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특허 10-0300300

 
(19) 대한민국특허청(KR)
(12) 등록특허공보(B1)

(51) 。Int. Cl. 7

F16H 61/00
(45) 공고일자
(11) 등록번호
(24) 등록일자

2001년11월22일
10-0300300
2001년06월15일

(21) 출원번호 10-1996-0006095 (65) 공개번호 특1996-0034811
(22) 출원일자 1996년03월08일 (43) 공개일자 1996년10월24일

(30) 우선권주장 94504681.9 1995년03월08일 영국(GB)

(73) 특허권자 이턴 코포레이션
존 씨. 메티유
미국 오하이오 44114-2584 클리브랜드 슈페리어 애비뉴 1111 이턴센터

(72) 발명자 이안 리차드 조셉 베이츠
영국 요오크셔 에이취디3 3엑스젯트 허더스필드 살렌다인와크 하드리안스 클로즈 5

(74) 대리인 김기종
권동용
최재철

심사관 : 이학수

(54) 자동클러치의선택가능한향상된크리프제어장치및방법과이를이용한차량자동기계변속장치

요약

    
본 발명은 연료제어 내연기관(12)과 다속변속 변환 기어 변속기 사이에 배치되는 자동차용 자동 클러치(14)의 제어 
방법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의 클러치 제어방법은 자동차가 서행 모드(creep mode)로 진행할 때 기동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한다. 크리프 모드의 수동 선택(4)에 따라, 자동차는 향상된 크리프 모우드로 작동되며, 이러한 제
어방법은 드로틀 페달(32)의 드로틀 변위가 종래 기술에 비해 상대적으로 넓은 범위(0%~75%)에서 자동차가 작동하
므로 사용자가 서행에서 자동차를 조정하는데 보다 효율적이다.
    

대표도
도 3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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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도는 본 발명의 자동 클러치 제어용 선택 가능한 향상된 크리프 제어 모우드를 이용한 차량 자동기계 변속장치의 개
략도.

제2도는 클러치 위치의 함수로 클러치 토오크의 곡선도.

제3도는 입력 및 출력을 도시한 클러치 제어논리 블록의 도면.

제4도는 제3도의 클러치 제어논리의 버블논리도.

제5a도는 입력 및 출력을 도시한 드로틀 필터 블록의 도면.

제5b도는 여러 연료제어 상태의 챠트.

제6도는 제5a도의 드로틀 필터 논리의 버블논리도.

제7도는 크리프 및 향상된 크리프 제어 모우드의 그래프.

제8도는 제어의 크리프 및 향상된 크리프 모우드의 드로틀 필터에 의해 제공된 엔진연료의 그래프.

제9a~제9d도는 작동의 향상된 크리프 모우드의 수동선택을 하는 시프트 선택의 도면.

    

<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2 : 연료제어 내연기관 16 : 기계 변속기

32 : 수동제어 드로틀 36 : 클러치 액츄에이터

44 : 입력축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출원은 영국특허 출원 제9504681.9호(1995년 3월 8일 제출)에 관한 것이고, 이로부터 우선권을 주장했고, 본 출
원의 이턴 코오포레이숀(Eaton Corporation)에 양도했다.

본 발명은 차량구동 트레인과 연관된 자동 클러치용 제어장치 및 방법에 관한 것이고, 특히 자동 클러치와 협체하는 자
동 클러치 및/또는 자동 기계 변속장치가 제공된 차량의 향상된 저속작동용 제어장치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특히, 본 발명은 패쉬도 기어비(pseudo gear ratio)로 선택 가능한 클러치 제어의 수동으로 선택할 수 있는 향상된 크
리프 모우드로서 최저기어비가 맞물리고 클러치가 제어되고 차량엔진은 0%~75% 또는 이 이상의 드로틀 변위와 같은 
광범위한 범위의 드로틀 페달 변위에 대한 드로틀 위치에 비례하게 의존하여 작동변위의 작은 부분에 연료를 주입한다
(최대 연료주입의 0%~25% 및 클러치 미끄럼 100%~0% 연료주입된 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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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출발작동을 제공하는 자동 클러치를 포함하는 차량 자동 마스터 마찰클러치와 이를 이용하는 자동기계 변속장치
가 미합중국 특허 제4,081,065호; 제4,361,060호; 제4,595,986호; 제4,646,891호; 제4,638,898호; 제4,648,290
호; 제4,711,141호; 제4,714,144호; 제4,898,858호 및 제5,409,432호에 개시되어 있고 이를 참고로 본 명세서에 포
함했다.

