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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기형 리타더의 전력회수장치 및 회생전압제어에 대한 연구

A Study on Electromagnetic Retarder’s Power Recovery System and Regenerating 

Voltage Control

정 성 철* ․ 고 종 선

(Sung-Chul Jung ․ Jong-Sun Ko)

Abstract - In the case of frequent braking, when driving downhill or long distance, conventional brakes using friction are 

problematic in braking safety due to brake rupture and fading phenomenon. Therefore auxiliary brakes  is essential for heavy 

vehicles. And several research has been actively conducted to improve energy efficiency by regenerating mechanical energy 

into electric energy when the vehicles brake. In this paper, a voltage control method is utilized to recover the electric energy 

generated in the electromagnetic retarder instead of the eddy current. To regenerate the braking energy into the electrical 

energy, a resonant L-C circuit is configured in the retarder. The retarder can be modeled as self-excited induction generator 

due to its operating principle. The driving conditions according to the retarder’s parameters are made into 3-D maps. Also, the 

voltage of the resonant circuit changing depending on the driving pulse applied to the FET was analyzed. For the control of 

this voltage, we proposed an algorithm using the PI controller. The controlled voltage is converted by a 3-phase AC/DC 

converter and then charged to a battery inside the heavy vehicles through a DC/DC converter. Electromagnetic retarder and its 

controller are validated using Matlab Simulink. We also demonstrate the voltage controller through the actual M-G set 

experi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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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대형 상용차의 제동 시스템의 성능 향상을 통한 제동 안

정성 확보가 대두되고 있다. 그럼에 따라 주브레이크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보조브레이크가 필수적이다. 또 배기가스 규제 강화로 

인하여 친환경적인 보조브레이크 시스템을 추가 장착하는 것이 

필요하다. 중대형 차량 분야는 전체 총 차량 수로 보면 5% 미만

으로 작은 부분을 차지하지만, 도로 수송에 있어서 총 에너지 및 

연료 소비로는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비교적 평균 연비가 

11.5[km/l] 정도로 낮고, 연간 장거리를 다니기 때문에 중대형차

량의 에너지 절약은 필수적이다. 특히 국내에서는 2017년 1월부

터 보조브레이크 법규 강화 시행됨에 따라 리타더는 중대형차량

의 스펙 중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1]. 이와 같이 보조

브레이크의 필요성과 에너지 회생을 통한 에너지 효율 및 안정성 

향상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중대형 차량은 부하가 크기 때문에 제동하기 어렵고 내리막에

서의 잦은 제동 및 장거리 운행 시의 브레이크 파열 및 페이드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따라서 제동 안정성을 위해 보조브레이

크를 사용하는데 그 중 하나가 전자기형 리타더이다[2,3]. 이 리

타더는 자동차가 주행 중에 브레이킹이 필요한 경우 이 운동에너

지를 전기적 발전을 시키면서 와전류를 통해 드럼에서 열로 소진

시킨다[4]. 이와 더불어 L-C공진을 이용하면 전기적 에너지로 변

환시키기 더 용이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리타더를 동작원리와 그 구조로 인해 자여자 

