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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의 실시예에 의한 차량용 변속 시스템은,

  엔진으로부터 구동력을 전달받아 소정의 변속비를 구현하도록 구성되며, 선택된 변속 레인지에 대응하여 구동되도록 구

성되는 인히비터 스위치를 구비하는 변속기;

  운전자에 의해 선택된 변속 레인지에 대응하는 목표 변속 레인지 신호를 생성하는 운전자 인터페이스 모듈; 및

  실시간 통신 버스를 통하여 상기 운전자 인터페이스 모듈에 연결되며, 상기 인히비터 스위치의 현재 위치와 상기 운전자

인터페이스 모듈로부터 수신되는 목표 변속 레인지 신호에 기초하여 상기 인히비터 스위치를 구동시키는 인히비터 스위치

구동 모듈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대표도

도 1

색인어

시프트 바이 와이어, 자동변속기, 인히비터 스위치, 폴트 톨러런트, 페일 사일런트, 마이크로콘트롤러, 커뮤니케이션 콘트

롤러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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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1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의한 변속 시스템의 구성을 간략히 보여주는 구성도이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차량의 변속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 보다 상세하게는 기계적인 연결없이 전기신호에 변속을 수행할 수 있는 변

속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최근 차량의 바이 와이어 시스템(By-wire system)이 널리 개발되고 있다. 바이 와이어 시스템은, 기계적 운동에너지의

전달을 위해 기계적 연결(mechanical connection) 대신에 와이어(wire)를 통해서 전기신호(electrical signal)를 전달함

으로써 소정의 동작을 수행하도록 구성되는 시스템이다.

  이와 같은 바이 와이어 시스템으로는, 브레이크 바이 와이어 시스템(brake-by-wire system), 또는 스티어 바이 와이어

시스템(steer-by-wire system) 등이 있다.

  또한, 최근에는 전기신호에 의해 변속을 수행할 수 있는 시프트 바이 와이어 시스템(shift-by-wire system)이 개발되고

있다. 시프트 바이 와이어 시스템은 기존의 자동변속기에 관련된 변속링크를 전기신호를 전달하는 와이어로 대체함으로

써, 차량 실내 공간의 보다 효율적인 이용 및 차량의 경량화 실현 등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게 된다.

  기존에 제안된 시프트 바이 와이어 시스템은, 기존 자동변속기의 변속링크(레버, 인히비터 스위치, 및 매뉴얼밸브 등)를

없애고 전자솔레노이드를 이용하여 직접 변속하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종래의 시프트 바이 와이어 시스템은 기존의 자동변속기의 구조를 전체적으로 변경하여야 하는 문제

점이 있다.

  또한, 페일 세이프(fail safe) 기능(예를 들어, 시스템 고장시 변속 레버 선택 위치 제한)만을 제공하여 페일에 대해 수동

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차량의 바이 와이어 시스템의 핵심요소인 페일에 대한 대처기능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상기 전술한 바와 같은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창출된 것으로서, 그 구조가 간단하고 에러 발생에 효과적으

로 대응할 수 있는 차량의 시프트 바이 와이어 시스템을 제공함에 그 목적이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실시예에 의한 차량용 변속 시스템은, 엔진으로부터 구동력을 전달받아 소정의 변

속비를 구현하도록 구성되며, 선택된 변속 레인지에 대응하여 구동되도록 구성되는 인히비터 스위치를 구비하는 변속기;

운전자에 의해 선택된 변속 레인지에 대응하는 목표 변속 레인지 신호를 생성하는 운전자 인터페이스 모듈; 및 실시간 통

신 버스를 통하여 상기 운전자 인터페이스 모듈에 연결되며, 상기 인히비터 스위치의 현재 위치와 상기 운전자 인터페이스

모듈로부터 수신되는 목표 변속 레인지 신호에 기초하여 상기 인히비터 스위치를 구동시키는 인히비터 스위치 구동 모듈

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인히비터 스위치 구동 모듈은, 인히비터 스위치를 구동하는 하나 이상의 액추에이터를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상기 액추에이터는 모터인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

  상기 운전자 인터페이스 모듈은, 운전자로부터 원하는 변속 레인지를 입력받을 수 있도록 구성되는 변속 레인지 선택부;

