리퍼 사이로 이동하는 동안 모터 

토크는 이들 사이의 마찰력을 극복하는데 사용되기 

때문에 운 자가 요구하는 제동 입력인 클램핑력은 

의 함수가 된다. 한, EWB 모터의 경우 웨지와 

이크 패드 사이에 항상 같은 치와 거리에서 

동일한 조임력(clamping force)과 해제력(releasing 
force)을 같은 마찰력으로 작용하게 되므로 이 계
식은 아래와 같이 유도될 수 있다.

   



 (16)

   



 (17)

그러므로 식 (16)과 식 (17)로부터 추정된 클램핑력 
 은 아래와 같이 구할 수 있다.



   


    (18)

여기서 : 클램핑 토크,  : 부하 마찰력,  : 추정 

클램핑력,   : 해제 토크,  : 클램핑 모터 각도, 

  : 해제 모터 각도를 나타낸다.

5.2 EWB Failsafe 알고리즘

EWB가 용된 차량의 경우 시스템의 복잡한 기
구  구조와 기･기계 시스템이 융합된 제동 장치

임을 고려할 때 기존의 유압식 제동 시스템에 비해 

높은 안정성이 요구된다. 특히, EWB에 발생한 클램
핑력을 측정하기 해서는 고가의 힘(force) 센서 
용이 불가피 하며, 고장안 (failsafe)을 구 되기 

해서는 복수개의 복구조(physical redundancy)를 
사용하는 방법이 가장 간편한 방법이긴 하나 양산 



Seunghwan Chung․Hyeongcheol Lee

한국자동차공학회논문집 제24권 제1호, 201622

차량에 용하기에는 시스템 원가 상승과 기구  

한계 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이번 장에서는 
EWB 모터의 회  속도와 류의 계로부터 클램

핑력을 추정하기 한 해석  복구조(analytical 
redundancy)에 기반한 EWB failsafe 알고리즘을 제
안하고, 이를 시뮬 이션 환경에서 구축하여 검증

한다. EWB 힘 센서 출력 신호의 평균값은 식 (19)와 
같이 표 할 수 있으며, 힘 센서로 부터 측정된 클램
핑력과 추정된 클램핑력의 차로부터 식 (20)과 같은 
지듀얼(residual)을 구할 수 있다. 그 밖에도 3개로 
구성된 EWB 이크 페달 스 치의 고장 확률은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19)

   
  (20)

 











  





 
≠

  

 (21)

여기서  : 평균 클램핑력,  : 지듀얼,  : 

이크 페달 스 치를 나타낸다.

의 과정으로부터 EWB 시스템의 힘 센서 즉 캘
림핑 센서의 고장은 아래와 같은 검출 알고리즘에 

의해 단할 수 있게 된다.

      
   

 (22)

여기서  : 고장 임계값,  : 힘 센서 고장 메세지

를 나타낸다.

6. EWB Failsafe 시뮬 이션

EWB failsafe 제어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유도된 
계식을 기반으로 수행된 시뮬 이션 결과는 Fig. 

13에서 Fig. 15까지 확인할 수 있다. Fig. 13은 운 자

가 제동력을 입력하 을 경우 700 ms에서 클램핑 
센서에 고장이 발생한 상황을 나타내고 있으며, 식 
(18)을 이용한 추정된 클랭핌력을 기반으로 Fig. 14
와 같이 300 ms동안 모니터링 한 후 Fig. 15와 같이

Fig. 13 Clamping force sensor failure

Fig. 14 Clamping force sensor failsafe counter

Fig. 15 Clamping force sensor failsafe detection message

고장 상태를 정상 으로 확정 검출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7. 결 론

본 논문에서는 EWB 시스템의 구성 부품인 모터, 
롤러, 스크류 캘리퍼  웨지 각각에 한 운동 방정
식을 유도하고 이를 시뮬 이션 환경에서 구축하

으며, 이를 제어하기 한 류 제어기, 속도 제어기 
 클램핑력 제어기를 모델 기반으로 개발하 다. 
이런 시뮬 이션 환경에서 300 N과 5,000 N의 스탭 
제동력 명령과 1,000 N의 펄스 운 자 요구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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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램핑력 입력에 따른 실제 EWB 출력 클램핑력과 
직류 모터의 속도와 류에 한 결과 데이터로부

터 구축된 모델링의 타당성을 검증하 다. 한, 
EWB 클램핑력 추정 방안과 별도의 물리  복 센

서 없이 EWB failsafe 알고리즘 구 에 한 타당성 

역시 확인할 수 있었다.
향후 연구계획으로는 차량내에 설치된 종방향 가

속도 센서를 활용한 EWB 시스템에서 출력 클램핑
력 추정 방안을 수행할 정이다. 