유도발전기로 모델링하고, 리타더에서 발생하는 전압 제어 방법

을 다룬다. 전자기형 리타더는 기존 리타더와 달리 전원 공급을 

따로 하지 않아도 동작할 수 있다[5]. 이는 자동차의 전기에너지 

소모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 더불어 발생하는 전압을 배터리에 

충전하기 용이한 전압으로 제어함으로써 에너지 회수가 가능한 

영역을 넓히면 회수한 전기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다[6]. 최근 전

자기형 리타더의 설계와 리타더의 여러 가지 제어방법에 대한 연

구가 진행되었다[7,8,9,10]. SEIG를 보조브레이크로 사용하고 이

를 설계할 수 있다[11]. 그리고 이 연구와 다른 방법으로 아날로

그 제어기에 대한 연구가 있다[7]. 기존 논문에서는 리타더 전압 

제어기에 있어서 시뮬레이션으로만 검증을 하였다[9,10,12]. 본 논

문에서는 리타더의 에너지 회수를 위하여 L-C공진회로를 제안하

였고 에너지 회수 및 배터리 충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전압 

제어 알고리즘을 연구하였다. 제안된 알고리즘은 피드백 되는 부

하 양단의 정류된 전압에 따라 PI 듀티 제어한다. 제안된 시스템

은 매트랩 시뮬링크를 이용한 모의실험과 M-G Set 축소모델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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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을 통해 검증하였다.

2. 리타더 모델링

2.1 전자기형 리타더의 구조와 동작원리

전자기형 리타더는 자동차의 감속 및 정지시키기 위한 제동과 

동시에 에너지로 회생하는 리타더이다. 그 구조는 그림 1과 같고 

일반적으로 고정자측은 코일, 전자석, 콘덴서, 통합제어기로 구성

되어 있다. 회전자측은 드럼으로 되어 있으며 회전자계와 드럼의 

속도 차이에 의해 드럼 내면에 와전류가 발생한다. 이 와전류로 

인하여 열이 발생하므로 드럼은 열을 최소화하기 위한 구조로 되

어있다. 고정자 코일은 자계를 형성하고 발전하는 기능을 담당한

다. 구조 상 비접촉식 제동 방식이라 친환경 및 소음이 적으며, 

자기발전으로 인해 전기 공급이 필요 없다는 장점이 있다[7,8].

그림 1 리타더의 구조

Fig. 1 Retarder’s structure

리타더의 고정자에 연결된 커패시터는 고정자의 코일에 직렬

로 연결하여 공진을 이용한 발전에 사용된다. 드럼으로 구성된 

회전자에 잔류자기가 남아 있을 때 회전자가 회전하게 되면 고정

자 코일에 전압이 유도된다. 고정자의 전압 유도는 곧 L-C공진

에 의한 교류 전원 발생을 의미하며, 이 전원의 발생으로 회전자

도 영향을 받아 잔류자기가 점점 더 커지게 되고 마찬가지로 코

일에 유도되는 전압도 커지게 되어 자속은 B-H 곡선에 의하여 

포화상태까지 발전하게 된다. 이때 잔류자기가 커진 형태인 회전

자계와 회전자의 속도 차이에 의해 와전류가 발생하게 되어 제동

력이 생기는 것과 동시에 고정자 코일에 발전된 전압을 회수하는 

것이 전자기형 리타더의 L-C공진을 이용한 회생제동 원리이다

[9,11].

2.2 리타더의 수학적 모델링

리타더는 동작원리와 그 구조로 인해 자여자 유도발전기로 모

델링할 수 있다[7,11,12]. 리타더를 자여자 유도발전기로 모델링

하기에 앞서 고정자와 회전자 권선이 대칭이고 이상적인 분포권

을 가졌으며 철심의 자기포화 현상이 없고 공극이 일정하다고 하

면 자화유도발전기의 삼상(Phase)의 변수들을 변환을 통해 

수학적 모델링을 나타낼 수 있고 등가회로가 그림 2와 같다.

 

그림 2 리타더의 d-q축 등가회로

Fig. 2 Retarder’s d-q axis equivalent circu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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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타더가 동작하기 위해 커패시터가 직렬로 연결된 리타더의 상

태 방정식은 식 (1)과 같다[12]. 식 (1)에서     
 

       
  형태로 정리한 후 자여자(Self-excitation)

에 관여하는 가 비록 가 초기 값이 0이여도 존재하기 위해서

는 Z의 행렬식이 0이여야 한다[14,15]. Z의 행렬식을 구하면 다음 

식 (2)와 같다.

        

식 (2)에서, 


 

  






  


  


 





 
 

 
 

  













  



 

 



 




 

  
 

 


 




 
 




 




 

  



 

 



이다.