상기 변속 레인지 선택부를 통하여 운전자에 의해 선택된 변속 레인지를 각각 검출하여 검출된 변속 레인지에 해당하는 검

출 변속 레인지 신호를 각각 생성하는 복수의 변속 레인지 센서; 및 상기 복수의 변속 레인지 센서로부터 수신되는 복수의

검출 변속 레인지 신호에 기초하여 목표 변속 레인지 신호를 생성하도록 구성되는 하나 이상의 페일 사일런트 유닛을 포함

하는 제1 폴트 톨러런트 유닛을 포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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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인히비터 스위치 구동 모듈은, 상기 인히비터 스위치의 현재 위치를 각각 검출하여 해당하는 인히비터 스위치 포지

션 신호를 각각 생성하는 복수의 인히비터 스위치 포지션 센서; 상기 제1 폴트 톨러런트 유닛으로부터 수신되는 목표 변속

레인지 신호와 상기 복수의 인히비터 스위치 포지션 센서로부터 각각 수신되는 복수의 인히비터 스위치 포지션 신호를 기

초로, 상기 인히비터 스위치를 목표 변속 레인지에 대응하는 위치로 구동하기 위한 인히비터 스위치 구동신호를 생성하도

록 구성되는 하나 이상의 페일 사일런트 유닛을 포함하는 제2 폴트 톨러런트 유닛; 및 상기 제2 폴트 톨러런트 유닛으로부

터 수신되는 인히비터 스위치 구동신호에 대응하여 상기 인히비터 스위치를 구동하는 하나 이상의 액추에이터를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상기 제1 폴트 톨러런트 유닛은, 제1 메인 페일 사일런트 유닛과 제1 보조 페일 사일런트 유닛을 포함하고,

  상기 제2 폴트 톨러런트 유닛은, 제2 메인 페일 사일런트 유닛과 제2 보조 페일 사일런트 유닛을 포함하되,

  상기 제1 메인 페일 사일런트 유닛, 상기 제1 보조 페일 사일런트 유닛, 상기 제2 메인 페일 사일런트 유닛, 및 상기 제2

보조 페일 사일런트 유닛은, 하나 이상의 실시간 통신 버스를 통하여 나머지 페일 사일런트 유닛에 각각 연결되는 것이 바

람직하다.

  상기 제1 메인 페일 사일런트 유닛과 상기 제1 보조 페일 사일런트 유닛은, 상기 복수의 변속 레인지 센서로부터 각각 수

신되는 복수의 검출 변속 레인지 신호를 기초로 목표 변속 레인지 신호를 각각 생성하여 출력하는 복수의 마이크로 콘트롤

러와, 상기 마이크로 콘트롤러에서 생성된 신호의 상기 제2 폴트 톨러런트 유닛으로의 송신을 제어하는 커뮤니케이션 콘

트롤러를 각각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제1 메인 페일 사일런트 유닛과 상기 제1 보조 페일 사일런트 유닛은, 상기 복수의 마이크로 콘트롤러에서 생성되는

신호가 서로 동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호를 출력하지 아니하도록 각각 구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제2 메인 페일 사일런트 유닛과 상기 제2 보조 페일 사일런트 유닛은, 상기 제1 폴트 톨러런트 유닛으로부터 신호

수신을 제어하는 커뮤니케이션 콘트롤러와, 상기 복수의 인히비터 스위치 포지션 센서로부터 각각 수신되는 복수의 인히

비터 스위치 포지션 신호와 상기 제1 폴트 톨러런트 유닛으로부터 수신되는 신호를 기초로 인히비터 스위치 구동신호를

각각 생성하는 복수의 마이크로 콘트롤러를 각각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제2 메인 페일 사일런트 유닛과 상기 제2 보조 페일 사일런트 유닛은, 상기 복수의 마이크로 콘트롤러에서 생성되는

신호가 서로 동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호를 출력하지 아니하도록 각각 구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제1 폴트 톨러런트 유닛은, 상기 제1 메인 페일 사일런트 유닛이 목표 변속 레인지 신호를 출력하지 아니하는 경우

에, 상기 제1 보조 페일 사일런트 유닛이 목표 변속 레인지 신호를 생성하여 출력하도록 구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제2 폴트 톨러런트 유닛은, 상기 제2 메인 페일 사일런트 유닛이 인히비터 스위치 구동신호를 출력하지 아니하는 경

우에, 상기 제2 보조 페일 사일런트 유닛이 목표 변속 레인지를 생성하여 출력하도록 구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변속 레인지 센서는 세 개이고, 상기 제1 메인 페일 사일런트 유닛과 상기 제1 보조 페일 사일런트 유닛의 마이크로

