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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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셈블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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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 토오크변환기

24 : 토오크변환기분리클러치              26 : 토오크변환기 고정클러치 

30 : 동력동기화장치                           38 : 토오크변환기분리클러치작동기

40 : 토오크변환기 고정클러치작동기    50 : 중앙처리장치

54 : 임펠러                                        58 : 보호판

60 : 터어빈                                        72 : 입력축

74 : 제1접속부재                               79 : 제2접속부재

100a : 외경스플라인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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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은  엔진을  제어하는  드로틀과,  기어변속기,  엔진과  기어변속기간에  기재되는  유압커플링(예, 
토오크변환기)  및  변속기입력축상의  관성을  최소화하고  원심력을  평형시켜주는  동력동기화  장치를 
포함하는  자동변속장치에  있어서,  토오크변환기를  고정  및  분리시키는  클러치  어셈블리에  관한 것이
다.

본  발명에  관련된  종래의  기술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본  발명에  관련하여  기계적  기어변속기,  즉 
선택된  정조오클러치(positive  jaw  clutch)(마찰클러치와  반대임)를  접속함으로써  변속되는 변속기
가  제시되어  공지되었다(참조  :  미합중국  특허  제3,105,395호,  제3,611,823호,  제4,152,949호, 제
4,194,410호등).  또  기계적  변속기와,  제어장치  및  가동기를  구비하여,  감지된  입력과 일정논리규칙
에  따라  전자적으로  제어되는  자동변속장치도  이미  제시된바  있다(참조:미합중국  특허 제4,648,290
호,  제4,595,986호,  제4,361,060호,  제4,140,031호  및  제4,081,065호등).  이러한  자동변속장치에 대
한  것은“자동화된  기계변속기의  제어장치”라는  제하의  SAE  논문  제831776호도  참조할  수  있다. 또
한,  엔진과  기어변속기간에  구동적으로  개재되는  토오크변환기와,  토오크변환기를 고정(바이패스)시
키는 장치를 포함하는 자동변속장치도 제시된바 있다(참조:미합중국 특허 제3,593,596호, 제
4,261,216호, 제4,271,724호, 제4,351,205호 및 제4,375,171호등).

동력동기화장치(엔진속도에  관계없이  즉,  엔진속도를  조정하지  않고서도  입력축을  제동  및  가속하여 
변속기의  조오클러치를  동기화시키는  장치)를  사용하는  자동변속장치도  이미  제시된바  있으며, 동력
동기화장치에서  가속부는  통상  가속기어트레인(speed  increasing  gear  train)이나  보조모우터로 구
동되는 출력축이다(참조: 미합중국 특허 제3,478,851호, 제4,023,443호, 제4,140,031호, 제
4,614,126호등).  이상  제시된  자동변속장치들은  이미  공지되었고,  널리  이용되고  있지만,  화물트럭 
같은  화물차량에  이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완전히  만족스러운  것이  못되고  있는데,  그러한  이용은 상
기  자동변속장치를  수동과  자동의  양용으로  조금만  변경시켜도  사용이  불가능하고,  고속주행시에 엔
진과  변속기간을  미끌어지지  않게  접속시켜  주는  동시에  차량출발에  도움을  주는  토오크변환기를 이
용할  수  없으며,  정조오클러치를  동기화시키는  속도도  엔진의  응답시간에  따라  제한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종래의  자동변속장치의  단점은,  수동변속기의  구조와  동일하거나  거의  동일한  구조의  기계적 
기어변속기를  이용하는  자동변속장치를  제공하고,  차량의  출발  및  고속주행시의  엔진과  변속간을 미
끌어지지  않게  접속시켜주는데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는  토오크변환기를  제공하며,  정조오클러치의 
동기화를  비교적  신속하게  이룩시켜  주는  본  발명에  따라서  최소화되거나  극복될  수  있다.  상기와 
같은  사실은  수동변속장치에  이용되는  기계적  기어변속기와  동일하거나  거의  동일한  것을  사용하는 
자동변속장치를 제공함으로써 달성된다.

또,  본  변속기를  수동변속장치와  자동변속장치에  공통적으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제조방법이 혁
신적이고,  유지비도  절감된다.  변속기에  솔레노이드  등으로  자동제어할  수  있는  기어변환장치를 부
가시킬  수도  있으며,  이러한  기어변환장치로서는  상기한  바  있는  미합중국  특허  제4,360,060호와, 
제4,445,393호를  참조할  수  있다.  또,  상기한  바  있는  동기화장치로서는  미합중국  특허 제4,614,126
호,  제3,478,851호,  제4,023,443호등에서  제시한  바와  같은  것을  부가시켜,  변속기의 정조오클러치
를  동기화시킬  수  있다.  예를들어  동력동기화  장치를  부착한  복합형  9단기어  변속기에서,  입력축은 
약  2000RPM/초의  회전속도에서  가속  및  감속변속이  가능하다.  이러한  점은  엔진속도만을  조작하여 
변속기의  입력축을  가속  및  감속변속할  때  1500RPM/초  및  700RPM/초에서  변속이  가능한것과 비교했
을  때  매우  바람직한  것이다.  또한,  동력동기화  장치를  이용하면,  입력축속도가  엔진속도를 조절하
여 동기화시키는 것처럼 최대 제어가능한 엔진속도에 구애되지 않게 된다.

