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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동력전달용 클러치

요약

본 발명은 동력전달용 클러치에 관한 것으로, 본 발명에 따른 동력전달용 클러치는 플라이휠과 클러치 커버 그리고 상기

플라이휠과 상기 클러치 커버 사이에 위치하는 클러치 디스크 어셈블리를 구비하며, 클러치 디스크 어셈블리는 중앙에 중

심홀이 형성된 몸체부와, 일면이 상기 플라이휠 측의 마찰패드와 마주하고 타면이 상기 클러치 커버의 압력판에 마주하며

상기 마찰패드 및 상기 압력판과 마주하는 부분이 탄소복합재로 된 접촉부를 가진 클러치 페이싱과, 상기 클러치 페이싱의

일면에 겹쳐지며 내경에 스플라인 홈이 형성된 스플라인 허브, 그리고 상기 클러치 페이싱과 상기 스플라인 허브을 결합시

키는 결합수단을 구비한 것으로, 이러한 본 발명에 따른 클러치 디스크 어셈블리 및 클러치용 마찰재 제조방법는 클러치

디스크 어셈블리에 코일스프링 등과 같은 충격완화장치 없이 하나의 부품으로 단순화함으로써 조립성 향상과 무게를 감소

시킬 수 있다. 또한 엔진동력전달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충격흡수 기능이 우수한 탄소-탄소 복합재 및 탄소-탄화규소

복합재를 적용함으로써 자동차가 부드럽게 출발하며, 급가속시에도 슬립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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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도

도 1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동력전달용 클러치에서 디스크 어셈블리를 도시한 분해 사시도이다.

도 2는 도 1의 클러치 동력전달용 클러치에서 디스크 어셈블리를 조립하여 절개한 단면도이다.

도 3은 본 발명에 따른 클러치 디스크 어셈블리가 동력전달용 클러치를 절반으로 절단하여 도시한 단면도이다.

도 4는 2차원 프리폼으로 본 발명에 따른 클러치용 마찰재를 제조하는 방법을 도시한 공정도이다.

도 5는 3차원 프리폼으로 본 발명에 따른 클러치용 마찰재를 제조하는 방법을 도시한 공정도이다.

도 6은 종래의 오가닉계 페이싱이 적용된 클러치의 마력-토크 그래프이다.

도 7은 종래의 동-세라믹 페이싱이 적용된 클러치의 마력-토크 그래프이다.

도 8은 본 발명에 따른 탄소-탄소 복합재 페이싱이 적용된 클러치의 마력-토크 그래프이다.

도 9는 본 발명에 따른 탄소-탄소 복합재 페이싱이 적용된 클러치의 기어변속상태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클러치 페이싱

20...스플라인 허브

30...리테이너링

40...볼트

50...클러치 커버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동력전달용 클러치에 관한 것으로, 더욱 상세하게는 스플라인 허브의 구성을 하나의 부품으로 단순화시키고, 내

구성과 충격흡수 및 마찰력이 뛰어난 탄소-탄소 복합재를 적용시켜 동력전달효율이 우수하고 부드러운 출발을 할 수 있도

록 한 동력전달용 클러치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클러치는 기계장치의 원동축과 종동축을 연결하여 동력을 전달하는 기계요소로서 특성상 부드러운 기어변속

과 신속하고 높은 동력전달 응답특성을 요구된다. 이 클러치는 자동차와 오토바이 및 산업용 기계, 프레스, 선박 등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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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자동차에 사용되는 클러치는 차량의 부드러운 출발을 위해 반 클러치 조작에 의한 미끄러짐이 허용되도록 설계된다.

따라서 반 클러치 조작으로 클러치에서는 200℃ - 600℃의 고온 마찰열이 발생하게 된다.

이 때문에 클러치에서는 마찰에 의하여 높은 토오크의 동력이 전달되므로 플라이휠, 클러치 디스크, 압력판 등에서 마찰에

따른 열부하 및 열피로, 클러치의 단속적인 접촉 토오크에 의한 동적부하, 마찰에 의한 고온에서의 클러치 커버 및 디스크

의 열화 등의 현상이 발생한다.

