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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차량이 이동할 때 보조토오크를 나타내는 제어파라미터(TACCES)의 값을 결정하고 차량이 이동하

지 않을 때 엔진 감속비를 나타내는 제어파라미터(dES/dt 비)의 값을 결정하는 차량기계 변속장치(10)용 
적응제어장치/방법에 관한 것이다. 엔진감속비와 보조토오크 간의 관계(dES/dt 비=A+B*TACCES )가 결정되고 

차량작동 상태 중 또 다른 파라미터로부터 하나의 파라미터를 유도하고 이 또 다른 파라미터는 감지된 입
력(TEG,TBEF,ES)으로부터 직접 결정된다.

대표도

명세서

[발명의 명칭]

엔진보조토오크 및 엔진감속비 결정방법 및 장치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1도는 본 발명의 장치에 의해 부분 자동화된 차량기계 변속장치의 개략도.

제1(a)도는 제1도의 시프트패턴의 개략도.

제2도는 본 발명의 기계변속장치용 자동예비선택 및 반자동시프트 수행장치의 개략도.

제3(a)도는 현재차량을 나타내는 신호와 엔진속도를 미분하는 논리장치의 개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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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b)도는 제로엔진 토오크가 구동바퀴에 가해질 때 시프트천이 중 기대차량가속도를 산출하는 논리장치
의 개략도.

제4(a)도 및 제4(b)도는 본 발명의 제어방법의 흐름도.

제5도는 이용가능하고 이용가능하지 않은 시도한 시프트를 도시한 업시프트 현상의 그래프.

제6도는 업시프트 동안 엔진속도와 입력축속도의 제5도와 유사한 도면.

제7도는 보조토오크(TACCES)와 엔진감속비(dES/dt 비)간의 관계를 도시한 그래프.

*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E : 내연기관                        P : 드로틀장치

10 : 다단속 변경기어 기계변속기     16 : 입력축

90 : 출력축                         C : 마스터마찰클러치

106 : 제어회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은 제어기술과 같은 여러 시프트 제어기술을 포함하는 부분자동차량 기계변속장치용 시프트제어방
법/장치에 관한 것으로, 선택된 업시프트를 성공적으로 완료하는 바람직성 및/또는 확률이 차량구동바퀴 
및/또는 엔진감속비에 유용한 구동토오크를 결정 및/또는 예측하는 것을 토대로 하는 기존차량작동상태를 
고려하여 평가된다. 특히 본 발명은 차량마스터 클러치를 분리하지 않고 시프팅하는 형의 전 또는 부분자
동차량 기계변속장치용으로 차량구동바퀴 토오크를 나타내는 값과 엔진의 감속비를 결정하고 이들 값을 
변속장치 제어파라미터로 이용하는 적응시프트제어방법/장치에 관한 것이다.

특히, 본 발명은 보조토오크 함수로 엔진 플라이휠 토오크를 나타내는 제어파라미터의 값을 
연속갱신하고, 맞물린 기어비, 저기어 크기, 및 효율 등과 같은 값 및 드라이브 트레인 특성으로부터 구
동바퀴 토오크가 정확히 결정되고/또는 엔진의 감속비를 나타내는 제어파라미터의 값을 연속 갱신하는 자
동차량 기계변속장치용 적응시프트 제어에 관한 것이다. 자동 또는 부분자동차량 기계변속 장치인 경우, 
많은 제어알고리즘에 대한 플라이휠의 토오크 및/또는 엔진감속비를 아는 것이 바람직하다. 플라이휠이 
실토오크 및/또는 엔진감속비를 알면, 시프트제어를 매우 정확히 하고, 시프트성과 GCW 산출과 같은 향상
된 알고리즘을 가능케 한다. 본 발명의 제어장치 및/방법은 차량 및 엔진감속정보와 더불어 차량의 (바람
직하기로는 전자엔진)으로부터의 토오크정보, 엔진속도 또는 가속 정보를 이용하여 이들 제어파라미터를 
산출한다.

통상, 마이크로프로세서를 토대로 한 전자제어장치를 활용하는 전자동 및 반자동 차량기계변속기가 선행
기술에 공지되어 있다. 이러한 자동기계 변속장치의 예가 선행기술에 공지되어 있다. 이러한 자동기계 변
속장치의 예가 선행기술에 공지되어 있다. 이러한 자동기계 변속장치의 예가 미합중국 특허 제3,961,546; 
4,361,060; 4,425,620; 4,631,679 및 4,648,290호에 개시되어 있고, 이를 참고로 여기에 포함했다.

또 다른 형태의 부분자동차량 변속장치는 수동전용 제어마스터 클러치를 지닌 차량에 이용되는 기계변속
장치에 대해 자동 또는 반자동 시프트수행장치/방법을 이용한다. 이러한 장치는 자동 또는 반자동으로 수
행될 시프트가 자동으로 예비 선택되는 하나 이상의 작동모우드를 통상 지닌다. 전자제어장치(ECU)는 변
속기입력 및 출력축속도 및/또는 엔진속도를 나타내는 입력신호를 수신하고 소정의 논리법칙에 따라 이를 
처리하여 (i)동기상태가 존재하는지를 결정하고 자동예비 선택모우드에서 현재 맞물린 기어비로부터의 다
운시프트 또는 업시프트가 필요한지를 결정하여 명령출력신호를 변속기 액츄에이터 및/또는 엔진콘트롤러
에 발생시켜서 이 명령출력신호에 따라 변속기를 시프트한다.

이러한 형태의 변속장치가 미합중국 특허 제5,050,079;  5,053,959;  5,053,961;  5,053,962;  5,063,511; 
5,081,588; 5,089,962; 5,089,965; 및 5,272,939호에 개시되어 있고, 이를 참고로 여기에 포함했다.

위에서 설명한 자동 및/또는 부분자동 시프트수행형 차량기계 변속장치가 의도한 응용에 적합할지라도, 
차량작동상태로 하여 되지 않아야 하고/또는 완료된 수 없는 의도한 시프트를 자주 개시함으로 전적으로 
만족스럽지 못하다.

이것은 특히, 무거운 짐을 적재하고/또는 경사를 오르는 차량의 업시프트 및/또는 자동클러치 액츄에이터 
및/또는 입력축 브레이크가 제공되지 않은 자동기계 변속장치와 관련이 있으므로, 입력축 감속은 엔진의 
정규 또는 엔진브레이크 보조 감쇠비로 제한한다.

위에서  언급한  상호계류중인  미합중국  일련번호  08/179,060  및  5,272,939  및  5,133,229;  5,127,609; 
5,231,582의 본 발명에 따라 (이들 여기에 포함) 위에서 언급한 선행기술의 결점은 현재 맞물린 기어비로
부터 목표기어비로의 업시프트 자동 또는 수동으로 감택할 때 현재 감지된 작동상태를 토대로 선택된 업
시프트가 이용가능한가 (즉, 바람직한 및/또는 적절한 완료)를 결정하고 이용 가능한 시프트만을 개시하
는 차량부분 자동기계 변속장치용 시프트제어/장치를 제공함으로써 최소화 또는 극복된다.

만일 의도한 업시프트가 이용가능하지 않으면, 시프트 요구가 수정되거나 (즉, 스킵시프트 요구가 단일 
시프트로 변경) 소정의 시간동안(10초) 취소된다.

전문의 선행기술의 제어논리는 구동바퀴 토오크를 나타내는 제어파라미터의 값을 얻는데 고가의 축토오크 
센서를 필요로 하고, 이 파라미터가 (공기조절장치 및 고류가와 같은) 차량 어샘블리 설치 부속품으로 인
한 토오크 나타내지 않는 엔진을 감속시키는 총 엔진토오크 값으로 유도되기 때문에 전적으로 만족스럽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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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하다.

예를 들어 중형트럭의 저기어에서의 SAE J1939-형 데이터링크에 관해 엔진으로부터 보고된 토오크 수는 
넓게 개방된 드로틀 상태에서 매우 수가 많다. 그러나, 엔진토오크란 엔진회전 관성을 가속시키고 보고된 
토오크의 부분만이 프라이휠로부터 클러치를 통해 전달하여 차량을 정확히 이동시키는 것을 말한다. 

선행기술은 엔진감속의 기재비가 정지에서 차량과 함께 결정하기 힘들고 업시프트를 주기적으로 수행하지 
않기 때문에 전적으로 만족스럽지 못하다. 