토오크변환기는  엔진과  변속기간에  구동적으로  개재되며,  이러한  토오크변환기를  고정  및 분리시키
는  클러치  어셈블리는  각기  독립적으로  작동하는  제1과  제2의  클러치(바람직하기로  마찰클러치)로 
구성되며,  제1클러치  및  제2클러치는  토오크변환기의  구동부  또는  터어빈을  변속기의  입력축에 연결
시키는  용도와,  토오크변환기의  입력부  또는  임펠러(즉,  엔진의  출력부)를  변속기의  입력축에 연결
시켜  주는  용도로  각각  사용된다.  토오크변환기는,  제1클러치가  접속됨과  동시에  제2클러치는 분리
되었을때만,  엔진과  변속기  사이에  구동적으로  중간  접속된다.  제2클러치가  접속되면, 토오크변환기
는 고정되고 터어빈은 엔진에 의해 직접 구동된다.

또,  제1클러치와  제2클러치가  동시에  접속될때마다,  변속기는  엔진에  의해  직접  구동된다. 제2클러
치의  접속  여부에  관계없이  제1클러치가  분리되면,  변속기의  입력축은  엔진토오크로부터  분리되며, 
토오크변환기와  제2클러치의  관성력으로  부터도  분리되어  변속기의  조오클러치가  용이하게  분리될 
수  있으며,  입력축의  관성력이  비교적  낮아져서  동력동기화장치가  신속하게  작용하게  되고,  또 정지
시와 주행시에 선택된 기어를 차량에 이미 접속시키는 것이 가능해진다.

이상과  같이  신규하고  개선된  자동변속장치를  제공하는  것이  본  발명의  제1목적이며,  본  발명의 제2
목적은  엔진과  변속기  사이에  구동적으로  개재되는  토오크변환기와,  토오크변환기를  고정  및 분리시
키는  개선된  클러치어셈블리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러한  본  발명의  목적과  작용효과를  하기의 도면
에 따른 실시예의 설명에서 명확히 인지할 수 있을 것이다.

하기에서  사용할  특정용어는  이해의  편이와  참조를  위해  제시한  것일뿐이며  제한하려는  의도가 아니
다.  용어“상방”,“하방”  및“우측”,“좌측”은  도면상의  방향을  지시한 것이고,“내측”,“외측
”은  각각  설명할  장치  및  부분의  무게중심으로  근접하는  방향이냐  이원하는  방향이냐에  따라 지시
하는 용어이다.

본  발명의  토오크변환기  고정  및  분리클러치  어셈블리(10)와,  이를  이용하는  자동변속장치(12)는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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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도와 제2도에 개략 도시되었다.

여기서  사용한  용어“자동변속장치”는  적어도  하나의  드로틀로  조절되는  엔진과, 다속도조오클러치
형  기어변속기와,  엔진과  변속기  사이에  개재되는  유압커플링과,  마스터마찰클러치같은 부(non-
postive)  커플링  장치와,  이를  자동적으로  제어하는  제어장치등으로  구성된  장치를  의미한다.  물론, 
이러한  자동변속장치에는  제어장치로  부터의  명령출력신호를  수신하고,  제어장치에  입력신호를 송출
하는 센서 및 가동기등도 포함된다.

본  발명에  따른  자동변속장치(12)는  육상차량,  예컨데  화물트럭용으로  의도된  것이나,  반드시 그러
한  용도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도시된  자동변속장치(12)에  포함되는  자동변속기(14)는 토오크
변환기(일명,  유압커플링)(20)를  개재하여  주가동기드로틀  장치로  조절되는  엔진(예, 디젤엔진)(1

6)에 의해 구동되고, 다속도기어변속이 가능한 것이다.

자동변속기(14)의  출력부는  출력축(22)으로서,  예컨데  구동축의  차동부와  전달케이스(transfer 
case)등 종래에 공지된 차량부품에 구동접속되도록 되어 있다.

하기에서  더욱  상세히  논의하겠지만,  토오크변환기  고정  및  분리클러치  어셈블리(10)는  2개의 개별
적인  독립적  접속가능한  클러치들,  즉  바람직하기로  마찰클러치로서,  토오크변환기분리클러치(24)와 
토오크변환기  고정클러치(26)로  구성된다.  자동변속기(14)에  포함되는  변속기  기어변환장치(28)는 
상기한  미합중국  특허  제4,445,393호에  기술된  형을  가진  유압가동식  기어변환어셈블리로  되어 
있다.  자동변속기(14)에는  동력동기화어셈블리(30)도  포함되는데,  동력동기화장치(30)는  상기한 미
합중국  특허  제3,478,851호,  제4,023,443호  및  제4,614,126호등에  기재  및  도시한  것을  이용할  수 
있다.