References

 1) W. Achenbach, “Safety Concepts in x-by-wire- 
Systems,” SAE 2002-21-0030, 2002.

 2) M. Ayoubi, T. Demmeler, H. Leffler and P. 
Köhn, “X-by-Wire Functionality, Performance 
and Infrastructure,” SAE 2004-21-0043, 2004.

 3) H. Hartmann, M. Schautt, A. Pascucci and B. 
Gombert, “eBrake® - The Mechatronic Wedge 
Brake,” SAE 2002-01-2582, 2002.

 4) J. G. Kim, M. J. Kim, J. H. Chun and K. S. Huh, 
“ABS/ESC/EPB Control of Electronic Wedge 
Brake,” SAE 2010-01-0074, 2010.

 5) K. J. Lee, J. M. Kwon, J. S. Cheon and H. S. 
Ahn, “Hardware-in-the-Loop Simulation of Brake- 
by-Wire Systems with FlexRay Communica-
tion,” SAE 2014-01-2530, 2014.

 6) S. Saric, A. B-Hadiashar and J. Walt, “Estima-
ting Clamp Force for Brake-by-wire Systems: 
Thermal Considerations,” Mechatronics, Vol.19, 
Issue 6, pp.886-895, 2009.

 7) J. Gehring and H. Schütte, “A Hardware-in-the- 
Loop Test Bench for the Validation of Complex 
ECU Networks,” SAE 2002-01-0801, 2002.

 8) M. Sho, K. Park, M. Park and M. Kim, “Deve-

lopment of a Fail-Safe Control Strategy for 
Electro-Mechanical Brake System,” SAE 2013- 
01-0055, 2013.

 9) J. Fox, R. Roberts, C. Baier-Welt, L. M. Ho, L. 
Lacraru and B. Gombert, “Modeling and Con-
trol of a Single Motor Electronic Wedge Brake,” 
SAE 2007-01-0866, 2007.

10) L. Ho, R. Roberts, H. Hartmann and B. 
Gombert, “The Electronic Wedge Brake - EWB,” 
SAE 2006-01-3196, 2006.

11) K. Han, K. Huh, M. Kim and J. Kim, “Deve-
lopment of Clamping Force Control Algorithm 
for Electronic Wedge Brake,” Proc. the KSME 
Spring Annual Meeting, pp.243-244, 2010.

12) J. Choe, Y. Ki, J. Jeon, S. Lee and H. Ahn, 
“Design and Implementation of a New Type of 
a Clamping Force Estimator for EMB Systems,” 
KSAE Spring Conference Proceedings, pp.1175- 
1181, 2011.

13) H. Jeong, K. Lee and W. Lee, “Study on the 
Quantitative Evaluation of the Observer for 
Clamping Force Estimation of EMB,” KSAE 
Spring Conference Proceedings, pp.560-565, 
2015.

14) I. Kim, D. Hyun and J. Jeong, “Clamping Force 
Estimation and Control for Electro-mechanical 
Brake System,” KSAE Annual Conference Pro-
ceedings, pp.969-975, 2011.

15) W. Hwang, K. Huh, M. Kim, J. Kim and B. 
Koo, “Fault Diagnosis for Electro-wedge Brake,” 
KSAE Annual Conference Proceedings, pp.1285- 
1286, 2009.

16) C. Son, W, Hwang, and K. Huh, “Model Based 
Sensor Fault Diagnosis for EMB(Electro- 
Mechanical Brake) System,” KSAE Annual 
Conference Proceedings, pp.1370-1372, 20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