본 발명에 따라, 선행기술의 결점은 부분자동 차량기계 변속장치에 대해 현재 차량작동상태 하의 엔진 보
조토오크와 보조토오크의 함수로 엔진플라이휠 토오크를 나타내는 값을 결정하고 엔진의 감속비를 나타내
는 값을 결정하는 적응제어장치를 제공함으로서 최소 또는 극복된다. 특히, 이러한 제어는 SAE J1922 또
는 J1939와 유사한 프로토콜에 해당하는 형의 데이터링크에 의해 전기제어 내연기관과 연결된 차량자동기
계 변속장치에 이용된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다음 관계를 이용하여 시프트작동 중 마스터 클러치를 자동으로 분리할 
수 없는 형의 차량자동 기계변속장치에서 성취된다.

TEG = TFW + TBEF + TACCES + TACCEL

여기서, TEG = 총 엔진토오크

TFW = 플라이휠 토오크

TBEF = (엔진내부마찰 극복 토오크 및 엔진제조자 설치 부속품(예; 스펌프 오일펌프)회전토오크를 포함하

는)기본엔진 마찰토오크

TACCES = (공기조절장치, 팬, 라이트 등과 같음) 차량부속품을 작동시키는 토오크 보조토오크

TACCEL = 엔진가속 또는 감속 엔진의 관성모멘트(Ⅰ)로부터 산출된 엔진가속토오크

총 엔진토오크(TEG)와 기본엔진 마찰토오크(TBEF)를 나타내는 순서값은 데이터 링크에서 결정된다. TACCEL은 

(부(-))인 감지된 엔진가속도와 엔진의 관성모멘트(I)로부터 결정된다. 보조토오크(TACCES )는 출원인이 결

정하는 것으로 차량이 중립의 변속기와 아이들 상태에 있는 경우 및/또는 마스터클러치가 분리된 경우 알
짜 엔진토오크(즉 TEG - TBEF)로 택해지고, 차량이 정지 또는 이동상태에 있을 때 공지된 선형방식으로 엔

진감속비에 관한 일정하게 결정된 값이다.

차량이 정지상태에서 아이들링 할 경우 보조토오크(TACCES)는 총 마찰토오크 - 기본마찰토오크(TEG - TBEF)의 

함수로 결정되고, 엔진감속비(dES/dt 비)는 엔진감속비와 보조토오크간의 공지된 관계에서 얻어진다. 차
량이 이동할 경우, 엔진감속비는 업시프트 동기작동 중 감지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보조토오크가 엔진 감
속비와 보조토오크 간의 공지관계로부터 얻어진다.

따라서, 차량부분자동 기계변속장치의 적응제어장치/방법은 보조토오크를 나타내는 제어파라미터(TACESS)의 

값과 엔진의 감속을 나타내는 제어파라미터(dES/dt 비)의 값을 갱신한다. 이들 제어파라미터는 자동기계 
변속장치에 이용된다. 본 발명은 수반한 도면을 참고로 하면서 설명할 것이다.

다음에서 사용한 용어들은 단지 참고로 사용했지 설명을 제한하려는 것은 아니다. “위쪽으로”, “아래
쪽으로”, “오른쪽으로”, 및 “왼쪽으로”하는 말을 참고할 도면에서 방향을 나타낸다. “앞쪽으로”, 
”뒤쪽으로”라는 말을 차량에 종래대로 설치되어 있는 것에 있어서, 변속기의 앞단 및 뒷단을 나타내고, 
제1도에 도시되어 있듯이, 변속기의 좌, 우측으로부터를 각각 나타낸다.

“안쪽으로” 및 바깥쪽으로라는 용어는 장치 및 이를 표시하는 부분의 기하중심으로부터 및 먼 방향을 
나타낸다. 이러한 용어는 전용 및 차용어를 포함한다.

“복합변속기”란 직열로 연결된 다중전진속도 주변속색션과 다중속도 부변속색션을 지닌 변경속도 또는 
변경기어 변속기를 표시하는데 이용되는 것으로, 주변속색션의 선택된 기어감속이 부변속색션의 또 다른 
선택된 기어감속과, 복합된다. “동기화 클러치 어샘블리” 및 이의 전용어는 포지티브 클러치에 의해 선
택된 기어를 축에 회전할 수 없게 커플하는데 이용되는 것으로 클러치 부재들이 실질적으로 동기화 회전
이 될 때까지 상기 클러치의 의도한 맞물림을 방지한다.

매우 큰 용량의 마찰클러치가 클러치부재와 사용되고 이는 클러치 맞물림 개시에 용량이 충분하므로, 이
와 함께 회전하는 클러치부재 및 모든 부재가 실질적으로 동기속도로 회전한다.

“업시프트”란 저속기어비에서 고속기어비로의 시프팅을 의미한다.

“다운시프트”란 고속기어비에서 저속기어비로의 시프팅을 의미한다.

“저속기어”, “저기어” 및/또는 “제기어”란 변속기 또는 변속색션에서 최소전진속도 작동에 활용되
는 기어비를 나타낸다. 기어의 세트는 변속기의 입력축에 대한 최고감속비를 한다.

제1도는 작동의 자동예비선택 모우드를 지닌 반자동기계 변속장치에 의해 부분적으로 자동화된 힘의 레인
지형 복합변속기(10)를 도시한다. 복합변속기(10)는 레인지형색션(14)과 직열로 연결된 다중속도 주변속
색션(12)을 포함한다. 변속기(10)가 하우징(H)내에 수용되어 있고, 엔진 크랭크축(20)에 구동할 수 있게 
연결된 입력 또는 구동부(18)와, 변속입력축(16)에 회전할 수 있게 고정된 피구동부(18)를 지닌 선택적으
로 분리되고, 일반적으로 맞물리는 마찰마스터 클러치(C)를 통해 디젤엔진(E)과 같은 원동기에 의해 구동
되는 입력축(16)을 포함한다.

엔진(E)은 연료드로틀 제어되고 바람직하기로는 전기적으로 제어되고, SAE J1922 또는 J1939 프로토콜에

16-3

1019950011671



서 규정한 형의 전자데이터링크(DL)에 연결되어 있고, 마스터 클러치(C)가 클러치 패달(도시되지 않음)에 
의해 수동으로 제어된다. 클러치 패달을 수동으로 과도한 이동으로 밟으므로서 작동하는 입력축브레이크
(도시되지 않음)가 선행기술에 공지되어 있듯이 수동업시프팅을 신속하게 한다.

기계변속기(10)와  유사한  변속기가  선행기술에  공지되어  있고,  이는  미합중국  특허  제3,105,395; 
3,283,613; 4,754,665호에 개시되어 있고, 이를 참고로 여기에 포함했다.

예시된  형태의  부분  자동차량  기계변속장치가  위에서  언급한  미합중국  특허  제5,050,079;  5,053,959; 
5,053,961; 5,053,962; 5,063,511; 5,089,965; 및 5,272,939호에 개시되어 있다.

본 발명의 제어방법/장치는 자동클러치 액츄에이터 또는 입력축 브레이크를 지니지 않은 자동기계 변속장
치에 특히 이용될지라도, 본 발명은 이러한 이용에 제한되지 않는다.

주변속색선(12)에서, 입력축(16)은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전속도로 다수의 실질적으로 동일한 중간축어샘
블리(26) 및 (26A)을 동시에 구동시키는 입력기어(24)를 운반한다. 두 개의 실질적으로 동일한 주간축 어
샘블리가 입력축(16)과 동축으로 배열된 주축(28)의 대항축에 정반대로 배열되어 있다.

각각의 중간축 어샘블리는 하우징(H)의 베어링(32) 및 (34)에 의해 지지된 중간축(38)을 포함하고, 이의 
부분만을 개략적으로 도시했다.  각각의 중간축에는 동일한 그룹의 중간축기어(38),(40),(42),(44),(46) 
및 (48)이 제공되어 이들과 함께 회전한다. 다수의 중간축 기어(50),(52),(54),(56) 및 (58)이 선행기술
에 공지되어 있듯이, 슬라이딩 클러치 칼라(60),(62) 및 (64)에 의해 동시에 주축(28)에 선택적으로 클러
치하여 이와 회전한다. 또한, 클러치칼라(60)는 입력축(16)과 주축(28)간의 직접구동 관계를 제공하기 위
해 입력기어(24)를 주축(28)에 클러치하는데 이용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클러치칼라(60),(62) 및 (64)은 선행기술에 공지되어 있듯이, 시프트 하우징 어샘블리(70)와 
관련된 시프트 토오크에 의해 축방향으로 위치한다. 클러치칼라(60),(62) 및 (62)은 공지된 비동기화 이
중작용 좌우 클러치형이다, 시프트 하우징 또는 액츄에이터(70)는 압축공기와 같은 압축유체에 의해 작동
되고, 제어장치에 의해 자동적으로 제어 가능한 형이다. 이는 미합중국 특허 제4,445,393;  4,555,939; 
4,361,060; 4,722,237; 4,873,881; 4,928,544 및 2,931,237호에 개시되어 있고 이를 참고로 여기에 포함
했다.

