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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s vehicles become more intelligent this is focused on ways to enhance safety and 

convenience for both drivers and passengers. In particular, x-by-wire systems that 

replace rigid mechanical components with dynamically configurable electronic elements 

are being developed to expand intelligent functions, such as adaptive cruise control or 

lane departure warning system. Because the malfunction of safety-related modules 

controlling critical functions, such as brakes, throttle, and steering in x-by-wire 

systems, can cause injury or death, safety and reliability are the most critical issue for 

automotive vendors and parts manufacturers. In an effort to develop better and 

effective brake-by-wire system, this paper presents EMB system by using the low 

speed electric vehicle, which is not required large braking force, with motor 

controller. In addition, we design performance evaluation system of EMB with 1/4 low 

speed electric vehicle model and suggested EMB is evaluated through the performance 

evalu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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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들어, 자동차는 단순한 운송 수단에서 운

송, 정보, 업무 및 휴식 공간으로 발전할 수 있는 

지능형 자동차(intelligent vehicle) 기술 개발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1-3]. 특히, 교통사고 

위험을 사전에 경감하는 능동 안전 시스템(active 

safety system)이나 사고가 발생한 후 운전자를 

위험에서 최소화하는 수동 안전 시스템(passive 

safety system)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증가되고 

있다. 

2000년을 기점으로 자동차 회사 및 브레이크 

시스템 제조사는 x-by-wire 시스템 개념을 도입

한 Brake-By-Wire(BBW) 시스템을 개발하기 시작

하였다. 초기의 BBW 시스템은 유압을 완전히 배

제한 시스템이 아니라, 제동력을 인가하는 유압 

시스템은 유지하면서 유압 시스템을 디지털 제어 

시스템으로 변경하는 형태로 개발되었다. 일반적

으로, 이와 같은 형태의 BBW 시스템을 wet-type

의 BBW 시스템 또는 EHB(Electro-Hydraulic 

Brake)라고 부른다. Wet-type의 BBW 시스템은 

2002년 독일 Benz사의 SL500 Roadster 양산 제

품에 적용되었으며, 일본 Toyota 사의 하이브리드 

차량인 Estima의 EHB 기반 브레이크에 적용되었

다. 그러나, 기존의 wet-type의 BBW 시스템은 

유압 시스템을 사용함으로써 기존의 시스템이 갖

고 있는 복잡한 구조와 누출에 대한 취약성 등과 

같은 단점들을 그대로 갖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

를 해결하기 위하여 완전한 형태의 전자식 브레이

크 시스템인 dry-type의 BBW 시스템에 대한 관

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dry-type의 BBW 시스

템은 wet-type의 BBW 시스템이 극복하지 못하

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

기 때문에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7-11].

그러나, dry-type의 BBW 시스템은 유압 시스

템과 같은 충분한 제동력을 확보하는데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즉, 기존의 12V 전원 체계에서 모터

가 발생시킬 수 있는 제동력에는 한계가 있기 때

문이다. 또한, 기계적인 보완 없이 전자 시스템으

로 구성할 때 고장에 대한 결함 허용(fault 

tolerant) 능력과 같은 신뢰성 문제도 함께 고려되

어야 한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전원 체계를 12V에서 42V로 변경하기 

위한 연구와 강력한 제동력을 발휘하는 모터의 개

발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또한, 전자 시

스템의 고장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방법으

로 중복 구조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고 있다[12].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72V 전원을 사용하는 

그린 환경의 저속 전기 자동차(low speed 

electric vehicle)에 적용할 수 있는 dry-type의 

EMB(Electro-Mechanical Brake)와 제어 시스템을 

제안 한다. 특히, 본 논문에서는 dry-type의 BBW 

시스템에서 발생될 수 있는 부족한 제동력을 확보

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그리고, 제안된 EMB 시스

템의 성능을 검증하기 위하여 성능 평가 시스템

(performance evaluation system)을 제작하고, 성

능 평가 시스템에서 EMB의 성능을 검증한다.