콘트롤러는 상기 세 개의 변속 레인지 센서로부터 각각 수신되는 세 개의 검출 변속 레인지 신호 중 동일한 두 개 이상의

신호에 해당하는 목표 변속 레인지 신호를 생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인히비터 스위치 포지션 센서는 세 개이고, 상기 제2 메인 페일 사일런트 유닛과 상기 제2 보조 페일 사일런트 유닛

의 마이크로 콘트롤러는 상기 세 개의 인히비터 스위치 포지션 센서로부터 각각 수신되는 세 개의 인히비터 스위치 포지션

신호 중 동일한 두 개 이상의 신호를 기초로 인히비터 스위치 구동신호를 생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하,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첨부된 도면을 참조로 설명한다.

  도1에 도시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실시예에 의한 변속 시스템은 자동변속기(11)를 포함한다.

  자동변속기(11, automatic transmission)는 차량을 구동하기 위한 동력을 생성하는 동력발생원(13)에 연결축(15)을 통

해서 연결되며, 자동변속기(11)는 연결축(15)을 통하여 입력되는 소정의 회전속도를 가지는 회전력을 원하는 회전속도로

변속을 하여 출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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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력발생원(13)은, 차량에 적용되어 동력을 생성할 수 있는 임의의 장치로 할 수 있으며, 예를 들어, 엔진(engine)이나 모

터(motor)로 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실시예에 의한 변속 시스템에 사용되는 자동변속기(11)는 종래의 자동변속기로 할 수 있으며, 운전자에 의해

선택된 변속 레인지(P, R, N, D, 3, 2, L 등)에 대응하여 작동하는 인히비터 스위치(17, inhibitor switch)를 포함한다.

  인히비터 스위치(17)가 작동되면, 자동변속기(11)의 유압회로의 매뉴얼 밸브(도시하지 않음)가 구동된다. 매뉴얼 밸브의

구동에 따라 유압이 제어됨으로써 자동변속기(11)의 마찰요소들이 선택적으로 작동하여 원하는 변속비를 실현할 수 있게

된다.

  인히비터 스위치(17)는 종래의 자동변속기에 사용되는 인히비터 스위치로 할 수 있으며, 이는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

야의 당업자에 자명하므로 이에 대한 더욱 상세한 설명은 생략하기로 한다. 다만, 종래의 자동변속기의 인히비터 스위치는

시프트 레버(shift lever)에 기계적으로 연결되어 시프트 레버의 조작에 대응하여 구동되나, 본 발명의 실시예에 의한 변속

시스템의 인히비터 스위치(17)는 별도로 구비된 액추에이터(19a, 19b)에 의해 구동된다.

  본 발명의 실시예에 의한 변속 시스템은 운전자 인터페이스 모듈(21, driver interface module)과 인히비터 스위치 구동

모듈(23, inhibitor switch actuating module)을 포함한다.

  운전자 인터페이스 모듈(21)은, 운전자로부터 원하는 변속 레인지를 입력받을 수 있도록 구성되며, 입력받은 변속 레인

지에 대응하는 목표 변속 레인지 신호를 생성하도록 구성된다.

  운전자 인터페이스 모듈(21)은, 변속 레인지 선택부(25, shift range selection member), 하나 이상의 변속 레인지 센서

(27a, 27b, 27c; shift range sensor), 및 제1 폴트 톨러런트 유닛(first fault-tolerant unit, 29)을 포함한다.

  변속 레인지 선택부(25)는, 운전자가 원하는 변속 레인지(shift range)를 선택할 수 있도록 구성되는 임의의 장치로 할 수

있으며, 예를 들어, 스위치 타입으로 할 수 있다. 즉, 변속 레인지 선택부(25)는 운전자가 자신이 원하는 변속 레인지를 선

택할 수 있게 하는 임의의 운전자 인터페이스(driver interface)로 구현될 수 있다.

  변속 레인지 센서(27a, 27b, 27c)는, 변속 레인지 선택부(25)를 통하여 운전자가 선택한 변속 레인지를 검출하여 해당하

는 신호(검출 변속 레인지 신호)를 생성하도록 구성되는 센서이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의한 변속 시스템은 폴트 톨러런트(fault-tolerant)한 시스템을 위해 세 개의 변속 레인지

센서(27a, 27b, 27c)를 구비한다. 그러나, 변속 레인지 센서의 개수가 세 개에 한정되지 아니함은 물론이다.

  그리고, 운전자 인터페이스 모듈(21)은 제1 폴트 톨러런트 유닛(29)을 포함한다.