주축기어(58)는 역기어이고, 종래의 중간아이들러기어(도시되지 않음)에 의해 중간축기어(48)와 연속정합 
맞물려 있다. 또한, 주변속색선(12)이 5개의 선택 가능한 전진속비도를 제공할지라도 최저전진속도비 즉, 
주구동기어(56)를 주축(28)에 구동할 수 있게 제공된 기어비가 고기어감속이다. 이 고기어 감속을 악조건
하에서 차량을 출발시키는데만 이용하고, 통상적으로 고변속 레인지에서는 할용되지 않는지 또는 크리퍼
“creeper”기어라고 한다. 따라서, 주변속색션(12)이 5개의 전진속도를 제공할지라도, 4개의 전진속도가 
이와 함께 이용되는 부레인지 변속색션(14)과 결합되기 때문에 4+1 주색션이라고 한다.

죠우클러치(60),(62)  및  (64)은  액츄에이터(70)에  의해  도시된  것처럼  중앙에  위치한  맞물리지  않는 
위치, 완전 오른쪽으로 맞물리거나 완전 왼쪽으로 맞물린 위치에 위치할 수 있기 때문에 3위치 클러치이
다. 공지되어 있듯이, 클러치(60),(62) 및 (64)중 하나만이 소정의 시간에 맞물릴 수 있고, 주색션 인터
록수단(도시되지 않음)이 중립상태로 다른 클러치를 록하기 위해 제공되어 있다.

부변속레인지색션(14)은 두 개의 실질적으로 동일한 부중간축 어샘블리(74) 및 (74A)을 포함하고, 이들 
각각은 하우징(H)의 베어링(78) 및 (80)에 의해 지지된 부중간 축을 포함하고, 이와 함께 회전하기 위해 
두 개의 부색션 중간축기어(82)를 운반한다. 부중간축기어(82)는 일정하게 정합되어 레인지/출력기어(8
6)를 지지하는 반면, 부색션 중간축기어(84)는 출력기어(88)와 일정하게 정합되어 있다.

시프트 토오크(도시되지 않음)에 의해 축방향으로 위치한 2위치 동기화 좌우클러치 어샘블리(92)와 레인
지색션 액츄에이터 어샘블리(96)는 직접 또는 고레인지 작동을 위해 기어(86)를 출력축(90)에 클러치 하
거나 복합변속기(16)의 저레인지 작동을 위해 기어(88)를 출력축(90)에 클러치 하도록 제공되어 있다. 복
합레인지형 변속기(10)의 “시프트패턴”)이 제1(a)도에 개략적으로 도시되어 있다.

레인지형색션 액츄에이터(96)는 미합중국 특허 제3,648,546; 4,440,037 및 4,614,126호에 개시되어 있고, 
이를 참고로 여기에 포함했다.

레인지형부색션(14)이 스퍼 또는 헬리컬기어를 이용하는 2색션으로 도시되어 있을지라도, 본 발명은 결합
된 스플리터/레인지형부색션을 활용하고 3개 이상의 선택 가능한 레이지비를 지니고, 유성형기어를 활용
하는 레인지형 변속기어에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어떤 하나 이상의 클러치(60),(62) 또는 (64)이 동기화 
좌우클러치형일 수 있고, 변속색션(12) 및/또는 (14)은 단일중간축형일 수 있다.

변속기(16)의 작동의 자동예비 선택모우드 또는 반자동시프트수행 작동을 위해, 입력축속도(IS)센서와 출
력축속도(OS)센서(100)가 할용된다.

대안으로, 출력축 속도센서(100)에 대해 부색션중간축기어(82)의 회전속도를 감지하는 센서(102)가 이용
될 수 있다. 물론 기어(82)의 회전속도는 주축(28)의 회전속도의 공지된 기능이고, 클러치(92)가 공지된 
위치에서 맞물리면, 출력축(90)의 회전속도의 기능이다. 주클러치(C)가 완전히 맞물리는 경우 입력축속도
(IS)가 엔진속도(ES)와 같다.

본 발명의 기계변속장치용 자동예비선택 및 자동 또는 반자동 시프트 수행제어장치(104)가 제2도에 개략
적으로 도시되어 있다. 위에서 설명한 기계변속기(10)외에 제어장치(104)는 전자제어장치(106) 바람직하
기로는 입력신호를 입력축속도센서(98) 출력축속도센서(100) 또는 대리석으로 주축속도센서(102), 구동제
어콘솔(108), 드로틀패달(P)위치센서(152) 및 데이터링크센서(DL)를 통한 엔진(E)으로부터 수신한다. 일
반적으로  엔진속도(ES),  총 엔진토오크(TEG )  및  기본엔진 마찰토오크(TBEF )가  데이터링크에서  결정된다. 

ECU(106)는 미합중국 특허 제4,595,986호에 개시되어 있고, 이를 참고로 여기에 포함했다. 또한 ECU(10
6)는 소정의 논리법칙에 따라, 이러한 입력을 처리하여 명령출력신호를 주색션 액츄에이터(10)와 부색션 
액츄에이터(96)를  제어하는  솔레노이드  메니포올드(112)와  같은  변속오퍼레이터와  드라이버 제어콘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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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과 데이터링크(DL)를 통해 엔진(E)에 발생시킨다.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드라이버 제어콘솔은 오퍼레이터로 하여금 소정의 방향 업 또는 시프트 또는 현재 
맞물린 비로부터 중립의 시프트를 수동으로 선택할 수 있게 하거나 작동의 반자동 예비선택 모우드를 선
택하게 하고, 오퍼레이터에게 작동의 현재 모우드(시프팅의 자동 또는 수동예비선택) 현재변속 작동상태
(전진, 후진 또는 중립) 및 예비선택은 되었지만 아직 수행되지 않은 변경 및 시프트비(업시프트 다운시
프트 또는 중립시프트를 알리는 디스플레이를 제공한다.

콘솔(108)은 수동업시프트 및 다운시프트 선택기를 지닌 “R-N-D-H-L”(즉, 역-중립-구동-유지-저)형으로 
할 수 있다.

선택된 시프트를 수행하기 위해, 메니포올드(112)가 예비 선택되어 액츄에이터(70)가 바이어스됨으로써 
주변속색션(12)을 중립에 시프트한다. 이것은 엔진에 대한 연료공급을 순간적으로 감소 및/또는 증가시키
어  오퍼레이터  또는  ECU  콘트롤러가  토오크를  역으로  하게  함으로써  섭취된다.  이  미합중국  특허 제
4,850,236호에 개시되어 있고, 이를 참고로 여기에 포함했다. 변속기가 중립으로 시프트 되고 중립(1.5초 
동안 감지된 중립)이 ECU에 의해 검증됨에 따라, 선택된 시프트가 복합시프트 즉, 제1(a)도에 도시되어 
있듯이 제4에서 제5속으로의 시프트와 같은 주색션(12)과 레인지색션(14) 모두의 시프트이면, ECU는 명령
출력신호를 메니포올드(112)에 발생시킴으로서, 부색션 액츄에이터(96)가 중립이 프런트 박스(front bo
x)에서 감지된 후 레인지 시프트를 완료한다. 레인지부색션이 적절한 비로 맞물릴 때, ECU는 산출 또는 
결정하여 감지된 출력축(차량) 속도 및 맞물림비(GRTARGET)를 토대로 입력축 속도의 구동레인지 또는 밴드

를 갱신함으로써, 맞물림비의 동기맞물림이 허용 가능해진다. 드로틀조작에 의해 오퍼레이터 또는 ECU가 
입력축속도를 허용 가능한 레인지 내로 떨어지기 때문에 ECU(102)는 명령출력 신호를 메니포올드(112)에 
발생시켜 액츄에이터(70)가 맞물린 변속비를 맞물리게 한다.

차량의 어떤 작동 상태 하에서, 자동 또는 수동선택 시프트가 완료되지 않거나 업시프트가 완료된 후 차
량 수행이 허용가능하지 않게 된다. 이러한 상태는 보통 차량이 무거운 짐을 적대하고/또는 진흙에서 급
브사를 오를 때 및/또는 강한 맞바람에 대해 이동할 때의 큰 저항에 대해 이동할 때 업시프트와 관련되어 
있다.