2. Brake-By-Wire 시스템

일반적으로, BBW 시스템의 구조는 그림 1과 

같이 구성된다. BBW 시스템은 운전자로부터 입력

을 받는 브레이크 페달부, 입력 받은 신호에 따른 

출력을 제어하는 제어부와 제어 신호에 따라 출력

을 발생시키는 구동부로 구성된다. 또한, 페달부, 

제어부와 구동부는 서로의 정보를 공유하기 위하

여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다. 여기서, 각각의 모

듈과 네트워크는 결함 허용을 위하여 중복 구조로 

설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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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tructure of brake-by-wire system

브레이크 페달부는 운전자로부터 입력 받은 제

동 정보를 측정하여 아날로그 정보로 제공하는 센

서가 내장된 전자식 페달과 마이크로 컨트롤러가 

내장된 페달 모듈로 구성된다. 전위차계

(potentiometer)와 같은 센서는 페달의 변위를 저

항의 변화로 측정하여 아날로그 값으로 출력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페달 모듈은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기 위한 ADC 기능, 입력 신

호의 연산 기능, 통신을 위한 통신 기능을 담당한

다. 최근에는, 센서 기능과 페달의 기능을 통합한 

전자식 페달이 개발되고 있다. 

브레이크 제어부는 페달부의 입력 정보에 따른 

출력을 제어하기 위하여 중앙 제어 모듈과 브레이

크 휠의 EMB를 제어하기 위한 4개의 모듈로 구

성된다. 중앙 제어 모듈은 입력 받은 브레이크 페

달 정보를 바탕으로 각 브레이크 휠에 가해질 제

동력을 연산하여 각 모듈에 제공하는 기능을 가진

다. 또한, 각 휠 모듈의 상태 정보를 감시하여 각

각의 모듈 고장에 대비하는 기능도 추가로 가진

다. 각 모듈은 중앙 제어 모듈로부터 제공된 제동

력 정보를 바탕으로 제동력을 발생시키는 구동부

를 제어하는 기능을 가진다. 또한, 각 휠의 제동 

상태를 중앙 제어 모듈에 피드백(feedback)시키는 

기능도 가진다.

브레이크 구동부는 제어 모듈로부터 입력 받은 

정보에 따라 브레이크 휠의 디스크에 제동력을 인

가시키는 기능을 수행한다. 일반적으로, 구동부를 

구성하는 EMB는 디스크 패드를 모터로 전진시켜 

디스크와 패드 사이의 마찰력으로 제동력을 인가

시키는 구조로 구성된다. 특히, 모터 방식의 EMB

를 비롯하여 모서리(edge)방식과 같은 다양한 제

동 방법이 연구되고 있다.

특히, BBW 시스템을 위한 페달부, 제어부, 구

동부는 결함 허용(fault-tolerant)을 위하여 중복 

구조(redundancy)로 구성되어야 한다. 즉, 브레이

크 시스템에서 결함을 허용하기 위하여 페달 입력 

신호를 비롯한 센서, EMB 제어 모듈과 제동력을 

인가하는 엑츄에이터가 중복으로 설계되어야 한

다. 또한, 브레이크 제어 정보를 전달하는 통신부

는 결함 허용이 가능하도록 중복 네트워크 구조로 

설계된다. 현재, 일부 자동차 부품 회사는 대표적 

차량용 통신 프로토콜인 CAN(Controller Area 

Network) 통신을 이용한 BBW 시스템 개발을 진

행하고 있다. 또한, X-by-wire 시스템을 비롯한 

섀시 시스템의 중복 네트워크 구조에 대한 프로토

콜로서, TTTech사에서 개발된 TTP와 FlexRay 컨

소시엄에서 개발된 FlexRay가 사용되고 있다.

