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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차동차용 동력 전달장치의 비틀림 감쇠장치는 제 1 쌍의 가이드링(237)(238)과, 토오크 입력요소(130)에 고정되는 
제 2 쌍의 가이드링(137)(138)과, 제 2 쌍의 가이드링(137)(138)에 고정되는 제 1 허브(235)와, 제 2 허브(135)
와, 제 1 쌍의 가이드링을 제 2 허브에 연결시키는 일련의 제 2 스프링(233)과, 제 2 쌍의 가이드링을 제 2 허브에 연
결시키는 일련의 제 2 스프링(133)(134)과, 제 1 쌍의 가이드링과 제 1 허브사이의 상대적인 각도 변위를 제한하는 
접촉수단(6)(8)을 포함한다. 제 1 쌍의 가이드링은 체결수단(144)에 의해 토오크 입력 요소에 체결된다. 이들 체결수
단 및 접촉수단(6)(8)은 둘다 일련의 두 스프링중 하나의 방사상 내측과 나머지 하나의 방사상 외측에 위치된다.
    

명세서

[발명의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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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오크 전달장치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 1 도는 프랑스공화국 특허출원 제 90 12946 호에 개시된 종류의 유체 동역학적 커플링 장치, 또는 유체 커플링 장
치를 도시하는 것으로서, 회전 축의 일측면에서 본 개략 단면도,

제 2 도는 본 발명에 따른 비틀림 감쇠장치의 정면도,

제 3 도는 제 2 도의 3-3 선 단면도로서, 유체 커플링 장치를 개략적으로 도시하는 도면,

제 4 도는 제 3 도와 유사한 도면으로서,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를 도시하는 도면.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2: 구동요소 28: 피동요소

130: 토오크 입력요소 135: 토오크 출력요소

137,138,237,238,337,338: 가이드 링

135,235,335: 허브 133,134,233: 탄성부재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은 구동요소와, 피동요소와, 피동요소를 구동 요소에 연결시키는 비틀림 감쇠장치를 구비하는 토오크 전달장치
에 관한 것이다.

    
특히, 본 발명은 구동요소와 피동요소사이에 토오크를 전달하는 장치, 특히, 자동차용 토오크 전달장치의 비틀림 감쇠
장치에 관한 것으로서: 구동요소에 연결되기에 적합한 토오크 입력요소와; 피동요소에 연결되기에 적합한 토오크 출력
요소와; 비틀림 감쇠장치의 외주에 배치되며, 또 토오크 입력요소에 고정되는 제 1 쌍의 가이드 링과; 비틀림 감쇠장치
의 내부외주에 배치되는 제 2 쌍의 가이드 링과; 제 1 쌍의 가이드 링사이에 배치되며, 또 제 2 쌍의 가이드 링에 대해 
고정되는 제1 허브와; 제 2 쌍의 가이드 링사이에 배치되며, 토오크 출력요소와 함께 회전하도록 여기에 결합되는 방식
으로 형성되는 제 2 허브와; 제 1 쌍의 가이드 링을 제 1 허브에 연결시키는 일련의 제 1 탄성부재와; 2 쌍의 가이드 링
을 제 2 허브에 연결시키는 일련의 제 2 탄성부재와; 제 1 쌍의 가이드 링과 제 1 허브사이의 상대적인 각도 변위를 제
한하는 접촉수단을 포함하는 비틀림 감쇠장치에 관한 것이다.
    

전술한 바와같은 비틀림 감쇠장치는 프랑스 공화국 특허출원 제2,568,638A호에 개시되어 있는 바, 이 감쇠장치는 토
오크 컨버터 형태의 유체 동역학적 토오크 전달장치의 일부이다. 이러한 장치에 있어서, 토오크 입력 요소는 제 1 쌍의 
가이드 링중 하나의 링으로 구성되며, 토오크 컨버터 케이싱의 벽의 외부에 고정된다. 반면, 토오크 출력 요소는 제 2 
허브로 구성되며, 이 토오크 출력요소는 구동축에 장착되어 그와 함께 회전된다.

