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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is paper studied performance characteristics of hybrid automotive to replace existing fossil fuel vehicles. 
Specially, about power split type HEV that is T-HEV's drive system when a vehicle drives at steady speed, monitored 
both output of each engine, motor and generator and battery SOC (state of charge) and analyzed performance 
characteristic of power transmission system and electricity power parts. This study shows those that acquired and 
analyzed information from signals between HCU and each controller of actual T- vehicle. From this study, it is 
confirmed that each conditions of EV and HEV drive can be a improvement with respect to the fuel efficiency of 
vehicles.

Key words : Power split type(유성기어 용 속도가변형 무단변속시스템), HEV(하이 리드 기자동차), EV
( 기자동차), HCU(하이 리드 콘트롤 유닛), Battery SOC(State of Charge, 배터리 충 율)

1. 서 론1)

최근 국제사회에 악재가 겹쳐 국제유가가 연일최

고치를 경신하고 있으며, 이에 자동차산업을 비롯
한 사회 부분의 산업이 큰 타격을 받고 있다. 자동
차산업은 70년  석유 동을 후로 자동차에 한 

연비 감  배기가스 감소에 한 요구가 증 되

어 선진국에서는 화석연료의 사용을 이는 새로운 

형태의 자동차를 선보이기 해 노력해 왔다. 환경
친화자동차, 체연료자동차, 하이 리드 자동차, 
연료 지자동차등의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 왔

다.1)

기자동차는 배터리를 동력원으로 하여 기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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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로 구동하는 방식으로 국에서 처음 제작되었으

며 내연기 을 장착한 기존차량에 비하여 성능이 

하게 떨어져 그동안 사장되어 왔다. 그러나 최
근 환경문제에 한 사회  요구와 기술의 진보에 

따라서 다시 연구되기 시작하 으며 90년 에 기

자동차를 출시하 으나 배터리에 의한 주행거리의 

한계와 에 지 장의 한계, 배터리의 과 한 무게

라는 과제는 여 히 안고 있다. 
향후 기존차량을 체할 차량으로 무공해 연료

지자동차(FCV, Fuel Cell Vehicle)가 유력하다. 하지
만 FCV는 막 한 개발비와 인 라 투자 때문에 아

직 실용화는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연료 지자동

차로 가는 간단계에 있는 하이 리드자동차(HEV, 
Hybrid Electric Vehicle)의 개발경쟁이 치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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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Toyota사는 Power Split Type의 하이 리

드시스템(THS)을 용한 P 차량을 양산하 다. 기
존 수동변속기 차량에 모터  배터리를 추가함으

로써 MT-HEV 자동차를 구 할 수 있으며, 표  

차량으로는 Honda의 I차를 들 수 있다. Honda는 
Toyota 보다 2년 뒤진 1999년부터 HEV를 양산하
다. 이는 연비가 좋은 자동차로 선정되는 등 가능성
이 있지만 편의성, 승차감, 운 자의 운 특성에 따

른 회생제동량 차이등의 문제가 있어 CVT 모델로 
환되는 추세다. Toyota는 2004년에는 THS의 성능
을 개선한 THS-II를 용한 04년형 P 차량을 매하
다. 기동력 부품 측면에서 THS 비 THS-II의 
주요 개선 내용은 시스템 압을 500V까지 승압할 
수 있는 Boost 컨버터를 채택함으로써 모터의 출력 
 효율 향상을 도모하 다.2) 

HEV는 직․병렬 그리고 다시 1축, 2축으로 나뉘
어져 여러 방식이 존재하며 그  T사가 처음 채택하
여 사용한 유성기어(planetary gear) 방식의 HEV에 
해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 차량의 성능향상을 
한 기계  장치  각종 로직의 개발 , 그리고 배터
리 리 시스템 개발 등이 연구되고 있다.3-5) 

본 연구는 유성기어 용 속도가변형 무단변속

시스템인 Power Split Type HEV의 주행상태 제어
에 해 차량정속주행시 엔진, 모터, 발 기 각각

의 출력(속도  토크)  배터리상태(SOC, Battery 
State of Charge)를 모니터링하여 동력 달시스템 

 기동력부품의 성능특성을 분석하고자 하

다. 