BBW 시스템은 유압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유압을 사용함에 따라 발생될 수 있는 환경적인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

고 있다. 또한, 유압의 누수에 따른 제동력 상실

을 방지하여 브레이크 시스템의 신뢰성과 유지 보

수 기능의 향상을 가져온다. 브레이크 시스템의 

제동력을 ECU로 제어함으로써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으며, 브레이크 시스템의 무게를 줄여 차량 

주행의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 특히, 브레이

크 시스템과 같은 복잡한 구조를 표준화된 형태로 

구성함으로써, 공간에 따른 재설계의 어려움을 줄

여 차량 개발 기간을 줄이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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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저속전기자동차용 

Eletro Mechanical Brake 개발

우선, 저속 전기자동차용 EMB를 개발하기 위하

여 차량 제동력은 차량의 무게 및 가속범위를 고

려하여 계산되어야 한다. 여기서, 저속 전기자동차

의 제동력을 계산하기 위한 입력 변수 및 입력 값

은 표 1과 같이 정의한다. 또한, 건조한 아스팔트 

노면을 기준으로 앞바퀴에 디스크 타입의 EMB 

두 개로 구성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타이어와 노

면간의 전축 중 최대 제동 토크 Tr은 식 (1)을 이

용하여 계산한다. 

 ××

×


×  (1)

여기서, R은 타이어의 유효 반경, Wf는 전륜의 

정하중, α는 감속도, H는 무게중심의 높이, L은 

축간 거리, W는 차량 총 중량, μtire는 노면과 타

이어 사이의 마찰계수를 의미한다. 

Vehicle variable value

Coefficient of ground friction 0.8

Disc pad coefficient of friction 0.4

Gross vehicle weight 690kgf

All axle weight 345kgf

Vehicle braking deceleration 0.5g

Distance between vehicle axes 1565mm

Braking efficiency 0.9-0.95

distance(center of wheel-ground) 250mm

distance(center of wheel-pad) 90mm

Vehicle speed max 40km/h

Table. 1. Vehicle parameter for calculating 
maximum braking force

그리고, 최대 제동력을 얻기 위하여 브레이크가 

작용해야 하는 제동토크는 식 (2)를 이용하여 계

산한다. 여기서, 타이어에 작용하는 수직력은 타이

어 중심을 향해 작용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타이어

의 변형은 고려하지 않는다. 

  × × × ×

×


×  (2)

여기서, 노면과 타이어 사이의 마찰계수 μtire

는 슬립율이 0.2 일 때 0.9를 가지며, 브레이크 

패드와 브레이크 디스크 사이의 마찰계수 μdisk

는 0.4로 가정하여 계산한다. 식 (2)에 따라 전축

의 제동력은 0.593kgf, 전축에 필요한 제동력은 

375kgf로 계산되었다. 따라서, 브레이크 패드에 작

용되어야 하는 최대 제동력은 629kgf로 계산된다.

EMB의 제동 메커니즘은 모터를 이용하여 발생

되는 회전력을 스크루에 연결하여 회전 운동을 직

선 운동으로 변형하는 방법을 선택한다. 또한, 스

크루의 직선 운동은 EMB의 패드를 직선 운동 시

킴으로써 디스크와 접촉하여 마찰되며 제동력을 

발생한다. 이와 같은 제동 메커니즘을 가지고 

EMB 시스템을 제작하여 위하여 필요한 요소 부

품을 제작하고 일부 요소 부품은 상용 제품을 사

용하여 제작한다. EMB 시스템을 제작하기 위한 

요소 부품은 회전 운동 에너지를 제공하는 모터 

및 기어 박스, 회전 운동하는 모터와 스크루를 채

결하는 커플링(coupling), 회전 운동을 직선 운동

으로 전환시켜주는 스크루(screw)와 마찰력 인가

를 위한 패드로 구성된다. 

모터 및 기어박스는 모터 타입의 EMB 시스템

에서 요구되는 빠른 응답 성능과 큰 제동력을 동

시에 만족하는 전용 모터 시스템을 제작할 수 없

기 때문에 EMB 시스템에서 요구되는 최대 제동

력을 만족하는 상용 제품을 선정하였다. EMB 시

스템에 사용된 모터는 성신 모터사의 S9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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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24CH DC 모터를 선정한다. 회전 운동 에너

지를 발생시키는 모터와 회전 운동 에너지를 직선 

운동 에너지로 변환시켜는 스크루를 연결하는 커

플링은 모터의 회전축과 스크루의 회전축이 서로 

정확하게 맞지 않을 경우를 고려하여 flexible 커

플링을 선정한다.