이러한 장치의 경우, 접촉수단이 감쇠장치의 외주에 위치되므로, 일련의 제1 탄성부재는 소망하는 만큼 원주방향으로 
연장되지 못하게 되어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다. 게다가, 토오크 입력 요소를 구성하는 가이드 링은 어느정도의 축방향 
크기를 갖는 외주 체결 플랜지를 구비한다. 이는 비틀림 감쇠장치의 축방향 크기를 증가시켜 커다란 원주방향 길이의 
탄성부재가 일련의 제 1 탄성부재용으로 사용되지 못하게 한다.

본 발명의 목적은 전술한 문제점을 간단하며 저렴한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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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에 따르면, 전술한 바와같은 특정 유형의 비틀림 감쇠장치의 특징은, 제 1 쌍의 가이드 링이 일련의 제 1 탄성부
재와 일련의 제 2 탄성부재 사이에 방사상으로 위치되는 체결수단에 의해 토오크 입력요소에 연결되고, 접촉수단이 일
련의 제 1 탄성부재와 일련의 제 2 탄성부재사이에 방사상으로 위치되는 것이다.

본 발명에 따라 일련의 제 1 탄성부재용으로 원주방향으로 매우 길게 연장되는 스프링을 사용할 수도 있다. 본 발명은 
또한 프랑스 공화국 특허출원 제2,568,638A 호에 개시된 바와같은 방식의 플로팅 스페이서(floating spacer)를 사용
하지 않고도 토오크 입력 요소와 토오크 출력 요소사이에 한단계 이상의 이동으로 커다란 각도 변위를 얻을 수 있는 간
단한 방법을 제공한다.

일련의 제 2 스프링 또는 기타 탄성부재는 통상의 비틀림 댐퍼에 사용되는 비교적 짧은 유형의 것일 수 있다. 게다가, 
장치의 축방향 크기는 감소되고, 강도는 커진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르면, 허브는 그의 외주에서 경사를 이루며, 제 1 허브는 토오크 입력 요소의 횡단부로
부터 이격되어 그의 외주에서 분산되는 반면, 제 2 허브는 그의 횡단부를 향해 외주에서 집중된다. 가이드 링은 그에 따
라 배열된다. 따라서, 비틀림 감쇠장치의 축방향 크기는 여전히 감소될 수 있다.

이러한 장치는 토오크 입력요소가 토오크 컨버터 또는 유체 커플링과 같은 유체동 역학적 장치와 관련되는 록킹 클러치
의 피스톤을 구성하는 경우 특히 유용하다.

또다른 잇점은 비틀림 댐퍼가 케이싱의 벽중 하나와 유체역학적 토오크 전달 장치의 터어빈 휠사이에 쉽게 수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본 발명의 또다른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르면, 제 1 쌍의 가이드 링은 그의 내주에서 제 1 허브를 잡도록 배열되며, 제 
2 쌍의 가이드 링도 마찬가지로 제 2 허브를 잡도록 배열된다. 따라서, 작동중에, 매우 단순한 방식으로 소정의 마찰효
과가 발생된다. 게다가, 비틀림 감쇠장치의 축방향 크기와 마찬가지로, 구성요소의 숫자가 감소된다.

본 발명의 또다른 실시예에 따르면, 이 접촉수단은 제 1 허브의 러그에 의해 규정되며, 제 1 쌍의 가이드 링중 하나의 
내부에 수용되는 대체로 축방향 배향부분과 간섭하기에 적합하다.

제 1 허브는 제 2 쌍의 가이드 링과 일체로 형성될 수도 있으며, 이를 위해 제 2 쌍의 가이드 링은 서로 접촉되어 제 2 
허브의 방사상의 외측에 고정된다. 선택적으로, 제 1 허브는 제 2 쌍의 가이드 링과는 별개의 구성요소일 수도 있다.

그러한 경우, 제 1 허브 및 제 2 쌍의 가이드 링에는 그들을 서로 고정시키기에 적합한 러그가 구비된다.

이하에서는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상세히 설명하고자 한다.

도면에 있어서, 비틀림 감쇠장치는 유체 동력학적 장치 또는 유체 커플링 장치내에 장착되는 록킹 클러치로 구성된다.