    
이러한 장치에서 트럭과 같은 중형차량에 이용될 때 트랙터-트레일러 및 버스는 미합중국 특허 제5,390,561호; 제4,
735,109호 및 제4,754,665호에 예시된 형의 9, 10, 12, 13, 16 18 또는 이 이상의 전진비를 지닌 복합 기계 변속기
를 정지→출발 작동중 자동 클러치 제어장치를 포함한다. 저속 가능성의 크기를 제공하기 위해(드로틀 변위가 매우 낮
은 기준값 보다 크면, 일반적으로 전체 드로틀 변위의 20%~30% 이면), 출발 모우드 또는 드로틀 페달변위가 기준값 
이하이며, 크리프 모우드에서 작동한다. 이러한 형태의 장치가 미합중국 특허 제5,097,724호; 제5,275,267호; 제293,
316호; 제5,314,050호; 제5,316,116호 및 5,378,211호에 개시되어 있고 이를 본 명세서에 포함했다.
    

어떤 상황에서 제어의 크리프 모우드에 이용가능한 드로틀 페달 이동량(완전 페달 이동의 0%~25%)은 제어의 바람직
한 레벨을 제공할 수 없다.

자동 클러치가 장비된 차량의 저속가동의 큰 제어를 제공하기 위해 한정공간에서 작동하고, 적재 도그를 끌어당기고 새
미트레일러하에서 백킹할때와 같이(12 : 1~15 : 1과 같은) 감속비가 큰 디프감속 또는 크리프감속을 지닌 변속기를 
장착해야 한다.

본 발명에 따라서, 선행기술의 결점은 디프감속(deep reduction) 또는 크리프 비의 제공을 필요로 하지 않고, 운전자 
저부 차량가동 제어장치 및 방법을 제공함으로서 최소 및 극복된다.

이는 최저 이용가능한 변속비로 작동하게 하고 클러치 제어의 확장 또는 향상된 크리프 제어 모우드를 효과적으로 하게 
하는 패쉬도 크리프비의 수동선택을 제공함으로서 성취된다. 향상된 크리프 모우드에서 0%(아이들)에서 최대 연료의 
약 25% 까지의 엔진의 연료주입 및 클러치 미끄럼은 약 100% 에서 약 0% 까지 변화하고 이들 둘은 확장된 범위에 걸
쳐 증가한 드로틀 변위에 비례하게 변한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따라서, 본 발명의 목적은 자동 클러치용 제어장치 및 방법과 이를 이용한 차량 자동기계 변속기를 제공하는 것이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본 발명의 클러치 제어 모우드를 가동시키는 저속차량을 활용하는 차량 자동기계 변속장치(10)가 제1도에 개략적으로 
도시되어 있다. 자동변속 장치는 위에서 언급한 미합중국 특허 제3,361,060호; 제4,595,986호; 제4,648,290호; 및 
제5,409,432호에 개시되어 있다.

자동기계 변속장치(10)는 (디젤기관과 같은) 연료제어 내연기관(12), 일반적으로 맞물리고 선택적으로 분리되는 마스
터마찰클러치(14), 기계식 기계 변속기(16) 및 미합중국 특허 제4,862,025호; 제4,818,035호 및 제4,050,534호에 
형태의 구동액슬 조립체(18)(이를 참조를 여기에 포함)를 구비한다.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토대로 한 제어유닛(ECU)(20)은 입력신호(22)를 수신하여 프로그램된 논리법칙에 따라 이를 
처리하여 명령출력신호(24)를 발생시킨다. 입력신호(22)는 엔진회전속도(ES)를 나타내는 센서(26)로부터의 신호, 
변속출력축 속도(IS)를 나타내는 센서(30)로부터의 신호 및 드로틀 페달위치(THL)를 나타내는 센서(32)로부터의 신
호를 포함한다. 명령출력신호는 엔진연료제어 액츄에이터(34), 클러치 액츄에이터(36) 및 변속 액츄에이터(38)를 포
함한다. 변속 액츄에이터(38)는 미합중국특허 제4,873,881호 및/또는 제4,899,607호에 설명되어 있고, 이를 참고로 
본 명세서에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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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변속 액츄에이터는 피드백 입력신호를 이에 의해 제어되는 장치의 작동을 나타내는 ECU(20)에 제공한다. 맞물
린 변속비(GR)는 입력 및 출력축 속도로부터의 산출에 의해 액츄에이터(38)로부터의 피드백 신호로부터 결정된다(즉, 
GR = IS/0S), 설명한 센서 외에, 차량에는 SAE J1922, SAE J1939 및/또는 ISO 11898과 같은 산업표준 프로토콜
에 규정된 전자데이터 링크(DL)가 제공될 수 있다.

또한, ECU(20)는 변속작동이 바람직한 모우드 및/또는 특정의 바람직한 기어비(GRS)를 나타내는 오퍼레이터 제어시
프트 선택장치(40)로부터의 신호를 수신한다. 아래에 상세히 설명되어 있듯이 본 발명에 따라 선택기(40)에 의해 차
량오퍼레이터가 작동의 향상된 크리프 제어 모우드 바람직하기로는 저속에서 차량가동성을 크게 향상시키는 패쉬도 크
리프 비(pseudo creep ratio)를 선택한다.