이상의  동력전달부품들은  이미  공지된  여러  장치에  의해  감시되고  작동조절된다.  즉,  이러한 장치로
서  드로틀위치감시어셈블리(32)는  운전자가  선택한  차량의  드로틀페달  또는  여타  드로틀장치의 위치
를  감지하는  장치이며,  드로틀제어기(34)는  엔진으로  공급되는  연료공급량을  제어하는  장치고, 엔진
속도센서어셈블리(36)는  엔진의  회전속도를  감지하는  장치이며, 토오크변환기분리클러치작동기(38)
는  토오크변환기분리클러치(24)를  작동시키는  장치고,  토오크변환기  고정클러치작동기(40)는 토오크
변환기  고정클러치(26)를  작동시키는  장치이며,  변속기  입력축속도센서(42)와 변속기출력축속도센서
(44)  및  변속기기어변환작동기(46)등은  변속기기어변환장치(28)의  동작을  조절하는  장치이고, 동력
동기화장치작동기(48)는 동력동기화장치(30)의 작동을 조절하는 장치인 것이다.

이상의  장치들은  중앙처리장치(“CPU”)(50)로  정보를  공급하는  한편,  중앙처리장치(50)로부터 명령
을  받게되어  있다.  중앙처리장치(일명,  제어기)(50)는  디지털마이크로프로세서이며,  그의  구조등에 
대한  설명은  본  발명의  범주에  속하지  않으므로  생략하기로  한다.  중앙처리장치(50)는 변속모우드선
택어셈블리(52)로부터  운전자가  선택한  후진(R),  중립(N), 전진운전(D,DL )등의  차량운전모우드에 대

한  정보도  수신한다.  참고로  설명하여“D”는 포장도로고속운전모우드이며,“DL ”는  비포장도로 저

속운전모우드이고,  선택적으로  개별적인  포장도로주행/비포장도로주행  선택스위치를  설치할  수 
있다.  도시하지  않았지만  전력원  및  유압원을  설치하여  여러센서,  작동기  및  처리장치등에  전력  및 
유압력을 공급하도록 한다.

상기한  형의  동력전달부품  및  제어장치등은  이미  선행기술로서  공지된  것으로서  상세한  것은 미합중
국 특허 제3,776,048호, 제3,038,889호, 제4,226,295호 및 제4,361,060호등을 참조할 수 있다.

상기한  바와  같이  중앙처리장치(50)는  여러  센서  및  작동장치로  부터의  입력신호들을  수신하며, 다
음과  같은  회로들을  부가하여  구비한다.  즉,  중앙처리장치(50)에는  상기  입력신호들을  미분하여 여
러  감시장치의  변화율을  표시하는  계산된  신호를  제공하는  논리회로와,  입력신호들을  비교하는 비교
장치  및  예컨데  이전의  변속지시  같은  입력정보를  기억시키는  메모리회로와,  특정사건의  발생시에 
메모리장치를  소거시키는  회로등이  포함된다.  이상과  같이  중앙처리장치(40)에  포함되는  여러 특수
회로들은  모두  종래에  공지된  것이다(참조:미합중국  특허  제3,361,060호와,  운송전자공학에  관한 국
제회의  IEEE/SAE  연맹발간의  논문,“변속기의  자동화”  section  IX,  p11-p23,  IEEE  카달로그  제84 
CH 1988-5호).

주지하는  바와같이,  중앙처리장치(50)의  설치목적은  예컨데  프로그램(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같은 
약정의  논리  규칙과  전류  및  기억된  파라미터등에  따라서  최적의  기어변속율을  선택하여 자동변속기
(14)에게 최적의 기어변속율로 변속하도록 기어변속을 명령하기 위함이다.

이상적으로,  전자제어되는  변속기에는  예컨데  연료절약  및  성능과  같은  특수한  차량특성을 향상시키
도록  프로그램할  수  있다.  운전자가  변속모우드선택어셈블리(52)로  포장도로고속운전모우드(D)를 선
택하면,  최대성능이  필요없다는  표시가  중앙처리장치(52)로  전달된다.  이러한  모우드에서, 자동변속
기(14)가  약  12:1에서  0.9:1까지  기어변속율범위를  가진  9단의  전진운전변속율을  구비하고  있다고 
가정하면,  연료절약을  위한  고속도로상의  변속방식이라  불리는  방식에  따라서  출발기어로서는  4단 
또는  5단기어가  선택되며,  이어서  가속  또는  감속의  후속기어변속율이  선택된다.  운전자가 변속모우
드  선택어셈블리(52)로  비포장도로저속 운전모우드(DL )를  선택했으면,  연료  소비가  많은  최대성능을 

원한다는  표시가  중앙처리장치(50)로  전달된다.  이러한  운전모우드에서,  출발기어로는  1단기어  같은 
저단기어가  선택되고,  가속  및  감속에  있어서도  연료소모가  들지만  차량성능의  극대화를  기하기 위
해 비포장도로용 변속방식이라 불리는 방식에 따라서 비교적 저속기어변속율로 후속 변속된다.

이제,  제1도를  참조하여  엔진(16)과  자동변속기(14)사이에  개재된  토오크변환기(20)와  토오크변환기 
고정 및 분리클러치 어셈블리(10)를 더욱 상세히 하면 다음과 같다.

