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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EPS(Electrical Power Steering) 시스템은 전동기의 설치
위치에 따라 C-EPS(Column-EPS), R-EPS(Rack-EPS), P-EPS(Pinion-
EPS)로 나눌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농업용 UTV 차량에 적용할 수
있는 C-EPS 시스템의 이론적 모델링과 실험시스템의 설계 및 제작, 그
리고 시작품의 실험을 통하여 조향제어 성능을 검증하였다.

1. 서    론

현재 출시되는 차량의 99% 이상이 스티어링 휠의 조향감각을 가볍게
하는 ‘파워 스티어링’ 시스템을 탑재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자동차의 전
면부에 설치된 엔진, 변속기 등으로 인해 차량의 무게 약 60%가 앞부분
에 몰리게 되어 운전자가 조향을 할 때 상당한 부담을 가지게 된다. 운
전자가 조향핸들에 가하는 조향력을 덜어주기 위해 대부분 유압에너지
를 이용한 유압식 파워스티어링 시스템(Hydraulic Power Steering :
HPS)을 사용해 왔다. 하지만 최근 전 세계적으로 환경오염 및 에너지
부족으로 인한 연비 규제가 강화되어 친환경 고연비를 위한 모든 내연
기관의 전자화가 급속히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전동식 조향장치
(Electrical Power Steering : EPS)는 기존 HPS 시스템에 비해 연비 향
상, 차량중량 감소, 운전편의성 증대, 환경폐기물 감소 등의 장점을 가지
므로 기존 HPS에서 EPS로 대체해 나가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국내
농촌에서 운반용으로 사용되는 대표적 다목적 차량(Utility Type
Vehicle : UTV)은 경운기이다. 경운기의 경우 조작이 어려우며, 농촌 고
령화에 따른 안전사고도 잦아, 현재 판매량은 미미한 수준이다. UTV
제품은 젊은 사람에게는 조작이 문제 되지 않으나, 국내의 경우 농촌 고
령화에 따른 노인들의 운행에는 조작이 어렵다는 점이다. 현재 이러한
사회적인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HPS시스템 갖춘 UTV를 개발 시판을
하였으나, 유압동력원 발생을 위하여 유압작업기 구동 시스템과 연동이
필요하여, 복잡한 시스템 구성에 따른 원가 상승폭이 커, 또 다른 매출
증대의 장애요인으로 작용되고 있다. 조향 보조 장치에 관한 외국의 주
요 UTV 제작 판매사의 신제품 동향을 분석 결과, 대부분의 판매사 모
두 EPS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다. EPS는 시스템이 간결하여 원가구조가
HPS에 비해 재료비만으로 20만원 이상 절감이 가능하며, 조립공정 간
소화에 따른 추가 절감효과를 고려한다면 원가절감에 따른 경쟁력 증대
로 매출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차
후 큰 가능성을 지닌 UTV 차량용 EPS 시스템 구현을 목표로 그 설계
방법과 구동특성을 제시하였다.

2. 본    론

  2.1 전동 파워스티어링 시스템의 개요
자동차의 파워스티어링 장치는 운전자의 조향 조작력을 경감시켜 운
전 편의성을 향상시키는 장치로써 최근에는 기술발전 및 환경문제로 인
해 전동기를 사용한 전동 파워스티어링 시스템을 적용하여 연비향상, 중
량감소, 운동편의성 증대, 환경 폐기물 감소 등과 같은 장점을 부각시키
는 추세이다. 즉, EPS 시스템은 자동차, 농기계, 지계차 등의 조향시스
템에 많이 적용되고 있으며, 기존의 유압 파워스티어링 방식을 대신할
수 있는 친환경적이고 혁신적인 Steering-by-wire 컨셉 적용의 대명사
가 되고 있다. 소형 차량에 기존의 유압 파워 스티어링 시스템을 설치할
때 발생하는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Ÿ 부품의 물리적인 설치
Ÿ 엔진에 벨트 구동 시스템을 추가
Ÿ 자동차 성능(가속력)의 저하
Ÿ 연료소비 증가
Ÿ 무게 증가