    
마찰클러치(14)는 엔진크랭크축(42)에 의해 구동되는 하나 이상의 구동판(14A)과 변속입력축(44)에 구동할 수 있게 
접속된 하나 이상의 피구동판(14B)을 포함한다. 클러치판(14A, l4B)은 선행기술에 공지되어 있듯이 완전히 분리되거
나 완전히 맞물리거나 부분적으로 맞물릴 수 있다. 마찰클러치(14)는 판(14A)과 판(14B) 사이의 맞물림의 정도에 해
당하는 엔진크랭크축(42)으로부터의 토오크를 변속입력축(44)에 커플한다. 토오크대 클러치 위치 함수 곡선이 제2도
에 도시되어 있다. 클러치 토오크/위치함수곡선(46)이 초기접점(48)전의 맞물림범위에서 초기에 제로(zero)이다. 클
러치 토오크는 클러치 맞물림의 증가에 따라 점차 증가한다. 제2도에 도시된 예에서 클러치 토오크는 먼저 서서히 증가
한 다음 최대클러치 토오크가 완전히 맞물릴때 점(50)에 도달할 때까지 급속히 증대한다. 일반적인 차량응용에서 클러
치 설계는 완전히 맞물릴 때, 최대엔진 토오크의 1.5 배의 최대클러치 토오크를 필요로 한다. 이는 클러치(14)가 미끄
럼없이 엔진(12)에 의해 발생된 최대 토오크를 이용하게 한다.
    

클러치 액츄에이터(36)는 완전분리에서 부분 맞물림을 통해 완전맞물림까지 클러치(14) 제어를 위해 클러치판 중 가
동판에 작동할 수 있게 커플될 수 있다.

일반적인 차량응용에서, 클러치 액츄에이터(36)가 전기 유압, 기계, 유압, 또는 이의 결합일 수 있다. 클러치 액츄에이
터(36)는 ECU(20)로부터의 클러치 맞물림 신호에 따라 클러치 맞물림의 크기를 제어하고, 피드백신호를 ECU(20)에 
제공하는 폐루우프형 장치이다.

    
제3도는 ECU(20)의 클러치 모우드 제어논리의 입력 및 출력을 도시한 도면으로 클러치 작동제어에 이용되고 또한, 드
로틀 필터 논리의 작동이 이용되는 엔진 및 변속작동상태에 따라 클러치 제어 모우드를 설정한다. 클러치제어 논리에 
대한 입력은 센서(26) 또는 데이터 링크(DL)로부터의 엔진회전속도(ES)를 나타내는 신호, 센서(28)로부터의 변속입
력축 속도(IS)를 나타내는 신호, 센서(32)로부터의 가속페달위치(THL), 클러치위치가 소정의 접촉점 또는 개시 맞물
림 위치에 도달할 때 발생한 접촉점신호(TP) 및 향상된 크리프 모우드의 오퍼레이터 선택을 나타내는 선택된 기어비 
신호이다.
    

[접촉점 접근 모우드(Touch Point Approach Mode)]

이 모우드에서, 클러치(14)가 접촉점 또는 개시 맞물림의 점에 진행하도록 명령된다.

[크리프 모우드(Creep M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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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상된 크리프 모우드가 선택되지 않을 때 이 모우드가 설정되고, 접촉점이 얻어지고, 드로틀 페달위치가 최소레벨(약 
3%)이상이지만, 임계레벨(약 25%) 이하이다. 크리프 모우드중, 입력축 속도(IS)로 하여금 엔진회전속도(ES)의 비에 
완만하게 접근하도록 클러치 맞물림이 제어되어서 클러치 미끄럼에 의해 차량 가동을 느리게 한다. 일반적으로 입력축 
속도가 ES(T/TREF )와 같은 크리프 속도 기준신호(RCRP )에 제어된다. 여기서(ES)는 측정된 엔진회전속도이고, (T

REF )는 임계값으로 드로틀 신호에 해당하는 기준 속도이다. 이 모우드에서, 엔진 콘트롤러(34)에 대한 엔진제어신호
(이 신호는 엔진(12)에 대한 연료량을 제어)가 페달속도와 같게 된다.

[출발 모우드(Launch Mode)]

    
향상된 크리프가 선택되지 않고, 페달신호가 크리프 모우드 임계값(25%)에 도달하거나 초과할 때 또는 향상된 크리프 
모우드가 선택되고 향상된 크리프 모우드 임계값(75%)에 도달하거나 초과할 때 이 모우드가 작동하고, 페달신호 또는 
엔진회전속도가 높게 유지될 때 유지되지만, 클러치 미끄럼이 작을 때, 종단된다(통상, 시동 모우드(start-up mode) 
또는 시동상태(start-up state)라고 하는, 이 모우드에서 클러치가 제어되어서 엔진회전속도가 의존하는 비로 맞물려
서 입력축 속도를 엔진회전속도에 부드럽게 전진시킨다.
    