이러한 현상에 의하여 클러치 디스크에서는 열부하 및 동적 부하에 따른 피로현상과 균열 등이 발생하게 되고, 고온 및 높

은 RPM에서 마찰계수가 감소하여 페이딩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이것은 클러치의 수명을 단축시키는 주요한 요인이다.

현재까지 위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알려진 문제 해결방법으로는 충격흡수 구조로 클

러치 쿠션판, 코일스프링, 고무 댐퍼, 웨이브 스프링 등을 이용하고 있으며, 냉각 시스템으로 클러치 디스크에 벤틸레이션

(Ventilation) 홈 또는 플라이 휠이나 프레스 플레이트에 구멍을 내는 방법 등이 개발되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의 첫 번째 목적은 쿠션판, 코일스프링, 고무댐퍼, 웨이브 스프링 또는 냉각 시스템을 적용하지 않고, 클러치 페이

싱의 재질을 탄소 복합재로 구성하여 보다 간단한 구조로서 고온 마찰에 의한 수명손상이 발생하는 것을 최소화한 동력전

달용 클러치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본 발명의 두 번째 목적은 클러치에 사용되는 클러치 페이싱, 압력패드 그리고 마찰패드와 같이 클러치에 사용되는 마찰재

를 탄소 복합재로 제조할 수 있도록 한 클러치용 마찰재 제조방법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본 발명의 첫 번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동력전달용 클러치는 플라이휠과 클러치 커버 그리고 플라이휠과 클러치 커버 사

이에 위치하는 클러치 디스크 어셈블리를 구비하고, 이 클러치 디스크 어셈블리는 중앙에 중심홀이 형성된 몸체부와, 일면

이 플라이휠 측의 마찰패드와 마주하고 타면이 클러치 커버의 압력판에 마주하며 마찰패드 및 압력판과 마주하는 부분이

탄소복합재로 된 접촉부를 가진 클러치 페이싱과, 클러치 페이싱의 일면에 겹쳐지며 내경에 스플라인 홈이 형성된 스플라

인 허브과, 클러치 페이싱과 스플라인 허브을 결합시키는 결합수단을 구비한다.

그리고 스플라인 허브에는 클러치 페이싱의 중심홀에 끼워지는 보스가 형성되고, 결합수단은 클러치 페이싱의 타면에 겹

쳐지는 리테이너 링과, 클러치 페이싱과 스프라인 허브 그리고 리테이너링을 함께 관통하여 결합되는 체결부재를 포함한

다. 여기서 체결부재는 볼트와 리벳 중 어느 하나를 선택적으로 포함한다.

한편, 접촉부는 탄소섬유 20 중량% - 50 중량%와 핏치 25 중량% - 50 중량% 가 포함된 탄소-탄소 복합재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다른 관점으로 접촉부는 규소성분 3 중량% - 20 중량%, 탄화규소 성분 10 중량% - 60 중량%, 핏치가 포함된 탄

소성분이 20 중량% - 87중량%가 포함된 탄소-탄화규소 복합재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탄소섬유는 단섬유를 사용하거나, 다른 관점으로 연속 직조된 탄소직물을 적용할 수 있다.

또한 다른 관점으로 몸체부는 접촉부와 동일한 재질의 탄소복합재를 사용하여 접촉부와 일체로 형성할 수 있다.

또 다른 관점으로 압력판에는 클러치 페이싱과 접하는 압력패드를 설치하고, 압력패드와 마찰패드를 접촉부와 동일한 탄

소복합재로 형성한다.

전술한 두 번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에 따른 클러치용 마찰재 제조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첫 번째는

2차원 프리폼으로 제조하는 것과 두 번째는 3차원 프리폼으로 제조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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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원 프리폼으로 제조하는 방법은 탄소섬유를 제 1열처리 온도에서 열처리하여 흑연화 처리하는 제 1열처리 단계와, 수

지를 탄소섬유 직물 위에 뿌려서 프리프레그를 제조하는 프리프레그 제조 단계와, 프리프레그에 탄소섬유와 핏치 또는 레

진을 선택적으로 채용한 수지를 적층시켜 프리폼을 제조하는 프리폼 제조 단계와, 프리폼을 프레스를 사용하여 성형체를

제조하는 성형체 제조 단계와, 성형체를 제 2열처리 온도로 열처리하는 제 2열처리 단계로 수행된다.

