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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요 약
본 발명은 시프트 바이 와이어용 자동변속시스템에 관한 것으로, 상기 발명은 사용자에 의해 변속기의 변속단을
변경하기 위한 변속레버; 상기 변속레버의 시프트를 고정 또는 해제하기 위한 시프트락장치; 및 상기 변속레버에
의해 변경된 변속단에 대응하여 상기 변속기의 변속단을 변속하는 변속 제어로직과 상기 변속 제어로직에 의해
상기 변속단이 변경된 경우 상기 변경된 변속레버를 시프트락 하기 위해, 상기 변속레버의 시프트가 고정되도록
상기 변속단이 변경된 시점으로부터 초기시간 동안과 상기 초기시간 후 유지시간 동안으로 나누어 상기 시프트락
장치를 단계적으로 제어하는 시프트락 제어로직을 구비하는 제어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에 의해
본 발명은 변속레버의 시프트락을 위한 초기 작동 시에는 솔레노이드에 작동속도 및 응답성을 향상하기 위한 PWM
전류신호를 인가하고 초기 작동 후 유지 작동 시에는 솔레노이드의 위치만을 유지할 수 있는 PWM 전류신호를 인
가함으로써 솔레노이드의 동작 빈도를 조절하여 솔레노이드의 오작동 및 고장의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다.

대 표 도 - 도1

-1-

공개특허 10-2013-0064916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시프트 바이 와이어용 변속시스템에 있어서,
사용자에 의해 변속단을 변경하기 위한 변속레버;
변속레버의 시프트를 고정 또는 해제하기 위한 기구적 동작을 수행하는 고정용 캠;
상기 고정용 캠의 기구적 동작을 구동하기 위한 솔레노이드; 및
변속레버에 의해 변속단이 변경된 경우 상기 변경된 변속레버를 시프트락 하기 위해, 상기 변속단의 변경이 감
지된 시점으로부터 초기시간 동안과 상기 초기시간 후 유지시간 동안으로 나누어 상기 고정용 캠이 상기 변속레
버의 시프트를 고정하도록 상기 솔레노이드를 단계적으로 구동하는 제어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프트 바이 와이어용 변속시스템.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부는 상기 초기시간 동안 DC 전류신호를 인가한 후 상기 유지시간 동안 사전에 정해진 듀티율을 가진
PWM 전류신호를 인가하는 것에 의해 상기 고정용 캠이 상기 변속레버의 시프트를 고정하도록 상기 솔레노이드를
구동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프트 바이 와이어용 변속시스템.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상기 DC 전류신호는 듀티율이 90~100%인 PWM 전류신호이고, 상기 사전에 정해진 듀티율은 40~60%인 것을 특징으
로 하는 시프트 바이 와이어용 변속시스템.

명 세 서
기 술 분 야
[0001]

본 발명은 시프트 바이 와이어(Shift-By-Wire, SBW)용 변속시스템에 관한 것으로, 보다 구체적으로는 솔레노이
드에 의해 변속레버의 시프트락이 구현된 시프트 바이 와이어용 변속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배 경 기 술
[0002]

시프트 바이 와이어(Shift By Wire, SBW)용 변속시스템은 변속레버 및 ECU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변속제어를
수행하는 변속기로서, 오 조작에 따른 변속 변경을 방지하기 위한 시프트락 장치를 구비하고 있다.

[0003]

종래 시프트 바이 와이어용 변속시스템의 시프트락 장치는 변속레버의 물리적 시프트락 구조를 구현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솔레노이드를 적용하고 있다.

[0004]

그러나, 종래 시프트 바이 와이어용 변속시스템은 시프트락을 위해 솔레노이드가 초기 작동부터 유지 작동까지
지속적으로 DC전류에 의해 동작하기 때문에 동작과정의 고온/발열 작동에 의해 오작동 및 고장이 자주 발생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선행기술문헌
특허문헌
[0005]

(특허문헌 0001) KR 10-2010-0123150 A, 2010. 11. 24, 도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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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내용
해결하려는 과제
[0006]

본 발명의 목적은 변속레버의 시프트락과 관련된 솔레노이드의 동작 빈도를 조절함으로써 솔레노이드의 오작동
및 고장의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시프트 바이 와이어용 변속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이다.

과제의 해결 수단
[0007]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특징은 시프트 바이 와이어용 변속시스템에 관한 것으로, 본 시프트 바이
와이어용 변속시스템은 사용자에 의해 변속기의 변속단을 변경하기 위한 변속레버; 상기 변속레버의 시프트를
고정 또는 해제하기 위한 시프트락장치; 및 상기 변속레버에 의해 변경된 변속단에 대응하여 상기 변속기의 변
속단을 변속하는 변속 제어로직과 상기 변속 제어로직에 의해 상기 변속단이 변경된 경우 상기 변경된 변속레버
를 시프트락 하기 위해, 상기 변속레버의 시프트가 고정되도록 상기 변속단이 변경된 시점으로부터 초기시간 동
안과 상기 초기시간 후 유지시간 동안으로 나누어 상기 시프트락장치를 단계적으로 제어하는 시프트락 제어로직
을 구비하는 제어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0008]

상기 시프트락장치는 상기 변속레버의 시프트를 고정 또는 해제하기 위한 기구적 동작을 수행하는 고정용 캠과
상기 고정용 캠의 기구적 동작을 구동하기 위한 솔레노이드를 구비하고, 상기 시프트락 제어로직은 상기 초기시
간 동안 DC 전류신호를 인가한 후 상기 유지시간 동안 사전에 정해진 듀티율을 가진 PWM 전류신호를 인가하는
것에 의해 상기 고정용 캠이 상기 변속레버의 시프트를 고정하도록 상기 솔레노이드를 구동할 수 있다.