[록업 모우드(Lock-up mode)]

이 모우드는 통상적으로 클러치 미끄럼이 작을 때 스타트업 또는 출발 모우드에서부터 들어온다. 이 모우드에서 클러치
제어는 클러치를 완전히 맞물리도록 신호화된다. 이 모우드는 드로틀 필터기능을 종단시키고 연료제어신호가 페달신호
와 같게 된다.

[오토 모우드 오프(Auto mode off)]

클러치가 어떠한 자동작동도 없을 때 오토 모우드 오프가 작동한다. 일반적으로 페달신호가 제로(zero)이거나 제로에 
가깝거나 엔진회전속도가 아이들 부근이다. 이 상태 동안 제어신호가 출력되지 않고 클러치가 완전히 분리되도록 명령
된다. 클러치제어의 상기 5 개의 모우드가 위에서 언급한 미합중국 특허 제5,314,050호 및 제5,293,3l6호에 개시되어 
있다.

[향상된 크리프 모우드(Enhanced creep mode)]

    
본 발명에 따라 자동화된 정지→출발 클러치 제어장치가 장비된 차량에서 향상된 저속차량가동성을 제공하기 위해 오
퍼레이터가 선택 가능한 향상된 크리프 모우드가 제공된다. 바람직하기로는 아래에 상세히 설명되어 있듯이, 향상된 크
리프 모우드가 기어시프트 선택기(40)를 활용하는 패쉬도 기어비(pseudo gear ratio)로 선택될 수 있다. 향상된 크리
프 모우드는 클러치 맞물림과 엔진 연료주입의 정도가 드로틀 페달 모멘트의 넓은 범위에 걸쳐 제어되는 것을 제외하고, 
크리프 모우드에서 얻어진 모우드와 동일한 클러치제어의 모우드를 제공한다.
    

제7도 및 제8도에 도시되어 있듯이 향상된 크리프 모우드에서, 클러치 미끄럼((ES - IS)÷ ES)이 크리프 모우드와 
비교될 때 드로틀 페달 모멘트의 0%~25%가 아니라 0%~75%까지의 드로틀 페달에 반비례하는 100%~0%까지 변한
다. 또한, 엔진연료는 표준 크리프 모우드의 드로틀 페달위치의 0%~25% 정비례하는 것과 비교해 0% 연료(즉 엔진을 
사이클 하는데 필요한 연료)에서 향상된 모우드의 0%~75% 까지 드로틀 페달위치에 정비례하는 최대 크리프 모우드 
연료(넓게 개방된 드로틀 연료)로 변한다. 따라서, 향상된 크리프 모우드 작동을 선택함으로서 운전자에게 저속작동으
로 차량을 가동하기 위해 큰 제어능력이 제공된다. 예를 들어, 표준크리프 모우드의 작동과 유사하게 향상된 크리프 모
우드에서 입력축 속도가 임계값으로 드로틀 페달 위치(예 : 75%)인 기준 드로틀 페달위치(T REF )에 의해 분할된 드로
틀 페달 위치(T)와 승산된 엔진회전속도와 같도록 클러치 미끄럼을 야기한다. 이와 유사하게 엔진에는 기준값으로 드
로틀 페달신호에 의해 분리된 드로틀 페달신호에 따라 EXTENDED DIRECT STATE로 연료가 주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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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도의 버블(bubble)로는 클러치 제어논리를 도시한다. 고유번호가 특정엔진/변속기 결합에 응용가능한 예로 도면에 
주어져 있고, 나머지 번호는 나머지 응용에 적합하다. 각각의 번호는 파라미터의 전체크기 또는 최대값의 소수를 의미
한다. 예를 들어, 전체 페달운동의 0.25% 또는 25%는 크리프 모우드의 최대로 그리고 출발 모우드의 개시로 선택된다. 
엔진 아이들 속도가 0.25 이고(따라서, 0.27 이 아이들 이상의 어떤 속도를 나타내기 위해 선택되고, 0.188 이하의 엔
진회전속도가 정지상태에 접근한다). 저드로틀 신호가 되게 하기 위해 시스템을 제로 드로틀 신호로 3% 또는 0.O3 이
하의 드로틀 페달을 처리해야 한다. 또한, 연료 콘트롤러(34)에 대한 제로 제어신호가> 엔진이 아이들 속도를 유지
하도록 연료가 주입되기 시작한다.
    