다음으로, 회전 운동 에너지를 직선 운동 에너

지로 전환시켜주는 스크루는 일반 상용 제품을 선

정한다. 여기서, 리드 스크루는 에너지 변환 시 

손실이 많고 실제 EMB 시스템을 제작할 때 잠김 

현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볼 스크루를 선정

한다. 그림 2는 리드 스크루와 볼 스크루의 에너

지 변환 손실과 잠김 현상의 실험 결과를 나타내

고 있다. 그림에서, 같은 전류를 인가할 때 볼 스

크루가 리드 스크루에 비하여 현저하게 높은 제동

력을 전달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리드 스크

루는 제동력을 제거할 때 잠김 현상이 발생하는 

데 반하여 볼 스크루는 제동력을 제거할 때 잠김 

현상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는 볼 스크루를 이용하여 회전 운동 에너지를 직선 

운동 에너지로 변환시키는 방법을 적용하였다.

그림 3은 EMB 제동 메커니즘을 바탕으로 제작

한 EMB 시제품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에서, 휠과 

마찰을 하는 브레이크 패드를 구성하는 캘리퍼 구

조는 주물 제작의 어려움과 주물 제작의 비용 문

제로 인하여 상용 제품에서 필요한 부분을 절단하

여 사용하였다. EMB는 장착 시 무게를 고려하여 

알루미늄 재질을 사용하였으며, 모터를 이용한 

EMB 시스템의 구현 및 성능 평가를 목적으로 하

여 크기를 고려하지 않고 제작하였다. 

4. EMB 시스템 제어기 설계

EMB 시스템 제어기의 설계 사양은 최대 오버

슈트는 5% 이하, 정착 시간은 0.2sec 이하, 오차 

성능은 5kgf로 설정하고, 시스템의 샘플링 시간은 

20ms로 선정하였다. EMB 시스템의 제어기 설계

는 비선형 변수를 가지는 error squared 비례 제

어 알고리즘을 사용하였다. Error-squared 비례 

제어 알고리즘은 식 (3)과 같이 이득을 기준 입력

의 전체 범위에 대한 오차의 비에 비례하도록 설

계하여 오차의 크기에 이득이 변화하도록 설계하

였다[12]. 

  


 (3)

Fig. 3 Schematic diagram of EMB system
Fig. 2 Comparison of braking force transmission 

efficiency of lead screw and ball scr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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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Kc는 비례 이득을 나타내고 P는 백분

율로 표시된 비례를 나타낸다. 그리고, |e|는 전체 

기준 입력의 범위에 대한 백분율로 표시된 오차를 

나타내고 변화에 따른 Kc의 변화폭을 결정한다. 

일반적으로, error-squared 제어기는 작은 오차

에서는 게인 값이 작아지고 큰 오차에서는 게인 

값이 커지도록 하기 때문에 빠른 응답 성능을 얻

을 수 있다. 하지만 기준 입력의 급격한 변화나 

큰 오차는 급격한 변수 값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

으며 시스템의 진동을 증가시켜 오버슈트를 크게 

할 수 있다. 또한, 시스템을 불안정하게 만들어 

발산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비선형 계수 L을 사

용하여 식 (4)와 같이 제어기를 설계하였다. 

 


 (4)

여기서, Kp는 100/P를 나타내고, Kp는 실험적

으로 2의 임계값을 가짐을 확인하였고 안전성

(stability)을 고려하여 1.5의 값으로 선정하였다. 

또한, 비선형 계수 L은 실험적으로 0.8의 값으로 

선정하였다.