    
제 1 도에 도시된 종래의 장치는, 먼저 미합중국 특허 제 5,119,911 호 및 프랑스공화국 특허출원 제 2,668,234A 호
의 명세서를 참조하여 설명할 것이다. 유체 정역학적 커플링 장치(11)는 오일 챔버를 규정하는 통상의 밀봉 케이싱(1
2)내에 배치되는 토오크 컨버터(13)와 록킹 클러치(14)를 포함한다. 케이싱 또는 챔버(12)는 구동요소를 구성하며, 
내연 기관의 크랭크 축에 회전되도록 연결된다. 이러한 예로서, 영국 특허출원 제 2,045,367A 호에 개시된 방식으로 
크랭크 축에 고정된 다이아프램에 고정되는 것이 있다.
    

    
케이싱(12)은 제 1 쉘부재(17)와 환형의 제 2 쉘부재(18)를 포함하며, 제 2 쉘부재는 제 1 쉘부재(17)와 대면하는 
관계로 정열되어 충동 휠(19)을 규정하도록 배열된다. 제 1 쉘부재(17)는 평평하게 방사상으로 연장되는 환형 횡단부
(17a)를 포함하며, 이 횡단부(17a)는 록킹 클러치(14)와 협력한다. 충동 휠(19)에는 로브(20)가 형성되는데, 이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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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20)는 제 2 쉘부재(18)의 내면에 대해 고정된다. 두 개의 쉘부재(17, 18)는 그의 외주에서 용접과 같은 시일링 방
식에 의해 서로 결합 된다.
    

    
토오크 컨버터의 나머지 부분은 터어빈 휠(22)을 포함하며, 터어빈 휠(22)은, 반동 휠(24)과 함께, 충동 휠(19)의 로
브(20)와 대면하는 관계로 된 로브(lobe)(23)를 구비한다. 터어빈 휠(22)은 허브(28)에 의해 구동축에 회전되도록 
연결되며, 허브(28)는 구동요소를 구성하고 스플라인 연결부에 의해 이 구동 축에 연결된다. 반동 휠은 슬리브(27)에 
고정된다. 이 실시예에 있어서, 터어빈 휠(22)은 허브(28)에 대해 고정되며, 스프링(50)은 터어빈 휠(22)상에 직접 
지지되어 비틀림 감쇠장치 또는 비틀림 댐퍼(32)를 케이싱의 쉘부재(17)쪽으로 가압한다.
    

록킹 클러치(14)는 허브(28)의 외부 외주상의 원통형 중앙부를 통해 축방향으로 미끄럼 이동되도록 장착되는 피스톤 
형태의 커플링 요소 또는 토오크 입력 요소(30)를 포함함으로써, 피스톤(30)용 베어링으로서 작용된다. 비틀림 댐퍼
(32)자체는 록킹 클러치(14)의 일부이다.

    
비틀림 댐퍼(32)는 장치의 내부 외주에 정렬되며, 통상적으로 한쌍의 헬리컬 스프링(33a, 33b)을 구성하는 일련의 탄
성부재를 포함한다. 그것의 주요 구성요소로는 토오크 출력 요소로서 작용하며 허브(28)와 함께 회전되도록 스플라인 
커플링에 의해 허브(28)에 고정되는 중앙 허브(35)와, 비틀림 댐퍼의 허브(35)의 양측상에 연장되는 한쌍의 가이드 
링(37a, 37b)이 포함된다. 스프링(33a, 33b)은 한쌍의 가이드 링(37a, 37b)을 중앙 허브(35)에 연결하며, 허브(35)
는 방사상의 댐퍼 플레이트를 갖는다. 이를 위해, 스프링(33a, 33b)은 원도우에 의해 규정되는 홈부에 끼워맞춤되며, 
허브(35)의 댐퍼 플레이트와 가이드 링내에서 통상의 방식으로 서로 대면하는 관계로 형성된다.
    

피스톤(30)은 편평한 환형 마찰 라이너(39)를 가지며, 이 라이너(39)는 편평한 환형 부분 또는 벽(17a)의 내면과 접
촉하도록 배치된다. 한쌍의 가이드 링(37a, 37b)은 얇은 웨브 또는 플레이트(40)에 의해 피스톤(30)에 연결되며, 플
레이트(40)는 리벳(44)에 의해 피스톤(30)에 고정되고, 스페이서(41)는 그 사이에 끼워진다. 플레이트(40)는 리벳
팅에 의해 가이드 링(37a)에 고정되며, 그와 접촉된다.