    
제4도의 버플도는 오토 모우터 오프 상태로 들어가고 드로틀 페달신호가 0.O3을 초과할 때, 접촉점 접근 모우드가 작
동된다. 접촉점 접근 모우드에서 페달신호가 0.03 이하로 떨어지고, 브레이크가 가해지면, 모우드가 오토 모우드 오프
로 귀환한다. 접촉점 접근에서부터 접촉점이 일어나고, 드로틀 신호가 3% 이상 일 때까지 작용이 일어나지 않은 다음, 
향상된 크리프 모우드가 선택되지 않으면, 크리프 모우드가 작동된다. 엔진회전속도가 정지상태에 도달하면, 논리가 오
토 모우드 오프에 귀환하거나 페달신호가 3% 이하로 떨어지면, 접점 접근 모우드에 귀환한다. 일반적으로 콘트롤러가 
작은 페달신호에 대해 크리프 모우드에 머물지만 드로틀 페달신호(THL)가 25%를 초과하는 경우, 출발 모우드가 엔터
된다.
    

    
엔진회전속도가 0.3 이하이고 페달신호가 0.1 이하이면, 크리프 모우드가 리엔터(reenter) 된다. 그러나, 클러치가 성
공적으로 맞물린 경우, 클러치 미끄럼이 작게된다. (ES - IS 가 0.03 이하) 엔진회전속도가 아이들 이상으로 유지되
면, 록업 모우드가 들어온다. 콘트롤러는 페달이 해제되지 않으면 록업 모우드로 유지되고 엔진회전속도가 위의 아이들
점 이하로 떨어진 다음 접점 접근 모우드로 진행한다. 브레이크 신호가 페달해제에 더하여 존재하고 엔진회전속도가 아
이들점 이하로 떨어지면, 콘트롤러가 오토 모우드 오프에 진행한다. 향상된 크리프 모우드(" ECM" )가 접촉점과 0.O
3 이상 남아 있는 드로틀 신호를 섭취할 때 오퍼레이터에 의해 수동으로 선택되면, 향상된 크리프 모우드가 작동한다.
    

향상된 크리프 모우드에서, 드로틀 신호가 0.03 이하로 강하하면, 논리가 접점 접근 모우드에 귀환하거나 드로틀 위치
가 기준드로틀(드로틀 위치의 75%)을 초과하면, 출발 모우드가 들어온다. 출발 모우드에서, 향상된 크리프 모우드가 
선택되면, 엔진회전속도가 0.3으로 강하되고 드로틀 신호가 0.25 이하로 강하하고 향상된 크리프 모우드가 재작동된다.

    
드로틀 필터 논리의 블록도가 제5a도에 도시되어 있다. 이 논리는 SAE J1922, SAE J1939 및/또는 ISO 11898 프로
토콜에 의해 규정된 데이터 링크와 같은 여러 전자엔진 제어장치 및 전자차량 데이터 링크와 호환가능하도록 변경될 수 
있다. 예시된 논리에서 연료제어 논리에 대한 입력이 5개의 클러치 제어 모우드(접촉점 접근) 출발, 크리프 향상된 크
리프 및 오토 모우드 오프)는 물론 드로틀 페달위치 및 엔진가속도 이다. 출력들은 5개의 드로틀 논리상태(직접, 접촉
점) 출발 램프 및 확장된 디일렉트) 각각의 상태에 대한 엔진 제어 신호기능은 제5b도에 도시된 코에 규정되어 있다. 
제6도의 버블 논리가 드로틀 필터 논리를 도시하고, 직접 상태에 들어오고 제어신호가 최저값에 도달하거나 페달 신호
기를 초과할 때 직접상태에 귀환하고 출발 모우드가 턴오프 된다.
    

    
제9a도~제9d도는 오퍼레이터로 하여금 확장된 크리프 제어모우드의 작동을 수동으로 선택하게 하고 바람직하기로는 
패쉬도 기어비로 선택하게 하는 수동작동 시프트 선택기(40)에 대한 여러 선택기 패턴을 도시한다. 제9a도는 현재 맞
물린 비로부터 단일 또는 다중 업시프트 또는 다운시프트의 선택을 위해 일반적으로 중심하기로부터의 업시프트 또는 
다운시프트 방향으로 이동하는 수동작동 선택레버(60)를 지닌 변속기를 예시한다. 일반적인 형태의 변속기 선행기술에 
공지되어 있다. 위에서 언급한 미합중국 특허 제4,648,290호에 참고로 개시되어 있다. 이러한 시스템에서 이 변속기가 
제1기어로부터 다운시프트 될 수 있고, 패쉬도 기어 선택으로 리버스 크리프비(CR)를 선택하도록 리버스로부터 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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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트된다. 제9b도는 포워드 및 리버스 향상 크리프 모우드의 선택을 위해 부가적인 위치를 지닌 일방적인 " P-R-N-
D-L" 형의 자동시프트 선택 패턴을 도시한다. 제9c도는 구동위치에 의해 시프트 선택장치의 운동을 오른쪽으로 하게 
하여 업시프트를 선택하고 위쪽으로 이동하게 하여 다운시프트를 선택하는 것을 제외하고 제9b도와 유사한 시프트 패
턴을 도시한다. 이 경우에 포워드 크리프비가 제1기어로부터 다운시프트 되는 반면, 리버스 크리프비가 정규 리버스와 
중립사이에 위치한 비이다. 제9d도는 향상된 크리프비가 발광 푸쉬 버튼(62)과 같은 독립선택 장치에 의해 선택되는 
또 다른 제어장치를 도시한다. 이 형태의 시스템에서 크리프는 최저 이용 가능한 포워드 또는 리버스기어비의 작동과 
관련해서만 선택될 수 있다.
    