[0009]

여기서, 상기 DC 전류신호는 듀티율이 90~100%인 PWM 전류신호이고, 상기 유지시간 동안의 PWM 전류신호의 듀티
율은 40~60%일 수 있다.

발명의 효과
[0010]

이와 같이 본 발명은 변속레버의 시프트락을 위한 초기 작동 시에는 솔레노이드에 작동속도 및 응답성을 향상하
기 위한 PWM 전류신호를 인가하고 초기 작동 후 유지 작동 시에는 솔레노이드의 위치만을 유지할 수 있는 듀티
율의 PWM 전류신호를 인가함으로써 솔레노이드의 동작 빈도를 조절하여 솔레노이드의 오작동 및 고장의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0011]

도 1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시프트 바이 와이어용 자동변속시스템의 블록도이다.
도 2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시프트락 장치의 모식도이다.
도 3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시프트락 장치의 동작을 설명하기 위한 그래프이다.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
[0012]

이하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시프트 바이 와이어(Shift-By-Wire)용 자동변속시스
템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0013]

도 1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시프트 바이 와이어용 자동변속시스템의 블록도이다. 도 1을 참조하면, 시
프트 바이 와이어용 자동변속시스템(1)은 변속기(10), 사용자 입력부(20), 제어부(30)로 이루어 질 수 있다.

[0014]

변속기(10)는 시프트 바이 와이어(Shift By Wire, SBW)용으로서 변속레버(20)의 조작에 대응하여 변속단이 변속
될 수 있다. 변속레버(20)는 사용자에 의해 변속기(10)의 변속단을 변경하기 위한 조작장치이다.

[0015]

시프트락장치(30)는, 도 2에 도시된 바와 같이, 변속레버(20)의 시프트를 고정 또는 해제하기 위한 기구적 동작
을 수행하는 변속레버(20)의 시프트를 고정 또는 해제하기 위한 기구적 동작을 수행하는 고정용 캠(32)과 고정
용 캠(32)의 기구적 동작을 구동하기 위한 솔레노이드(34)를 구비한다. 고정용 캠(32)은 솔레노이드(34)의 로드
의 직선운동에 대응하여 의해 힌지축(A)을 중심으로 회동함으로써 변속레버(20)의 시프트락을 구현할 수 있다.

[0016]

제어부(40)는 도 1에 도시된 바와 같이 변속 제어로직(42), 시프트락 제어로직(44)으로 이루어 질 수 있다.

[0017]

변속

제어로직(42)은

변속레버(20)에

의해

변경된

변속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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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하여

변속기(10)의

변속단을

변속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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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직이다.
[0018]

시프트락 제어로직(44)은 변속 제어로직(42)에 의해 변속단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변속레버(20)를 시프트락 하
기 위해, 변속레버(20)의 시프트가 고정되도록 변속단이 변경된 시점으로부터 초기시간 동안과 초기시간 후 유
지시간 동안으로 나누어 시프트락장치(30)를 단계적으로 제어한다.

[0019]

즉 시프트락 제어로직(44)은 초기시간 동안 DC 전류신호를 인가한 후 유지시간 동안 사전에 정해진 듀티율을 가
진 PWM 전류신호를 인가하는 것에 의해 고정용 캠(32)이 변속레버(20)의 시프트를 고정하도록 솔레노이드(34)를
구동할 수 있다. 여기서 초기시간 동안 인가되는 DC 전류신호는 듀티율이 90~100%인 PWM 전류신호이고, 유지시
간 동안 인가되는 PWM 전류신호는 듀티율이 40~60%일 수 있다.

[0020]

도 3을 참조하여 예를 들어 설명하면, 시프트락 제어로직(44)은 변속기(10)의 변속단이 변경된 시점으로부터 초
기시간인 2초 동안 듀티율이 100%인 PWM 전류신호를 인가하고, 초기시간 후 유지시간 동안 듀티율이 50%인 PWM
전류신호를 인가한다.

[0021]

이와 같이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시프트 바이 와이어용 자동변속시스템(1)은 변속레버(20)의 시프트락을
위한 초기 작동 시에는 솔레노이드(34)에 작동속도 및 응답성을 향상하기 위한 PWM 전류신호를 인가하고 초기
작동 후 유지 작동 시에는 솔레노이드(34)의 위치만을 유지할 수 있는 PWM 전류신호를 인가함으로써 솔레노이드
(34)의 동작 빈도를 조절하여 솔레노이드(34)의 오작동 및 고장의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다.

부호의 설명
[0022]

1: 시프트 바이 와이어용 자동변속시스템
10: 변속기
20: 변속레버
30: 시프트락장치
32: 고정용 캠
34: 솔레노이드
40: 제어부
42: 변속제어로직
44: 시프트락 제어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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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도면1

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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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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