토오크변환기(20)는  통상적인  것으로서  보호판(58)을  통하여  엔진출력축인  크랭크축(56)에  의해 구
동되는  임펠러(54)를  구비하는  토오크변환기형의  유압커플링이며,  임펠러(54)에  의해  유압구동되는 
터어빈(60)과,  하우징(64)에  접지된  축(68)에  의해  지지되는  일방  로울러클러치(66)를  개재하여 하
우징(64)에  접지되는  고정자(일명,  날개차)(62)등으로  구성된다.  보호판(58)은  펌프(70)를 구동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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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써  토오크변환기(20)를  압축하는  동시에  자동변속기(14)에  윤활유를  공급하고 변속기기어변환장
치(28)  및  동력동기화장치(30)를  선택압축하는  한편,  토오크변환기  고정클러치(26)  및 토오크변환기
분리클러치(24)를 작동시킨다. 펌프(70)는 예컨데 공지된 초승달기어펌프같은 공지구조의 것이다.

자동변속기(14)에  구비된  입력축(72)은  토오크변환기(20)와  토오크변환기  고정  및  분리클러치 어셈
블리(10)를  개재하여  엔진(16)에  의해  구동되며,  이러한  입력축(72)에는  제1접속부재(74)가 부착되
어  입력축(72)와  같이  회전하게  되어  있다.  제1접속부재(74)에는  토오크변환기분리클러치(24)와 결
합되는 제1허브부(76)와, 입력축(72)에 스플라인 결합되는 제2허브부(78)가 구비된다.

하기에  좀더  상세히  설명하겠지만  간략히  설명하여,  토오크변환기분리클러치(24)는  토오크변환기 고
정클러치(26)의  접속  또는  분리에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접속  및  분리되며,  이에  따라 토오크변환기
(20)의  터어빈(60)과  토오크변환기  고정클러치(26)에  결합된  제2접속부재(79)가  제1접속부(74)의 제
1허브부(76)를  통하여  입력축(72)에  마찰접속  및  분리된다.  또,  토오크변환기  고정클러치(26)도 토
오크변환기분리클러치(24)의  접속  및  분리에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마찰접속  및  분리되므로,  이에 따
라서  크랭크축(56)과  크랭크축(56)에  의해  구동되는  보호판(58)이  제2접속부재(79)에  마찰접속된다. 
토오크변환기  고정클러치(26)가  접속되면,  크랭크축(56)이  보호판(57)를  통하여, 토오크변환기분리
클러치(24)의  접속  및  분리상태에  관계없이,  제2접속부재(79)에  직접  접속되므로, 토오크변환기(2
0)가  효과적으로  고정되고  자동변속기(14)가  엔진(16)에  의해  직접  구동될  수  있게  된다.  또한, 토
오크변환기(20)의  고정속도보다  클랭크축(56)의  회전속도가  빠를  경우에, 토오크변환기분리클러치
(24)가  분리되어  제2접속부재(79)를  입력축(72)으로부터부터  분리하기  때문에,   토오크변환기 고정
클러치(26)의 접속 및 분리에 관계없이 기어변환이 가능하게 된다.

즉,  토오크변환기  고정클러치(26)가  분리되고,  토오크변환기분리클러치(24)가  접속되면, 자동변속기
(14)는  공지된  종래의  유압커플링인  토오크변환기(20)를  개재하여  엔진(16)에  의해  구동된다.  이에 
반하여,  토오크변환기분리클러치(24)가  분리되면,  토오크변환기  고정클러치(26)의  접속  및 분리상태
에  관계없이,  입력축(72)은  엔진(16)에  의해  공급되는  구동토오크와,  엔진(16)과  토오크변환기(20) 
및  토오크변환기  고정클러치(26)에  의해  공급되는  관성적  견인력으로부터  구동  분리된다.  이와같이 
자동변속기(14)의  입력축(72)이  엔진(16)의  관성적  영향력으로부터  분리되면,  토오크변환기 고정클
러치(26)  및  토오크변환기(20)는  입력축(72)  및  입력축(72)에  구동  접속되는  모든  변속기기어들의 
회전속도가  동력동기화장치(30)에  의해  가속  또는  감속되도록  허용함으로써  자동변속기(14)의 감속
변속  또는  가속변속중에  동기화가  신속하게  이룩될  수  있게  되고,  동력동기화장치(30)에  의해서 입
력축(72)이 제어된 엔진속도보다 빠른 회전속도로 회전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자동변속기(14)는  정조오클러치를  사용하는  형의  변속기이며,  이러한  정클러치는 마찰클러치
에  비하여  소형이고  값이  저렴하며,  개별적  동기장치  및  동력동기화  장치와  같은  동기화장치와 접속
이용했을  때  신뢰도  매우  높다.  정클러치형의  클러치를  사용하면,  정조오클러치를  이전에  접속한 기
어변속율에서  분리하여  새로이  선택된  기어변속율로  재접속할  때  입력축(72)에  가해지는  구동토오크 
및  관성력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고  요망된다.  따라서,  엔진(16)과  자동변속기(14)  사이에 유압
커플링으로서  토오크변환기(20)를  구동개재할  때,  입력축(72)을  토오크변환기(20)  및 여타관성장치
의  관성영향력으로부터  분리시켜주는  수단으로서  본  발명의  토오크변환기  고정  및 분리어셈블리(1
0)가 제시된 것이다.

