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 대한민국특허청(KR)
(12) 등록특허공보(B1)

(51)Int. Cl.
6

F16D 43/284

(45) 공고일자   2004년04월03일

(11) 등록번호   10-0415337

(24) 등록일자   2004년01월05일
(21) 출원번호 10-1998-0700200 (65) 공개번호 10-1999-0028898
(22) 출원일자 1998년01월12일 (43) 공개일자 1999년04월15일

       번역문제출일자 1998년01월12일

(86) 국제출원번호 PCT/SE1996/000937 (87) 국제공개번호 WO 1997/04245
(86) 국제출원일자 1996년07월11일 (87) 국제공개일자 1997년02월06일

(81) 지정국 국내특허 : 아일랜드  브라질  중국  일본  대한민국  EP 유럽특허 : 오스트
리아  벨기에  스위스  독일  덴마크  스페인  프랑스  영국  그리스  이탈
리아  룩셈부르크  모나코  네덜란드  포르투칼  스웨덴  

(30) 우선권주장 9502603-5  1995년07월14일  스웨덴(SE)  

(73) 특허권자 할덱스 트랙션 아베

스웨덴 에스이-261 24 란트스크로나 피.오.박스 501
(72) 발명자 룬트스트룀 보

스웨덴 에스-261 62 글룸슬뢰프 트뢰즈 봬크 50
(74) 대리인 이병호

심사관 :    백경동

(54) 두회전축사이의토크전달장치

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고정 하우징 내에서 두 개의 회전가능한 동축 관계의 축 부재들 간에 토크(torque)를 <1>
전달하는 장치에 대한 것이며, 이 장치는 두 개의 축 부재들에 연결되어 있고 축 부재들 사이의 회전속도
차를 상쇄하도록 결합될 수 있는 다수의 교호(alternate) 클러치 디스크와, 축 부재들 간의 속도 차에 의
해 구동되는 유압 장치를 포함하고,

축 부재들과 동축관계로 하우징 내에서 축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고 축 부재들이 상이한 회전 속<2>
도일 때 그 장치에 유압을 형성하여 클러치 디스크들과 결합하게 하는 다수의 동심 관계의 링(ring)-형상
의 피스톤들과,

축 부재들의 회전 속도가 상이할 때 피스톤들에 왕복 운동을 부여하도록 서로에 대해 각도가 오<3>
프셋된(angularly offset) 캠들을 통해 축 부재들 중의 하나와 함께 회전하고 축 부재들 중의 다른 하나
와 결합할 수 잇는 피스톤 구동 부재들과,

체크 밸브들을 포함하는 유압 라인들에 의해 모든 피스톤과 실린더들을 연결하는 유압 라인 시스<4>
템을 포함한다.

배경기술

상기 종류의 장치는 본 출원인의 EP-A-94200571.1호에 공지되어 있으며, 이 문헌에서 본 기술 분<5>
야에 대한 추가의 정보와, 상기 종래기술의 장치와 본 발명에 따른 장치 간의 공통적인 몇몇 특징에 대해 
참조한다. 이 공지된 장치로, 장치의 합리적으로 균일한 또는 안정적인(non-fluctuating) 회전 속도차 감
소 또는 제동 작용을 억을 수 있게 되었다. 종래 장치의 일 실시예에서, 이 장치가 차량의 전방 및 후방 
차축 사이를 연결하는 소위 차동 브레이크로서 사용된다면 제 2 회전 방향으로도 즉, 후진 기어에서도 원
하는 균일한 작동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종래 장치의 유압 장치의 공급 피스톤(supply piston)은 스프링에 의패 바이어스(bias)<6>
되도록 설치되어 캠과 맞물리고, 유압 시스템 자체도 오일을 저장조(reservoir)로부터 빨아 들여서 시스
템 내에서 사용한 후에, 이를 다시 저장조에 복귀시키는 개방형이다.

상기 장치의 단점은 그 동작을 원활하게 정지할(switch-off) 수 없다는 점인데, 이는 예를 들어 <7>
상기와 같은 장치를 구비한 차량을 견인(towing)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상기 언급된 종류
의 장치에 현재 요구되는 것은 50 km/h의 속도로 견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의 목적은 견인시에 클러치 디스크들에 제동력이 가해지지 않는, 회전가능한 두 축 간에 <8>
토크를 전달하기 위한 장치를 제공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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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본 발명에 따르면 유압 라인 시스템이 폐쇄계이고, 오일은 저장조로부터 펌프를 통해 유압 <9>
라인 시스템으로 이송되며, 이 시스템으로부터 오버플로우 밸브를 통해 저장조로 복귀시키는 것에 의해 
달성된다. 장치 내의 어떠한 피스톤도 스프링에 의해 바이어스되지 않는다.

