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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V 전기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갈수록 엄격해지는 

연비 및 배출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 공기를 더 깨

끗하게 하고 환경 보호에 기여할 수 있다. 오늘날 자동차와 내

연 엔진이 근본적인 변화에 직면하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자

동차 회사들이 갈수록 엄격해지는 배기가스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자동차 탄소 배출을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낮출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다. 

자동차가 첨단 안전성 기능, 콘서트홀에 버금가는 사운드 

시스템, 열선 시트, 전방의 도로 상황에 따라서 자동으로 각도

가 조절되는 전조등 같은 첨단 기능을 추가하면서 바퀴 달린 

When we innovate 48-volt electrical systems, 

automakers can meet stricter global fuel economy 

and emission standards without sacrificing power or 

performance, and the world enjoys cleaner air. Many 

of today’s automobiles, and their internal combustion 

engines, are in the midst of a transformation as emission 

regulations are forcing automakers to find ways to lower 

the car’s carbon output efficiently and effectively.

They’ve become high-tech wonders on wheels, 

packed with advanced safety features, concert-hall-

worthy sound systems, heated seats and headlights that 

automatically bend to illuminate dark, curving roads 

ahead. Many of these technology marvels depend upon 

— and drain — a vehicle’s electrical power.

“A 12-volt electrical system delivers around 300 

amperes of continuous power and about 600 amperes 

at peak, barely enough to power the standard starter, 

infotainment, semi-autonomous safety features and 

braking, much less to handle the traction motor of 

a hybrid vehicle,” said Karl-Heinz Steinmetz, who 

leads our company’s hybrid and electric vehicle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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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시스템 전기화로 갈수록 엄격해지는 배출 규정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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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테크 장치로 변모하고 있다. 이러한 모든 기술이 자동차

의 전기 전력을 사용한다.

TI의 하이브리드/전기차 및 파워트레인 시스템 엔지니어

링 팀을 이끌고 있는 Karl-Heinz Steinmetz는 “12V 전기 시

스템은 연속 전력으로 약 300A 및 피크로 약 600A를 제공할 

수 있는데, 이것은 표준적 스타터, 인포테인먼트, 반자율 안전

성 기능, 제동을 구동하는 것은 가까스로 할 수 있으나 하이브

리드차의 트랙션 모터를 구동하기 위해서는 많이 부족하다. 

그러므로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있는 것이 48V 전기 시스템이

다. 48V 시스템은 자동차의 전기 구동 아키텍처를 한 단계 발

전시키는 것으로서, 갈수록 더 많은 양의 에너지를 소모하는 

자동차로 더 높은 전기 전력을 제공할 수 있다. 더 높은 전력

을 제공하므로 내연 엔진을 더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고, 그

럼으로써 더 빠르게 배출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

업계에서 이 기술이 빠르게 도입되고 있다. 유수의 자동

차 회사들이 스톱-스타트 기술을 적용한 마일드 하이브리드

차를 내놓고 있다(스톱-스타트 기술은 차가 타력 주행, 제동, 

정차하는 동안에 엔진을 잠시 껐다가 재빨리 다시 켜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부분적으로 이 새로운 시스템을 사용해서 가

능한 것이다. 기존의 하이브리드차와 달리, 마일드 하이브리

드(배터리 보조 하이브리드라고도 함)는 전기 모터를 사용해

서 내연 엔진을 보강하며 전기 모터 자체로 자동차를 운전하

지는 않는다.

48V 전기 시스템은 유해한 배기가스를 줄이고 연비를 높

일 뿐만 아니라, 더 높은 전력을 제공함으로써 첨단 인포테인

먼트, 편의성 기능, 운전자 보조 안전성 기능을 장착한 자동

차로 갈수록 높아지는 요구를 충족할 수 있다. 일부 48V 전기 

시스템 업체들은 최고 20%까지 연비를 높일 수 있다고 주장

한다.(1) 그렇다면 2025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을 30%까지 

줄일 수 있다.(2)

이러한 혁신을 통해서 자동차 업체들이 성능과 운전자 안

전성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갈수록 엄격해지는 연비와 배출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 그럼으로써 공기를 더 깨끗하게 하고 

도로 상에서 더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다.

powertrain system’s engineering team. “A step change 

was needed.”

That step change is a 48-volt electrical system. 

This fundamental advancement in the power-driving 

architecture of a car produces higher electrical power 

for today’s energy-hungry automobiles. The increased 

power also makes internal combustion engines operate 

more efficiently to help manufacturers meet emission 

regulations more quickly.

Much of the industry has embraced the change. 

Auto brands are rolling out mild hybrids with stop-

start technology that enables the engine to momentarily 

shut off as the car coasts, brakes or stops before quickly 

restarting and is powered in part by the new system. 

Makers of lower-end mild hybrid vehicles are set to 

follow their lead this year. Unlike a traditional hybrid 

car, the electric motor in a mild hybrid — also known 

as a battery-assisted hybrid — is used to supplement 

the internal combustion engine and does not power the 

automobile on its own.

