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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발 배경 및 기대효과

전기차량 사용자 공통적 요구사항
§ 목적 : 전기차량(전기자전거, HEV, EV) 회생전력 에너지저장장치(ESS)
§ 작품의 효과 : 1회 충전으로 장거리 운행 보장
§ 회생전력 ESS 장치 à 수퍼 커패시터 채용 à 회생전력 100% 저장
à 회생전력 충전 효율 증대 à 기존 기술대비 50%이상 이동거리 증대

• 1회 충전으로 장거리 운행 안정성 확보
• 차량 무게 경량화로 소비전력 경감 필요

회생전력 에너지
활용방안 제안

기술적 문제점
• 배터리 용량 증대 à 차량무게 상승
à 전동기 용량증대 à 소비전력 증대
• 배터리 용량을 무한정 증대시킬 수 없다

수퍼 커페시터

[샘플]
보조 충전장치 제안

3. 프로젝트 핵심내용
v

v 전기차량 회생전력 ESS 구성요소 및 동작 회로도

왜 수퍼 커패시터 보조 충전장치가 필요한가?
슈퍼 커패시터와 리튬 배터리의 충전시간 특성 비교

0.25ms 소요(1초 이내)

양방향 충방전 레귤레이터 스위치 동작모드 파형

1~2시간 충전시간 소요
슈퍼 커패시터 충전특성
(수 ms 이내 충전 완료)

리튬 배터리 충전특성
(수 십분 이상 충전시간 필요)

차량 회생제동 시간은 수분이내 발생 à 2차 전지 리튬 배터리만으로는 100% 충전이 어렵다

• 전압 하강시 : Buck 모드 스위칭 파형

• 전압 상승시 : Boost 모드 스위칭 파형

• Super Capacitor(27V, 100F, 10개, 직렬연결) : 회생전력 보조 축전지
•
•
•
•

회생전력 저장 à 슈퍼 커패시터 필요 à 충전 효율성 증대

Buck-Boost Converter : Super Capacitor 양방향 전력변환장치
Battery (24V, 12Ah, Lithium 또는 Lead Acid) : 리튬(또는 연축) 축전지
Motor Driving Inverter : 전기차량 구동용 모터 인버터
MCU(LT8705, Linear Technology) : 회생전력 충방전 양방향 Buck-Boost 제어 기능

4. 프로젝트 수행결과
제동시 회생전력 전류 및 전압 측정 결과

전기자전거 적용작품 완성 사진

수퍼 커패시터 및 배터리 충전전류 측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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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퍼커패시터 방전 전류

양방향 전압 레귤레이터
(LT8705) 보드 및 LCD 판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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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나라 국민은 규칙적으로 식사를 하는 사람의 비율이
31.5%로 대체로 낮고, 하루 외식 횟수 증가로 인한 과도한 열량
섭취, 부족한 영양소를 문제로 삼고, 이를 해결하는 방안을 아침
식사로 정함.

아침 결식률 감소로 인한 영양불균형문제와 다양한
질병문제 해결 규칙적인 식생활을 형성하며
비만, 고혈압 등 대사질환 예방

- 요즘 아침대용식들은 기름진 음식들이 대부분으로
영양불균형이나 과잉섭취로 비만이 발생할 수 있음. 편리성과
다양성은 넘치지만 건강을 생각하는 참다운 먹거리는 쉽게
찾을 수 없음.

기존 제품과 차별성을 두어 새로운 브랜드 창출
집중력 향상으로 인한
직원들의 일의 능률 및 기업 실적 향상

캡스톤 프로젝트 팀은
바쁜 현대인들은 시간에 쫓겨 아침을 챙겨 먹기 어려움으로
간편하고 영양 있는 아침 대용식품을 제작.
정상 체중 유지와 식욕 조절 및 올바른 식습관을 형성 및
기억력 향상과 학업에 큰 도움을 주도록 함.
또한 저작운동을 통해 잠자고 있는 뇌를 깨우고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하도록 함.

3. 프로젝트 핵심내용

일의 능률이 높아져 사회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의 극대화로 인한 실업률 감소

[샘플]

팀원들과 토의를 통하여 캡스톤 디자인주제와 목적 및 목표

캡스톤 디자인 주제 정하기

아침대용품 시장조사 및 문제점 조사

아침대용품 음식 선정 및 메뉴개발

두부, 포두부
• 주원료 콩의 아이소플라본 성분을 비롯해 단백질, 지질, 사포닌, 식이섬유 및 레시틴, 각종
비타민과 무기질 등이 함유.
• 불면증, 심장질환 예방, 두뇌발달, 콜레스테롤 감소, 치매 예방, 노화 방지 등에 효과적.
헴프 씨드 (HEMP SEED)
• 단백질, 불포화지방산, 오메가 3,6,9 함유
• 불포화지방산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혈관계 질환 예방, 피부에 윤기와 탄력을 주는 효과.
• 탄수화물은 아주 적게 함유 되어 있으며 18가지 아미
노산과 9가지 필수 아미노산이 함유.
• 남녀노소 누구나 섭취해도 좋고 독성도 없고 영양가
는 풍부한 완전식품.

관능 평가 & 영양성분 분석 실시

아침식사의 효능과 아침식사 실태 자료수집 후 문헌조사
시중에 나와있는 아침대용식의 문제점과 현황 조사

대상을 정해 제품 관능평가 / CANPRO를 통한 제품 영양분
석

단점 파악 후 보완 개선

‘포밥 & 포만두, 오르차따, 두플’ 완성

시제품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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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 상태의 영양을 그대로 보존 하며 에너지 효율이 5~6배
정도 더 높은 최상의 에너지원.
• 신체 정상화 작용과 재생효과 탁월하며 아이들의 성장과
뇌 건강을 위한 식품.
• 순화작용과 해독작용을 하며 최소한의 영양으로 면역체계
극대화.

0
3

4

5

포밥 & 포만두

2

4
2

4

0

3
3

두플

오르차따

4

3. 프로젝트 수행결과
영양성분
열량 159kcal
당질 24.61g
식이섬유 1.4g
단백질 5.94g

영양성분

포밥 & 포만두

)

오르차따

두플

열량 134kcal
당질 1.37g
식이섬유1.15g
단백질 16.88g

포밥1인분량

지방 5.36g
콜레스테롤0mg
나트륨 5.4mg
비타민A 25.8R.E.

포만두1인분량

지방 13.27g
콜레스테롤0mg
나트륨 24mg
비타민A 25.8R.E.

영양성분
열량 148kcal
당질 3g
식이섬유 1g
단백질 9g

오르차따 1인분량

지방 12g
콜레스테롤0mg
나트륨 0mg
철분 3.37mg

영양성분

두플 1인분량

열량 263kcal
당질 36.61g
식이섬유 0.73g
단백질 6.14g

지방 9.89g
콜레스테롤71mg
나트륨 68.4mg
비타민A 25.8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