그림 4는 수정된 error squared 비례 제어기를 

사용하여 실험적으로 브레이크를 제어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에서, 급격한 기준 입력의 변

화가 있는 부분에서는 큰 오버슈트가 발생하고 

5kgf 이상의 큰 오차가 발생함을 확인하였다. 따라

서, 식 (5)와 같은 사다리꼴 적분기를 추가하여 오

차를 줄이면서도 급격한 기준 입력과 출력의 변화

에 둔감할 수 있도록 제어기를 다시 설계하였다. 

 


∆






 (5)

그림 5는 사다리꼴 적분기를 추가한 error- 

squared 비례 적분 제어기의 제동력 제어 성능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적분기를 사용한 제어기는 

큰 오차에 대한 민감도를 줄여 오버슈트를 제거하

고 오차도 상당히 줄일 수 있었다. 하지만, 기준 

입력에 대한 실제 제동력의 반응 속도가 늦음을 

확인하였다. 즉, 기준 입력에 대한 반응 속도를 높

일 수 있는 제어기 설계가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반응 속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기준 

입력을 사전에 예측하여 입력하는 방법을 사용하

였다. 예측 방법은 지수평활법을 이용하였고, 제어

기는 기존의 error squared PI 제어기를 동일하게 

사용하였다. 지수평활법은 시계열이 생성되는 시

스템에 변화가 있는 경우에 과거의 모든 자료를 

동일하게 취급하지 않고 최근의 자료에 더 큰 비

중을 주는 예측방법이다. 즉, 최근의 자료에 더 

Fig. 4 Braking force control result of P controller Fig. 5 Braking force control result of PI control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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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가중값을 주고 과거로 갈수록 가중값을 지수적

으로 줄여나가는 방법이다. 최근의 자료를 주로 

이용하여 미래를 예측해주므로 시계열이 생성되는 

시스템에 변화가 있을 경우 이 변화에 쉽게 대처

할 수 있으며 그 계산법이 쉽고 많은 자료의 저장

이 필요 없다는 장점이 있다. 제어기에는 제어 입

력과 같이 경향을 가지는 시계열 자료를 보다 잘 

예측하는 것으로 알려진 식 (6)과 같이 이중 지수

평활법을 사용하였다[13].

       

         

   

    


 

(6)

여기서, RT(k)는 k번째의 실제 입력되는 제어 

입력을 나타내고, T(k)는 k번째의 예측된 입력값

을 나타낸다. 또한, α는 이중지수 평활화 상수를 

나타내고 실험에는 0.3을 실험적으로 선정하였다. 

그림 6은 error-squared 비례 적분 제어기에 

기준 입력에 대한 예측 기능을 추가한 제어기의 

제동력 제어 성능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에

서, 제어기는 반응 속도, 추종 성능 및 오버슈트

에 대해서 제어기 설계 사양을 만족함을 확인하였

다. 특히, 제어기의 반응 속도가 예측기를 사용함

에 따라 상당히 개선됨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예

측기를 포함한 error-squared 비례 적분 제어기가 

제안된 EMB를 제어하기에 적절함을 확인하였다.

5. EMB 성능 평가

본 논문에서는 제안한 EMB 시스템과 제어기의 

제동 성능을 평가하기 위하여 그림 7과 같이 저

속 전기 자동차의 1/4 모델의 성능 평가 시스템

을 구성하였다. 그림에서, 성능 평가 시스템은 자

동차의 운동 에너지를 구현하기 위한 플라이 휠, 

회전 수를 검출하는 센서, 타이어와 마찰을 위한 

드럼, 타이어의 하중을 부가하는 하중 제어기와 

바퀴를 구동하기 위한 구동용 모터로 구성되어 있

다[14][15]. 