2.3 3D맵을 이용한 리타더 구동 파라미터 설계

식 (1)을 정리한 후 본래 Z의 행렬식을 구하면 8차 다항식이 

나오지만 수학적으로 식을 정리하면 식 (2)와 같이 6차 다항식으

로 줄일 수 있다[13]. 가 존재하기 위한 조건인 식 (2)의 미분

방정식이 초기 과도상태인 에서 는 발전기의 잔류자기 

등의 초기 상태에 관여되어 있다. 잔류자기가 존재한다면 ≠

이고   일 때의 근 를 구하고 이때의 근의 실수부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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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그림 3 커패시턴스와 모터 RPM에 따른 행렬식의 해 중 최댓값 

(a) 의 1/2배 (b)   (c) 의 2배

Fig. 3 Maximum value of roots of determinant of Z for 

capacitance and motor RPM (a) half of   (b)   (c) 

double of 

그림 4 리타더의 구동 속도 범위(C=70[μF])

Fig. 4 Retarder drive speed range (C=70[μF])

나라도 양수에 있으면 가 지수적으로 증가하므로 자여자 발전이 

가능하다[15]. 극점이 우반구에 있으므로 불안정상태이지만 전류

는 B-H 곡선에 의해 포화되어 근의 실수부가 0이 되는 방향으

로 이 변화한다.

따라서 리타더의 에너지를 회수하기 위한 동작할 수 있는 실

제적으로 파라미터 값을 설계한다. 파라미터 중 커패시턴스와 속

도를 변수로 하고 나머지 값은 일정한 값으로 고정시킨 후 Z의 

행렬식의 근의 실수부가 양수가 나오는지 확인하였다. 특히 의 

경우 온도에 따른 변동성이 크므로 실제 시스템에서의 동작 온

도, 발열로 인한 온도 상승 등의 조건들을 고려하여 기존 3.6 

[Ω]의 1/2배 값과 2배 값일 경우도 고려하였다.

그림 3은 고정자 측의 커패시턴스와 모터 속도(RPM)에 변화

에 따른 Z의 행렬식의 근의 실수부 중 최댓값을 표시한 3D로 도

식화한 그림이다. 특히, 의 값에 변화도 고려하였다. 행렬식의 

근의 실수부 중 최댓값이 0보다 큰 영역에서 회생전압이 발생한

다. 그림 3(a) 보다 그림 3(b) 혹은 그림 3(c)으로 갈수록 그 영

역이 넓어짐을 알 수 있다. 또 동작 가능한 속도의 범위와 커패

시턴스의 값이 작을수록 범위가 증가한다.

그림 4를 통하여 C=70 [μF]일 경우 속도 약 765~1249 

[RPM]에서 행렬식 Z의 근들 중에 실수부가 양수인 근이 있기 

때문에 리타더가 동작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커질수록 리타더의 동작범위가 늘어나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또 커패시턴스 값을 작게 하면 동작속도 범위가 늘어난다. 

그러나 커패시터의 전압이 더 커지게 되므로 스위칭 스트레스, 

커패시터의 내압, 커패시터에 저장되는 에너지 등으로 인하여 커

패시턴스 값은 시뮬레이션을 통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70 [μF]

으로 선정하였다.

설계 시 자동차 주 속도에 따른 주파수를 계산하여 고정자의 

L과 C의 값을 조정하여 공진주파수로 맞춰주면 L-C 공진회로에 

최대 전압을 발전시킬 수 있다. 차량 의 속도에 대한 전기주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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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리타더의 전력회수를 위한 일반적인 전체 시스템도

Fig. 5 Overall system for conventional retarder power 

recovery

그림 6 제안한 리타더 전압제어기 알고리즘

Fig. 6 Proposed retarder voltage controller algorithm

는 다음 식 (3)으로 계산할 수 있다.

 











m












 

공진주파수 는 다음 식 (4)와 같다.