이제부터  제3a도  및  제3b도를  참조하여  토오크변환기(20)  및  토오크변환기  고정  및  분리클러치 어셈
블리(10)의  실시예에  대한  구성을  상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자동변속기(14)는 변속기하우징
(80)을  포함하며,  변속기하우징(80)은  토오크변환기(20)와  토오크변환기분리클러치(24)  및 토오크변
환기  고정클러치(26)를  둘러싸는  벨하우징부분(82)을  구비하며,  벨하우징부분(82)에는  엔진(16)에 
부착하기  위한  플랜지(84)가  마련된다.  변속기하우징(80)에는  베어링(86),(88)이  설치되어 변속기하
우징(80)내에  있는  입력축(72)을  회전자재하게  지지한다.  입력축(72)에는  변속기입력기어(89)가 고
정설치되어  입력축(72)과  함께  회전하게  되었다.  상기에서  언급한  바와같이,  토오크변환기(20)는 종
래에  이미  공지된  임펠러(54)와,  터어빈(60)  및  고정자(62)를  포함한다.  임펠러(54)는  보호판(58)에 
부착되어  함께  회전하도록  되었고,  보호판(58)은  엔진플라이휘일상에  설치된  상보구동스플라인에 구
동접속된  엔진구동스플라인(90)을  개재하여  엔진(16)에  의해  구동되도록  되었다.  자동변속기(14)의 
기어  및  정조오클러치등의  구성은  통상적인  것이므로,  도시와  설명을  생략하였다.  토오크변환기 고
정  및  분리어셈블리(10)  및  토오크변환기(20)를  둘러싸는  보호판(58)은  펌프구동기어(94)와  지속 접
속되는  스퍼어기어(92)를  개재하여  펌프(70)을  구동시키도록  되었다.  펌프(70)의  역할은 토오크변환
기(20)에게  압축된  충전류를  제공하고,  자동변속기(14)용의  윤활유를  압축하며,  변속기가동장치인 
변속기기어변환장치(28)  및  동력동기화장치(30)를  유압가동시키는  일  이외에,  하기에  상세히 설명하
는  바와같이  토오크변환기분리클러치(24)와  토오크변환기고정클러치(26)를  선택적으로  접속  및 분리
시키는  일도  포함한다.  따라서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변속기하우징(80)과  입력축(72)  및 보호판단
부덮개(96)에는  유통로와  공지된  방식의  회전식  유류접속부가  설치되어  있다.  토오크변환기고정  및 
분리클러치어셈블리(10)는  토오크변환기분리클러치(24)와,  토오크변환기분리클러치(24)를  둘러싸게 

동심적으로  설치하는  토오크변환기고정클러치(26)로  구성하여  축상  길이로  볼  때  비교적  소형의 구
조를  가지는  것이다.  또,  토오크변환기  고정  및  분리클러치어셈블리(10)에  포함되는 제1접속부재
(74)는  제2허브부(78)를  입력축(72)의  스플라인접속부(98)에  스플라인  접속함으로써  입력축(72)에 

고정되어 함께 회전하도록 되었다.

축상  연장되는  환형벽부재(100)  및  환형벽부재(100)의  외경상에  형성되는  다수의 외경스플라인부재
(100a)로  구성되는  제1허브부(76)와,  제1허브부(76)와  환형벽부재(100)간을  연결하는 방사연장부

(102)등이 제1접속부재(74)에 포함된다.

제1마찰디스크(104)같은  다수의  마찰부재가  외경스플라인부재(100a)에  장착되며, 외경스플라인부재
(100a)로부터 방사상 외측으로 연장된다.

제1마찰디스크(104)들  사이사이에는  제2접속부재(79)의  축상연장환형부(110)상에  형성된 내측스플라
인(108)에  장착된  제2마찰디스크(106)가  삽입되며,  제2마찰디스크(106)는  내측스플라인(108)로부터 

9-4

특1992-0000039



방사상 내측으로 연장하여 토오크변환기분리클러치(24)용의 마찰디스크팩을 형성한다.

제2접속부내(79)의  축상연장환형부(110)상에  형성된  외측스플라인(114)에는  제3마찰디스크(112)들이 
장착되며,  제3마찰디스크(112)들  사이사이에는  제4마찰디스크(116)들이  중간삽입되고, 제4마찰디스
크(116)들은  보호판(58)에  부착되어  함께  회전하도록된  내측스플라인(108)에  부착되어  함께 회전하
도록된  동시에,  내측스플라인(108)으로부터  방사상  외측으로  연장하여 토오크변환기고정클러치(26)
용의  클러치디스크팩을  형성한다.  제2접속부재(79)는  환형피스톤(130)를  개재하여  터어빈(60)에 부
착된다.

또한,  제2접속부재(79)는  환상컵형부(121)를  포함한다.  보호판(58)의  전방단부벽(96)내에는  축상 내
측으로  연장되고  환형인  환상실린더(122)가  형성되어,  환상피스톤(124)을  미끌어짐  이동자재하고 밀
착되게  내장한다.  환상피스톤(124)과  환상반등부재(annular  reaction  member)(126)사이에는 제3마찰
디스크(112)  및  제4마찰디스크(116)들이  수용되어  토오크변환기고정클러치(26)를  선택적으로  접속 

및 분리시키도록 하였다.

