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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토오크 변환기를 고정 및 분리시키는 클러치 어셈블리

요약
내용 없음

대표도
도1
명세서
[발명의 명칭]
토오크 변환기를 고정 및 분리시키는 클러치 어셈블리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1도는 토오크변환기(torque converter)와 본 발명의 토오크변환기를 고정 및 분리시키는 클러치 어셈
블리를 개략적으로 도시한 설명도.
제2도는 본 발명의 토오크변환기를 고정 및 분리시키는 클러치 어셈블리를 적용한 자동변속장치를 개략
도시한 설명도.
제3a도 및 제3b도는 각각 제2도에 도시한 자동변속장치에 대한 부분 단면도.

*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 : 토오크변환기 고정 및 분리클러치 어셈블리
16 : 엔진
24 : 토오크변환기분리클러치
30 : 동력동기화장치
40 : 토오크변환기 고정클러치작동기

20 : 토오크변환기
26 : 토오크변환기 고정클러치
38 : 토오크변환기분리클러치작동기
50 : 중앙처리장치

54 : 임펠러

58 : 보호판

60 : 터어빈

72 : 입력축

74 : 제1접속부재
100a : 외경스플라인부재

79 : 제2접속부재
104 : 제1마찰디스크

106 : 제2마찰디스크

108 : 내측스플라인

110 : 축상연장환형부

112 : 제3마찰디스크

114 : 외측스플라인

116 : 제4마찰디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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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148 : 방사연장유통로152,154 : 배출통로
156,158 : 시일