In addition to reducing harmful fuel emissions and 

increasing fuel economy, the increase in power offered 

by a 48-volt electrical system answers growing consumer 

demands for cars with high-tech infotainment, 

convenience and assistive driver-safety features. Fuel 

efficiency savings of as much as 20% are touted by 

some manufacturers of 48-volt electrical systems.(1) 

And a possible 30% reduction in carbon dioxide may be 

achieved by 2025.(2)

When we innovate these systems, automakers are 

able to meet stricter global fuel economy and emission 

standards without sacrificing power, performance and 

driver safety — and the world enjoys cleaner air and safer 

roads.

48V 시스템이 자동차로 가져오는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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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트레인과 그 외의 것들 구동

전통적인 12V 전기 시스템은 기존의 납축전지와 얼터네이

터를 사용해서 내부 및 외부 조명, 반자율 충돌 방지 기능, 차

선 이탈 기능, 차내 오디오와 비디오를 제공하기 위한 일단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를 비롯해서 갈수록 더 늘어나는 기

능들을 구동해야 한다.

48V 시스템은 이들 부하뿐만 아니라 그 외에 훨씬 더 많은 

것들을 구동할 수 있다. 첨단 자동차로 터보차저, 에어 컨디셔

닝 컴프레서, 능동 서스펜션 시스템, 냉각수 펌프, 오일 펌프, 

파워 스티어링 펌프 같은 시스템을 구동하기 위한 에너지를 

내연 엔진을 구동하는 데 사용되는 크랭크 풀리와 벨트 드라

이브가 아니라 전기 시스템으로부터 제공할 수 있다.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는 엔진을 사용해서 구동하던 것에

서 48V 전기 전류를 사용해서 구동하는 것으로 전환함으로써 

엔진을 크게 할 필요가 없어진다.

“그럼으로써 내연 엔진의 크기를 줄일 수 있다. 예를 들어

Powering the powertrain and more

Traditional 12-volt electrical systems use a 

conventional lead-acid battery and alternator to power 

an ever-increasing array of energy-sapping features like 

interior and exterior lighting, semi-autonomous collision 

avoidance and lane-wandering safety features, and the 

collection of hardware and software that provides in-car 

audio and video.

A 48-volt system can handle these power loads and 

much more. The energy needed to power turbochargers, 

air conditioning compressors, active suspension systems, 

coolant pumps, oil pumps and power steering pumps 

in modern vehicles is provided by the electrical system 

instead of the crank pulleys and belt drives that have 

historically powered the internal combustion engine.

By transitioning from systems previously powered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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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6실린더 차량을 4실린더 차량으로 변경할 수 있다. 그러면 

연비를 높이고 CO2 배출을 줄일 수 있다”고 Karl-Heinz 책

임자는 말했다.

기술적으로 12V에서 48V로 전환하기 위해서 구조 변경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는 않다. 하지만 자동차 업체들은 장기

적으로 더 높은 전압의 시스템들을 추가할 것에 대비해서 유

연성을 높이도록 하고 있다. 12V 시스템에서는 얼터네이터를 

사용하는 것과 달리, 48V 시스템에서는 전기 제너레이터가 

엔진으로부터의 전력을 변환한다. 더 대형의 48V 리튬 기반 

배터리와 회생 제동 시스템 또한 필요하다. 회생 제동은 자동

차가 감속할 때 낭비되는 키네틱 에너지를 제너레이터가 전

기로 변환해서 48V 배터리로 저장한다.

“회생 제동을 사용해서 예를 들어서 운전자가 신호등에 정

차해 있다가 가속할 때 저장된 에너지를 사용해서 더 빠르게 

추진할 수 있다. 또 어떤 48V 전기 시스템은 자동차가 타력 

주행을 하거나 정차해 있을 때 엔진을 꺼서 연비를 높이고 배

기가스를 줄인다”고 Karl-Heinz 책임자는 말했다.

48V 시스템은 HVAC 시스템과 관련해서도 유용한 이점이 

있다. 12V 시스템을 사용하면 차가 정차했을 때 히터와 에어 

컨디셔닝 시스템이 동력을 잃는다. 이 점이 많은 운전자들의 

불만사항이다. 48V 시스템은 그렇지 않다. 또 이 에너지를 사

용해서 차 유리창의 성에를 제거하고 열선 시트를 더 빠르게 

데울 수 있다.

또한 갈수록 더 많은 업체들이 탑승자들을 직접 따뜻하게 

할 수 있는 새로운 적외선 히팅 패널을 도입하고 있다. 그러면 

차의 나머지 공간을 데우느라고 전력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 

carbon dioxide-producing engines to systems powered 

by a 48-volt electrical current, engines don’t need to be 

as big.

“This gives you the ability to downsize the internal 

combustion engine, turning the equivalent of a six-

cylinder vehicle into a four-cylinder vehicle, resulting in 

greater fuel efficiency and lower CO2 emissions,” Karl-

Heinz said.

Technically, the structural modifications needed to 

switch from 12 volts to 48 volts are modest, but carmakers 

are working to ensure the modifications are resilient for 

the long term, even as higher voltage systems are added. 