이상에서 본 발명은 기재된 구체예에 대해서만 상세히 설명되었지만 본 발명의 기술사상 범위 내에서 다양한 변형 및 
수정이 가능함은 당업자에게 있어서 명백한 것이며, 이러한 변형 및 수정이 첨부된 특허청구범위에 속함은 당연한 것이
다.

    발명의 효과

따라서, 본 발명은 차량의 느린 속도 작동의 향상된 오퍼레이터 제어및 차량의 느린 속도 가동을 야기하는 자동 클러치 
제어장치가 장비된 차량 작동의 오퍼레이터가 선택 가능한 향상된 크리프 제어 모우드를 제공한다. 본 발명의 제어장치
는 위에서 언급한 미합중국 특허 제5,3l4,050호에 도시된 형을 포함하는 많은 형태의 자동 클러치 제어장치와 연관해
서 이용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연료제어 내연기관, 상기 내연기관의 연료를 제어하는 연료 콘트롤러, 0% 와 100% 변위된 위치 사이에서 변위가 가능
한 수동제어 드로틀, 입력축을 갖는 다속변속기, 상기 내연기관과 상기 변속 입력축 사이에 구동할 수 있게 배치된 마스
터 마찰클러치, 상기 클러치를 완전히 맞물리게 하거나 완전히 분리시키거나 또는 부분적으로 맞물리게 하는 클러치 액
츄에이터, 크리프 모우드의 작동 종류를 선택하는 수동선택기 및, 맞물린 변속비(GR)와 엔진회전속도(ES)와 입력축 
회전속도(IS)와 드로틀 변위(THL) 및 선택기 작동의 종류(ECCM=O 또는 1)를 나타내는 신호를 수신하고 프로그램
된 논리법칙에 따라 이를 처리하여 출력 신호를 연료 콘트롤러를 포함하는 시스템 액츄에이터들에 명령하는 콘트롤러
로 구성되는 자동차의 상기 클러치를 제어하는 방법에 있어서,
    

(ⅰ) 수동으로 선택된 크리프 모우드의 작동 종류를 감지하고, (ⅱ) 저변속비에서의 작동을 감지하며, (ⅲ) 적어도 5
0% 변위에 해당하는 향상된 크리프 제어 모우드 드로틀 기준값(TECCM )보다 작은 드로틀 변위를 감지하여 이를 바탕
으로 향상된 크리프 모우드의 작동을 야기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클러치 제어방법.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향상된 크리프 제어 모우드 드로틀 기준값은 적어도 70% 변위인 것을 것을 특징으로 하는 클러
치 제어방법.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향상된 크리프 제어드로틀 기준값은 약 75% 변위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클러치 제어방법.

청구항 4.

제1항 내지 제3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클러치 제어방법은 (ⅳ) 스로틀 변위가 약 3%인 최저값과 같은지를 
더 감지하여 작동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클러치 제어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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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5.

제1항 내지 제3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클러치 제어방법은 (ⅳ) 상기 클러치가 접촉점에 맞물리는지를 더 감
지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클러치 제어방법.

청구항 6.

제4항에 있어서, 상기 클러치 제어방법은 (ⅴ) 상기 클러치가 접촉점에 맞물리는지를 더 감지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클러치 제어방법.

청구항 7.

제1항 내지 제3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드로틀은 드로틀 페달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클러치 제어방법.

청구항 8.

제1항 내지 제3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향상된 크리프 제어 모우드에서의 작동은 상기 드로틀 변위가 약 0% 
변위에서 상기 향상된 크리프 제어 모우드 기준값(TECCM )까지 증가함에 따라, 연료 공급을 아이들 연료(0%)에서 최
대엔진 연료의 약 20% ~ 30%인 크리프 제어 최대 연료값으로 증가하도록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클러치 제어방법.

청구항 9.

제8항에 있어서, 상기 연료 공급값은 드로틀 위치가 상기 0% 변위에서부터 상기 향상된 크리프 제어 모우드 기준값까
지 변함에 따라 비례하여 증가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클러치 제어방법.