터어빈 휠(22)이 케이싱(12)내에 수용되는 유체의 유동으로 인해 충동 휠에 의해 구동되고, 커플링 요소(30)가 구동
축과 피동축을 공통 회전관계로 연결시킨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피스톤(30)이 유체 역학적 제어압력하
에서 라이너(39)를 통해 케이싱의 벽(17a)과 접촉하는 경우, 마찰 록킹효과가 발생되어 기어박스의 입력축과 같은 피
동축에 연결되는 터어빈 휠이 케이싱(12)에 의해 직접 구동되게 하며 그와 함께 회전되도록 엔진의 크랭크 축에 연결
된다.

전술된 장치에 있어서, 피스톤(30)과 비틀림 댐퍼 허브(35)사이의 상대적인 각도 변위는 상대적으로 제한된다. 이러
한 변위를 증가시키기 위해, 본 발명에 따른 비틀림 댐퍼에는 연속으로 작동하는 다수의 탄성부재가 설치되며, 이는 하
기에 상세히 설명한다.

이하의 설명에 있어서, 유체동역학적 커플렁 장치는 단순화된 방식으로 취급 될 것이며, 이와 관련하여 제 3 도 및 제 
4 도에는 쉘부재(17)와, 터어빈 휠(22)과 허브(28)가 외형선으로만 도시된다.

    
제 2 도 및 제 3 도를 참조하면, 특히 자동차용 토오크 전달장치의 비틀림 감쇠장치가 도시되어 있다. 토오크는 구동 요
소(12)(제 1 도)와 피동요소(28)사이에서 전달되며, 비틀림 감쇠장치 또는 비틀림 댐퍼는: 토오크 입력 요소(130)와
; 토오크 출력요소(135)와; 제 1 쌍의 가이드 링(237, 238)과; 제 2 쌍의 가이드 링(137, 138)과; 제 1 허브(235)
와; 제 2 허브(135)와; 일련의 제 1 탄성부재(233)와; 일련의 제 2 탄성부재(133, 134)와; 접촉수단(6, 8)을 포함한
다. 비틀림 댐퍼는 구성요소(130, 233, 235, 237, 238)를 포함하는 외측부재(232)와; 구성요소(133, 134, 135, 1
37, 138)를 포함하는 내측부재(132)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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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상세히 설명하면, 토오크 입력 요소(130)는 구동요소(12)에 연결되도록 사용되는 반면, 토오크 출력요소(135)
는 피동요소(28)에 연결되도록 사용된다. 제 1 쌍의 가이드 링(237, 238)은 비틀림 댐퍼의 외측부재에 정렬되며 토오
크 입력 요소(130)에 고정된다. 제 2 쌍의 가이드 링(137, 138)은 비틀림 감쇠장치의 내측 부분에 배치된다. 제 1 허
브(235)는 제 1 쌍의 가이드 링(237, 238)사이에 배열되며 제 2 쌍의 가이드 링(137, 138)에 고정되는 반면, 제 2 
허브(135)는 이들 가이드 링(137, 138)사이에 배열된다. 일반적인 용어에서, 이러한 제 2 허브(135)는 토오크 출력
요소(135)와 함께 회전하도록 배열된다. 일련의 제 1 및 제 2 탄성부재에 있어서, 일련의 제 1 탄성부재(233)는 제 1 
쌍의 가이드 링(237, 238)을 제 1 허브(235)와 연결시키는 반면, 일련의 제 2 탄성부재(133, 134)는 제 2 쌍의 가이
드 링(137, 138)을 제 2 허브(135)에 연결시킨다. 결국, 접촉수단(6, 8)은 제 1 쌍의 가이드 링(237, 238)과 제 1 
허브(135)사이의 상대적인 각도 변위를 제한한다.
    