차량의 시동 키를 사용하여 펌프 또는 펌프 모터를 정지시키면, 장치 내의 클러치 디스크는 견인<10>
시에 어떠한 제동력도 받지 않으며, 클러치 디스크가 타버릴 위험도 없다.

펌프 모터는 동력 소모가 매우 낮으며, 실제 경우에, 최대 작동 압력의 약 3%로 낮출 수 있다.<11>

장치를 제어하기 위해서, 유압 라인 시스템은 전기적으로 제어되는 스로틀 밸브를 구비한다.<12>

유압유  흐름에서의  다소의  변화를  고르게  하기  위해서,  유압  라인  시스템은 어큐뮬레이터<13>
(accumulator; 축압기)를 구비할 수도 있다.

장치의 기능을 가능한 한 원활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14>

제 1 실시예에서, 원형 캠 곡면을 가진 캠 디스크가 클러치 디스크와 결합하도록 배치되며, 니들 <15>
베어링을 거쳐 하우징과 결합하고 있는 스러스트 워셔가 클러치 디스크의 반대쪽에 배치되고, 네 개의 피
스톤 구동 부재가 캠 디스크의 캠 곡면과 맞물려 네 개의 피스톤이 축 부재들 사이의 회전 속도가 다를 
때 왕복 운동을 수행하도록 한다.

이 실시예에서 모든 반작용력은 클러치 디스크들과 결합하는 데 사용된다.<16>

일반적으로 동일한 디자인인 제 2 실시예에서 한 개의 피스톤 구동 부재가 캠 디스크의 캠 곡면<17>
과 결합되는 한편, 두 개의 피스톤 구동 부재는 제 1 축 부재 상의, 스러스트 워셔(thrust washer)와 결
합된 허브(hub)의 축단부면 상의 원형 캠 곡면과 결합되어 세 개의 피스톤이 축 부재들 간의 회전 속도가 
상이하게 왕복 운동을 수행하도록 한다.

본 실시예에서 제 1 피스톤으로부터의 반작용력만이 클러치 디스크들과 결합되는데 이용되는 한<18>
편, 두 개의 다른 피스톤에서의 반작용력은 허브와 스러스트 워셔를 통해 하우징으로 전달된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차동 브레이크의 제 1 실시예의 단면도.<19>

도 2는 도 1에 따른 차동 브레이크의 작동을 도시하는 도표.<20>

도 3은 본 발명에 따른 차동 브레이크의 제 2 실시예의 단면도.<21>

도 4는 도 3에 따른 차동 브레이크의 작동을 도시하는 도표.<22>

실시예

도 1에 도시한 바와 같이, 도면에서 좌측의 제 1 축(1)과 도면에서 우측의 제 2 축(2)은 커버<23>
(4)를 가진 하우징(3)  내에서 회전하능하게 저널 지지(journalled)되어 있다. 제 1  축(1)은 베어링(5, 
6)에 의해 저널 지지되고, 제 2 축은 베어링(7)에 의해 저널 지지된다. 또한 도시한 바와 같이, 두 개의 
축(1, 2) 사이에 베어링(8)이 존재한다.

두 개의 축(1, 2)은 예를 들어 차량 내의, 다른 기계 부재들에 연결될 수 있다. 이는 기어(1')를 <24>
가진 제 1 축(1)과, 부착용 플랜지(9)를 가진 제 2 축(2)을 잠금 너트(9')를 사용하여 제 위치에 유지하
는 것으로 도시되어 있다. 이는 두 개의 축(1, 2) 사이에서 어떠한 축방향 상대 운동도 발생되지 않거나 
허용되지 않는 구조이다.

허브(10)가 제 1 축(1)에 부착되며 잠금 너트(11; lock nut)를 사용하여 고정된다. 제 1 축(1) <25>
및 허브(10)는 함께 제 1 축 부재를 구성한다.

다수의 교호 클러치 디스크 또는 링(12)은 허브(10)에 외측으로 스플라인 결합된다.<26>

제 2 축(2)은 방사상 플랜지(2'; radial flange)를 구비하며, 슬리브(13)는 이 플랜지에 부착된<27>
다. 축(2)과 그 플랜지(2') 및 슬리브(13)는 함께 제 2 축 부재를 형성한다.