그리고 다른 관점으로 제 1열처리 단계와 프리프레그 제조 단계 사이에는 열처리된 탄소섬유를 섬유 절단기를 사용하여

200㎛ - 2,000㎛ 로 절단하는 절단 단계가 포함된다.

또 다른 관점으로 성형체 제조단계와 제 2열처리 단계 사이에는 성형체를 750℃ - 1400℃ 온도에서, 3 - 5시간 동안 탄화

압력 50㎏/㎠ - 2000㎏/㎠ 으로 가압하여 탄화/함침하여 성형체를 소정밀도로 밀도화시키는 밀도화 단계가 포함되고, 여

기서 소정밀도는 1.3g/㎤ - 1.6g/㎤ 로 된다.

또 다른 관점으로 제 1열처리 단계에서 상기 제 1열처리 온도는 2,000℃ - 3,000℃ 가 된다.

그리고 성형체 제조단계에서 성형체는 탄소섬유가 20 중량% - 50 중량%로 포함되고, 상기 수지가 25 중량% - 50 중량%

로 포함되어 200℃ - 300℃로 프레스에서 가열되어 성형된다.

또 다른 관점으로 제 2열처리 단계는 제 2열처리 온도 1700℃ - 2500℃, 진공도 3mmHg - 5mmHg 이하, 승온속도

20℃/hr - 100℃/hr, 최고온도에서 3 - 5시간동안 진행된다.

또 다른 관점으로 제 2열처리 단계후 규소분말을 성형체에 첨가하는 규소분말 첨가단계와, 진공분위기 하에서 1450℃ -

2200℃ 의 온도로 승온하여 0.1 - 5 시간 동안 유지시키는 진공가열단계를 포함되고, 규소분말 첨가단계에서 규소분말은

성형체의 무게비에 대하여 0.2 - 5배 첨가되고, 진공가열단계를 거친 성형체는 규소성분 3 중량% - 25 중량%, 탄화규소

성분 10 중량% - 65중량%, 탄소성분 10 중량% - 80 중량%로 이루어진다.

3차원 프리폼으로 제조하는 방법은 3차원 프리폼에 발열체를 장착하여 상기 프리폼의 내외부간 열구배가 발생하도록 가

열하는 열구배가열단계와, 반응로 내부에 탄소원자 1 - 6개가 포함된 반응가스를 주입시키는 반응가스 주입단계와, 소정

조건하에서 반응을 수행하여 성형체를 제조하는 성형체 제조단계와, 성형체를 열처리하는 열처리단계로 된다.

그리고 소정 조건은 승온속도 10℃/min - 20℃/min, 반응온도 700℃ - 1200℃, 반응가스 농도 10% -100%, 반응압력

250mbar - 1500mbar 로 이루어지고, 열처리단계는 온도 1700℃ - 2500℃, 진공도 3mmHg - 5mmHg, 승온속도 20℃/

hr - 100℃/hr, 최고온도에서 3 - 5시간동안 진행된다.

그리고 두가지 제조방법으로 제조된 마찰재는 클러치에서 마찰이 이루어지는 클러치 페이싱, 마찰패드 또는 압력패드 중

어느 하나 또는 모두에 적용될 수 있다.

본 발명에 따른 동력전달용 클러치는 단순화한 스플라인 허브와 충격흡수 능력이 뛰어난 탄소-탄소 복합재로 된 클러치

페이싱으로 구성된다. 스플라인 허브의 구조는 하나의 부품으로 단순화시켜 조립성 향상과 무게를 감소시켜 엔진동력 전

달의 효율성을 향상시킨다.

또한 탄소-탄소 복합재로 된 클러치 페이싱은 종래에 스플라인 허브에 설치된 코일스프링 등과 같은 것들이 담당하던 충

격완화역할을 대체함으로써 자동차가 부드러운 출발을 보장한다. 그리고 고온에서 마찰 및 마모 특성과 열 충격 저항성이

탁월하여 페이딩 현상이 발생하지 않아 충분한 동력전달을 수행하여, 상품성 및 내구성의 향상에 기여하도록 한다.