따라서, 전동 파워스티어링 시스템을 적용하게 되면 상기의 문제점들을

해소할 수 있다 HPS를 대신하여 EPS 시스템을 사용하면, 엔진구동 펌
프로부터 연속적으로 동력을 얻지 않고 필요시에만 엔진으로부터 동력
을 공급 받으면 되므로 기존 유압방식에 비해 약 3%의 연료절감 효과
가 있다. 또한 소프트웨어로 신속히 조향특성을 튜닝할 수 있으므로 개
발시간도 단축되고, 시스템 무게와 부피도 축소된다. 그리고 차량속도,
연동성, 요(yaw) 댐핑, 능동 복귀 및 조향 감각 설정과 같은 특수한 부
가기능을 추가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유압액을 사용하지 않으므로 친
환경적이고 연료소비와 배기가스 절감효과, 재활용성을 높을 수 있다.
EPS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조향핸들의 조향력과 바퀴 부분의 반력 사이
에 발생하는 비틀림 토크를 측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전동기의 전류
제어를 통해 조향보조 토크를 발생시키는 구조이므로, 운전자의 섬세한
손의 감각을 만족시키기 위한 부드러운 전동기 제어알고리즘과 이를 실
시간으로 구현하는 마이크로컨트롤러 및 관련 하드웨어(ECU)가 필수적
이다. EPS 시스템의 종류는 EPS 유닛의 장착 위치에 따라 크게 세 가
지로 구분되는데, 조향 컬럼 샤프트에 설치되어 칼럼 회전력을 보조하는
컬럼형(Column-EPS), 피니언 기어부에 설치되어 피니언 기어의 회전력
을 보조하는 피니언형(Pinion-EPS), 그리고 랙기어부에 설치되어 랙기
어의 왕복운동을 보조하는 랙형(Rack-EPS)으로 나눌 수 있다.

(a)　C-EPS (b) P-EPS (c) R-EPS
  

<그림2> EPS System의 종류

  2.2 C-EPS 시스템의 특징
전동 파워스티어링 시스템 가운데 가장 일반적인 형태는 C-EPS이며,
대부분 소형 차량에 적용되고 있다. C-EPS 유닛의 전동기 및 감속기는
조향 휠에서 피니언 샤프트 사이의 특정 위치에 배치되며, 차량의 레이
아웃에 따라 조금씩 다르겠지만 유닛 무게를 지지할 수 있고 브라켓이
장착될 수 있는 위치면 적당하다
조향 토크센서는 EPS 시스템의 핵심 부품으로서 조향축에 걸리는 토
크를 측정하여 EPS 제어기에 전달하며, EPS 전동기 및 감속기 유닛의
일부로서 그 내부에 패키징 하거나 외부 칼럼 부분에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그 위치는 전동기 및 감속기를 장착하는 부분의 바로 위쪽(조향
핸들쪽)에 배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자동차의 무게 증가에 의한 앞바퀴와 지면간 마찰계수를 증가는 자동
차의 정지시나 주차와 같은 저속 운행 시에 특히 조향 반력을 증가시키
므로 조향보조 토크의 값은 이 경우를 고려하여 설계되어야 하는데,
12[V]의 배터리를 사용하는 자동차에서 조향보조 전동기만 적용해서는
보조력을 제대로 발생시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조향속도를 맞추기도
힘들다. 따라서, EPS 유닛 내부에는 전동기와 특정 감속비를 갖는 감속
기를 동시에 장착하여 조향보조 토크의 증가 및 적절한 조향속도로 맞
추도록 설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림 3]은 전동기에 직결된 마찰이
큰 비가역 웜기어와 웜휠로 구성된 감속기 부분을 나타낸다. 웜휠을 수
지로 성형한 것은 기어의 소음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조향휠을 빠
르게 돌렸을 때 발생하는 회전소음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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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조향보조 토크를 발생하는 전동기 및 감속기 구조
 
  2.3 C-EPS 시스템의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
일반적인 자동차용 전동 파워스티어링 시스템은 운전자의 토크 명령
에 대한 빠른 응답과 시스템 안정성 유지 및 진동저감 제어가 가능해야
하며, 도로상태에 대한 운전자의 느낌 개선, 조향휠의 복귀성(Returnabil
ity) 개선 및 부드러운 제어성능을 가져야 한다. 또한, 모델링 오차와 파
라미터 불확정성에 대해 강인한 제어가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운전
자가 핸들을 돌릴 때 파워스티어링 시스템을 장착하지 않고 조향할 때
에 비해 훨씬 힘이 들지 않아야 하며, 자동차가 비포장도로에서 주행할
때 조향휠에 오는 충격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기본
적으로 전동기의 전류제어(토크제어)를 통해 이루어지며, 이를 위해 PID
제어기와 같은 선형제어기, 슬라이딩 모드 제어와 같은 비선형 제어기,
또한 조향 감각 개선에 중점을 둔 퍼지 PID 제어기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이는 제어 파라미터를 조정하기 쉽고 제어 알고리즘이 간단하면
서도 기본적인 EPS 구동성능이 우수한 편이며 제어시스템 구성의 단순
화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C-EPS 시스템의 동작파악 및 시뮬레이션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C-EPS 유닛의 구조를 해석하고 자동차 다이나믹 특
성을 결합하여 C-EPS 시스템의 수학적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 [그림 4]
는 C-EPS 유닛과 바퀴 부분까지의 시스템 블록선도이며, 이를 토대로
모델링을 진행할 수 있다. [그림 4]에서 알 수 있듯이, 주 제어기 역할을
하는 ECU에서는 기본적으로 자동차 주행속도와 조향 토크센서 신호입
력을 기반으로 토크맵을 통해 차량속도에 따른 적절한 전류지령값을 계
산하여 출력하며, 피드백된 실제전류값과 비교한 값을 토대로 다양한 제
어기를 통해 PWM 출력을 만들어 EPS 전동기를 구동하여 조향을 보조
하게 된다. 즉, 제어기의 출력은 전동기 구동회로를 통해 조향보조 전동
기를 구동하게 되며, 또한 감속기를 통해 부드러운 조향토크를 발생시킴
으로써 운전자의 조향을 보조하게 된다.