예를 들어, 업시프트를 완료하는 동기상태를 성취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마스터 클러치가 맞물린 엔진속
도와 같은) 입력축(10) 속도는 목표기어비가 곱해진 (차량속도에 정비례하는) 출력축(90) 속도를 실질적
으로 같도록 감소되어야 한다. 자동클러치 액츄에이터 및 축브레이크가 제공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입력
축 속도가 엔진속도의 감쇠비로 감소한다. 따라서, 목표비의 맞물림을 위해 동기 상태를 실질적으로 성취
하기 위해 IS가 OS*GRTARGET와 같아야 하고, 마스터 클러치가 완전 맞물림 상태에서 IS는 ES와 실질적으로 

같아야 한다. 

자동기계 변속장치의 순서가 제5도에 그래프로 도시되어 있다. 선(200)은 업시프트점(202) 전에 차량상태
의 입력축속도(IS)를 나타낸다. 여기서 현재기어비(GR)가 완전 맞물림 되어 있고 마스터 클러치(C)가 완
전 맞물림 되어 있고 ES=IS=OS*GR이다. 중립으로 시프트할 때 엔진이 연료를 감소시키기 때문에(엔진의 
연료공급을 최대값까지 감소),  입력축속도와 엔진속도가 아이들속도(206)에 도달할 때까지 선(204)으로 
표시된 일정(그러나 반드시 선형일 필요 없는) 비(dES/dt)로 감소한다. 제로(0) 엔진토오크가 목표기어비
가 곱해진 차량구동바퀴(OSEXPECTED)에  가해질 때 시프트 천이 중 출력축(90)의 기대속도는 차량운동에 대

한 작은 또는 큰 저항의 적(product)은 나타내는 선(28) 및 (210)으로 표시되고 이 적(product)은 입력축
/엔진의 필요한 동기속도이다. 저항이 작은 상태(선(208))에서 동기화가 점(212)에서 발생하고 선택된 업
시프트가 이용 가능한 반면 큰 저항의 상태(선(210))에서, 실질적인 동기화가 일어나지 않고 선택된 업시
프트 이용 가능하지 않다.

중형 트럭의 엔진에서, 엔진/입력축 감쇠비는 약 300~800RPM이고 엔진과 차량감속은 거의 선형이다. 엔진 
및/또는 입력축의 감쇠의 고유비는 연료감소 상태에서 ES 및/또는 IS 신호의 값은 미분하면 알 수 있다. 
(이는 위에서 언급한 미합중국 특허 제4,361,060호 참조) 이러한 감쇠비는 온도와 엔진구동 부속품의 이
용에 따라 크게 변할 수 있다.

제5도에 도시되어 있듯이 (점(202)에서 초기 입력축속도와 입력축(dIS/dt)의 가속도에 의해 결정될 때), 
입력축속도(IS)는  (엔진 아이들속도(206)와  같은 기준값 이상의 목표기어비(GRTARGET )의  수치값이 곱해진 

초기  OS(-IS/GR)와  차량운동에  대한  현재저항의  차량가속도(dOS/dt)에  의해  결정된 차량구동바퀴
(OSEXPECTED )에 대한 제로토오크에서의 기대출력축속도의 적과 실제적으로 같으면, 선택된 목표기어비의 동

기시프트의 섭취가 이용 가능하고, 그렇지 않으면 선택된 목표기어비로의 실질적인 동기 시프트의 성취가 
이용 불가능하다. 물론 OS와 dOS/dt 신호가 차량속도 및 차량가속도 신호와 같다. 기준 값이 엔진아이들
속도(206)로 도시되었지만 마스터클러치가 수동 또는 자동으로 분리되면, 작은 양의 값으로 될 수 있다.

이용 가능성 질량을 위해 연료(어떤 경우에) 차량승객(어떤 경우에) 오퍼레이터를 포함하는 매우 넓은 포
장결합하중(GCW), 예를 들어 즉 차량의 결합하중을 하는 차량인 경우, 콘트롤러는 현재 GCW를 결정한다. 
이들 정보로부터 시스템은 차량가속도(통상감속)가 제로구동선 토오크 즉 선(208) 또는 (210)의 경사에 
있는 다는 것을 결정할 수 있다. 이 정보 및 엔진감쇠비의 현재 값, 즉 엔진속도 작동온도 엔진브레이크
의 작동에 따라 변할 수 있는 선(208)의 경사를 토대로, ECU는 현재차량 작동상태 하에서 시스템이 의도
한 업시프트를 성공적으로 완료할 수 있는지를 결정한다. 이들 정보를 토대로, 제어장치 (ⅰ) 의도한 업
시프트를 수행하기 위해 명령신호를 발생시키거나 (ⅱ) 의도한 시프트를 수정하거나 (즉 스킵업시프트와
의 단일업시프트를 명령하거나 (ⅲ) 소정의 시간 (약 10초)동안 시프트요구를 취소/금지시킬 수 있다.

간단히 구동바퀴에 대한 제로토오크에서의 차량가속도는 다음 관계를 한다.

AO TORQUE = Ai - (Ti/CW)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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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 구동바퀴에 대한 엔진토오크(i)에서의 차량가속도

C = 상수

Ti = 구동바퀴에 대한 엔진토오크(i)

W = 포장결합 차량하중

제3(a)도는 OS 및/또는 ES와 같은 여러 입력신호(222)를 시간에 대해 미분 즉, dOS/dt 및/또는 dES/dt 입
력신호를 결정하기 위해 논리소자 또는 서브루우틴(220)을 개략적으로 도시한다. 

제3(b)도는 논리소자 또는 서브루우틴(226)을 개략 도시한 것으로 토오크엔진과 차량가속도(dOS/dt)를 나
타내는 신호를 포함하는 입력신호(228)는 어떠한 엔진토오크가 차량구동바퀴에 가해지지 않을 때 출력신
호값(230)을 결정하기 위해 위에서 설명한 논리법칙에 따라 처리된다.

전문은 현재차량 작동상태 하에서 수동 또는 자동예비 선택한 시프트의 이용 가능성을 평가하고, 이러한 
의도한 시프트를 수행 수정 또는 취소하게 하는 제어시스템이다. 이용 가능하지 못하다고 결정된 수동선
택 업시프트의 경우, 오퍼레이터는 촉감, 음성 또는 시각경고를 발생시킨다.

위에서 설명했듯이, 전자동 또는 부분자동 기계변속장치에 있어서, 플라이휠(TFW )에서의 토오크 및/또는 

많은 알고리즘의 엔진감속비(dES/dt)를 아는 것이 바람직하다. 플라이휠에서의 시프트제어와 엔진감속비
(dES/dt)를 앎으로서 시프트제어가 정확히 되고 시프트성능 및 GCW 산출의 알고리즘의 향상된다.

플라이휠의 토오크는 보조토오크의 기능이다. 본 발명의 제어장치는 이들 파라미터를 제어하기 위해 차량 
및 엔진가속정보와 더불어 엔진(바람직하기로는 전자엔진)으로부터의 토오크 정보를 이용한다.

전 또는 부분자동 차량기계 변속장치를 제어하기 위해 구동바퀴 토오크를 나타내는 정확한 값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변속기어비구동액슬비 구동트레인 및 타이어크기와 같은 구동트레인 파라미터가 공
지되면, 구동바퀴 토오크가 엔진 플라이휠 토오크(즉, 마스터클러치 또는 토오크 컨버터의 입력토오크)의 
함수로 결정될 수 있다.

SAE J1922 및 J1938 프로토콜에 규정된 형의 데이터링크와 통신하는 전기제어 엔진을 지닌 중형차량인 경
우, 엔진토오크가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TFG = TFW + TBEF + TACCESS + TACCEL

여기서, TEG = 총 엔진속도

TFW = 플라이휠 토오크

TBEF = 기초엔진 마찰토오크

TACCESS = 보조토오크

TACCEL = 엔진가속토오크

(오일 펌프와 같은)엔진 제조가 공급장치를 구동시키고 내부엔진 마찰을 극복하는데 필요한 토오크가 전
자데이터 버스(DL)에 이용 가능할 파라미터이다.

엔진(TACCES )을  가속시키는 토오크는 감지된 엔진가속도 및  관성의 공지된 엔진모멘트(T ACCEL  =  dES/dt  * 

IENGINE)의 함수로 결정된다.