 




식 (3)과 식 (4)를 이용하여 리타더의 극 수, 차량의 바퀴의 

반지름, 커패시턴스의 값을 선정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반지

름 0.5 [m], 극 수 4, 기어비 4에서 765~1249 [RPM]일 경우의 

차량속도를 계산하면 약 43~70 [km/h]로 차량의 주 속도를 55 

[km/h]로 가정하였다. 실제로 기어비, 반지름, 극 수를 조절하고 

차량의 주 속도를 고려하여 커패시턴스를 조정함으로써 3-D 

map을 그려 동작속도범위를 확인하여 각 파라미터 값을 설계할 

수 있다. 이는 차량의 주 속도와 반지름 및 극 수에 따라서 현재 

차량의 시속을 알 수 있고, 전기주파수를 구할 수 있으므로 차량

의 주 속도와 공진주파수를 설계하여 공진을 잘 일으키기 위함이

다. 따라서 차량의 주 속도를 고려하여 L, C, 극 수를 조절하면 

높은 전압을 얻을 수 있다[13]. 여기서 리타더는 발전을 위해 회

전자계의 주파수는 회전자의 주파수보다 작으며, 주파수 차이에 

의해 와전류가 생긴다. 그러므로 와전류 손실이 생기고 열이 나

면서 기계에너지가 다른 에너지로 바뀌게 되며 에너지회수와 제

동을 동시에 할 수 있다[12].

3. 리타더 시스템 및 제어기

3.1 시스템 구성

그림 5는 리타더에서 나오는 전력 회수를 위한 전체적인 시스템이

다. 커패시터는 코일과 직렬 연결되어 공진을 이룬다. 이 회로에서 배

터리에 충전시키기에 용이한 전압으로 제어한다. 방법은 L-C공진회로

에서 FET의 온/오프를 작동펄스로 제어한다. 

즉 L-C공진회로에서의 스위칭을 통하여 커패시터와의 결선을 

스위칭 하여 무효전력 공급을 조절하고 스위칭을 통한 다른 주파

수의 간섭으로 인해 전압의 변화가 생긴다. 이렇게 제어된 전압

은 3상 AC/DC정류기(Full Bridge Rectifier)를 통해 정류된 후 

DC/DC컨버터(Chopper)를 통하여 배터리에 저장된다.

3.2 전압 제어기 및 알고리즘

리타더 시스템에서 스위치가 도통 상태가 됐을 경우 리타더는 

자여자 유도발전기와 동일한 회로를 구성하고 있다. 그러므로 3상 

정현파의 전압이 발생한다. 그 후 제어를 위해 어느 일정한 주파

수와 듀티를 가진 게이트신호를 인가할 경우에는 듀티와 주파수

에 따라 커패시터와의 결선이 달라지므로 무효전력의 공급이 조

절된다. 또, 게이트 신호 인가를 통해 다른 주파수가 관여하게 된

다. 이를 통해 기존 속도주파수와 공진주파수와의 차가 바뀌므로 

공진율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이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연구되었다. 

그러므로 공진율이 바뀜에 따라 리타더에서 발생하는 전압에 

변동이 생긴다. 이 변동하는 전압을 제어하는 알고리즘은 그림 6

과 같다. 그림 6의 전압 제어 알고리즘에서 제어가 시작되면 먼저 

정류된 전압을 측정하여 Moving Average 필터를 통과시킨 후 

배터리에 충전하기 용이한 기준 전압과의 차가 PI제어기의 입력

신호가 된다. 이 PI제어기의 출력은 듀티가 되며 오차 값에 따른 

계산된 듀티와 주파수 1 [kHz]의 펄스를 생성하여 게이트 신호

에 인가한다.