환상실린더(122)는  선택적으로  압축되거나  압축해제됨으로써  토오크변환기고정클러치(26)를  접속  및 
분리시키며,  이에  따라서  엔진(16)에  의해  구동된  보호판(58)이  제2접속부재(79)의 축상연장환형부
(110)를  개재하여  직접입력축(72)에  접속되는데,  이때  토오크변환기분리클러치(24)는  접속되어야 하
며,  토오크변환기고정클러치(26)의  접속은  펌프(70)에  의해  압축된  유류가 밸브(토오크변환기고정클
러치작동기)(40)에  의해  조절되면서  덮개(82),  입력축(72)  및  보호판단부덮개(96)내의  유통로를 통
해  공급되어  이  유류의  유압에  의해  이루어진다.  제2접속부재(79)의  환상컵형부(121)에는 축상내측
으로  연장된  환상실린더(128)가  형성되어  있는데,  환상실린더(128)내에는  환상피스톤(130)이 밀착하
여 미끌어짐 자재하게 내장된다.

환상피스톤(130)과  환상반동부재(132)사이에는  마찰디스크(104)  및  (106)가  수용되어 토오크변환기
분리클러치(24)를  선택적으로  접속  및  분리시키도록  되었다.  펌프(70)에서  압축된  유류는 펌프(70)
로  들어가고  나오는  유류를  환상실린더(128)  또는  유류저장고(도시하지  않음)에  선택적으로 조절공
급하는  밸브(토오크변환기분리클러치작동기)(38)에  의해  조절되어  덮개(82),  입력축(72)  및 보호판
단부덮개(96)내에  형성된  유통로를  따라  환상실린더(128)로  공급되거나  환상실린더(128)로부터 배출
된다.  접시스프링(134)은  환상피스톤(130)을  좌측으로  밀도록  탄성바이어스되어  있어서, 토오크변환
기분리클러치(24)를 분리된 상태로 바이어스시킨다.

상기한  바와같이,  환상실린더(122)  및  (128)는  개별적이고  독립적으로  각기  압축되거나 압축해제됨
으로써  토오크변환기분리클러치(24)와  토오크변환기고정클러치(26)를  각각  독립적으로  접속  또는 분
리시킨다.  토오크변환기고정클러치(26)와  토오크변환기분리클러치(24)는  동심적으고  신축식으로 구
성되었기  때문에  토오크변환기  고정  및  분리클러치어셈블리(10)는  축상길이가  짧은  소형구조이며, 
이러한  토오크변환기고정  및  분리클러치어셈블리(10)를  이용함으로써,  엔진(16)과  자동변속기(14) 
및  이들간에  중간구동개재되는  유압커플링인  토오크변환기(20)로  구성되는  구동장치에  있어서, 자동
변속기(14)는  토오크변환기(20)를  개재하여  엔진(16)에  의해  구동될  수도  있는  한편,  엔진(16)과 토
오크변환기(20)로부터  분리되면서  토오크가  차단되고  입력축(72)의  관성력이  감소되어  좀더  신속한 
동기화와  기어절환이  가능해지게  된다.  운전자가  변속모우드선택어셈블리(52)를  조작하여  정지되어 
있던  차량을  출발시키기  위해 비포장도로저속운전모우드(DL )를  선택했을  때, 토오크변환기분리클러

치(24)가  접속됨과  동시에  토오크변환기고정클러치(26)가  분리됨으로써  토오크변환기(20)는  공지된 
바와같은 토오크 이득을 제공하는 동작을 개시하여 차량을 출발시킨다.

이후,  차량의  주행속도  또는  기어변속율이  일정수준에  도달하게  되면,  토오크변환기(20)의  작동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으며,  엔진(16)과  자동변속기(14)간의  직접적  구동접속이  더욱  효율적이기 때문
에 이러한 직접적구동접속이 요망된다.

이러한  상태하에서,  토오크변환기고정클러치(26)는  접속된채로  유지됨으로써  입력축(72)은 보호판
(58)과  제2접속부재(79)를  개재하여  엔진(16)에  의해  직접  구동되며,  이때 토오크변환기분리클러치
(24)도 접속된다.

상기에서  언급한  바와같이,  이전에  접속된  기어를  중립으로  기어변환하기  위해서 토오크변환기분리
클러치(24)을 분리하면, 동력동기화장치(30)가 접속될 기어의 조오클러치에 대한 동기화를 
수행하고, 이어서 접속될 기어에 대한 동기화된 조오클러치가 접속된다.

다양한  클러치와  변속기작동기들에  대한  명령신호의  발출은  물론이거니와,  요망하는  기어변속율의 
선택과,  토오크변환기분리클러치(24)  및  토오크변환기고정클러치(26)의  요망되는  접속  또는 분리상
태의  선택은  이미  공지된  방법에  따라서  중앙처리장치(50)에  의해  이룩된다(참조:미합중국  특허 제
4,361,060호, 제4,595,986호).