이하에서는 본 발명에 따른 바람직한 실시예를 도면을 참조하여 보다 상세하 설명하기로 한다.

본 발명에 따른 클러치 디스크 어셈블리는 도 1과 도 2에 도시된 바와 같이 중앙부에 중심홀(11)이 형성되고, 이 중심홀

(11)의 원주 외측를 따라 다수개의 제 1체결홀(12)이 형성되고, 그 재질이 탄소 복합재로 된 클러치 페이싱(10)을 구비한

다.

이 클러치 페이싱(10)은 일체로 된 몸체부(10a)와 접촉부(10b)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몸체부(10a)는 후술하는 스플라

인 허브(20)와 결합되는 부분이고, 접촉부(10b)는 후술하는 마찰패드(71) 및 압력패드(61)와 접촉하는 부분이다. 따라서

필요에 따라 몸체부(10a)와 접촉부(10b)를 별도로 제작하여 상호 결합하여 사용할 수 있다.

등록특허 10-0588342

- 4 -



그리고 이 클러치 페이싱(10)의 일측면에 겹쳐지며 중심홀(11)에 끼워지는 보스(22)가 일면에 형성되며, 가장자리를 따라

제 1체결홀(12)과 연통되는 제 2체결홀(23)이 형성된 스플라인 허브(20)를 구비한다. 그리고 스플라인 허브(20)의 중심부

분에 형성된 보어의 내경에는 스플라인 허브(20)의 수직 방향으로 다수개의 스플라인 그루브(21)가 형성되어 있다.

또한 클러치 페이싱(10)의 타측면에는 제 1체결홀(12)의 위치에 겹쳐지는 리테이너링(30)이 설치된다. 이 리테이너링(30)

은 제 1체결홀(12)과 연통되는 다수개의 제 3체결홀(31)이 형성되어 있다.

따라서 제 1체결홀(12), 제 2체결홀(23) 그리고 제 3체결홀(31)은 모두 서로 연통되어 체결부재에 의하여 클러치 페이싱

(10)과 스플라인 허브 (20)그리고 리테이너링(30)을 동시에 상호 결합시킨다. 이 체결부재는 도면에 도시된 바와 같이 볼

트(40)로 구성되며, 필요에 따라 리벳 등과 같은 다른 종류의 결합수단이 채용될 수 있다. 그리고 각각의 체결홀(12)(23)

(31)은 10 - 20개 정도 형성한다.

한편, 탄소 복합재로 된 클러치 페이싱(10)은 탄소섬유 20 중량% - 50 중량%와 핏치 25 중량% - 50 중량%가 포함된 탄

소-탄소 복합재로 형성할 수 있고, 또 다르게는 규소성분 3 중량% - 20 중량%, 탄화규소 성분 10 중량% - 60 중량%, 핏

치가 포함된 탄소성분이 20 중량% - 87중량%가 포함된 탄소-탄화규소 복합재로 형성할 수 있다. 그리고 탄소섬유는 단

섬유 또는 연속 직조된 탄소직물을 적층하여 구현한다.

본 발명의 클러치 디스크 어셈블리는 도 3에 도시된 바와 같이 클러치 커버(50)의 내부에 설치된다. 그리고 클러치 커브

(50)의 내부에 설치된 클러치 페이싱(10)의 우측에는 압력패드(61)가 설치된 압력판(60)이 위치하고, 좌측에는 마찰패드

(71)가 설치된 플라이휠(70)이 위치한다.

이 압력패드(61)와 마찰패드(71) 또한 탄소 복합재로 제작할 수 있는데, 탄소복합재로 된 마찰패드(71)의 설치방법은 이들

이 각각 설치되는 플라이휠(70)의 표면에 5mm - 8mm 깊이로 홈(72)을 가공하여 형성하고, 이 홈(72)에 접착제를

0.2mm - 0.6mm 정도 붓으로 도포한 후 도포된 접착제를 70℃ - 80℃에서 20 - 30분 정도 건조시킨다.