클러치 디스크(12)에 대응하는 다수의 교호 클러치 디스크 또는 링(14)이 슬리브(13) 내측에 스<28>
플라인 결합(internally splined)된다. 결합되면, 클러치 디스크(12, 14)는 두 개의 축 부재 사이에서 회
전 속도차를 상쇄시킨다.

캠 디스크(15)는 후술하는 방식으로 결합되도록 도면에서 클러치 디스크(12, 14)의 우측에서 허<29>
브(10)에 스플라인 결합되며, 반작용력은, 도면에서 클러치 디스크(12, 14)의 좌측에 위치하는 스러스트 
워셔(16)와, 하우징(3)에 의해 지지된 축방향 니들 베어링(17)을 통해 하우징(3)이 취한다.

클러치 디스크(12, 14)와 마주하는 표면에서, 캠 디스크(15)는 비교적 넓은 원형 캠 곡면을 구비<30>
하며, 네 개의 세트의 원통형 캠 롤러(18 내지 21)은 상기 캠 곡면과 함께 작동하도록 배치된다. 캠 롤러
(18 내지 21)는 제 2 축(2)의 방사상 플랜지(2') 내에 회전 가능하게 배치된다. 상기 캠 롤러(18 내지 
21) 세트는 동심 구조로 위치한다. 각 세트의 캠 롤러의 숫자는 변할 수 있지만, 적합한 실시예에서는 세 
개이며, 한 세트에서 다른 세트로의 위상 변화(phase shift)가 있는데, 적합한 실시예에서는 30°이다. 
캠 디스크(15)의 캠 형상(cam profile)은, 회전시에 캠 롤러(18 내지 21)가 축(1, 2)들 간의 상대 회전 
각도와 함께 그 축방향 속도가 선형적으로 변화하는 운동을 부여하도록 정해진다.

스러스트 워셔(22 내지 25)는 캠 롤러(18 내지 21)와 결합한다. 상기 스러스트 워셔(22 내지 2<31>
5)는 서로에 대해 동심적이며 독립적으로 회전 가능하며, 가장 내측의 스러스트 워셔(25)는 제 2 축(2)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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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회전 가능하게 결합되어 있다.

서로에 대해 독립적으로 축방향으로 이동 가능한 네 개의 동심 롤러 세트를 가지는 축방향 롤러 <32>
베어링(26)은 한편으로는 스러스트 워셔(22 내지 25)와, 다른 한편으로는 하우징 커버(4)의 대응하는 링
형 실린더들 내에서 축방향으로 이동 가능하고 밀봉이 된 네 개의 동심적인 링형 피스톤(27 내지 30)과 
결합한 제 2 축(2) 상에 배치된다. 서로 다른 피스톤(27 내지 30)들이 동일한 피스톤 면적을 가지며, 이
는 가장 바깥쪽의 피스톤(27)으로부터 가장 안쪽의 피스톤(30)으로 갈수록 직경이 감소하면 그 반경방향 
폭이 상응하여 증가함을 의미한다.

후술하는 상황 하에서, 상술한 바와 같이 배치한 결과 두 축(1, 2)이 차동 회전 속도를 가질 때 <33>
피스톤(27 내지 30)들은 축방향으로 왕복 운동하게 된다.

유압 라인(31)이 피스톤(27 내지 30)에 대한 링형 실린더 각각에 연결된다. 상기 각 유압 라인<34>
(31)은 체크 밸브(32)를 구비하며, 이후에 라인(31)은 서로에 대해 연결되며, 오버플로우 라인(40)을 통
해 유압 라인(37)까지 통한다. 상기 라인은 전기적으로 제어되는 스로틀 밸브(38)까지 통하고, 이후에 분
기되고, 체크 밸브(39)를 통해 네 개의 유압 라인(31)에서 하우징 커버(4)의 링형 실린더들까지 통한다.

유압 라인(31)은 또한 예를 들어 3 바아(bar)의 압력으로 조정된 오버플로우 밸브(34)를 통해, <35>
오일 저장조(33)로 연결된다. 저장조(33)로부터의 오일이 전기 모터(36: 예를 들어 출력 10 W)에 의해 구
동되는 펌프(35)에 의해 유압 라인(37)으로 공급된다. 펌프(35)의 목적은 폐쇄 유압 시스템 내의 특정한 
작업 압력을 형성하기 위한 것이다. 후술하는 바와 같이, 시스템은 상기 시스템 압력 없이는 의도한대로 
기능을 수행할 수가 없다.