TACCEL은 양 또는 음값을 가질 수 있다. 따라서, 시프트논리 및 GCW 결정논리의 제어파라미터인 플라이휠 

토오크(TFW )를  결정하기 위해 보조토오크(TACESS )를  결정하는 제어기술을 제공해야 한다. 보조토오크(TACES

S)의 값은 라이트(light) 공기조절 및 팬구동과 같은 차량부속품이 차량오퍼레이터 및/또는 승객에 의해 

자동으로 턴오프 및 온된다.

도움이  없는  엔진감속(엔진브레이크  작동이  없음)인  경우 엔진보조토오크(TACESS )와  엔진감속비(dES/dt 

비)가 서로 독자적으로 변한다는 것을 알았다. 변속기가 중립기에 있고, 마스터클러치가 완전히 분리되어 
있고, 연료공급이 최소값에 설정될 때, 엔진감속비(dES/dt  비)는 엔진감속비이다. 보조하중이 증가함에 
따라 엔진가속비는 이에 비례하게 감소한다.

자동기계 변속장치를 제어하기 위해 차량이 이동하지 않고/또는 시프팅 없는 시간에 엔진감속비(dES/dt)
를 결정해야 한다.

차량이 이동할 때 엔진속도와 업시프팅이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SAE J1922 또는 J1939 프로토콜에서 규
정한 형의 전자데이터 링크 위의 ECU에 의해 제어되는 엔진을 지닌 형의 자동변속장치의 경우에 엔진은 
기존비의 분리 전 “프리디프”(predip)모우드로 기존비로부터 시프트 후 동기 모우드로 및 기어비의 맞
물림 후 즉시 드로틀 회복으로 작동한다. 이 모우드의 엔진속도와 및 입력축속도가 제6도에 도시되어 있
다. 프리디프 모우드에서, 연료공급을 변화시킴으로써 구동라인 토오크가 역으로 되어 토오크록 상태를 
완화시킨다. “동기모우드”에서 엔진연료의 감소로 엔진 및 입력축속도와 동기속도 이하로 감쇠하여 목
표기어비(ES = IS = OS * GRTARGET)를 맞물린다.

“드로틀회복모우드”에서 엔진의 연료공급은 드로틀패달의 오퍼레이터 위치 조절에 의해 표시된 값으로 
완만히 복귀된다. 엔진작동의 동기모우드중, 현재 엔진 감속비 값을 정확히 결정하고, 잡음 및 견인력을 
최소화하기 위해, 각각의 측정에 대해 초기엔진값과 최종엔진값간의 가장 큰 미분이 이용되고, 필터링 기
술에 이동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현재감속을 나타내는 값을 결정하기 위해 판독이 업시프트의 동

16-6

1019950011671



기엔진 제어단계 중 되어야 하고, 동기엔진 제어단계가 먼저 개시될 때 제6도의 점 A부근에서 제1판독을 
포함해야 하고, 동기엔진 제어단계가 끝나거나 막 끝날 때 제6도의 점(B)에 제2판독을 포함해야 한다. 엔
진감속의 현재 값은 (RPMA - RPMB)  ÷ (TimeA - TimeB)이다. 이 값은 갱신된 제어파라미터 즉 dESUPDATED = 

[(dESCURRENT) + (7) * (dESPREVIOUS))]  ÷ 8을 제공하므로 여과된다.

A점의 발생은 동기모우드의 제1시간 작동이 감지될 때 발생한다. 점(B)은 드로틀 회복 모우드의 제1시간 
작동이 감지될 때 발생한다. 엔진속도의 측정 가능한 변화가 업엔진시프트 제어 서브루우틴을 입력하는 
사이의 사이클 시간(약 40밀리초)에서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각각의 업시프트의 동기동작 중 엔
진속도의 변화의 최대크기를 얻는 매우 정확한 방법이다.

중형차량의 경우에 4:1~20:1 필터링 기술, 바람직하기로는 약 7:1 필터링 기술은 진동 및 견인력으로 인
한 구동프레임 잡음을 여과시킴과 동시에 적절한 응답성을 제공한다.

본 발명은 부분자동 차량기계 변속장치를 제어하는 제어방법/장치를 제공하는 것으로 보조토오크와 엔진
감속비가 이동 또는 정지의 차량에 따라 결정된다.

엔진이 아이들링하고, 변속기가 중립 또는 마스터클러치가 분리된 상태에서 차량이 정지할 때, 보조토오
크는 총 엔진 토오크 기본엔진토오크(TEG - TBEF)이다. TEG - TBEF는 알짜 엔진 토오크하고 한다. 이들 값은 

데이터버스 또는 데이터링크(DL)로부터 감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필터 평균 처리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
다. 시스템 콘트롤러에는 실질적으로 소정의 선형방식으로 보조토오크(TACCES )에 대한 엔진감속비(dES/dt 

비)에 관한 정보가 제공되되, 엔진감속비는 A + (B * 보조토오크)와 같다. 여기서 A와 B는 소정의 기억된 
파라미터이다. dES/dt 비가 RPM/초 단위이고 TACCES가 파운트-피트 단위이면, “A”는 RPM/초 단위이고 “B

”는 RPM/초/파운드-피드 단위이다. 제7도는 이 관계의 그래프이다.

상기 관계와 보조토오크의 값을 이용하면 기대엔진 감속비는 차량이 정지하고 있는 동안 결정될 수 있다. 
결정되거나 얻어진 이 비율은 차량출발을 위해 활용하기 위한 시스템논리의 근사이고, 차량이 이동하고 
업시프트 할 때마다 정확히 여과되어 감지된 엔진감속 값을 이용하여 보정 및 갱신된다.

차량이 이용하고 업시프트를 수행할 때, 엔진감속비(dES/dt 비)는 변속기가 중립에 있고 엔진 연료공급이 
최소값까지 감소할 때, 정확한 엔진 감속을 관찰함으로써 바람직하기로는 관찰된 값의 여과된 평균을 산
출함으로써 결정될 수 있다. 이는 위에서 언급한 상호 계류중인 미합중국 특허 출원 일련 번호 08 ------
- 호에 개시되어 있고, 이의 제목은 엔진감속 결정방법/장치이다. 다음, 보조토오크(TACCES)는 위에서 언급

한 소정의 선형 관계 즉, TACCES = (엔진감속비 - A)  ÷ B로 결정된다. 제7도를 이용하면, 엔진감속비는 

-385 + (-2 * TACCEL)와 같고, -500RPM/초의 관찰하여 평균된 엔진감속비(dES/dt 비)에서 보조토오크(TACCE

S)는 약 81.25 파운드 피드와 같다.

선형관계가 차량구성에 대해 미리 결정된 것으로 정의될지라도, 이 관계는 콘트롤러 논리에 의해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거나 차량조립선의 끝에서 실험적으로 결정된다. 예를 들어 차량조립선 점검 및 
시험절차의 끝에서 이 선형관계를 결정하기 위해 다음 절차를 따른다.

(1) 정상작동 온도까지 차량엔진을 워밍업;

(2) 차량이 중립에 정지하고 가속페달을 밟아 제어속도까지 엔진을 가속시킨 다음, 페달을 해제하고 최대
작동속도 (즉 약 1,800RPM)로 엔진감속비를 감지 및 기록하는 것을 모든 보조장치(라이트 공지조절장치)
를 턴오프한 채 실시;

(3) 엔진을 아이들시키고 엔진데이터링크를 감지함으로써 보조토오크를 관찰 이는 제7도의 선상의 한 점;

(4) 모든 보조장치를 턴오프한 채, 차량이 중립에 정지하고 가속페달을 밟음으로서 제어속도까지 엔진을 
가속시킨 다음 페달을 해제하고 엔진감속비를 감지 및 기록; 

(5) 엔진 아이들시키고, 데이터링크를 감지하여 보조토오크를 관찰 이는 제7도의 선상의 제2점;

(6) 결정된 두 개의 점을 이용하여 선형방정식을 결정하고 변속시스템 콘트롤러로의 해당교정을 입력.

전문의 절차를 수동으로 또는 선교정 산출논리의 단의 루우틴으로 수행될 수 있다. 유사한 절차가 변속콘
트롤러 논리에 합체될 수 있다. 전문의 기술을 이용하면, TFW = TEG - TBEF - TACCES - TACCEL과 엔진 감속비

(dES/dt 비)의 정확한 값이 결정된다. 본 발명의 보조토오크(TACCES ) 플라이휠 토오크(TFW) 및 엔진감속비

(dES/dt 비) 결정 방법/장치는 제4(a)도 및 제4(b)도에 흐름도를 개략 도시되어 있다.