    
제 1 쌍의 가이드 링(237, 238)은 체결수단(144)에 의해 토오크 입력 요소(130)에 체결되며, 축방향을 따라 연장되
어 일련의 제 1 탄성부재(233)와 일련의 제 2 탄성부재(133, 134)사이의 방사상 위치에 배치된다. 게다가, 접촉수단
(6, 8)은 일련의 제 1 탄성부재(233)와 일련의 제 2 탄성부재(133, 144)사이의 방사상 위치에 배치된다. 따라서, 체
결수단(144) 및 접촉수단(6, 8)은 일련의 탄성부재 중하나의 내측에 방사상으로 배치되고, 또 다른 하나의 외측에 방
사상으로 배치된다.
    

    
작동시에 (제 1 도 내지 제 3 도참조), 터어빈 휠(22)과 피스톤(130)사이에 존재하는 유체역학적 제어압력하에서, 피
스톤(130)은 마찰 라이너(139)를 통해 벽(17a)에 연결되어 그와 함께 회전된다. 토오크는 벽(17a)으로부터 피스톤
(130)에 전달되며, 체결수단(144)을 통해 가이드 링(237, 238)에 전달된다. 토오크는 가이드 링(237, 238)으로부
터 제 1 허브(235) 및 제 2 쌍의 가이드 링(137, 138)에 전달되며, 제 1 탄성부재(233)를 통과한 후, 최종적으로 제 
2 쌍의 가이드 링(137,138)으로부터 제 2 탄성부재(133, 134)를 통해 제 2 허브(135)에 전달된다.
    

    
따라서, 탄성부재(233, 133, 134)가 연속적으로 작동됨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제 2 도 및 제 4 도에 있어서, 이러한 탄
성 부재는 코일 스프링의 형태를 갖는다. 일련의 제 1 스프링(233)은 가이드 링(237, 238)내에 형성되는 윈도우(1)
내에 간극없이 장착되고, 제 1 허브(235)내에 형성되는 윈도우(2)내에는 원주방향 간극을 갖도록 장착된다. 이러한 
실시예에 있어서, 허브(235)는 래디얼 플레이트의 형태를 갖는다. 이 윈도우(1, 2)는 서로 대면하는 관계로 정렬되며, 
제 2 도에 도시된 바와같이, 윈도우(2)는 원도우(1) 보다 원주 방향으로 약간 더 길다.
    

또한, 제 2 도에 가장 잘 도시된 바와같이, 스프링(233)은 원주방향을 따라 매우 긴 형상을 갖는다. 이러한 실시예에 
있어서, 스프링(233)은 4개가 제공되는데, 이들은 피스톤(130)의 외주에 인접한 피치원상에 배열되며, 각각의 스프링
은 피치원의 원호를 규정한다.

    
체결수단(144) 및 그의 위치로 인해 스프링(233)이 커다란 원주상에 위치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본 실
시예에 있어서, 체결수단(144)은 리벳으로 구성되며, 이를 위해 각각의 가이드 링(237, 238)은 그것의 내주면에 한세
트의 방사상 체결러그(7', 7)를 갖는다. 이 체결러그(7', 7)는 조립체의 축을 향하여 방사상 내측으로 지향된다. 각각
의 이들 가이드 링의 외주면은 환형 보강 플랜지를 구비하도록 형성되는데, 이 플랜지는 피스톤(130)의 가로부로부터 
이격되도록 향해진다. 축방향을 따라 배향되는 이들 플랜지는 짧은 길이로 형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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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수단을 구성하기 위해, 가이드 링(238), 즉 피스톤(130)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진 쌍의 가이드 링 중 하나는 그
의 내주면에 방사상 외향의 스프링(233)과 한세트의 축방향 힘 부분(hip portion)(8)을 갖는다. 각각의 축방향 힘 부
분(8)은 대응하는 하나의 체결 러그(7)에 결합된다. 리벳(144)은 가이드 링(237,238)의 체결러그(7', 7)에 접촉하
고 그를 통해 연장되어 가이드 링을 피스톤(130)에 강력하게 체결시킨다. 따라서, 가이드 링(238)은 감소된 축방향 크
기를 가질수 있으며, 러그(7)는 다른 가이드 링(237)의 러그(7)와 접촉하며, 러그(7)는 피스톤(130)과 접촉한다.
    