그런 다음 마찰패드(71)를 각각의 홈(72)에 설치한 후 350KN/㎡ - 1000KN/㎡의 압력으로 가압한 후 150℃ - 230℃온

도에서 15 - 30분 유지시켜 경화시키거나, 볼트로 체결함으로써 설치가 이루어진다. 이러한 설치는 탄소복합재로 된 압력

패드(61)를 설치하는 경우에도 적용 가능하며, 본 실시예에서 압력패드(61)는 압력판(60)에 별도의 홈을 형성하지 않고 부

착한 상태를 예시하고 있다.

한편, 도면에 도시하지 않았지만. 다른 실시예로 종래의 클러치 디스크 구조와 유사하게 스플라인 허브에 쿠션판을 설치하

고, 이 쿠션판에 탄소 복합재로 된 클러치 페이싱을 접착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때의 클러치 페이싱은 원형 또는 3 - 6개

정도의 패드를 만들고, 스플라인 허브의 쿠션판도 원형 또는 3 - 6정도의 패들형(Paddle type)으로 나누어 형성하여 탄소

복합재로 된 클러치 페이싱을 접착제로 접합한다. 여기서 쿠션판에는 종래와 같은 별도의 충격흡수구조가 불필요하다.

그리고 접합방법은 쿠션판과 탄소 복합재로 된 클러치 페이싱을 알코올로 세척한 후 80℃정도에서 20분 정도 건조시킨 후

접착제를 쿠션판과 탄소-탄소 복합재에 0.2mm - 0.6mm 젖음두께(wet thickness)정도 도포 한 다음 70℃ - 80℃에서

20분 - 30분 건조시킨 후에 프레스 압력 350KN/m² - 1000KN/m²정도로 가압 후 150℃ - 230℃ 온도로 가열하고, 5분

내지 30분 정도 유지시켜 경화(curing) 시킴으로써 접합이 이루어진다.

이하에서는 클러치에서 클러치 페이싱, 마찰패드 또는 압력패드로 사용되는 클러치용 마찰재 제조방법에 대한 실시예를

설명한다.

본 발명에 따른 클러치용 마찰재 제조방법은 PAN(polyacrylonitrile)계 탄소섬유를 사용하는데, 계략적으로 크게 아래와

같은 제조단계로 구성되는데, 특히 프리폼을 2차원과 3차원 상태로 제조하여 마찰재를 제조할 수 있다.

먼저 2차원 프리폼을 사용한 제조방법은 도 4에 도시된 바와 같이, 먼저 열전도도를 더욱 향상시켜 주기 위하여 제 1열처

리 온도에서 열처리하여 흑연화 처리하는 제 1열처리 단계(S100)와, 수지를 탄소섬유 직물 위에 뿌려서 프리프레그를 제

조하는 프리프레그 제조 단계(S110)와, 프리프레그에 탄소섬유와 수지를 적층시켜 프리폼을 제조하는 프리폼 제조 단계

(S120)와, 프리폼을 프레스를 사용하여 성형체를 제조하는 성형체 제조 단계(S130)와, 성형체를 제 2열처리 온도로 열처

리하는 제 2열처리 단계(S150)로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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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위와 같은 단계를 거친 후 추가적으로 규소분말 첨가단계(S200)와 진공가열단계(S210)를 거침으로써 탄소-탄화

규소 복합재를 제조할 수 있는데, 이렇게 구분된 단계를 도 4에서는 S1과 S2로 나누어서 설명한다.

먼저 S1 단계인 탄소-탄소 복합재를 제조하기 위한 공정으로 제 1열처리 단계(S100)는 2000℃ - 3000℃의 제 1열처리

온도에서 PAN계 탄소섬유를 고온 열처리하여 탄소섬유의 열전도도를 더욱 향상시켜 주기 위하여 흑연화 처리하는 공정

이다. 그리고 탄소섬유는 단섬유 또는 연속 직조된 탄소직물을 적층하여 구현할 수 있으며, 탄소섬유를 단섬유로 사용한

경우에는 열처리된 탄소섬유를 섬유 절단기를 사용하여 200㎛ - 2000㎛ 로 절단하는 절단 단계가 수행된다.