  제1 폴트 톨러런트 유닛(29)은, 검출 변속 레인지 신호를 기초로 인히비터 스위치(17)를 선택된 변속 레인지에 대응하는

지점에 위치시키기 위한 신호(목표 변속 레인지 신호)를 생성하여 출력한다.

  제1 폴트 톨러런트 유닛(29)은, 변속 레인지 센서(27a, 27b, 27c)에 각각 연결되는 복수의 페일 사일런트 유닛(31, 33;

fail-silent unit)을 포함한다. 본 실시예에서는 두 개의 페일 사일런트 유닛이 구비된다.

  도면에 도시된 바와 같이, 제1 메인 페일 사일런트 유닛(31, first main fail-silent unit)과 제1 보조 페일 사일런트 유닛

(33, first redundant fail-silent unit)은, 세 개의 변속 레인지 센서(27a, 27b, 27c)에 각각 연결된다.

  제1 메인 페일 사일런트 유닛(31)은, 두 개의 마이크로콘트롤러(35a, 35b; microcontroller)와 하나의 커뮤니케이션 콘

트롤러(37, communication controller)를 포함한다.

  또한, 제1 메인 페일 사일런트 유닛(31)은 인풋 인터페이스(input interface), 아웃풋 인터페이스(output interface), 메

모리(memory), 기타 관련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를 포함하고, 이하에서 기술할 신호처리방법을 수행하도록 프로그램 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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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각의 마이크로콘트롤러(35a, 35b)는, 세 개의 변속 레인지 센서(27a, 27b, 27c)의 신호를 각각 수신할 수 있도록 세 개

의 변속 레인지 센서(27a, 27b, 27c)에 각각 연결된다.

  또한, 각각의 마이크로콘트롤러(35a, 35b)는 서로 연결되어 다른 마이크로콘트롤러에서 생성되는 신호를 인식할 수 있

도록 구성된다.

  각각의 마이크로콘트롤러(35a, 35b)는, 세 개의 변속 레인지 센서(27a, 27b, 27c)로부터 검출 변속 레인지 신호를 각각

수신하며, 그 수신된 세 개의 검출 변속 레인지 신호에 기초하여 목표 변속 레인지 신호를 생성한다.

  이때, 각각의 마이크로콘트롤러(35a, 35b)는, 수신된 세 개의 신호 중 동일한 신호가 2개 이상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신호를 올바른 신호로 간주하여 해당하는 목표 변속 레인지 신호를 생성한다. 예를 들어, 수신된 세 개의 검출 변속 레인지

신호 중 두 개가 전진 레인지(Drive range)를 나타내는 신호이고 나머지 하나가 후진 레인지(Reverse range)를 나타내는

신호인 경우, 선택된 변속 레인지가 전진 레인지인 것으로 간주하여 전진 레인지를 목표 변속 레인지로 하는 목표 변속 레

인지 신호를 생성한다. 또한, 수신된 세 개의 검출 변속 레인지 신호가 동일한 경우에는, 해당 변속 레인지를 목표 변속 레

인지로 하는 목표 변속 레인지 신호를 생성한다. 그러나, 수신된 세 개의 검출 변속 레인지 신호가 모두 다른 변속 레인지

를 나타내는 신호인 경우, 마이크로콘트롤러(35a, 35b)는 목표 변속 레인지 신호를 생성하지 아니하도록 구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각각의 마이크로콘트롤러(35a, 35b)는 다른 하나의 마이크로콘트롤러에서 생성된 신호와 자신의 신호를 비교한

다. 비교 결과, 두 개의 마이크로콘트롤러의 신호가 동일한 경우에는, 그 동일한 신호를 커뮤니케이션 콘트롤러(37)로 출

력하고, 두 개의 마이크로콘트롤러의 신호가 상이한 경우에는, 마이크로콘트롤러(35a, 35b)는 신호를 출력하지 아니한다

(fail-silent).

  상기한 방식으로, 제1 메인 페일 사일런트 유닛(31)은 페일 사일런트한 방식으로 출력값을 생성한다.

  제1 보조 페일 사일런트 유닛(33)은 제1 메인 페일 사일런트 유닛(31)과 동일한 내부 구조를 가지며, 동일한 방식으로 목

표 변속 레인지 신호를 생성한다.

  제1 보조 페일 사일런트 유닛(33)은, 제1 메인 페일 사일런트 유닛(31)으로부터 신호가 출력되는지를 모니터링하며, 제1

메인 페일 사일런트 유닛(31)으로부터 신호가 출력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신이 신호를 생성하여 이를 출력한다(fault-

tolerant).