청구항 10.

제1항 내지 제3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향상된 크리프 제어 모우드의 작동은, 드로틀 변위가 약 0% 변위에서 
향상된 크리프 제어 모우드 기준값까지 증가할 때, 미끄럼((ES - IS)÷ ES)이 약 100% 에서 10% 이하인 최소값으
로 감소하도록 상기 클러치를 맞물리게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클러치 제어장치를 제어방법.

청구항 11.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클러치의 미끄럼은 상기 0% 변위에서부터 상기 향상된 크리프 제어 모우드 기준값까지 변함에 
따라 비례적으로 감소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클러치 제어방법.

청구항 12.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변속기는 작동의 전진 방향과 후진방향 중 한 방향으로 최저비를 갖고, 상기 명령출력신호는 변
속기 구동 장치를 제어하고, 상기 향상된 크리프 제어 모우드는 상기 변속기가 상기 최저비로 작동하도록 지시하는 것
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클러치 제어방법.

청구항 13.

제1항 내지 제3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선택기는 변속 모우드 선택기이고, 크리프 모우드의 작동 선택은 크리
프비 또는 위치의 선택으로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클러치 제어방법.

청구항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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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항에 있어서, 상기 선택기는 변속 모우드 선택기이고, 크리프 모우드의 작동 선택은 크리프비 또는 위치의 선택으로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클러치 제어방법.

청구항 15.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선택기는 변속 모우드 선택기이고, 크리프 모우드의 작동 선택은 크리프비 또는 위치의 선택으
로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클러치 제어방법.

청구항 16.

제1항 내지 3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콘트롤러는 수동으로 선택되지 않은 크리프 모우드와 일반 모드 기준값
(TCCM )인 25% 보다 작은 드로틀 변위를 감지하여, 일반 크리프 모우드로 작동하도록 조절하고, 저변속비로 작동하도
록 조절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클러치 제어방법.

청구항 17.

    
연료제어 내연기관(12), 상기 내연기관의 연료를 제어하는 연료 콘트롤러, 0% 와 1O0% 변위된 위치 사이에서 변위가 
가능한 수동제어 드로틀(32), 전진 회전 방향으로 최저비를 갖고 입력축을 갖는 다속변속기(16), 상기 변속기의 시프
티를 제어하는 변속기 구동 장치, 상기 내연기관과 상기 변속 입력축 사이에 구동할 수 있게 배치된 마스터 마찰클러치
(14), 상기 클러치를 완전히 맞물리게 하거나 완전히 분리시키거나 또는 부분적으로 맞물리게 하는 클러치 액츄에이터
(36), 크리프 모우드의 작동 종류를 선택하는 수동선택기(40) 및, 맞물린 변속비(GR)와 엔진회전속도(ES)와 입력축 
회전속도(IS)와 드로틀 변위(THL) 및 선택기 작동의 종류(ECCM=O 또는 1)를 나타내는 신호를 수신하고 프로그램
된 논리 법칙에 따라 이를 처리하여 출력 신호를 연료 콘트롤러와 상기 변속기 구동 장치 및 상기 클러치 액츄에이터를 
포함하는 시스템 액츄에이터들에 명령하는 콘트롤러로 구성되는 자동차용 기계식 자동 변속장치에 있어서, 상기 논리 
법칙은,
    

(ⅰ) 수동으로 선택된 크리프 모우드의 작동 종류를 감지하고, (ⅱ) 저변속비에서의 작동을 감지하며, (ⅲ) 적어도 5
0% 변위에 해당하는 향상된 크리프 제어 모우드 드로틀 기준값(TECCM )보다 작은 드로틀 변위를 감지하여 이를 바탕
으로 향상된 크리프 모우드의 작동을 야기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자동차용 기계식 자동 변속장치.

청구항 18.

제17항에 있어서, 상기 향상된 크리프 제어 모우드 드로틀 기준값은 적어도 70% 변위인 것을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자동
차용 기계식 자동 변속장치.

청구항 19.

제17항에 있어서, 상기 향상된 크리프 제어 모우드 드로틀 기준값은 약 75% 변위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자동차용 기계
식 자동 변속장치.

청구항 20.

제17항 내지 제19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향상된 크리프 제어 모우드의 작동은 (ⅳ) 드로틀 변위가 약 3% 변
위인 최저값과 같은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자동차용 기계식 자동 변속장치.

청구항 21.

제17항 내지 제19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향상된 크리프 제어 모우드의 작동은 (ⅳ) 상기 클러치가 접촉점에 
맞물리는지를 더 감지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자동차용 기계식 자동 변속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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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2.

제20항에 있어서, 상기 향상된 크리프 제어 모우드의 작동은 (ⅴ) 상기 클러치가 접촉점에 맞물리는지를 더 감지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차량 자동 기계 변속장치.