동력동기화장치(30)는  변속기중간축(138)에  구동접속되는  축(136)을  포함할  수  있으며 변속기중간축
(138)은  변속기입력기어(89)  및  입력축(72)에  직간접으로  지속적망접속된다.  축(136)는  선택적으로 
변속기하우징(80)에  마찰접속시켜서  입력축(72)와  입력축(72)에  의해  구동되는  기어들을 감속시키거
나,  가속유성기어열(140)과  출력축(22)을  구동하는  가속구동열에  마찰접속시켜서  입력축(72)  및 입
력축(72)으로 구동되는 기어들을 가속시킬 수 있다.

접속할  변속기  조오클러치의  정확한  동기화를  성취  및  유지하기  위해서,  축(136)을 변속하우징(80)
이나  가속  유성기어열(140)에  접속하는  타이밍을  펄스폭변조등과  같은  방법으로  변조시킬  수  있다. 
토오크변환기분리클러치(24)는  기어변환기간중에  토오크를  차단하고  입력축관성력을  감소시키려는 
목적으로  접속  및  분리되는  마스터클러치로  이용된다.  따라서  입력축(72)의  관성력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토오크변환기분리클러치(24)의  분리중에,  토오크변환기분리클러치(24)가  클러치판(104)에 접착

되지 않도록 토오크변환기분리클러치(24)에 묻은 윤활유를 신속히 배출시키는 장치도 설치된다.

윤활유는  출력축(22)내의  스플라인  통로로부터  베어링(86)에  인접한  공동(144)내에  걸쳐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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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144)은  보호판단부덮개(96)내의  방사연장유통로(146)를  통하여  제2접속부재(79)의 환상컵형부
(121)내의  방사연장유통로(148)에  연통된다.  방사연장유통로(148)는  토오크변환기분리클러치(24)가 

분리상태일 때 접시스프링(134)에 의해서 통상 방사상 외측 출구가 폐색된다.

토오크변환기분리클러치(24)를  접속시켰을  때,  접시스프링(134)이  환상피스톤(130)에  의해  축상 우
측으로  압축되면서,  방사연장유통로(148)가  개방되고,  방사연장유통로(148)와  방사형홈(150)이 일직
선으로  연통됨으로써  윤활유가  원심력에  의해서  방사연장유통로(146),(148)  및  방사형홈(150)을 통
하여  토오크변환기분리클러치(24)의  클러치팩으로  흘러들어가며,  클러치팩으로  유입된  윤활유는 다
시  배출통로(152),(154)를  통하여  윤활유수집통으로  흐르게  된다.  또, 토오크변환기분리클러치(24)
를  분리하면,  접시스프링(134)은  방사연장유통로(146)를  다시  폐색하며,  원심력의  작용으로 토오크
변환기분리클러치(24)용의  클러치팩에  유입된  윤활유는  신속하게  배출된다.  따라서,  상기와  같은 비
교적  간단한  자동윤활유  유통장치를  설치함으로써,  토오크변환기분리클러치(24)가  접속되었을  때는 
토오크변환기분리클러치(24)로  윤활유를  흐르게  할  수  있는  한편,  토오크변환기분리클러치(24)가 분
리되었을 때는 토오크변환기분리클러치(24)로부터 윤활유를 배출시킬 수 있다.

배출통로(152)의  양축상측면에는  시일(156),(158)을  평행하게  배치함으로써, 토오크변환기분리클러
치(24)의 양축상 측면에 인가되는 윤활유의 원심력과 대기압이 평형을 이루도록 한다.

상기  설명한  양호한  실시예는  단지  실시예일뿐이며,  청구범위로서  밝힌  본  발명의  범위와  취지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도에서 다양한 변형실시예 및 부품의 치환 및 재구성등이 가능함을 밝혀둔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엔진(16)에  의해  구동되도록  입력부재인  임펠러(54)와,  임펠러(54)에  의해  유압구동되는  출력부재인 
터어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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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정되어  함께  회전하도록된  제1접속부재(74)와;  토오크변환기(20)의  터어빈(60)에  고정되어  함께 회
전하도록된  제2접속부재(79)와;  상기  제1접속부재(74)와  제2접속부재(79)사이를  구동접속  또는 분리
함으로써  입력축(72)와  엔진(16)간을  구동접속시키거나  입력축(72)과  토오크변환기(20)의 터어빈
(60)간을  구동접속시키도록  선택적으로  접속과  분리가  자재한  토오크변환기분리클러치(24)와; 선택
적으로  접속과  분리가  자재하여  토오크변환기(20)의  입력부재인  임펠러(54)를  상기 제2접속부재(7
9)에  구동접속  또는  분리시키는  토오크변환기고정클러치(26)와;  상기  토오크변환기분리클러치(24)와 
토오크변환기고정클러치(26)를  각각  독립적으로  접속  또는  분리시키는 토오크변환기분리클러치작동
기(38),  토오크변환기고정클러치작동기(40),  중앙처리장치(50)등으로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토오크변환기를 고정 및 분리시키는 클러치어셈블리.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토오크변환기분리클러치(24)는  제1접속부재(74)에  장착되어  함께  회전하도록된 제1
마찰디스크(104)와  제2접속부재(79)에  장착되어  함께  회전하도록된  제2마찰디스크(106)로  구성되고, 
토오크변환기고정클러치(26)는  제2접속부재(79)에  고정되어  함께  회전하도록된 제3마찰디스크(106)
로  구성되고,  토오크변환기고정클러치(26)는  제2접속부재(79)에  고정되어  함께  회전하도록된 제3마
찰디스크(112)와  토오크변환기(20)의  입력부재인  임펠러(54)에  고정되어  함께  회전하도록된 제4마찰
디스크(116)로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토오크변환기를 고정 및 분리시키는 클러치어셈블리.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제2접속부재(79)는  내측스플라인(108)과  외측스플라인(114)으로  형성된 축상연장환
형부(110)를 포함하고, 제2마찰디스크(106)는 내측스플라인(108)으로부터 방사상 내측으로 
연장하며,  제3마찰디스크(112)는  외측스플라인(114)로부터  방사상  외측으로  연장되고, 제3마찰디스
크(112)는  임펠러(54)에  고정되어  함께  회전하도록된  보호판(58)으로부터  방사상  내측으로  연장된 
제4마찰디스크(116)와  마찰접속자재하여  토오크변환기고정클러치(26)를  형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토오크변환기를 고정 및 분리시키는 클러치어셈블리.