  즉, 제1 메인 페일 사일런트 유닛(31)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경우에는 제1 메인 페일 사일런트 유닛(31)에서 생성된 목

표 변속 레인지 신호가 출력되고, 제1 메인 페일 사일런트 유닛(31)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 보조

페일 사일런트 유닛(33)에서 생성된 목표 변속 레인지 신호가 출력되도록 구성됨으로써, 폴트(fault)가 발생한 경우에도

시스템의 정상작동을 보장할 수 있는 폴트 톨러런트(fault-tolerant) 시스템이 구성된다.

  인히비터 스위치 구동 모듈(23)은, 인히비터 스위치(17)의 현재 위치와 운전자 인터페이스 모듈(21)로부터 수신되는 목

표 변속 레인지 신호에 기초하여 인히비터 스위치(17)를 구동하는 인히비터 스위치 구동신호를 생성한다.

  즉, 인히비터 스위치 구동 모듈(23)은, 인히비터 스위치(17)의 현재 위치와 목표 변속 레인지에 해당하는 인히비터 스위

치(17)의 위치의 비교를 통하여, 인히비터 스위치(17)가 목표 변속 레인지에 해당하는 지점에 위치하도록 하는 인히비터

스위치 구동신호를 생성한다.

  인히비터 스위치 구동 모듈(23)은, 인히비터 스위치 포지션 센서(39a, 39b, 39c; inhibitor switch position sensor), 제2

폴트 톨러런트 유닛(41, second fault-tolerant unit), 및 하나 이상의 액추에이터(19a, 19b; actuator)를 포함한다.

  본 발명의 실시예에 의한 변속 시스템에서는, 인히비터 스위치(17)를 구동하는 액추에이터(19a, 19b)가 두 개 구비된다.

이는 어느 하나의 액추에이터가 정상작동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대비하기 위함이며, 액추에이터가 세 개 이상 구비되어도

무방함은 물론이다. 액추에이터(19a, 19b)는 모터(motor)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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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개의 액추에이터(19a, 19b)가 모두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경우에는 각 액추에이터(19a, 19b)가 50% 씩 파워를 부담하

도록 제어되고, 어느 하나의 액추에이터가 고장시에는 나머지 하나가 100%의 파워를 부담하도록 제어되는 것이 바람직하

다.

  인히비터 스위치 포지션 센서(39a, 39b, 39c)는, 인히비터 스위치(17)의 현재 위치를 검출하여 검출된 위치에 해당하는

신호(인히비터 스위치 포지션 신호)를 생성하도록 구성된다.

  본 실시예에서는, 시스템의 보다 안정적인 작동을 담보하기 위하여, 세 개의 인히비터 스위치 포지션 센서(39a, 39b,

39c)가 구비된다. 그러나, 인히비터 스위치의 개수가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은 물론이다.

  제2 폴트 톨러런트 유닛(41)은, 제1 폴트 톨러런트 유닛(29)으로부터 수신되는 목표 변속 레인지 신호와 인히비터 스위

치 포지션 센서(39a, 39b, 39c)로부터 수신되는 인히비터 스위치 포지션 신호를 기초로, 인히비터 스위치(17)를 목표 변속

레인지에 대응하는 지점에 위치하도록 구동시키기 위한 신호(인히비터 스위치 구동신호)를 생성하여 액추에이터(19a,

19b)로 출력한다.

  제2 폴트 톨러런트 유닛(41)은, 세 개의 인히비터 스위치 포지션 센서(39a, 39b, 39c)에 각각 연결되는 복수의 페일 사일

런트 유닛(45, 47; fail-silent unit)을 포함한다. 이 실시예에서는 두 개의 페일 사일런트 유닛이 구비된다.

  도면에 도시된 바와 같이, 제2 메인 페일 사일런트 유닛(45,second main fail-silent unit)과 제2 보조 페일 사일런트 유

닛(47, second redundant fail-silent unit)이, 세 개의 인히비터 스위치 포지션 센서(39a, 39b, 39c)에 각각 연결된다.

  또한, 도면에 도시된 바와 같이, 제1 메인 페일 사일런트 유닛(31), 제1 보조 페일 사일런트 유닛(33), 제2 메인 페일 사일

런트 유닛(45), 및 제2 보조 페일 사일런트 유닛(47)은, 서로 신호를 송/수신할 수 있도록 실시간 통신 버스(49a, 49b; real

time communication bus)를 통하여 상호 연결된다. 이때, 버스 채널을 듀얼(dual)로 구성함으로써, 폴트(fault)가 발생한

경우에도 시스템의 작동을 보장한다.