따라서, 기존의 입력신호와 도움이 필요 없는 엔진감속비(dES/dt 비)와 보조토오크(TACCES)간의 결정된 관

계를 할용하여 보조토오크(TACCES), 플라이휠(TFW) 및 엔진감속비(dES/dt 비) 제어파라미터를 나타내는 정확

한 값을 제공하는 간단하고 저렴한 자동기계 변속장치(10)의 시프트 수행제어장치/방법이 제공된다.

본 발명은 청구범위 내에서 수정과 변경이 가능하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연료드로틀 제어내연기관(E)과, 오퍼레이터 설정 연료드로틀장치(P)와, 차량구동바퀴를 구동하기에 알맞
은 입력축(16)과 출력축(90)을 지닌 다단속도 변경기어 기계변속기(10)를 구비하고, 상기 입력축은 마스
터 마찰클러치(C)에 의해 엔진에 구동할 수 있게 연결되어 있고, 또한 입력축 또는 엔진 회전속도를 나타
내는 입력신호(ES,IS), 총 엔진 토오크를 나타내는 입력신호(TGE) 및 기본엔진 마찰토오크를 나타내는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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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신호(TGE)를 포함하는 입력신호를 받아들이고, 소정의 논리법칙에 따라 상기 신호를 처리하여 제어 파라

미터를 결정하여 변속시스템 액츄에이터에 명령출력신호를 발생시키며, 엔진의 연료공급을 제어하는 수단 
및 이 변속기의 시프팅을 제어하는 수단(70)을 구비한 제어장치(106)를 포함하는 차량자동 기계변속장치
에서 엔진이 아이들이고, 변속기가 중립이고/또는 마스터클러치가 분리된 차량 상태 동안 엔진감속비를 
나타내는 제어파라미터(dES/dt 비)의 값을 결정하는 방법에 있어서, 엔진감속비(dES/dt 비)와 보조토오크
(TACCES)간의 관계(dES/dt 비) = A + (B * TACCES)를 결정하는 단계와; 보조토오크를 나타내는 제어파라미터

(TACCES)의 값을 결정하는 단계와; 보조토오크와 상기 관계를 나타내는 상기 파라미터의 값의 함수로 엔진

감속비를 나타내는 상기 제어파라미터의 값을 결정하는 단계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엔진감속
비를 나타내는 제어파라미터 값을 결정하는 방법.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입력신호는 총 엔진토오크를 나타내는 입력신호(TEG)와 기본엔진 마찰 토오크를 나

타내는 입력신호(TBEF)를 포함하고, 보조토오크를 나타내는 상기 파라미터(TACCES )의 값은 총 엔진토오크와 

기본엔진 마찰토오크로 결정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엔진감속비를 나타내는 제어파라미터 값을 결정하는 
방법.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보조토오크를 나타내는 상기 파라미터(TACCES)의 값은 TACCES = TEG - TBEF로 결정되는 것을 

결정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엔진감속비를 나타내는 제어파라미터 값을 결정하는 방법.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파라미터의 상기 현재 값은 여과된 평균값으로 결정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엔진감속비를 나타내는 제어파라미터 값을 결정하는 방법.

청구항 5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엔진과 상기 제어장치는 총 엔진토오크(TEG)와 기본엔진 마찰토오크(TBEF)를 나타내

는 상기 신호를 운반하는 전자데이터링크(DL)와 통신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엔진감속비를 나타내는 제
어파라미터 값을 결정하는 방법.

청구항 6 

제5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터링크는 SAE J1922 또는 J1939 프로토콜 중 하나에 따라 작동하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엔진감속비를 나타내는 제어파라미터 값을 결정하는 방법.

청구항 7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관계는 제어장치에 의해 미리 결정되어 기억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엔진감속비를 
나타내는 제어파라미터 값을 결정하는 방법.

청구항 8 

제3항에 있어서, 상기 관계는 상기 제어장치에 의해 미리 결정되어 기록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엔진감
속비를 나타내는 제어파라미터 값을 결정하는 방법.

청구항 9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관계는 선형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엔진감속비를 나타내는 제어파라미터 값을 결정
하는 방법.

청구항 10 

제3항에 있어서, 상기 관계는 선형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엔진감속비를 나타내는 제어파라미터 값을 결정
하는 방법.

청구항 11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변속장치가 마스터클러치의 분리와 드로틀 장치의 오퍼레이터 설정과 관계없이 맞
물림 비로부터 목표기어비로의 동적업시프트를 연속작동으로 수행하는 것에 있어서, (가) 엔진의 연료공
급을 조작하여 맞물림 기어비를 분리하는 프리디프 작동과; (나) 맞물린 기어비의 분리를 확인한 후 엔진
연료공급을 감소하여 엔진회전속도를 동기 속도로 감소시켜서 목표기어비(ES = IS = OD * GRT)로 맞물리게 

하는 동기작동과; (다) 상기 엔진의 동기 회전속도를 섭취하고 상기 목표기어비를 맞물린 후 엔진의 연료
공급을 상기 드로틀 장치의 감지된 오퍼레이터 설정에 의해 제어하는 드로틀 회복작동을 포함하고; 엔진
감속비를 나타내는 상기 제어파라미터(dES/dt 비)의 상기 값은: 프리디프 작동 중, 엔진속도를 감지하는 
단계와; 상기 동기작동의 개시를 감지하고, 상기 동기작동의 개시를 감지할 때, 감지된 엔진속도를 개시
엔진속도(RPMA)와 같게 하고 타이밍순서를 개시하는 단계와; 드로틀 회복작동을 감지하고, 상기 드로틀 회

복작동의 개시를 감지할 때 엔진속도를 최종엔진속도(RPM)와 같게 하고 상기 타이밍 순서의 개시로부터 
경과 시간을 감지하는 단계와; 최종엔진속도와 개시엔진속도 간의 차이 및 경과시간의 함수로 엔진감속비
를 나타내는 제어파라미터의 현재 값을 결정하는 단계에 의해 차량이동 중 결정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엔진감속비를 나타내는 제어파라미터 값을 제어하는 방법.

청구항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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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 엔진감속비를 나타내는 상기 제어파라미터의 값의 함수로 연속업시프트의 이용 가능성을 
평가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엔진감속비를 나타내는 제어파라미터 값을 제어하는 방
법.

청구항 13 

제3항에 있어서, 엔진감속비를 나타내는 상기 제어파라미터의 값의 함수로 연속업시프트의 이용 가능성을 
평가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엔진감속비를 나타내는 제어파라미터 값을 제어하는 방
법.

청구항 14 

연료드로틀 제어내연기관(E)과, 오퍼레이터 설정 연료드로틀장치(P)와, 차량구동바퀴를 구동하기에 알맞
은 입력축(16)과 출력축(90)을 지닌 다단속도 변경기어 기계변속기(10)를 구비하고, 상기 입력축은 마스
터 마찰클러치(C)에 의해 엔진에 구동할 수 있게 연결되어 있고, 또한 입력축 또는 엔진 회전속도를 나타
내는 입력신호(ES,IS) 포함하는 입력신호를 받아들이고, 소정의 논리법칙에 따라 상기 신호를 처리하여 
제어 파라미터를 결정하여 변속시스템 액츄에이터에 명령출력신호를 발생시키며, 엔진의 연료공급을 제어
하는 수단 및 이 변속기의 시프팅을 제어하는 수단(70)을 구비한 제어장치(106)를 포함하는 차량자동 기
계변속장치에서 차량내연기관(E)의  부속토오크를 나타내는 제어파라미터(TACCES )의  값을 차량이동상태 중 

결정하는 방법에 있어서, 엔진감속비(dES/dt  비)와 보조토오크(TACCES )간의 관계(dES/dt  비) = A  +  (B  * 

TACCES 비)를 결정하는 단계와; 엔진감속비를 나타내는 제어파라미터(dES/dt 비)의 값을 결정하는 단계와; 

상기 관계의 함수로 보조토오크를 나타내는 상기 제어파라미터(TACCES)와 엔진감속비를 나타내는 상기 제어

파라미터의 값을 결정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차량이동상태중 제어파라미터 값을 결정
하는 방법.

청구항 15 

제14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파라미터의 상기 현재 값은 여과된 평균값으로 결정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차량이동 상태 중 제어파라미터 값을 결정하는 방법.

청구항 16 

제14항에 있어서, 상기 엔진과 상기 제어장치는 총 엔진토오크(TEG)와 기본엔진 마찰토오크(TBEF)를 나타내

는 신호를 운반하는 전자데이터링크(DL)와 통신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차량이동 상태 중 제어파라미터 
값을 결정하는 방법.