전기적으로 제어되는 스로틀 밸브(38)의 목적은 폐쇄 유압 시스템 내의 작업 압력을 제어하여, <36>
회전 속도차가 상쇄되게 하는 힘을 제어하는 것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부분(31 내지 40)을 포함하는 폐쇄 유압 회로가 하우징(3, 4)의 외측에 <37>
배치된 것이 도시되어 있다. 실제로는, 하우징 내에 배치되며, 그 자체로서 저장조(33)로서 기능한다. 따
라서 하우징(3, 4) 내의 서로 다른 부분들이 만족할 만한 윤활 작용을 갖게 되며, 하우징은 밀봉부(41, 
42)를 구비한다.

피스톤(27 내지 30)들이 소정의 힘으로 롤러 베어링(26)에 대해 유지되도록 상술한 유압 시스템<38>
이 압력을 받을 경우, 두 개의 축(1, 2) 사이의 회전 속도 차이는 캠 롤러(18 내지 21)들이 캠 디스크
(15)의 캠 곡면 상에서 구름에 따라, 피스톤(27  내지 30)들이 왕복 운동하게 한다. 왕복 운동의 횟수
(frequency)는 회전 속도 차이가 증가함에 따라 증가한다.

피스톤(27 내지 30)들이 캠 디스크(15)에서 멀어지는 방향으로 이동하거나 도 1에서 우측으로 이<39>
동하는 경우, (체크 밸브(39), 라인(31), 체크 밸브(32) 및 라인(40, 37)을 통하는) 스로틀 밸브(38)를 
지나가는 실질적인 유량(net flow)이 얻어진다. 각 피스톤으로부터의 유량은 축방향 속도에 비례하며, 모
든 피스톤(27 내지 30)으로부터의 총 유량은 두 개의 축(1, 2) 간의 회전 속도 차이에 비례한다.

스로틀 밸브(38)를 지나가는 흐름이 발생하는 경우, 부(負)의 압력(counter pressure)이 피스톤<40>
(27 내지 30)들에 대해 실린더의 방출구 측에 나타나게 된다. 상기 부의 압력은 유량의 함수이다(유량의 
증대, 부의 압력의 증가 ―즉, 비례적이고, 점진적이며, 하강적인 관계(degressive connection)는 밸브 
설계에 따른다). 캠 디스크(15)로부터 이동하는 각 피스톤(27 내지 30)은 캠 디스크(15)에 대한, 즉 클러
치 디스크 또는 링(12, 14)에 대한 압력과 피스톤 면적에 비례하는 축방향 힘을 전달하며, 따라서 두 개
의 축(1, 2) 간의 회전속도차가 감소한다.

각 세트의 캠 롤러(18 내지 20) 내의 세 개의 캠 롤러를 구비하고, 캠 디스크(15) 상에 세 개의 <41>
등간격으로 분포된 캠을 구비하는 상술한 장치의 기능이 도 2에 도시되어 있다. 도 2의 도표에서, 각 피
스톤(27 내지 30)에서의 오일 흐름뿐만 아니라 총 유량(43)까지 회전각도(0°내지 180°)의 함수로써 예
시되어 있다. 각 피스톤에서의 흐름이 동일한 외관을 가지고, 장치의 디자인으로 인해 한 피스톤으로부터 
다른 인접 피스톤까지 30°의 위상 변화가 있기 때문에, 총 유량(43)은 직선으로 도시될 수 있으며, 즉 
다른 말로 하자면 회전속도차를 감소시키는 제동력이 균일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모터(36)가 작동하는 한은, 따라서 펌프(35)가 작동하면, 상술한 차동 브레이크는 상술한 바와 <42>
같이 작동한다. 그러나, 모터(36)가 차량의 점화 키를 사용하여 정지된 경우에는, 차동 브레이크는 그 기
능을 정지한다. 이런 식으로 차량의 견인은 차동 브레이크에 손상을 주지 않고 가능해진다.