상기 클러치 제어방법은 (ⅴ) 상기 클러치가 접촉점에 맞물리는지를 더 감지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자동차용 기계식 
자동 변속장치.

청구항 23.

제17항 내지 제19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드로틀은 드로틀 페달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자동차용 기계식 자동 
변속장치.

청구항 24.

제17항 내지 제19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향상된 크리프 제어 모우드의 작동은 상기 드로틀 변위가 약 0% 변
위에서 상기 향상된 크리프 제어 모우드 기준값(TECCM )으로 증가함에 따라, 연료 공급을 아이들 연료(0%)에서 최대
엔진 연료의 약 20%~30%인 크리프 제어 최대 연료값으로 증가하도록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자동차용 기계식 자동 
변속장치.

청구항 25.

제24항에 있어서, 상기 연료 공급값은 드로틀 위치가 상기 0% 변위에서부터 상기 향상된 크리프 제어 모우드 기준값까
지 변함에 따라 비례하여 증가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자동차용 기계식 자동 변속장치.

청구항 26.

제17항 내지 제19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향상된 크리프 제어 모우드의 작동은, 드로틀 변위가 약 0% 변위에
서 향상된 크리프 제어 모우드 기준값까지 증가한 때, 미끄럼((ES - IS)÷ ES)이 약 100% 에서 10% 이하인 최소값
으로 감소하도록 상기 클러치를 맞물리게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자동차용 기계식 자동 변속장치.

청구항 27.

제26항에 있어서, 상기 클러치의 미끄럼은 상기 0% 변위에서부터 상기 향상된 크리프 제어 모우드 기준값까지 변함에 
따라 비례적으로 감소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자동차용 기계식 자동 변속장치.

청구항 28.

제24항에 있어서, 상기 향상된 크리프 제어 모우드의 작동은, 드로틀 변위가 약 0% 변위에서 향상된 크리프 제어 모우
드 기준값까지 증가한 때, 미끄럼((ES - IS)÷ ES)이 약 100% 에서 10% 이하인 최소값으로 감소하도록 상기 클러
치를 맞물리게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자동차용 기계식 자동 변속장치.

청구항 29.

제25항에 있어서, 상기 향상된 크리프 제어 모우드의 작동은, 드로틀 변위가 약 0% 변위에서 향상된 크리프 제어 모우
드 기준값까지 증가한 때, 미끄럼((ES - IS)÷ ES)이 약 100% 에서 10% 이하인 최소값으로 감소하도록 상기 클러
치를 맞물리게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자동차용 기계식 자동 변속장치.

청구항 30.

 - 10 -



등록특허 10-0300300

 
제27항에 있어서, 상기 클러치의 미끄럼은 상기 0% 변위에서부터 상기 향상된 크리프 제어 모우드 기준값까지 변함에 
따라 비례적으로 감소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자동차용 기계식 자동 변속장치.

청구항 31.

제24항에 있어서, 상기 향상된 크리프 제어 모우드의 작동은 상기 변속기가 상기 최저비로 작동하도록 지시하는 것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자동차용 기계식 자동 변속장치.

청구항 32.

제26항에 있어서, 상기 변속기는 작동의 전진 방향과 후진방향 중 한 방향으로 최저비를 갖고, 상기 명령출력신호는 상
기 변속기 구동 장치를 제어하고, 상기 향상된 크리프 제어 모우드는 상기 변속기가 상기 최저비로 작동하도록 지시하
는 것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자동차용 기계식 자동 변속장치.

청구항 33.

제17항 내지 제19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선택기는 변속 모우드 선택기이고, 크리프 모우드의 작동 선택은 크
리프비 또는 위치의 선택으로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자동차용 기계식 자동 변속장치.

청구항 34.

제24항에 있어서, 상기 선택기는 변속 모우드 선택기이고, 크리프 모우드의 작동 선택은 크리프비 또는 위치의 선택으
로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자동차용 기계식 자동 변속장치.

청구항 35.

제26항에 있어서, 상기 선택기는 변속 모우드 선택기이고, 크리프 모우드의 작동 선택은 크리프비 또는 위치의 선택으
로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자동차용 기계식 자동 변속장치.

청구항 36.

제31항에 있어서, 상기 선택기는 변속 모우드 선택기이고, 크리프 모우드의 작동 선택은 크리프비 또는 위치의 선택으
로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자동차용 기계식 자동 변속장치.

청구항 37.

제17항 내지 제19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콘트롤러는 수동으로 선택되지 않은 크리프 모우드와 일반 모드 기
준값(TCCM )인 25% 보다 작은 드로틀 변위를 감지하여, 일반 크리프 오우드로 작동하도록 조절하고, 저변속비로 작동
하도록 조절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클러치 제어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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