2. 상차량의 구동  시험

2.1 Power Split Type HEV

Power Split Type HEV 시스템은 그림 1과 같이 유
성기어를 이용하여 차량의 속도를 가변할 수 있는 

무단변속 시스템으로 유성기어의 리어 축에 엔진 

크랭크샤 트가 연결되어 있으며, 선 기어에 발
기(generator, MG1), 그리고 링 기어에 모터가 연결
되어 있으며, 최종 으로 링기어에 결합된 종감속

기(차동기어 포함)에 의해 구동에 필요한 토크(엔진 
 모터에서 발생)가 드라이  샤 트에 달하게 

된다. 

Fig. 1 Hybrid system of T(THS-II) powertrain1)

일반 으로 정상상태에서의 각 유성기어 요소

(선기어, 링기어, 리어)의 속도 계식과 토크 계

는 식 (1), (2)와 같으며 그림 2에 개략도를 나타내었다.

    (1)

   

  

 (2)

여기서, 는 유성기어비(선기어잇수/링기어잇
수)이다.
속도 계식에서 알 수 있듯이 유성기어의 3요소 
 2가지 요소를 컨트롤하여 모터 속도를 제어 할 
수 있다. 즉 모터(링기어)와 종감속기에 연결된 드
라이  샤 트속도(차속)를 변속할 수 있는 구조이
므로 Power Split Type에서는 이러한 유성기어의 원
리에 의해 그림 3과 같이 엔진이 정지된 상태에서 
모터에서 발생하는 토크만으로 차량을 구동하는 

EV구동이 가능하다. 
일반 으로 HEV 모드 운 시(엔진 ON상태)에서

는 주행조건은 Normal Energy Flow, Energy Re- 
Circulation으로 시스템이 동작하게 된다. 

Fig. 2 An alternate view of the THS-II powertr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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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mographic Chart of Planetary Gear Unit

Fig. 3 Energy flow of EV driving

Normal Energy Flow 모드에서는 엔진에서 생성되
는 기계에 지(토크)  약 28%가 선기어에 달되
고 선기어에 연결된 발 기에 의해 달된 기계에

지를 기에 지로 변환시킨다. 다시 기에 지

를 모터가 기계에 지로 변환하여 차량을 구동시키

게 된다. 
Energy Re-Circulation Flow에서는 Normal Energy 

Flow와 달리 모터와 발 기의 역할을 반 로 행하

므로서 모터에서 발 을 하고 발 기에서 구동토크

를 보조하게 된다. 

2.2 시험방법

실제 P 차량의 HCU(Hybrid Control Unit)와 각 제

어기(모터인버터, 엔진제어기, 배터리 제어기)로 지
령되는 디지털 신호인 CAN(Controller Area 
Network)데이터를 분석하고 엔진/모터/발 기 각각

에 한 속도  토크 그리고 배터리 제어기로부터 

HCU로 달되는 배터리 SOC 정보를 취득하여 사
용하 다. 배터리 출력은 배터리 워 이블에 

류/ 압센서를 장착 후 디지털 워메터를 이용하
여 데이터를 수집하 다.

SOC데이터는 재 배터리가 보유하고 있는 장
에 지(Ah:암페어×시간)를 정확히 계산하는 것이
다. 이를 하여 류센서 자체의 정 도에 의한 측

정오차 , 충․방 시 배터리 효율에 의한 에

지 손실발생, 사용환경(온도 등)에 따른 배터리 자
체의 용량특성 변화 등을 고려한 특허시스템6)을 이

용하 다. 
데이터 분석방법은 엔진, 모터 그리고 발 기는 

속도와 토크 정보를 받아 출력을 계산하 으며, 배
터리 출력은 류와 압으로 계산하 다. 정속주
행 시험조건은 차속을 16km/h ~ 96km/h의 범 에서 

16km/h(10MP H)씩 변화시켰고 등 각도는 0~8%까
지 2%씩 증가시켜 시험하 다. 

3. 기동력부품의 성능특성

Power Split Type 하이 리드시스템에서 차량 주

행시 상기와 같이 주행조건에 따라 HEV시스템(엔
진+모터+발 기) 효율이 최 가 되도록 주행 제어

략을 수행하고 있으며, 본 시험에서는 차량 정속 
주행시의 엔진, 모터, 발 기 각각의 출력(속도  
토크)  배터리 상태를 모니터링하여 주행제어
략에 해 검토하 다. 
정속 주행시 Power Split Type 하이 리드 차량

은 배터리 SOC에 따라 에 지원을 배터리로 하

여 모터 동력만으로 주행하는 EV 주행  엔진과 
모터동력을 이용하는 HEV 주행을 반복하게 된
다.
표 1과 2는 각각 평탄지와 6%등 각을 갖는 조건