EMB 성능 평가 시스템에서 하중 제어기는 타

이어에 수직 하중을 부여하기 위해 핸들을 조작함

으로써 하중을 조정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으며 핸

들은 스크류와 연결된 로드 셀을 통해 현재 상태

에서 가하고 있는 하중을 알 수 있도록 설계하였

다. 드럼은 리니어 가이드와 유니버설 조인트를 

이용해 하중에 따라 전/후진이 가능하도록 설계하

였다. 구동용 모터는 저속 전기 자동차에 사용된 

Fig. 6 Braking force control result of PI 

controller with exponential smoothing

Fig. 7 Performance evaluation system of E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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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터를 사용하였으며 구동용 모터의 회전 에너지

는 타이어를 통해 플라이 휠을 회전시키는데 사용

되도록 설계하였다. 바퀴 휠의 회전수를 검출하기 

위한 센서는 톱니 모양의 수프라켓과 근접센서로 

구성하고 36pulse/rev의 분해능을 가지는 근접 센

서를 이용하여 바퀴 휠의 가속도를 계산하였다

[16][17].

플라이 휠은 전기자동차가 40km/h의 속도로 

주행하고 있을 때의 운동에너지를 발생할 수 있도

록 설계되어야 한다. 우선, 경 적재 상태에서 전

기 자동차의 운동에너지는 식 (7)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

×


 

 (7)

성능 평가 시스템의 플라이 휠을 설계하기 위

하여 엔진 모터의 최고 회전수는 약 424.41rpm

로 계산된다 왜냐하면, 전기자동차가 40km/h로 

주행하고 자동차의 바퀴 직경은 500mm이므로 1

회전 당 진행 거리는 약 1.57m로 계산되기 때문

이다. 하지만, 엔진 모터가 424.41rpm으로 회전

하는 경우의 운동에너지를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플라이 휠의 크기가 상당히 커져야 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플라이 휠의 속도를 높일 수 있도

록 드럼의 크기를 조정하는 방법을 선택하였다. 

즉, 드럼과 타이어의 속도비가 5:2가 될 수 있도

록 하여 최고 속도 주행 시 플라이 휠은 약 

1061rpm으로 회전이 가능하도록 설계하였다. 또

한, 제동 시 앞 바퀴의 브레이크가 전체 운동 에

너지의 70%를 담당한다고 가정하고 1/4 모델 플

라이 휠의 운동에너지는 전기 자동차의 전체 운동

에너지의 약 35%에 해당하는 운동에너지를 발휘

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따라서 안전율을 고려

하여 축의 직경은 40mm 이상으로 하고 축의 길

이는 600mm 이하로 설계하여 4개의 축을 결합

시켜 플라이 휠을 제작하였다.

그림 8은 freescale사의 MC9S12DP256B를 이

용한 EMB 제어기 모듈을 나타내고 있다. 제어기 

모듈은 브레이크 페달의 변위 신호를 측정하는 변

위차계의 아날로그 신호를 얻기 위한 ADC 기능, 

브레이크 모듈 사이의 통신을 위한 CAN 통신 기

능, CAN 통신에 따른 CAN 통신 인터럽트, 모터 

제어 입력을 위한 PWM 기능과 기본적인 연산 기

능으로 구성된다. 특히, 실험 결과를 획득하기 위

해 PC와 연결이 가능한 시리얼 통신 포트를 추가

하였으며 통신 라인의 편의성을 위하여 USB 타입

Fig. 8 EMB controller module

Fig. 9 Experimental result of maximum 

braking force performance eval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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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커넥터를 사용하여 통신 라인을 확보하였다. 

EMB 시스템의 목표 성능 지표는 아직까지 국

내는 저속 전기 자동차에 대한 성능 규격이 없기 

때문에 일반 상용차에서 적용되는 브레이크 모듈

의 성능 지표를 차량 중량의 차이를 고려하여 설

정하였다. 저속 전기 자동차의 차량 속도를 

40km/h이하로 하고 차량 중량은 600kg로 설정하

여 성능 지표를 작성하였다. EMB 시스템은 최고 

40km/h에서 10m의 제동 거리를 확보하며 페달에 

제동력이 인가되는 시간인 초기 시간 (initial time)

과 원하는 제동력까지 도달하는 시간 (build-up 

time)을 각각 200ms와 750ms 보장 할 수 있도

록 성능 목표를 설정하였다.