청구항 17 

제16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터링크는 SAE J1922 또는 J1939 프로토콜 중 하나에 따라 작동하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차량이동 상태 중 제어파라미터 값을 결정하는 방법.

청구항 18 

제14항에 있어서, 상기 관계는 상기 제어장치에 의해 미리 결정되어 기억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차량이
동 상태 중 제어파라미터 값을 결정하는 방법.

청구항 19 

제14항에 있어서, 상기 관계는 선형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차량 이동 상태 중 제어파라미터 값을 결정하
는 방법.

청구항 20 

제14항에 있어서, 보조토오크(TACCES)를 나타내는 제어파라미터의 상기 값의 함수로 플라이휠 토오크를 나

타내는 제어파라미터(TFW)의 값을 결정하는 단계와; 플라이휠 토오크(TFW)를 나타내는 상기 제어파라미터

의 값의 함수로 변속기의 시프팅을 제어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차량이동 상태 중 
제어파라미터 값을 결정하는 방법.

청구항 21 

제14항에 있어서, 상기 변속장치가 마스터클러치의 분리와 드로틀 장치의 오퍼레이터 설정과 관계없이 맞
물림 비로부터 목표기어비로의 동적업시프트를 연속작동으로 수행하는 것에 있어서, (가) 엔진의 연료공
급을 조작하여 맞물림 기어비를 분리하는 프리디프 작동과; (나) 맞물린 기어비의 분리를 확인한 후 엔진
연료공급을 감소하여 엔진회전속도를 동기 속도로 감소시켜서 목표기어비(ES = IS = OS * GRT)는 맞물리게 

하는 동기작동과; (다) 상기 엔진의 동기 회전속도를 섭취하고 상기 목표기어비를 맞물린 후 엔진의 연료
공급을 상기 드로틀 장치의 감지된 오퍼레이터 설정에 의해 제어하는 드로틀 회복작동을 포함하고; 엔진
감속비를 나타내는 상기 제어파라미터(dES/dt 비)의 상기 값의 결정은: 프리디프 작동 중, 엔진속도를 감
지하는 단계와; 상기 동기작동의 개시를 감지하고, 상기 동기작동의 개시를 감지할 때, 감지된 엔진속도
를 개시엔진속도(RPMA)와 같게 하고 타이밍순서를 개시하는 단계와; 드로틀 회복작동을 감지하고, 상기 드

로틀 회복작동의 개시를 감지할 때 엔진속도를 최종엔진속도(RPMB)와 같게 하고 상기 타이밍 순서의 개시

로부터 경과 시간을 감지하는 단계와; 최종엔진속도와 개시엔진속도 간의 차이 및 경과시간의 함수로 엔
진감속비를 나타내는 제어파라미터의 현재 값을 결정하는 단계에 의해 차량이동 중 결정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엔진감속비를 나타내는 제어파라미터 값을 제어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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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2 

제17항에 있어서, 상기 변속장치가 마스터클러치의 분리와 드로틀 장치의 오퍼레이터 설정과 관계없이 맞
물림 비로부터 목표기어비로의 동적업시프트를 연속작동으로 수행하는 것에 있어서, (가) 엔진의 연료공
급을 조작하여 맞물림 기어비를 분리하는 프리디프 작동과; (나) 맞물린 기어비의 분리를 확인한 후 엔진
연료공급을 감소하여 엔진회전속도를 동기 속도로 감소시켜서 목표기어비(ES = IS = OS * GRT)는 맞물리게 

하는 동기작동과; (다) 상기 엔진의 동기 회전속도를 섭취하고 상기 목표기어비를 맞물린 후 엔진의 연료
공급을 상기 드로틀 장치의 감지된 오퍼레이터 설정에 의해 제어하는 드로틀 회복작동을 포함하고; 엔진
감속비를 나타내는 상기 제어파라미터(dES/dt 비)의 상기 값의 결정을: 프리디프 작동 중, 엔진속도를 감
지하는 단계와; 상기 동기작동의 개시를 감지하고, 상기 동기작동의 개시를 감지할 때, 감지된 엔진속도
를 개시엔진속도(RPMA)와 같게 하고 타이밍순서를 개시하는 단계와; 드로틀 회복작동을 감지하고, 상기 드

로틀 회복작동의 개시를 감지할 때 엔진속도를 최종엔진속도(RPMB)와 같게 하고 상기 타이밍 순서의 개시

로부터 경과 시간을 감지하는 단계와; 최종엔진속도와 개시엔진속도 간의 차이 및 경과시간의 함수로 엔
진감속비를 나타내는 제어파라미터의 현재 값을 결정하는 단계에 의해 차량이동 중 결정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차량이동상태중 제어파라미터 값을 제어하는 방법.

청구항 23 

연료드로틀 제어내연기관(E)과, 오퍼레이터 설정 연료드로틀장치(P)와, 차량구동바퀴를 구동하기에 알맞
은 입력축(16)과 출력축(90)을 지닌 다단속도 변경기어 기계변속기(10)를 구비하고, 상기 입력축은 마스
터 마찰클러치(C)에 의해 엔진에 구동할 수 있게 연결되어 있고, 또한 입력축 또는 엔진 회전속도를 나타
내는 입력신호(ES,IS), 총 엔진 토오크를 나타내는 입력신호(TGE) 및 기본엔진 마찰토오크를 나타내는 입

력신호(TGE)를 포함하는 입력신호를 받아들이고, 소정의 논리법칙에 따라 상기 신호를 처리하여 제어 파라

미터를 결정하여 변속시스템 액츄에이터에 명령출력신호를 발생시키며, 엔진의 연료공급을 제어하는 수단 
및 이 변속기의 시프팅을 제어하는 수단(70)을 구비한 제어장치(106)를 포함하고, 상기 엔진과 상기 제어
장치는 총엔진토오크(TEG)와 기본엔진 마찰토오크(TBEF)를 나타내는 상기 신호를 운반하는 전자데이터링크

(DL)와 통신하는 차량자동 기계변속장치에서 엔진이 아이들이고, 변속기가 중립이고/또는 마스터클러치가 
분리된 차량 상태 동안 엔진감속비를 나타내는 제어파라미터(dES/dt 비)의 값을 결정하는 방법에 있어서, 
엔진감속비(dES/dt 비)와 보조토오크(TACCES )간의 관계(dES/dt 비) = A + (B * TACCES )를 결정하는 단계와; 

TACCES = TEG - TBEF로 보조토오크를 나타내는 상기 제어파라미터(TACCES)의 값을 결정하는 단계와; 보조토오

크와 상기 관계를 나타내는 상기 파라미터의 값의 함수로 엔진감속비를 나타내는 상기 제어파라미터의 값
을 결정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엔진감속비를 나타내는 제어파라미터 값을 결정하는 방
법.

청구항 24 

제23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터링크는 SAE J1922 또는 J1939 프로토콜 중 하나에 따라 작동하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차량이동 상태 중 제어파라미터 값을 결정하는 방법.

청구항 25 

제24항에 있어서, 상기 관계는 상기 제어장치에 의해 미리 결정되어 기억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엔진감
속비를 나타내는 제어파라미터 값을 결정하는 방법.

청구항 26 

제24항에 있어서, 상기 관계는 선형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엔진감속비를 나타내는 제어파라미터 값을 결
정하는 방법.

청구항 27 

연료드로틀 제어내연기관(E)과, 오퍼레이터 설정 연료드로틀장치(P)와, 차량구동바퀴를 구동하기에 알맞
은 입력축(16)과 출력축(90)을 지닌 다단속도 변경기어 기계변속기(10)를 구비하고, 상기 입력축은 마스
터 마찰클러치(C)에 의해 엔진에 구동할 수 있게 연결되어 있고, 또한 입력축 또는 엔진 회전속도를 나타
내는 입력신호(ES,IS), 총 엔진 토오크를 나타내는 입력신호(TGE) 및 기본엔진 마찰토오크를 나타내는 입

력신호(TGE)를 포함하는 입력신호를 받아들이고, 소정의 논리법칙에 따라 상기 신호를 처리하여 제어 파라

미터를 결정하여 변속시스템 액츄에이터에 명령출력신호를 발생시키며, 엔진의 연료공급을 제어하는 수단 
및 이 변속기의 시프팅을 제어하는 수단(70)을 구비한 제어장치(106)를 포함하는 차량자동 기계변속장치
에서 엔진이 아이들이고, 변속기가 중립이고/또는 마스터클러치가 분리된 차량 상태 동안 엔진감속비를 
나타내는 제어파라미터(dES/dt 비)의 값을 결정하는 방법에 있어서, 엔진감속비(dES/dt 비)와 보조토오크
(TACCES)간의 관계(dES/dt 비) = A + (B * TACCES)를 결정하는 수단과; 보조토오크를 나타내는 제어파라미터

(TACCES)의 값을 결정하는 수단과; 보조토오크와 상기 관계를 나타내는 상기 파라미터의 값의 함수로 엔진

감속비를 나타내는 상기 제어파라미터의 값을 결정하는 수단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엔진감속비
를 나타내는 제어파라미터 값을 결정하는 장치.