본 발명에 따른 차동 브레이크의 제 2 실시예가 도 3에 도시된다. 본 실시예에서, 도 1에 따른 <43>
제 1 실시예의 대응하는 부재와 유사한 부재는 동일한 도면 부호를 사용하였다. 이는 기어(1')를 가진 제 
1 축(1), 플랜지(2')를 가진 제 2 축(2), 커버(4)를 가진 하우징(3), 베어링(5 내지 8), 잠금 너트(9')를 
가진 부착 플랜지(9), 허브(10), 교호 클러치 디스크 또는 링(12, 14), 유압 라인(31, 37), 체크 밸브
(32, 39), 저장조(33), 오버플로우 밸브(34), 모터(36)를 가진 펌프(35), 스로틀 밸브(38), 오버플로우 
라인(40), 및 밀봉(41, 42) 등에 대해 적용된다.

본 제 2 실시예에서 단지 세 세트의 원통 형상의 캠 롤러(45 내지 47)들만이 제 2 축(2)의 방사<44>
상 플랜지(2') 내에 회전 가능하게 배치된다. 가장 바깥쪽의 캠 롤러(45)는, 제 1 실시예의 캠 디스크
(15)에 상응하며 제 1 축(1) 상의 허브(10)에 스플라인 결합되는 캠 디스크(48) 상의 원형 캠 곡면과 함
께 작동한다. 남은 두 개 세트의 캠 롤러(46, 47)은 허브(10)의 축방향 단부면 상의 원형 캠 곡면과 함께 
작동한다. 도 1에 따른 제 1 실시예에서와 마찬가지로, 하나의 세트로부터 다음 세트의 위상 변화가 있으
며, 적합한 실시예에서 30°이다.

동심 스러스트 워셔(49 내지 51)는 각각의 캠 롤러(45 내지 47)와 결합하며, 각 스러스트 워셔<45>
(49 내지 51)와 결합하는 것은 세 개의 동심적인 링형 피스톤(55 내지 57)의 단부에 배치된, 하우징 커버
(4) 내의 대응하는 링형의 실린더 내에서 축방향 이동 가능하며 밀봉부가 구비된 롤러 베어링(52 내지 
54)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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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브(10)와 함께 작동하는 두 개의 내측 피스톤(56, 57)은 동일한 피스톤 면적을 가지는 반면에, <46>
캠 디스크(48)와 함께 작동하는 가장 바깥쪽의 피스톤(55)은 다른 피스톤 면적을 가지는데, 적합하게는 
더 큰 면적을 가진다.

펌프(35)는 도 1에 따른 제 1 실시예와 기능이 동일하다. 그러나, 도 3에 도시된 제 2 실시예에<47>
서는, 피스톤(55 내지 57)으로 흐르는 유량의 변동을 균일하게 하기 위해 어큐뮬레이터(58)가 
추가되었다. 후술하는 바와 같이, 세 개의 피스톤으로부터의 흐름은 축(1, 2) 사이에서의 회전 속도 차이
에 비례한다.

두 개의 내부 피스톤(56, 57)은 도 1에 따른 제 1 실시예와 유사하게 체크 밸브(32, 39)에 의해 <48>
실질적 유량이 부여되지만, 축방향 힘은 클러치 디스크를 통해 전달되지 않고, 베어링(53, 54), 스러스트 
워셔(50, 51), 캠 롤러(46, 47), 허브(10) 및 스러스트 워셔(16)를 통해 하우징(3)으로 전달된다. 한편 
가장 바깥쪽 피스톤(55)은 캠 디스크(48)를 통해 클러치 디스크(12, 14)에 축방향 힘을 전달한다. 상기 
피스톤(55)은 실직적 유량에는 기여하지 않으나, 다른 피스톤(56, 57)을 균일하게 하는 기능을 갖는다.

일정한 회전 속도 차이에서 축(1, 2)들 간의 상대 회전각도의 함수로서 각 피스톤으로부터의 실<49>
질적 유량에 기여하는 것이 도 4에 도시되어 있다. 이 곡선은 대칭적이며, 함수는 회전 방향과는 무관하
다. 또한 본 실시예에서 총 유량(58)은 직선으로 도시되며, 이는 회전 속도 차이를 감소시키려는 브레이
크 작용이 균등함을 의미한다.