그림 7은 그림 6의 알고리즘을 블록 다이어그램으로 간단히 

묘사한 그림이다. 기준전압과 정류된 전압을 Moving Average 

Filter를 거친 값과의 차이로 에러값을 얻고 이는 PI제어기의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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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리타더 전압 제어기 블록 다이어그램

Fig. 7 Retarder voltage controller block diagram

표   1 리타더 전압제어 시뮬레이터 및 M-G set 실험 파라미터

Table 1 Parameter of retarder voltage control simulator 

and M-G set experimental

Parameter Value Unit

Rated Power 300 [W]

Rated Speed 1500 [RPM]

Power Factor 0.57 -

Rated Torque 2 [Nm]

Rated Voltage(Y-connection) 400 [V]

Rated Voltage 400 [V]

Rated Frequency 50 [Hz]

Stator resistance 22.13 [Ω]

Rotor resistance 3.6 [Ω]

Stator leakage inductance 250 [mH]

Rotor leakage inductance 66 [μH]

Stator Capacitance 70 [μF]

Poles 4 -

Load Resistance 5 [kΩ]

Smoothing Capacitance 125 [uF]

Snubber Resistance 200 [Ω]

Snubber Capacitance 20 [μF]

그림 8 리타더 전압제어를 위한 시뮬레이터 구성도

Fig. 8 Retarder Voltage Control Simulator

 

그림 9 시뮬레이터 내의 FET 및 스너버 회로 구성도

Fig. 9 Diagram of FET and snubber circuit in simulator

력으로 들어간다. PI제어기에서 나오는 출력은 게이트 신호에 인

가하는 상승 듀티의 범위가 0~1이므로 제한을 둔다. 매트랩 시뮬

링크를 이용하여 PI제어기를 사용하였다. 그림 7의 Pulse 

Generator는 듀티와 주파수를 인가하면 그에 맞는 펄스를 생성해

주는 블록이다.

4. 시뮬레이션

4.1 리타더 시뮬레이터 구성도

아래 그림 8은 리타더 전압 시뮬레이터로 제어기, 리타더, 

FET, 커패시터, 3상 AC/DC컨버터, 저항 부하, 평활 커패시터 및 

여러 개의 전압, 전류를 측정하기 위한 오실로스코프와 멀티미터

로 구성되어 있다.

리타더에서 나오는 전압을 배터리에 충전하거나 사용하기 용

이한 전압으로 제어하는 제어기의 효용성을 보이기 위해 매트랩 

시뮬링크를 이용하였다. 리타더를 SEIG로 모델링 하였고 실제로

는 에너지가 회수되며 제동이 되지만 M-G set실험을 위해 속도

는 일정하다고 가정하였다. 그리고 표 1은 그림 8의 시뮬레이터

와 실제 실험에서 사용된 파라미터들을 정리한 표이다.

이 파라미터 값은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매뉴얼 값에 해당하며 

리타더 동작에 중요한 파라미터인 고정자 저항, 누설 인덕턴스와 

회전자 저항, 누설 인덕턴스 및 커패시터는 LRC미터기를 통하여 

측정하였다. 리타더와 커패시터와 직렬 연결되어있는 스위치 블

록 내부는 그림 9와 같다.

FET를 스위칭소자로 사용하였고 FET의 고전압 및 대전류의 

스위칭 스트레스와 전력 손실을 줄이기 위하여 스너버 회로를 구

성하였다. 스너버 회로는 스위칭 보조회로로서 일시적인 과전압

과 과전류를 막고, 전압과 전류의 과도한 변화율을 감쇄시키며, 

스위칭 손실을 줄이고 스위치가 SOA(Safe Operating Area)밖에

서 동작하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16].