청구항 28 

제27항에 있어서, 상기 입력신호는 총엔진토오크를 나타내는 입력신호(TEG)와 기본엔진 마찰토오크 나타내

는 입력신호(TBEF)를 포함하고, 보조토오크를 나타내는 상기 파라미터(TACCES )의 값은 총엔진토오크와 기본

엔진 마찰토오크로 결정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엔진감속비를 나타내는 제어파라미터 값을 결정하는 장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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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9 

제28항에 있어서, 보조토오크를 나타내는 상기 파라미터(TACCES)의 값은 TACCES = TEG - TBEF로 결정되는 것을 

결정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엔진감속비를 나타내는 제어파라미터 값을 결정하는 장치.

청구항 30 

제28항에 있어서, 상기 엔진과 상기 제어장치는 총 엔진토오크(TEG)와 기본엔진 마찰토오크(TBEF)를 나타내

는 상기 신호를 운반하는 전자데이터링크(DL)와 통신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엔진감속비를 나타내는 제
어파라미터 값을 결정하는 장치.

청구항 31 

제30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터링크는 SAE J1922 또는 J1939 프로토콜 중 하나에 따라 작동하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엔진감속비를 나타내는 제어파라미터 값을 결정하는 장치.

청구항 32 

제27항에 있어서, 상기 관계는 상기 제어장치에 의해 미리 결정되어 기록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엔진감
속비를 나타내는 제어파라미터 값을 결정하는 장치.

청구항 33 

제28항에 있어서, 엔진감속비를 나타내는 상기 제어파라미터의 값의 함수로 연속업시프트의 이용 가능성
을 평가하는 수단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엔진감속비를 나타내는 제어파라미터 값을 결정하는 
장치.

청구항 34 

연료드로틀 제어내연기관(E)과, 오퍼레이터 설정 연료드로틀장치(P)와, 차량구동바퀴를 구동하기에 알맞
은 입력축(16)과 출력축(90)을 지닌 다단속도 변경기어 기계변속기(10)를 구비하고, 상기 입력축은 마스
터 마찰클러치(C)에 의해 엔진에 구동할 수 있게 연결되어 있고, 또한 입력축 또는 엔진 회전속도를 나타
내는 입력신호(ES,IS)를 포함하는 입력신호를 받아들이고, 소정의 논리법칙에 따라 상기 신호를 처리하여 
제어 파라미터를 결정하여 변속시스템 액츄에이터에 명령출력신호를 발생시키며, 엔진의 연료공급을 제어
하는 수단 및 이 변속기의 시프팅을 제어하는 수단(70)을 구비한 제어장치(106)를 포함하는 차량자동 기
계변속장치에서 차량내연기관(E)의  부속토오크를 나타내는 제어파라미터(TACCES )의  값을 결정하는 장치에 

있어서, 엔진감속비(dES/dt 비)의 값을 결정하는 수단과; (TACCES)간의 관계(dES/dt 비) = A + (B * TACCES 

비)의 값을 결정하는 수단과; 상기 관계의 함수로 보조토오크를 나타내는 상기 제어파라미터(TACCES)와 엔

진감속비를 나타내는 상기 제어파라미터의 값을 결정하는 수단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차량이동
상태 중 제어파라미터 값을 결정하는 장치.

청구항 35 

제34항에 있어서, 보조토오크(TACCES)를 나타내는 제어파라미터의 상기 값의 함수로 플라이휠 토오크를 나

타내는 제어파라미터(TFW)의 값을 결정하는 수단과; 플라이휠 토오크(TFW)를 나타내는 상기 제어파라미터의 

값의 함수로 변속기의 시프팅을 제어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차량이동 상태 중 제어
파라미터 값을 결정하는 장치.

청구항 36 

제34항에 있어서, 상기 변속장치가 마스터클러치의 분리와 드로틀 장치의 오퍼레이터 설정과 관계없이 맞
물림 비로부터 목표기어비로의 동적업시프트를 연속작동으로 수행하는 것에 있어서, (가) 엔진의 연료공
급을 조작하여 맞물림 기어비를 분리하는 프리디프 작동과; (나) 맞물린 기어비의 분리를 확인한 후 엔진
연료공급을 감소하여 엔진회전속도를 동기 속도로 감소시켜서 목표기어비(ES = IS = OS * GRT)로 맞물리게 

하는 동기작동과; (다) 상기 엔진의 동기 회전속도를 섭취하고 상기 목표기어비를 맞물린 후 엔진의 연료
공급을 상기 드로틀 장치의 감지된 오퍼레이터 설정에 의해 제어하는 드로틀 회복작동을 포함하고; 엔진
감속비를 나타내는 상기 제어파라미터(dES/dt 비)의 상기 값의 결정 수단은 프리디프 작동 중, 엔진속도
를 감지하는 수단과; 상기 동기작동의 개시를 감지하고, 상기 동기작동의 개시를 감지할 때, 감지된 엔진
속도를 개시엔진속도(RPMA)와 같게 하고 타이밍순서를 개시하는 수단과; 드로틀 회복작동을 감지하고, 상

기 드로틀 회복작동의 개시를 감지할 때 엔진속도를 최종엔진속도(RPMB)와 같게 하고 상기 타이밍 순서의 

개시로부터 경과 시간을 감지하는 수단과; 최종엔진속도와 개시엔진속도 간의 차이 및 경과시간의 함수로 
엔진감속비를 나타내는 제어파라미터의 현재 값을 결정하는 단계에 의해 차량이동 중 결정되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엔진감속비를 나타내는 제어파라미터 값을 결정하는 장치.

청구항 37 

연료드로틀 제어내연기관(E)과, 오퍼레이터 설정 연료드로틀장치(P)와, 차량구동바퀴를 구동하기에 알맞
은 입력축(16)과 출력축(90)을 지닌 다단속도 변경기어 기계변속기(10)를 구비하고, 상기 입력축은 마스
터 마찰클러치(C)에 의해 엔진에 구동할 수 있게 연결되어 있고, 또한 입력축 또는 엔진 회전속도를 나타
내는 입력신호(ES,IS), 총 엔진 토오크를 나타내는 입력신호(TGE) 및 기본엔진 마찰토오크를 나타내는 입

력신호(TGE)를 포함하는 입력신호를 받아들이고, 소정의 논리법칙에 따라 상기 신호를 처리하여 제어 파라

미터를 결정하여 변속시스템 액츄에이터에 명령출력신호를 발생시키며, 엔진의 연료공급을 제어하는 수단 
및 이 변속기의 시프팅을 제어하는 수단(70)을 구비한 제어장치(106)를 포함하고 상기 엔진과 상기 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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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치는 총엔진속도(TEG )와  기본엔진 마찰토오크(TBEF )를  나타내는  상기  신호를  운반하는 전자데이터링크

(DL)와 통신하는 차량자동 기계변속장치에서 엔진이 아이들이고, 변속기가 중립이고/또는 마스터클러치가 
분리된 차량 상태 동안 엔진감속비를 나타내는 제어파라미터(dES/dt 비)의 값을 결정하는 장치에 있어서, 
엔진감속비(dES/dt 비)와 보조토오크(TACCES )간의 관계(dES/dt 비) = A + (B * TACCES )를 결정하는 수단과; 

보조토오크를 나타내는 제어파라미터(TACCES)의 값을 결정하는 수단과; 보조토오크와 상기 관계를 나타내는 

상기 파라미터의 값의 함수로 엔진감속비를 나타내는 상기 제어파라미터의 값을 결정하는 수단을 포함하
는 것을 특징으로 제어파라미터 값을 결정하는 장치.

청구항 38 

제37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터링크는 SAE J1922 또는 J1939 프로토콜 중 하나에 따라 작동하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차량이동 상태 중 제어파라미터 값을 결정하는 방법.

청구항 39 

제38항에 있어서, 상기 관계는 상기 제어장치에 의해 미리 결정되어 기억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엔진감
속비를 나타내는 제어파라미터 값을 결정하는 방법.

청구항 40 

제37항에 있어서, 상기 관계는 선형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엔진감속비를 나타내는 제어파라미터 값을 결
정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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