프리프레그 제조단계(S110)는 분쇄기에서 0.5㎛ - 10㎛의 입도크기로 분쇄된 핏치나 레진과 같은 수지를 탄소섬유 위에

골고루 뿌려서 180℃ - 270℃ 의 온도 범위에서 가열함으로써 프리프레그(prepreg)를 제조하는 단계이다.

프리폼 제조단계(S120)는 절단된 탄소섬유와 분쇄된 수지를 프리프레그에 균일하게 적층하여 프리폼을 제조하는 단계이

다.

그리고 성형체 제조단계(S130)는 프리폼을 200℃ - 300℃로 가열한 후 필요한 성형체를 제조하는 단계이며, 성형체 제조

단계 이후에는 별도로 성형체를 밀도화시키기 위한 밀도화 단계(S140)가 추가될 수 있다. 이 밀도화 단계는 성형체를

750℃ - 1400℃ 온도에서, 3 - 5시간 동안 탄화압력 50㎏/㎠ - 2000㎏/㎠ 으로 가압하여 탄화/함침하여 성형체를 소정

밀도로 밀도화시키는 단계이다. 여기서 소정밀도는 1.3g/㎤ - 1.6g/㎤ 정도가 된다.

다음으로 제 2열처리 단계(S150)는 제 2열처리 온도인 1700℃ - 2500℃, 진공도 3mmHg - 5mmHg, 승온속도 20℃/hr

- 100℃/hr, 최고온도에서 3 - 5시간동안 진행된다.

한편, 전술한 방법으로 제조된 저밀도의 탄소-탄소 복합재에 규소분말을 탄소-복합재 주위에 첨가하여 탄소-탄화규소 복

합재를 제조하는 S2단계가 적용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규소분말 첨가단계(S200)와 진공가열단계(S210)가 추가적으로 적용된다. 규소분말 첨가단계(S200)는 규소

분말을 성형체의 무게비에 대하여 0.2 - 5배 정도로 성형체의 주위에 첨가하는 단계이고, 진공가열단계(S210)는 진공 분

위기에서 1450℃ - 2200℃의 온도로 승온하여 0.1시간 - 5시간 동안 유지시켜 탄소와 용융규소의 반응을 통해 탄소-탄

화규소 복합재가 제조되도록 한다.

이렇게 제조된 탄소- 탄화규소 복합재의 구성비는 규소성분이 3 중량% - 25 중량%, 탄화규소 성분이 10 중량% - 65 중

량%, 탄소성분이 10 중량% - 80 중량%의 비율로 이루어진다.

다음으로 3차원 프리폼으로 제조하는 경우를 설명하면, 도 5에 도시된 바와 같이 탄소섬유로 직조된 3차원 프리폼의 중심

부에 발열체를 장착하여 프리폼의 내외부간의 열구배가 발생하도록 가열하는 열구배가열단계(S300)와, 반응로 내부에 탄

소원자 1 - 6개가 포함된 반응가스를 주입시키는 반응가스 주입단계(S310)와, 소정 조건하에서 반응을 수행하여 성형체

를 제조하는 성형체 제조단계(S320)와, 성형체를 열처리하는 열처리단계(S330)로 이루어진다.

여기서 3차원 프리폼은 인발성형공정으로 만든 직경 1mm - 2mm의 탄소사(carbon rod)를 3차원으로 직조하여 제조한

것으로, 미국의 ASNC(American Structure Needing Co.)와 같은 회사에서 제조하여 판매하고 있다.

그리고 열구배가열단계(S300)와, 반응가스 주입단계(S310)는 열구배화학기상증착법(thermal gradient chemical vapor

infiltration)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열구배화학기상증착법은 반응로 내부에 장착한 탄소섬유 프리폼의 중심부에 발열체를

설치하고, 이 발열체를 통해 가열해 줌으로서, 프리폼의 중심부에서 외부로 열전도가 일어나게 되어 프리폼 내, 외부간에

온도구배가 발생하도록 한 상태에서 반응물질의 화학기상증착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열구배화학기상증착법은 상대적으로 먼저 반응온도에 도달되는 프리폼의 중심부에서 가스가 먼저 열분해 되어 증