그림 10, 11은 속도를 900[RPM]으로, 기준전압을 다르게 한 

시뮬레이션 결과이다. 그림 10은 기준전압이 250[V] 속도가 

900[RPM]일 경우이며 왼쪽 그림은 부하저항과 평활커패시터 양

단의 전압 파형이다. 처음 5초간은 빌드 업 시간이며 FET의 게

이트 신호를 제어하지 않고 도통 상태를 유지한다. 5초 이후 제

어신호를 인가하여 기준전압으로 전압이 제어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오른쪽 그림은 제어 후 정상상태에서의 스위칭 소자에 

인가하는 제어신호 파형을 나타낸다. 이 제어신호는 PI제어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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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13 (a) 부하 및 기준 전압, 부하 및 기준 전압 (b) FET에 인

가한 제어신호 (Vref=300[V], 1100[RPM])

Fig. 13 (a) Load and reference voltage (b) Control signal 

applied to FET (Vref=300[V], 1100[RPM])

그림 14 리타더 전압 제어를 위한 실제 실험 구성도

Fig. 14 Actual experiment configuration for retarder voltage 

control

(a) (b)

그림 10 (a) 부하 및 기준 전압, 부하 및 기준 전압 (b) FET에 인

가한 제어신호 (Vref=250[V], 900[RPM])

Fig. 10 (a) Load and reference voltage (b) Control signal 

applied to FET (Vref=250[V], 900[RPM])

(a) (b)

그림 11 (a) 부하 및 기준 전압, 부하 및 기준 전압 (b) FET에 인

가한 제어신호 (Vref=300[V], 900[RPM])

Fig. 11 (a) Load and reference voltage (b) Control signal 

applied to FET (Vref=300[V], 900[RPM])

(a) (b)

그림 12 (a) 부하 및 기준 전압, 부하 및 기준 전압 (b) FET에 인

가한 제어신호 (Vref=250[V], 1100[RPM])

Fig. 12 (a) Load and reference voltage (b) Control signal 

applied to FET (Vref=250[V], 1100[RPM])

통해 듀티 제어된 결과 값이며 듀티가 69.75[%]이다. 그림 11은 

기준전압만 300[V]로 변경하였을 때의 시뮬레이션 결과이며 그

림 10와 마찬가지로 전압이 기준전압(300[V])로 제어된다. 제어

신호의 듀티 같은 경우 기준전압이 더 큰 300[V]이므로 그림 

10(b)에 보다 큰 81.75[%]로 제어된다.

그림 12, 13은 속도를 1100[RPM]으로 올렸을 경우이며 마찬

가지로 기준전압을 다르게 한 시뮬레이션 결과이다. 그림 12는 

기준전압이 250[V] 속도가 1100[RPM]일 경우이며 왼쪽 그림은 

부하저항과 평활커패시터 양단의 전압 파형이다. 처음 5초간은 

빌드 업 시간이며 FET의 게이트 신호를 제어하지 않고 도통 상

태를 유지한다. 5초 이후 제어신호를 인가하여 기준전압으로 전

압이 제어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오른쪽 그림은 제어 후 정

상상태에서의 스위칭 소자에 인가하는 제어신호 파형을 나타낸다. 

이 제어신호는 PI제어기를 통해 듀티 제어된 결과 값이며 기준전

압이 250[V]일 경우 66.37[%]이다. 그림 13은 기준전압만 

300[V]로 변경하였을 때의 시뮬레이션 결과이며 그림 12와 마찬

가지로 전압이 기준전압 300[V]로 제어된다. 제어신호의 듀티 같

은 경우 기준전압이 250[V]보다 큰 300[V]이므로 듀티도 그림 

12(b)에 비해 더 큰 70.86[%]로 제어된다.

5. 실  험

이 논문에서의 실험은 축소모형인 M-G set으로 진행하였으며 

실제 그림은 그림 14와 같다.