본 내용은 요부공개 건이므로 전문내용을 수록하지 않았음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엔진(16)에 의해 구동되도록 입력부재인 임펠러(54)와, 임펠러(54)에 의해 유압구동되는 출력부재인 터
어빈(60)을 구비하는 토오크변환기(20)를 엔진(16)과 변속기의 입력축(72)사이에 구동 개지하여 구성된
구동장치용의 토오크변환기고정 및 분리클러치어셈블리(10)에 있어서, 상기 입력축(72)에 고정되어 함께
회전하도록된 제1접속부재(74)와; 토오크변환기(20)의 터어빈(60)에 고정되어 함께 회전하도록된 제2접
속부재(79)와; 상기 제1접속부재(74)와 제2접속부재(79)사이를 구동접속 또는 분리함으로써 입력축(72)
와 엔진(16)간을 구동접속시키거나 입력축(72)과 토오크변환기(20)의 터어빈(60)간을 구동접속시키도록
선택적으로 접속과 분리가 자재한 토오크변환기분리클러치(24)와; 선택적으로 접속과 분리가 자재하여
토오크변환기(20)의 입력부재인 임펠러(54)를 상기 제2접속부재(79)에 구동접속 또는 분리시키는 토오크
변환기고정클러치(26)와; 상기 토오크변환기분리클러치(24)와 토오크변환기고정클러치(26)를 각각 독립
적으로 접속 또는 분리시키는 토오크변환기분리클러치작동기(38), 토오크변환기고정클러치작동기(40),
중앙처리장치(50)등으로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토오크변환기를 고정 및 분리시키는 클러치어셈블
리.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토오크변환기분리클러치(24)는 제1접속부재(74)에 장착되어 함께 회전하도록된 제1마찰
디스크(104)와 제2접속부재(79)에 장착되어 함께 회전하도록된 제2마찰디스크(106)로 구성되고, 토오크
변환기고정클러치(26)는 제2접속부재(79)에 고정되어 함께 회전하도록된 제3마찰디스크(106)로 구성되
고, 토오크변환기고정클러치(26)는 제2접속부재(79)에 고정되어 함께 회전하도록된 제3마찰디스크(112)
와 토오크변환기(20)의 입력부재인 임펠러(54)에 고정되어 함께 회전하도록된 제4마찰디스크(116)로 구
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토오크변환기를 고정 및 분리시키는 클러치어셈블리.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제2접속부재(79)는
내측스플라인(108)과
외측스플라인(114)으로
형성된
축상연장환형부(110)를 포함하고, 제2마찰디스크(106)는 내측스플라인(108)으로부터 방사상 내측으로 연
장하며, 제3마찰디스크(112)는 외측스플라인(114)로부터 방사상 외측으로 연장되고, 제3마찰디스크(112)
는 임펠러(54)에 고정되어 함께 회전하도록된 보호판(58)으로부터 방사상 내측으로 연장된 제4마찰디스
크(116)와 마찰접속자재하여 토오크변환기고정클러치(26)를 형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토오크변환기
를 고정 및 분리시키는 클러치어셈블리.
청구항 4
제2항에 있어서, 제2접속부재(79)는 축상연장환형부(110)를 포함하며 축상연장환형부(110)를 형성하는
내측스플라인(108)으로부터 제2마찰디스크(106)가 방사상 내측으로 연장하여 제1접속부재(74)상의 외경
스플라인부재(100a)로부터 방사상 외측으로 연장하는 제1마찰디스크(104)와 선택적 마찰접속함으로써 토
오크변환기분리클러치(24)를 형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토오크변환기를 고정 및 분리시키는 클러치어
셈블리.
청구항 5
제4항에 있어서, 윤활유를 공급받기 위해 방사상 내측으로 노출된 입구와 제1접속부재(74)의 외경스플라
인부재(100a)내로 뚫려진 방사상 외측 출구를 구비하는 방사연장유통로(146),(148)와; 토오크변환기분리
클러치(24)의 접속 또는 분리에 응답하여 상기 방사상 외측출구를 자동적으로 개폐하는 장치와; 상기
제2접속부재(79)의 내측스플라인(108)의 방사상으로 외측에 마련된 입구로부터 방사상 외측으로 연장된
배출통로(152),(154)등을 추가로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토오크변환기를 고정 및 분리시키는 클러
치어셈블리.
청구항 6
제1항에 있어서, 변속기는 자동변속기로서 기어변환가동기와, 선택적 변속부재의 회전속도를 감소시키는
제동장치와, 선택된 변속부재의 회전속도를 증가시키기 위해 엔진과 독립적으로 작동하는 구동장치를 포
함하는 동력동기화장치(30)와; 토오크변환기분리클러치(24)와 토오크변환기고정클러치(26)를 선택적으로
작동시키고, 상기 기어변환가동기와 동력동기화장치(30)를 작동조절하는 중앙처리장치(50)등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토오크변환기를 고정 및 분리시키는 클러치어셈블리.
청구항 7
제2항에 있어서, 변속기는 자동변속기로서 기어변환가동기와; 선택된 변속부재의 회전속도를 감소시키는
제동장치와, 선택된 변속부재의 회전속도를 증가시키기 위해 엔진과 독립적으로 작동하는 구동장치를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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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하는 동력동기화장치(30)와; 토오크변환기분리클러치(24)와 토오크변환기고정클러치(26)를 선택적으로
작동시키고, 상기 기어변환가동기와 동력동기화장치(30)를 작동조절하는 중앙처리장치(50)등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토오크변환기를 고정 및 분리시키는 클러치어셈블리.
청구항 8
제5항에 있어서, 변속기는 자동변속기로서 기어변환가동기와; 선택된 변속부재의 회전속도를 감소시키는
제동장치와, 선택된 변속부재의 회전속도를 증가시키기 위해 엔진과 독립적으로 작동하는 구동장치를 포
함하는 동력동기화장치(30)와; 토오크변환기분리클러치(24)와 토오크변환기고정클러치(26)를 선택적으로
작동시키고, 상기 기어변환가동기와 동력동기화장치(30)를 작동조절하는 중앙처리장치(50)등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토오크변환기를 고정 및 분리시키는 클러치어셈블리.
청구항 9
제1항에 있어서, 임펠러(54)는 토오크변환기(20)를 둘러싸는 보호판(58)에 의해 구동되며, 제4마찰디스
크(116)들을 보호판(58)에 의해 구동되며, 제4마찰디스크(116)들은 보호판(58)에 고정되어 함께 회전하
고 보호판(58)으로부터 내측으로 방사상 연장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토오크변환기를 고정 및 분리시키
는 클러치어셈블리.
청구항 10
제8항에 있어서, 임펠러(54)는 토오크변환기(20)를 둘러싸는 보호판(58)에 의해 구동되고, 제4마찰디스
크(116)들은 보호판(58)에 고정되어 함께 회전하고 보호판(58)으로부터 내측으로 방사상 연장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토오크변환기를 고정 및 분리시키는 클러치어셈블리.
청구항 11
제5항에 있어서, 배출통로(152),(154)는 한쌍의 축상 이격된 시일(156),(158)로 형성된 부분을 포함하
며, 이 부분은 축방향상시일(156),(158)간에 위치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토오크변환기를 고정 및 분리
시키는 클러치어셈블리.
청구항 12
제8항에 있어서, 배출통로(152),(154)는 한쌍의 축상 이격된 시일(156),(158)로 형성된 부분을 포함하
며, 이 부분은 축방향상 시일(156),(158)간에 위치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토오크변환기를 고정 및 분
리시키는 클러치어셈블리.
※ 참고사항 : 최초출원 내용에 의하여 공개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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