착이 이루어지게 됨으로써 증착에 의해 프리폼 중심부는 밀도가 높아져서 열전도도가 높아지게 되며, 열전도도에 의해 반

응온도범위가 중심부에서 표면 쪽으로 점차 확대됨에 따라 가스의 반응영역도 표면 쪽으로 이동되면서 최종적으로 프리폼

의 표면까지 증착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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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성형체 제조단계(S320)는 승온속도 10℃/min - 20℃/min, 반응온도 700℃ - 1200℃, 반응가스 농도 10% -

100%, 반응압력 250mbar - 1500mbar에서 이루어지고, 열처리단계(S330)는 온도 1700℃ - 2500℃, 진공도 3mmHg -

5mmHg, 승온속도 20℃/hr - 100℃/hr, 최고온도에서 3 - 5시간동안 진행된다. 이후 규소분말을 탄소-복합재 주위에 첨

가하여 탄소-탄화규소 복합재를 제조하는 S2단계가 전술한 설명에서와 동일한 방법과 조건으로 적용될 수 있다.

이하에서는 본 발명에 따른 탄소 복합재로 된 클러치 페이싱과 종래의 클러치 페이싱을 비교 설명한다. 이하의 그래프에서

는 각각의 종류의 클러치 페이싱이 장착된 클러치를 두 번씩 테스트하여 나타낸 것이다.

도 6은 종래의 오가닉계 클러치 페이싱이 장착된 클러치를 섀시동력시험기에 설치하여 실험한 것으로, RPM(그림의 횡축)

에 따라 마력(좌측)과 토크(우측)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이 클러치는 도면에 도시된 바와 같이 출발시 부드러우나 급가속

또는 2,800RPM - 3,800RPM에서 슬립이 발생하여 구동축 플라이휠의 동력을 기어축으로 전달되는 효율이 20 - 30% 떨

어지게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도 7은 동 세라믹 소결 페이싱이 장착된 클러치의 마력-토크 그래프로서, 급가속시 출력의 응답특성은 좋으나, 출발시인

2,100RPM - 2,700RPM에서 급격한 마찰충격이 발생하여 자동차의 원활한 출발이 어려우며 운전자가 쉽게 피로를 느끼

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도 8은 본 발명에 따른 탄소 복합재 클러치 페이싱이 장착된 클러치를 시험한 것으로써 4,500RPM - 6,000RPM에서 맥스

토오크를 시험한 것이며, 4,800RPM에서 토크 44.4kg-M, 마력 331.2PS를 볼 수 있다. 본 발명에 따른 클러치 디스크 어

셈블리가 적용된 클러치를 장착한 자동차는 부드러운 출발이 가능하며, 급가속에서도 슬립이 발생하지 않고, 구동축 플라

이휠 쪽의 동력을 기어축으로 전달하는 특성이 우수하며, 높은 토크값에서도 적용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도 9는 본 발명에 따른 클러치 디스크 어셈블리가 장착된 클러치에 대한 기어변속에서의 응답특성을 나타낸 그래프로서,

1단으로 출발하여 2단 변속시 순간적인 충격(impact position) 외에도 동력전달의 저감(loss)이나 충격발생 없이 동력전

달이 부드러우며 응답특성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이들 각각의 클러치 페이싱을 특성한 아래의 표 1과 같다.

[표 1]

 특성 / 클러치  오가닉계  동-세라믹 소결  탄소-탄소 복합재

 마찰계수  0.10 - 0.30  0.25-0.40  0.25-0.45

 최고온도(℃)  175 -300  260-400  350-450

 토크(kg.m)  17-28  32-40  44.4

 마력(Ps)  200-300  270-300  331.2

 압력판압부하중(kgf)  440-480  1000  1000

이 표 1에서 알 수 있듯이 마찰계수는 동-세라믹 소결재와 탄소-탄소복합재가 비슷한 경향이며, 온도는 탄소-탄소 복합재

가 마찰계수에 비례하여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오가닉계는 압력판 압부하중(Pressure Plate) 1000kgf에서 마찰열 및 마

모에 의하여 깨짐이 발생하였다. 즉 본 발명에 따른 클러치 디스크 어셈블리에 사용되는 탄소 복합재 마찰재는 오가닉계

보다는 월등히 향상된 성능을 발휘하고, 동-세라믹 소결 재질의 마찰재에 비하여는 약간 우월한 성능을 발휘함을 알 수 있

다.