에서의 등 각도별 정속주행시 각 동력부품의 토크

변화와 속도별 주행모드  SOC 변화를 나타내고 
표 3은 본 실험 조건하의 속도와 등 각도별 주행모

드를 보기 쉽게 정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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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Steady speed driving on the flat

Table 2 6% Grade driving

Table 3 Existing area of EV mode during steady speed 
driving

그림 4는 32km/h, 평탄로 정속주행조건에서 엔
진, 모터, 발 기의 출력과 배터리 SOC 그리고 주행
특성간의 계를 나타낸 그래 로 배터리 SOC가 
일정 수  이상(P 차량 시험 결과 약 53~70%)에서는 
EV 주행을 지속하게 되며 이후 배터리는 방  상태

이므로 SOC가 낮아져 SOC가 약 45%에 도달하면 
엔진을 크랭킹하여 차량은 HEV 주행상태가 되고 
엔진 동력에 의해 정속주행이 지속됨을 알 수 있다. 
엔진 동력  주행에 소요되고 남은 동력을 이용하

여 모터 는 발 기에 의해 엔진 동력을 기에

지로 변환하여 배터리를 SOC가 일정 수 에 도달

Fig. 4 Power of parts during steady speed driving(engine, 
motor, generator)

Fig. 5 Powertrain output power during steady speed driving

할 때까지 충 하게 되며 이것은 주행상태에 따른 

시스템 효율에 의해 결정된다. 
 SOC외에 워트 인 시스템의 출력과 차량속

도, 등 각도와의 계를 정리한 그림 5에서 출력이 
6kW이하 인 역에서 EV주행모드로 환됨을알 
수 있었으며 여기서 워트 인 시스템의 출력은 

식 (1), (2)의 계를 사용하여 엔진토크, 발 기토

크, 모터토크와 모터속도로부터 얻었다. 
그림 6은 정속주행에서 HEV 운 시 워트 인 

시스템은 엔진의 요구 동력을 만족하면서 연료소비

를 최소로 하는 엔진의 basic operation line  배터리
SOC 상태를 고려하여 Normal Energy Flow 는 

Energy Re-Circulation 모드로 동작함을 나타내고 있
다. 한 본 연구에서 측정한 데이터가 Toyota사의 
SAE보고서의2) 데이터와도 일치함을 알 수 있다. 그
림 3에서와 같이 0~4%등 각도내에서 주행할 경우 

Energy Re-Circulation 구동(MG2-발 , MG1-구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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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Powertrain system control

을, 6~8% 등 각에서는 Normal Energy Flow 모드로 
구동(MG1-발 , MG2-구동)함을 보여주고 있다. 
의 시험결과들에서 배터리시스템 으로 보

면 HEV 차량의 연비를 향상시키기 해서 EV 주행 
 HEV 주행을 반복하게 되는데 이를 결정하는 인
자 의 요한 요소가 배터리 상태(SOC) 이므로 배
터리시스템의 상태를 SOC가 얼마나 정확히 추종할 
수 있는지가 건이다.

4. 결 론

본 연구는 HEV시스템 효율의 최 화를 도모하

기 한 것으로 실제 P 차량에 한 HEV시스템 주
행제어 방법을 확인하기 해 Power Split HEV 차량
의 정속주행시 엔진, 모터, 발 기 각각의 출력  

배터리 상태를 모니터링 하여 P/T시스템  기동
력부품 성능특성에 한 정보와 함께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정속주행시 P/T시스템의 출력이 6kW이하이면
서 배터리 SOC상태가 45%이상인 조건에서 EV
주행이 이루어졌다.

2) 정속주행에서 HEV 운 시 P/T 시스템은 엔진의 
basic operation line  배터리 SOC 상태를 고려하
을때 등 각도 0~4% grade에서는 Energy Re- 

Circulation 모드로, 6~8% grade에서는 Normal

     Energy Flow 모드로 동작하 다.
3) HEV 차량의 연비 향상을 해서는 배터리 고용
량화를 통한 EV 주행 역(엔진 off 역)의 확  

 시스템을 최  운 으로 제어하기 해 배

터리 상태를 정확하게 추종 가능한 SOC 측 알
고리즘 개발이 요하다.

후    기

본 연구는 북 학교 NURI사업단 산학연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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