<그림4> C-EPS 시스템 다이나믹 모델

[그림 4]에 제시한 C-EPS 시스템의 다이나믹 모델은 조향 메커니즘, 전
동기 다이나믹스, 타이어 및 도로간 접촉력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며, 브
러시가 있는 직류전동기를 장착한 조향 메커니즘의 모델이다. 본 시스템
에 포함된 모델링 요소로서는 기구부와 전동기부의 여러 가지 스프링
및 제동, 질량 및 관성 모멘트, 그리고 전동기의 전기적 회로 파라미터
를 들 수 있다. 따라서, 본 시스템에 뉴튼의 운동법칙을 적용하면
C-EPS 시스템의 조향 칼럼 및 보조 전동기의 다이나믹스를 나타내는
운동방정식을 다음 식과 같이 유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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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와 은 각각 운전자와 전동기에 의해 인가된 토크, 와

 , 와 은 조향 칼럼 및 전동기의 관성 모멘트와 마찰계수, 와

은 칼럼 및 전동기의 스프링 상수, 와 은 조향 칼럼 및 전동기

각변위, 은 랙의 선형변위, 는 피니언 기어의 반경, G는 감속기의

기어비, 와 는 전동기의 토크상수 및 전기자 전류를 나타낸다. 또

한, 조향 랙의 다이나믹스를 나타내는 모델링 식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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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  , 은 랙의 질량, 마찰계수 및 스프링 상수이며, 는

도로조건 변화에 의한 반력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조향 보조용 직류
전동기의 전기적 모델링 식은 다음과 같다.


     

   (4)

여기서,  ,  ,  및  는 각각 전동기의 전기자 인덕턴스, 저항, 역

기전력 상수, 인가전압을 나타낸다. 따라서, 식 (1) ~ (4)는 C-EPS 시스
템의 다이나믹스를 정의하는 모델링 식을 나타내며, 이를 토대로 제어기
설계를 위한 시뮬레이션 모델 구축을 수행할 수 있다. [그림 5]는
C-EPS 구동제어 시스템의 블록선도를 나타낸다. [그림 5]에서 알 수 있
듯이, 조향 칼럼상의 토크센서로 검출되는 운전자 토크신호와 차량의 속
도신호가 본 시스템의 입력이며, 차량의 속도에 따라 그 크기가 변화되
는 조향 보조력은 토크 맵을 통해 결정된다. 즉, 토크 맵의 출력은 전동
기의 전류 기준값이 되며 전류제어를 통해 운전자에게 적절한 조향보조
토크를 제공하게 된다. 따라서, 조향 반력이 커지는 저속에서 유연하고
가벼운 조향을 보장하게 되며, 고속에서 안정되고 신뢰성 있는 조향 보
조를 통해 운전자가 좋은 도로 감각을 가지게 한다. 또한, 평탄하지 못
한 도로상황에서 발생하는 외란을 억제하기 위해 전류 기준 값에 제동
보상 성분을 추가할 수도 있다.

<그림 5> C-EPS 구동제어 시스템의 블록선도

  2.4 C-EPS 시스템의 구동제어 회로설계
EPS 시스템의 전동기 구동제어를 위해 적용한 마이크로컨트롤러는
Atmel사의 AVR 8비트 Mega 시리즈의 하나인 AT90CAN64이며 64K
바이트의 ISP 플래시 메모리와 자동차용 네트워크 프로토콜의 하나인
CAN(Controller Area Network) 제어기를 지원한다. 또한, 본 EPS 시스
템의 전동기 구동제어를 위해서는 전동기에 원하는 전압을 직접 공급하
여 정밀한 제어특성을 가질 수 있는 브리지 회로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자동차용 풀브리지 MOSFET 드라이버로서 Allegro
MicroSystems사의 A3941을 사용하였다. [그림 6]은 C-EPS 시스템의
구동제어를 위해 설계 및 제작한 구동제어기 회로를 나타낸다.

<그림 6> C-EPS 시스템의 구동제어기 회로

3. 결    론

본 논문에서는 평균 주행속도가 40km/h 이하인 농업용 UTV 차량을
대상으로 토크센서와 직류전동기, 그리고 감속기로 이루어진 EPS 시스
템과 구동제어기를 설계 및 제작하여 실시스템에 적용하여 시험하였다.
현재, 전동기 부하시험 장치에 장착하여 시험을 진행하였고, 자작한 전
기자동차에 장착하여 실차시험 중에 있으며 차후 UTV 차량에 적용하
여 시험을 준비 중이다. 향후의 연구 계획으로는 다양한 타입의 EPS 시
스템의 최적설계를 통해 고속운행 차량에도 적용가능한 구동제어기의
설계 및 제작에 주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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