그림 15, 16은 실제 실험 결과로써 시뮬레이션과 마찬가지로 

구동 후 5초까지는 전압 빌드 업 시간을 가지며 5초 이후 전압

제어신호를 게이트에 인가한다. 그림 15는 기준전압이 250[V], 

리타더 속도가 900[RPM]일 때 부하전압의 파형을 나타낸 것으

로 처음 빌드 업시 전압이 323[V]로 측정되나 5초 이후 PI듀티

제어를 통하여 전압이 약 250[V] 제어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

다. 또 오른쪽 그림은 게이트에 인가된 제어신호이며 PI제어를 

통해 정상상태에서 듀티가 약 40%로 제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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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15 (a) 부하 전압 (b) FET 게이트 전압 실험 결과

(Vref=250[V], 900[RPM])

Fig. 15 (a) Load Voltage (b) FET Gate Voltage Experiment 

Result (Vref=250[V], 900[RPM])

(a) (b)

그림 16 (a) 부하 전압 (b) FET 게이트 전압 실험 결과

(Vref=300[V], 900[RPM])

Fig. 16 (a) Load Voltage (b) FET Gate Voltage Experiment 

Result (Vref=300[V], 900[RPM])

(a) (b)

그림 17 (a) 부하 전압 (b) FET 게이트 전압 실험 결과

(Vref=250[V], 1100[RPM])

Fig. 17 (a) Load Voltage (b) FET Gate Voltage Experiment 

Result (Vref=250[V], 900[RPM])

(a) (b)

그림 18 (a) 부하 전압 (b) FET 게이트 전압 실험 결과

(Vref=300[V], 1100[RPM])

Fig. 18 (a) Load Voltage (b) FET Gate Voltage Experiment 

Result (Vref=300[V], 1100[RPM])

그림 16은 기준전압이 300[V], 리타더 속도가 900[RPM]일 

때 마찬가지로 PI듀티제어를 통하여 전압이 약 300[V] 제어되

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 정상상태에서 듀티가 약 68%로 제

어된다.

그림 17, 18은 실제 실험 결과로써 시뮬레이션과 마찬가지로 

구동 후 5초까지는 전압 빌드 업 시간을 가지며 5초 이후 전압

제어신호를 게이트에 인가한다. 그림 17은 기준전압이 250[V], 

리타더 속도가 900[RPM]일 때 부하전압의 파형을 나타낸 것으

로 처음 빌드 업시 전압이 323[V]로 측정되나 5초 이후 PI듀티

제어를 통하여 전압이 약 250[V] 제어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 오른쪽 그림은 게이트에 인가된 제어신호이며 PI제어를 통해 

정상상태에서 듀티가 약 40%로 제어된다.

그림 18은 기준전압이 300[V], 리타더 속도가 900[RPM]일 때 

마찬가지로 PI듀티제어를 통하여 전압이 약 300[V] 제어되는 것

을 확인할 수 있다. 또 정상상태에서 듀티가 약 68%로 제어된다.

6. 결  론

본 논문에서는 트럭이나 버스 등의 대형 차량의 제동 안정성

을 높이기 위한 보조브레이크로써 최근 그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

는 전자기형 리타더의 동작원리를 설명하였다. 리타더의 동작원

리와 그 구조로 인해 자화유도발전기(SEIG)로 모델링하였고 3-D 

맵을 이용하여 리타더가 구동할 수 있는 파라미터 값을 설계하였

다. 그리고 시뮬레이션을 통해 리타더에 유도되는 전압을 사용하

기 용이한 전압으로 제어하는 알고리즘을 연구하였다. 이를 

Matlab Simulink를 통해 Simulator를 연구하였고 어느 일정한 

기준전압으로 전압을 제어함을 보였다. 

또한 선행 연구와 달리 새로 제안된 알고리즘에 대하여 폐루

프 제어를 실제 M-G set과 DSP를 이용한 실시간 실험을 통해 

그 효과를 증명하였다. 리타더 시뮬레이터 연구를 통해 리타더에

서 나오는 전압을 배터리에 충전하기 최적인 전압으로 제어함으

로써 에너지 회수율을 높일 수 있고 이는 곧 자동차의 제동토크 

향상과 효율을 증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준전압을 

바꿈에도 제어가 되므로 배터리의 전압레벨이 바뀌어도 어느 정

도 가용범위가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 스너버 회로에서 단순

히 저항을 통해 열에너지로 소모하는 것이 아닌 에너지 회생을 

한다면 좀 더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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