  제2 메인 페일 사일런트 유닛(45)은, 두 개의 마이크로콘트롤러(51a, 51b; micorocontroller)와 하나의 커뮤니케이션 콘

트롤러(53, communication controller)를 포함한다.

  또한, 제2 메인 페일 사일런트 유닛(45)은 인풋 인터페이스(input interface), 아웃풋 인터페이스(output interface), 메

모리(memory), 기타 관련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를 포함하고, 이하에서 기술할 신호처리방법을 수행하도록 프로그램 된

다.

  각각의 마이크로콘트롤러(51a, 51b)는, 커뮤니케이션 콘트롤러(53)를 통해서 실시간 통신 버스(49a, 49b)에 연결됨으로

써, 실시간 통신을 통하여 제1 폴트 톨러런트 유닛(29)으로부터 목표 변속 레인지 신호를 수신한다.

  또한, 각각의 마이크로콘트롤러(51a, 51b)는, 세 개의 인히비터 스위치 포지션 센서(39a, 39b, 39c)에 각각 연결되어 인

히비터 스위치 포지션 신호를 수신한다.

  각각의 마이크로콘트롤러(51a, 51b)는, 세 개의 인히비터 스위치 포지션 센서(39a, 39b, 39c)로부터 수신되는 인히비터

스위치 포지션 신호와 제1 폴트 톨러런트 유닛(29)으로부터 수신되는 목표 변속 레인지 신호를 기초로, 인히비터 스위치

구동신호를 생성한다.

  이때, 각각의 마이크로콘트롤러(51a, 51b)는, 수신된 세 개의 인히비터 스위치 포지션 신호 중 동일한 신호가 2개 이상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신호를 올바른 신호로 간주하고, 이를 기초로 인히비터 스위치 구동신호를 생성한다. 즉, 제1 폴

트톨러런트 유닛(29)의 마이크로콘트롤러(35a, 35b)와 유사하게 작동한다.

  각각의 마이크로콘트롤러(51a, 51b)가 인히비터 포지션 신호와 목표 변속 레인지 신호를 기초로 인히비터 스위치 구동

신호를 생성한 후에는, 각각의 마이크로콘트롤러(51a, 51b)는 다른 마이크로콘트롤러에서 생성된 신호와 자신의 신호를

비교하도록 구성된다. 비교 결과, 두 개의 마이크로콘트롤러(51a, 51b)의 신호가 동일한 경우에는, 그 동일한 인히비터 스

위치 구동신호를 액추에이터(19a, 19b)로 출력하고, 두 개의 마이크로콘트롤러의 신호가 상이한 경우에는, 신호를 출력하

지 아니한다(fail-sil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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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한 방식으로, 제2 메인 페일 사일런트 유닛(45)은 페일 사일런트한 방식으로 출력값을 생성한다.

  제2 보조 페일 사일런트 유닛(47)은 제2 메인 페일 사일런트 유닛(45)과 동일한 내부 구조를 가지면, 동일한 방식으로 출

력값을 생성한다.

  그리고, 제2 보조 페일 사일런트 유닛(47)은 제2 메인 페일 사일런트 유닛(45)으로부터 신호가 출력되는지를 모니터링하

며, 제2 메인 페일 사일런트 유닛(45)으로부터 신호가 출력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신이 신호를 생성하여 이를 액추에

이터(19a, 19b)로 출력한다(fault-tolerant).

  즉, 제2 메인 페일 사일런트 유닛(45)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경우에는 제2 메인 페일 사일런트 유닛(45)에서 생성된 목

표 변속 레인지 신호가 출력되고, 제2 메인 페일 사일런트 유닛(45)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 보조

페일 사일런트 유닛(47)에서 생성된 인히비터 스위치 구동신호가 출력되도록 구성됨으로써, 폴트(fault)가 발생한 경우에

도 시스템의 정상작동을 보장할 수 있는 폴트 톨러런트(fault-tolerant) 시스템이 구성된다.