[발명의 효과]<50>

본 발명은 견인시에 클러치 디스크들이 타지 않는 장치를 제공한다.<51>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두 개의 축 부재에 연결되고 축 부재들 간의 회전 속도차를 상쇄시킬 수 있도록 결합 가능한 다
수의 교호 클러치 디스크(12, 14)와, 두 개의 축 부재들 간의 속도 차이에 의해 구동되는 유압 장치를 포
함하며,

축 부재들과 함께 동축 관계로 하우징 내에서 축방향으로 이동 가능하며, 축 부재들이 상이한 회
전 속도일 때 장치 내에서 유압을 생성하여 클러치 디스크를 결합시키는 다수의 동심 관계의 링형 피스톤
(27 내지 30; 55 내지 57)과,

축 부재들 간의 회전 속도가 상이할 때 피스톤들에 왕복 운동을 부여하도록 서로에 대해 각도가 
오프셋된 캠들을 통해 축 부재들 중의 하나의 축 부재(1)와 결합하고 다른 하나의 축 부재(2)와 함께 회
전가능한 피스톤 작동 부재(18 내지 21; 45 내지 47)와,

체크 밸브(32, 39)를 포함하는 유압 라인(31, 37, 40)에 의해 모든 피스톤에서 실린더들을 연결
하는 유압 라인 시스템을 포함하는, 고정 하우징(3, 4) 내에서 두 개의 회전 가능한 동축 관계의 축 부재
(1, 2) 간에 토크를 전달하기 위한 장치에 있어서,

상기 유압 라인 시스템(31, 32, 37, 39, 40)은 폐쇄 시스템이며, 오일은 펌프(35)에 의해서 저장
조(33)로부터 시스템에 공급되고 오버플로우 밸브(34)를 통해 시스템에서 저장조로 배출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두 회전축 사이의 토크 전달 장치.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유압 라인 시스템(31, 32, 37, 39, 40)에는 전기적으로 제어되는 스로틀 
밸브(38)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3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유압 라인 시스템(31, 32, 37, 39, 40)에는 어큐뮬레이터(58)가 설치되
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4 

제 1 항에 있어서, 원형 캠 곡면을 가진 캠 디스크(15)는 클러치 디스크(12, 14)와 결합되도록 
배치되고, 니들 베어링(17)을 통해 하우징(3, 4)과 결합하는 스러스트 워셔(16)는 클러치 디스크의 반대
쪽에 배치되며,

네 개의 피스톤 작동 부재(18 내지 21)은 캠 디스크(15)의 캠 곡면과 결합하여 축 부재(1, 2) 간
의 회전 속도 차이로 왕복 운동을 네 개의 피스톤(27 내지 30)에 부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5 

제 1 항에 있어서, 원형 캠 곡면을 가진 캠 디스크(48)는 클러치 디스크(12, 14)와 결합되도록 
배치되며, 니들 베어링(17)을 통해 하우징(3, 4)과 결합하는 스러스트 워셔(16)는 클러치 디스크의 반대
쪽에 배치되며, 

한 개의 피스톤 작동 부재(45)는 캠 디스크(48)의 캠 곡면과 결합하며, 두 개의 피스톤 구동 부
재(46, 47)는 제 1 축 부재(1) 상에서, 스러스트 워셔(16)와 결합하는 허브(10)의 축 단부면 상의 원형 
캠 곡면과 결합하여 축 부재(1, 2)들 간의 회전 속도 차이로 세 개의 피스톤(55 내지 57)들에 왕복 운동
을 부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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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고정 하우징(3, 4) 내의 두 개의 회전가능한 동축관계의 축 부재들 간에 토크를 전달
하는 장치에 대한 것이며, 이 전달 장치는 다수의 교호 클러치 디스크(12, 14)와, 속도 차에 의해 구동되
는 유압 장치를 포함하며, 상기 교호 클러치 디스크는 축 부재들에 연결되어 있고 축 부재들 사이의 회전
속도차를 상쇄하도록 결합될 수 있다. 이 장치는 하우징 내에서 축방향으로 이동가능하며 장치 내에서 유
압을 생성하여 클러치 디스크들이 결합하게 하기 위한 다수의 피스톤(27 내지 30)과, 피스톤들에 왕복운
동을 부여하기 위해 캠(cam)들을 통해 축 부재(1)와 결합하는 피스톤 구동 부재(18 내지 21)와, 체크 밸
브(32, 39)를 포함하는 유압 라인(31, 37, 40)에 의해 모든 피스톤과 실린더들을 연결하는 유압 라인 시
스템을 포함한다. 오일은 펌프(35)에 의해 시스템으로 공급되며 오버플로우 밸브(34)를 통해서 시스템으
로부터 배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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