그림 9는 본 논문을 위해 제작한 성능 시험 시

스템에서 EMB의 모터 제어를 통해 인가되는 최

대 제동력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에서, 페달 입력 

신호를 기준으로 하여 제동력을 약 1.5초에 인가

하여 약 1.9초를 전후로 750kgf 이상의 제동력을 

인가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저속 전기

자동차 모델을 대상으로 설정한 정적인 상태에서 

최대 제동력 성능 지표를 충분히 만족함을 확인하

였다. 또한, 그림 9는 EMB의 응답 성능을 결과도 

나타내고 있다. 그림에서, 기준 입력 신호가 1.5초

에 인가되어 약 1.9초에 목표로 하는 제동력을 확

보함을 확인하였다. 즉, 최대 제동력 인가 시험에

서 측정한 약 500ms의 응답 시간은 초기 시간과 

build-up 시간을 고려한 응답 시간 측면에서 정

상적인 성능을 가짐을 확인하였다.

40km/h 차량 주행 상태를 성능 평가 시스템에

서 EMB를 이용하여 제동력을 인가할 때 제동 거

리를 측정하였다. 그림 10은 제동력을 인가한 상

태에서 브레이크 휠과 차량의 속도를 측정한 결과

를 나타내고 있다. 여기서, 차량의 속도(vehicle 

speed)는 직접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플라이휠의 

회전속도를 이용하여 계산한 차량의 주행속도를 

타이어의 반경으로 나누어 나타냈다. 전기 자동차

가 40km/h 주행 상태에서 차량 및 브레이크 휠

의 RPM 값과 차량의 바퀴 사이즈를 바탕으로 계

산한 제동 거리는 약 4.72m로 계산되었다. 즉, 제

작된 EMB의 설계의 기준으로 제시한 40km/h 주

행 조건에서 10m 이내의 제동 거리를 만족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제안된 EMB의 감속도는 

10m/s2으로 미국 고속도로 교통안전 위원회에서 

공포한 연방 자동차 안전 표준에서 새 브레이크를 

장착한 최대 하중 상태의 승용차는 제동 초속도가 

약 50km/h일 때, 5.2m/s2 이상의 평균 감속도를 

가져야 하며 96km/h에서는 약 5.5m/s2 이상의 

감속도를 가져야 한다는 규정을 만족함을 확인하

였다[18][19]. 

Fig. 10 Comparison of wheel speed and 

vehicle speed

6. 결 론

본 논문은 BBW 시스템을 위한 모터 타입의 

EMB를 제안하였으며 EMB 제어기를 설계하였다. 

또한, 제안한 EMB 제어기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

해 성능 평가 시스템을 제작하여 그 성능을 검증

하였다. 본 논문은 EMB 성능 평가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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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제안한 모터 타입의 EMB의 제어기 설계

를 통한 성능 평가 결과에 따라 저속 전기 자동차

에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특히, error-squared 

비례 적분 제어 알고리즘과 예측 알고리즘을 적용

한 제어기의 성능이 성능 평가 기준을 충분히 만

족할 수 있음을 성능 평가를 통해 확인하였다. 

둘째, 저속 전기 자동차의 1/4 모델을 모사한 

브레이크 성능 평가 시스템 제작을 통해 EMB의 

제어기 제동 성능을 평가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

다. 특히, 차량을 모사하기 위한 플라이 휠 크기

를 계산하여 실제 차량의 운동 에너지를 모사하여 

성능 평가 지표에 따라 그 성능을 평가 할 수 있

다. 따라서, 다이나모 타입의 대형 브레이크 성능 

평가 시스템뿐만 아니라 본 논문에서 제작한 형태

의 성능 평가 시스템을 통해 성능을 검증할 수 있

음을 의미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EMB 시스템은 저속 전기 

자동차 차량에 적절한 형태의 EMB 시스템을 제

안하였다. 따라서, 일반 상용 차량에 적절한 EMB 

시스템 및 제동 메커니즘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며 

실차 환경 조건에 따른 제어기 설계에 대한 추가

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특히, 제어기 설계 

결과를 동일한 환경에서 실험을 할 수 있는 실차 

모델의 브레이크 다이나모를 구축하여 비교할 필

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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