  이상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제1 폴트 톨러런트 유닛(29)과 제2 폴트 톨러런트 유닛(41)은 실시간 통신 버스(49a, 49b)

를 통해서 데이터 통신을 하게 되는데, 이때 데이터 통신 프로토콜은 TTP/C(Time Triggered Protocol class C)나

FlexRay와 같은 타임 트리거 프로토콜(time triggered protocol)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도1에 도시된 바와 같이, 제1 폴트 톨러런트 유닛(29)과 제2 폴트 톨러런트 유닛(41)은, CAN 버스(55,

Controller Area Network Bus)를 통해 엔진제어유닛(57; Engine Control Unit, ECU)과 변속기제어유닛(59;

Transmission Control Unit, TCU)에 연결됨으로써, 필요한 신호를 송수신할 수 있도록 구성된다.

  이상에서,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설명하였으나, 본 발명은 상기 실시예에 한정되지 아니하며, 본 발명의 실시예로

부터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 의해 용이하게 변경되어 균등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의 모든

변경 및/또는 수정을 포함한다.

발명의 효과

  상기와 같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의한 변속 시스템은, 실시간 통신에 의해 자동변속기의 인히비터 스위치를 구동함으로

써, 시프트 바이 와이어 시스템을 구현할 수 있다.

  그리고, 본 발명의 실시예에 의한 변속 시스템은, 폴트 톨러런트 유닛을 통한 실시간 통신을 함으로써, 폴트 발생시에도

시스템의 작동을 보장할 수 있다.

  나아나, 본 발명의 실시예에 의한 변속 시스템은, 각각의 폴트 톨러런트 유닛은 페일 사일런트 유닛으로 구성됨으로써,

페일 발생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의 실시예에 의한 변속 시스템은 자동변속기의 인히비터 스위치를 그대로 유지함으로써, 자동변속기의 구

조 및 자동변속기의 제어로직의 큰 변화없이 시프트 바이 와이어 시스템을 구현할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엔진으로부터 구동력을 전달받아 소정의 변속비를 구현하도록 구성되며, 선택된 변속 레인지에 대응하여 구동되도록 구

성되는 인히비터 스위치를 구비하는 변속기;

  운전자에 의해 선택된 변속 레인지에 대응하는 목표 변속 레인지 신호를 생성하는 운전자 인터페이스 모듈; 및

  실시간 통신 버스를 통하여 상기 운전자 인터페이스 모듈에 연결되며, 상기 인히비터 스위치의 현재 위치와 상기 운전자

인터페이스 모듈로부터 수신되는 목표 변속 레인지 신호에 기초하여 상기 인히비터 스위치를 구동시키는 인히비터 스위치

구동 모듈을 포함하는 차량용 변속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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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

  제1항에서, 상기 인히비터 스위치 구동 모듈은, 인히비터 스위치를 구동하는 하나 이상의 액추에이터를 포함하는 차량용

변속 시스템.

청구항 3.

  제2항에서, 상기 액추에이터는 모터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차량용 변속 시스템.

청구항 4.

  제1항에서,

  상기 운전자 인터페이스 모듈은,

  운전자로부터 원하는 변속 레인지를 입력받을 수 있도록 구성되는 변속 레인지 선택부;

  상기 변속 레인지 선택부를 통하여 운전자에 의해 선택된 변속 레인지를 각각 검출하여 검출된 변속 레인지에 해당하는

검출 변속 레인지 신호를 각각 생성하는 복수의 변속 레인지 센서; 및

  상기 복수의 변속 레인지 센서로부터 수신되는 복수의 검출 변속 레인지 신호에 기초하여 목표 변속 레인지 신호를 생성

하도록 구성되는 하나 이상의 페일 사일런트 유닛을 포함하는 제1 폴트 톨러런트 유닛을 포함하고,

  상기 인히비터 스위치 구동 모듈은,

  상기 인히비터 스위치의 현재 위치를 각각 검출하여 해당하는 인히비터 스위치 포지션 신호를 각각 생성하는 복수의 인

히비터 스위치 포지션 센서;

  상기 제1 폴트 톨러런트 유닛으로부터 수신되는 목표 변속 레인지 신호와 상기 복수의 인히비터 스위치 포지션 센서로부

터 각각 수신되는 복수의 인히비터 스위치 포지션 신호를 기초로, 상기 인히비터 스위치를 목표 변속 레인지에 대응하는

위치로 구동하기 위한 인히비터 스위치 구동신호를 생성하도록 구성되는 하나 이상의 페일 사일런트 유닛을 포함하는 제2

폴트 톨러런트 유닛; 및

  상기 제2 폴트 톨러런트 유닛으로부터 수신되는 인히비터 스위치 구동신호에 대응하여 상기 인히비터 스위치를 구동하

는 하나 이상의 액추에이터를 포함하는 차량용 변속 시스템.