청구항 4 

제2항에  있어서,  제2접속부재(79)는  축상연장환형부(110)를  포함하며  축상연장환형부(110)를 형성하
는  내측스플라인(108)으로부터  제2마찰디스크(106)가  방사상  내측으로  연장하여 제1접속부재(74)상
의  외경스플라인부재(100a)로부터  방사상  외측으로  연장하는  제1마찰디스크(104)와  선택적 마찰접속
함으로써  토오크변환기분리클러치(24)를  형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토오크변환기를  고정  및 분리
시키는 클러치어셈블리.

청구항 5 

제4항에  있어서,  윤활유를  공급받기  위해  방사상  내측으로  노출된  입구와  제1접속부재(74)의 외경스
플라인부재(100a)내로  뚫려진  방사상  외측  출구를  구비하는  방사연장유통로(146),(148)와; 토오크변
환기분리클러치(24)의  접속  또는  분리에  응답하여  상기  방사상  외측출구를  자동적으로  개폐하는 장
치와;  상기  제2접속부재(79)의  내측스플라인(108)의  방사상으로  외측에  마련된  입구로부터  방사상 
외측으로  연장된  배출통로(152),(154)등을  추가로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토오크변환기를 고
정 및 분리시키는 클러치어셈블리.

청구항 6 

제1항에  있어서,  변속기는  자동변속기로서  기어변환가동기와,  선택적  변속부재의  회전속도를 감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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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는  제동장치와,  선택된  변속부재의  회전속도를  증가시키기  위해  엔진과  독립적으로  작동하는 구동
장치를  포함하는  동력동기화장치(30)와;  토오크변환기분리클러치(24)와 토오크변환기고정클러치(2
6)를  선택적으로  작동시키고,  상기  기어변환가동기와  동력동기화장치(30)를  작동조절하는 중앙처리
장치(50)등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토오크변환기를 고정 및 분리시키는 클러치어셈블리.

청구항 7 

제2항에  있어서,  변속기는  자동변속기로서  기어변환가동기와;  선택된  변속부재의  회전속도를 감소시
키는  제동장치와,  선택된  변속부재의  회전속도를  증가시키기  위해  엔진과  독립적으로  작동하는 구동
장치를  포함하는  동력동기화장치(30)와;  토오크변환기분리클러치(24)와 토오크변환기고정클러치(2
6)를  선택적으로  작동시키고,  상기  기어변환가동기와  동력동기화장치(30)를  작동조절하는 중앙처리
장치(50)등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토오크변환기를 고정 및 분리시키는 클러치어셈블리.

청구항 8 

제5항에  있어서,  변속기는  자동변속기로서  기어변환가동기와;  선택된  변속부재의  회전속도를 감소시
키는  제동장치와,  선택된  변속부재의  회전속도를  증가시키기  위해  엔진과  독립적으로  작동하는 구동
장치를  포함하는  동력동기화장치(30)와;  토오크변환기분리클러치(24)와 토오크변환기고정클러치(2
6)를  선택적으로  작동시키고,  상기  기어변환가동기와  동력동기화장치(30)를  작동조절하는 중앙처리
장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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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마찰
디스크(116)들을  보호판(58)에  의해  구동되며,  제4마찰디스크(116)들은  보호판(58)에  고정되어  함께 
회전하고  보호판(58)으로부터  내측으로  방사상  연장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토오크변환기를  고정 
및 분리시키는 클러치어셈블리.

청구항 10 

제8항에  있어서,  임펠러(54)는  토오크변환기(20)를  둘러싸는  보호판(58)에  의해  구동되고, 제4마찰
디스크(116)들은  보호판(58)에  고정되어  함께  회전하고  보호판(58)으로부터  내측으로  방사상 연장하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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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함
하며,  이  부분은  축방향상시일(156),(158)간에  위치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토오크변환기를  고정 
및 분리시키는 클러치어셈블리.

청구항 12 

제8항에  있어서,  배출통로(152),(154)는  한쌍의  축상  이격된  시일(156),(158)로  형성된  부분을 포함
하며,  이  부분은  축방향상  시일(156),(158)간에  위치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토오크변환기를  고정 
및 분리시키는 클러치어셈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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