전술한 본 발명에 따른 동력전달용 클러치와 클러치용 마찰재 제조방법에 대한 실시예는 이 분야의 평균적인 지식을 가진

기술자가 실시예의 일부를 변형하여 실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변형된 실시예가 본 발명의 필수적인 구성요소들을 포

함한다면 모두 본 발명의 기술적 범주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며, 또한 본 발명의 기술적 사상은 실시예에서 언급한 구성

요소에 의하여 한정되지는 않는다.

발명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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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에서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른 클러치 디스크 어셈블리 및 클러치용 마찰재 제조방법는 클러치 디스크 어셈블리에 코일

스프링 등과 같은 충격완화장치 없이 하나의 부품으로 단순화함으로써 조립성 향상과 무게를 감소시킬 수 있다. 또한 엔진

동력전달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충격흡수 기능이 우수한 탄소-탄소 복합재 및 탄소-탄화규소 복합재를 적용함으로써

자동차가 부드럽게 출발하며, 급가속시에도 슬립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플라이휠과 클러치 커버 그리고 상기 플라이휠과 상기 클러치 커버 사이에 위치하는 클러치 디스크 어셈블리로 구성된 동

력전달용 클러치에 있어서.

상기 클러치 디스크 어셈블리는 중앙에 중심홀이 관통되어 몸체부를 형성하고, 양면이 상기 플라이휠 측의 마찰패드 및 상

기 클러치 커버의 압력판과 각각 마주하며, 상기 마찰패드 및 상기 압력판과 마주하는 접촉부가 탄소복합재로 된 클러치

페이싱;

상기 클러치 페이싱의 일면에 겹쳐지며 내경 면에 스플라인 홈이 형성된 스플라인 허브;

상기 클러치 페이싱의 타면에 겹쳐지는 리테이너 링; 및

상기 클러치 페이싱과 상기 스플라인 허브 그리고 상기 리테이너링을 관통하여 결합하는 체결부재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동력전달용 클러치.

청구항 2.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스플라인 허브는 상기 클러치 페이싱의 상기 중심홀에 끼워지는 보스가 형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동력전달용 클러치.

청구항 3.
삭제

청구항 4.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체결부재는 볼트와 리벳 중 어느 하나를 선택적으로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동력전달용 클러

치.

청구항 5.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접촉부는 탄소섬유 20 중량% - 50 중량%와 핏치 25 중량% - 50 중량% 가 포함된 탄소-탄소 복합

재로 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동력전달용 클러치.

청구항 6.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접촉부는 규소성분 3 중량% - 20 중량%, 탄화규소 성분 10 중량% - 60 중량%, 핏치가 포함된 탄

소성분이 20 중량% - 87 중량%가 포함된 탄소-탄화규소 복합재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동력전달용 클러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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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7.

제 5항 또는 제 6항에 있어서, 상기 탄소섬유는 단섬유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동력전달용 클러치.

청구항 8.

제 5항 또는 제 6항에 있어서, 상기 탄소섬유는 연속 직조된 탄소직물이 적층되어서 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동력전달용 클

러치.

청구항 9.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몸체부는 상기 접촉부와 동일한 재질의 탄소복합재를 사용하여 상기 접촉부와 일체로 형성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동력전달용 클러치.

청구항 10.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압력판에는 상기 클러치 페이싱과 접하는 압력패드가 설치되고, 상기 압력패드와 상기 마찰패드는

상기 접촉부와 동일한 탄소복합재로 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동력전달용 클러치.

청구항 11.
삭제

청구항 12.
삭제

청구항 13.
삭제

청구항 14.
삭제

청구항 15.
삭제

청구항 16.
삭제

청구항 17.
삭제

청구항 18.
삭제

청구항 19.
삭제

청구항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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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청구항 21.
삭제

청구항 22.
삭제

청구항 23.
삭제

청구항 24.
삭제

청구항 25.
삭제

청구항 26.
삭제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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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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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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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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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6

도면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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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8

도면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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