청구항 5.

  제4항에서,

  상기 제1 폴트 톨러런트 유닛은, 제1 메인 페일 사일런트 유닛과 제1 보조 페일 사일런트 유닛을 포함하고,

  상기 제2 폴트 톨러런트 유닛은, 제2 메인 페일 사일런트 유닛과 제2 보조 페일 사일런트 유닛을 포함하되,

  상기 제1 메인 페일 사일런트 유닛, 상기 제1 보조 페일 사일런트 유닛, 상기 제2 메인 페일 사일런트 유닛, 및 상기 제2

보조 페일 사일런트 유닛은, 하나 이상의 실시간 통신 버스를 통하여 나머지 페일 사일런트 유닛에 각각 연결되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차량용 변속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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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6.

  제5항에서,

  상기 제1 메인 페일 사일런트 유닛과 상기 제1 보조 페일 사일런트 유닛은,

  상기 복수의 변속 레인지 센서로부터 각각 수신되는 복수의 검출 변속 레인지 신호를 기초로 목표 변속 레인지 신호를 각

각 생성하여 출력하는 복수의 마이크로 콘트롤러와,

  상기 마이크로 콘트롤러에서 생성된 신호의 상기 제2 폴트 톨러런트 유닛으로의 송신을 제어하는 커뮤니케이션 콘트롤

러를 각각 포함하는 차량용 변속 시스템.

청구항 7.

  제6항에서,

  상기 제1 메인 페일 사일런트 유닛과 상기 제1 보조 페일 사일런트 유닛은,

  상기 복수의 마이크로 콘트롤러에서 생성되는 신호가 서로 동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호를 출력하지 아니하도록 각각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차량용 변속 시스템.

청구항 8.

  제5항에서,

  상기 제2 메인 페일 사일런트 유닛과 상기 제2 보조 페일 사일런트 유닛은,

  상기 제1 폴트 톨러런트 유닛으로부터 신호 수신을 제어하는 커뮤니케이션 콘트롤러와,

  상기 복수의 인히비터 스위치 포지션 센서로부터 각각 수신되는 복수의 인히비터 스위치 포지션 신호와 상기 제1 폴트

톨러런트 유닛으로부터 수신되는 신호를 기초로 인히비터 스위치 구동신호를 각각 생성하는 복수의 마이크로 콘트롤러를

각각 포함하는 차량용 변속 시스템.

청구항 9.

  제8항에서,

  상기 제2 메인 페일 사일런트 유닛과 상기 제2 보조 페일 사일런트 유닛은,

  상기 복수의 마이크로 콘트롤러에서 생성되는 신호가 서로 동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호를 출력하지 아니하도록 각각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차량용 변속 시스템.

청구항 10.

  제5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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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제1 폴트 톨러런트 유닛은,

  상기 제1 메인 페일 사일런트 유닛이 목표 변속 레인지 신호를 출력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상기 제1 보조 페일 사일런트

유닛이 목표 변속 레인지 신호를 생성하여 출력하도록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차량용 변속 시스템.

청구항 11.

  제5항에서,

  상기 제2 폴트 톨러런트 유닛은,

  상기 제2 메인 페일 사일런트 유닛이 인히비터 스위치 구동신호를 출력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상기 제2 보조 페일 사일런

트 유닛이 목표 변속 레인지를 생성하여 출력하도록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차량용 변속 시스템.

청구항 12.

  제6항에서,

  상기 변속 레인지 센서는 세 개이고,

  상기 제1 메인 페일 사일런트 유닛과 상기 제1 보조 페일 사일런트 유닛의 마이크로 콘트롤러는 상기 세 개의 변속 레인

지 센서로부터 각각 수신되는 세 개의 검출 변속 레인지 신호 중 동일한 두 개 이상의 신호에 해당하는 목표 변속 레인지

신호를 생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차량용 변속 시스템.

청구항 13.

  제8항에서,

  상기 인히비터 스위치 포지션 센서는 세 개이고,

  상기 제2 메인 페일 사일런트 유닛과 상기 제2 보조 페일 사일런트 유닛의 마이크로 콘트롤러는 상기 세 개의 인히비터

스위치 포지션 센서로부터 각각 수신되는 세 개의 인히비터 스위치 포지션 신호 중 동일한 두 개 이상의 신호를 기초로 인

히비터 스위치 구동신호를 생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차량용 변속 시스템.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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