In a 48-volt system, an electrical generator converts 

power from the engine instead of the alternator used in 

a 12-volt system. A larger 48-volt lithium-based battery 

and a regenerative braking system also are needed. With 

regenerative, or recuperative, braking, the generator 

converts kinetic energy wasted when a car decelerates into 

stored energy in the bigger 48-volt battery.

“With regenerative braking, when the driver 

accelerates from a stop at a traffic light, for instance, the 

stored energy is used to generate the movement forward, 

faster than is typically the case,” Karl-Heinz said. “Some 

48-volt electrical systems also turn the engine off 

while the vehicle is coasting or at a stop, increasing fuel 

efficiency and lowering emissions.”

Other pluses involve a car’s HVAC system. When a car 

with a 12-volt system comes to a halt, heating and air 

conditioning systems lose power — a complaint of many 

drivers, Karl-Heinz said.

“This does not occur with a 48-volt system,” he said, 

noting that the same energy is on tap to defrost car 

windows and warm up heated seats faster.

A growing number of manufacturers are providing 

new infrared heating panels that directly warm up 

passengers without wasting power heating up the 

48V 시스템이 자동차로 가져오는 변화

48V 시스템은 HVAC 시스템과 관련해서도

 유용한 이점이 있다. 12V 시스템을 사용하면 차가

 정차했을 때 히터와 에어 컨디셔닝 시스템이

 동력을 잃는다. 이 점이 많은 운전자들의

 불만사항이다. 48V 시스템은 그렇지 않다.

 또 이 에너지를 사용해서 차 유리창의 성에를

 제거하고 열선 시트를 더 빠르게 데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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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 난방 온도를 높이는 대신에 옷을 하나 더 껴입어서 따뜻

하게 하는 것과 같은 이치다.

“적외선 히팅 패널의 과제는 좌석당 약 500와트의 전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12V 전기 시스템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48V 시스템은 그렇지 않다”고 Karl-Heinz 책

임자는 말했다. 

미래 자동차의 심장

고도의 자율 운전과 운전자 보조 기능을 위해서는 센서와 

카메라들로부터 데이터를 분석하고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온

보드 컴퓨터로 필요로 하는 에너지가 12V 전기 시스템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된다.

각각의 온보드 컴퓨터로 1~2킬로와트에 이르는 전기 전

력을 소비할 것이다. 그러므로 12V 시스템으로 전력을 빠르

게 잡아먹을 것이다. 이와 같은 전력 소모적인 부하들을 지원

하기 위해서는 미래의 자율 자동차가 하이브리드가 되었던 

완전 전기차가 되었든 48V 시스템이 필요할 것이다.

많은 자동차 회사들이 스타터와 제너레이터, DC/DC 컨버

터, 배터리 관리 시스템뿐만 아니라 HVAC 컴프레서, PTC 히

터, 정션 박스 같은 차체 전자장치까지도 48V로 전환하고 있

다. 또한 갈륨 나이트라이드를 활용한 온보드 충전 효율과 전

력 밀도 향상, 정밀한 전류 검출, 무선 배터리 관리 시스템 기

술, 절연과 전력 관리에 있어서 기술 혁신이 차량 무게를 줄일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것은 연비를 향상시키는 것으로 이

어진다. 

자동차 시스템들을 전기화함으로써 배기가스를 줄일 수 

있으며, 그럼으로써 공기를 더 깨끗하게 하고 환경 보호에 기

여할 수 있다. SN

remainder of the car — similar to putting on another 

layer of clothing to stay warm instead of turning the 

thermostat higher.

“The challenge with infrared heating panels is they 

require around 500 watts of power per seat, putting 

substantial strain on a 12-volt electrical system,” Karl-

Heinz said. “This is not the case with a 48-volt system.”

The heart of tomorrow’s cars

For vehicles with higher levels of autonomy and 

driver-assist features, the amount of energy needed by 

the onboard computers to analyze and act on data from 

sensors and cameras far exceeds the capability of today’s 

12-volt electrical systems.

“Each onboard computer is expected to consume 

around one to two kilowatts of electrical power, which 

would eat up the power of a 12-volt system,” Karl-

Heinz said. “Whether future autonomous cars are hybrids 

or fully electric, they will need a 48-volt system to 

absorb such power-hungry loads.”

Many carmakers are transitioning systems such as the 

starter and generator, DC/DC converter, and battery 

management, as well as body electronics such as the 

HVAC compressor, positive temperature coefficient 

heaters and junction box to 48-volts. Additionally, 

breakthroughs in gallium nitride for on-board charging 

efficiency and power density, precise current sensing, 

wireless battery management system technology, and 

advancements in isolation and power management are all 

helping to lighten the car’s weight and require less power 

to put the car into motion.

“An electrified automotive system will be the beating 

heart of tomorrow’s vehicles, pumping the power 

needed to create safer roads and cleaner air,” Karl-Heinz 

said. SN

(1)  https://www.whichcar.com.au/car-news/new-continental-
hybrid-motor-promises-20-percent-lower-fuel-
consumption

(2)  https://www.greencarcongress.com/2019/09/20190920-
audi30.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