제 2 쌍의 가이드 링(137, 138)과 같이, 가이드 링(237, 238)은 금속으로서 프레스 가공에 의해 형성되는 것이 바람
직하다. 가이드 링(237, 238)을 환형 피스톤(130)에 체결하는 것은, 러그(7)를 피스톤(130)에 용접하는 것에 의해, 
또는 스크류 체결 또는 볼트에 의한 다른 작업에 의해서 수행될 수 있다.

축방향 힘부분(8)은 공통의 피치원상에서 체결러그(7', 7)와 같이 일정한 간격으로 이격되며, 제 1 허브(235)의 평면
을 통해 가이드 링(238)의 내주면의 방사상 내측으로 통과하는 이격수단을 두개의 가이드 링(237, 238)사이에 규정
한다.

    
이러한 힘 부분(8)은 허브(235)의 내주면에 형성되는 한세트의 방사상 접촉러그(6)와 협동 작용하도록 정렬된다. 조
립체의 축을 향하는 허브(235)의 접촉러그(6)는 리벳(244)에 의해 관통되며, 리벳(244)은 한세트의 또다른 방사상 
러그(5)를 통과한다. 이들 러그(5)는 조립체의 축으로부터 이격되며, 가이드 링(137, 138)의 외부 외주에 형성된다. 
따라서, 접촉러그(6)는 또한 체결러그로서 작동됨으로써 허브(235)는 리벳팅에 의해 러그(5)에 체결된다. 이 러그(5)
와 마찬가지로, 러그(6)는 공통 피치원상에서 일정한 간격으로 이격되며, 휩부분(8) 및 체결러그(7', 7)와 교차한다. 
러그(5)는 서로 접촉되며, 제 2 허브(135)의 방사상 내측으로 연장되며, 가이드 링(137, 138)을 내측으로 프레스 가
공함으로써 형성된다.
    

리벳대신에 스크류 체결, 볼트 또는 러그(6)를 러그(5)에 용접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제 2 도에 도시된 바와같이, 리벳(144)은 원주방향을 따라 리벳(244)과 교대로 조립체의 공통 원주상에 방사상으로 
배치된다. 여러개의 러그(5, 6, 7, 7)가 일련의 제 1 탄성부재(223)와 제 2 탄성부재(133, 134)사이에 방사상으로 
배치될 수 있다. 이러한 실시예에 있어서, 일련의 제 2 스프링은 가이드 링(137, 138)내에 형성되는 윈도우(3)와 그리
고 제 2 허브(135)내의 원도우(3)와 대면하는 관계로 형성된 윈도우(4)내에 간극없이 장착되는 코일 스프링으로 구성
되며, 제 2 허브(135)는 방사상 플레이트의 형태를 갖는다. 본 실시예에 있어서, 이들 윈도우(3,4)는 서로 동일한 원
주 크기를 가지며, 스프링(133, 134)은 4 쌍의 스프링으로 구성되는데, 스프링(134)은 스프링(133)의 내측에 장착된
다.
    

러그(5)는 윈도우(3, 4)의 방사상 외측에 위치되며, 비틀림 감쇠장치의 제 2 부재 또는 내측부재(132)가 제공될 수 
있게 한다. 내측부재(32)는 높은 기계적 강도를 갖는 가이드 링(137, 138) 및 허브(135)를 포함한다. 마찬가지로, 댐
퍼의 제 1 부재 또는 외측부재(232)의 가이드 링(237, 238) 및 허브(235)도 높은 기계적 강도를 갖는다.

본 발명의 커다란 잇점은 가용 공간부가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하여, 제 1 허브(235) 및 제 2 허브(135)
는 방사상의 상하로 장착되는 플레이트요소를 포함하며, 각각의 플레이트 요소는 그의 내부 외주에 대체로 편평한 가로
부와, 그의 외부 외주에 윈도우(2, 4)가 형성되는 경사부를 갖는다. 플레이트 요소(215)의 경사부는 케이싱의 쉘부재
(17)(제 1 도)의 가로부로부터 이격되며, 플레이트 요소(135)의 경사부는 가로부에 인접 위치된다.

또한, 각각의 내측 가이드 링(137, 138)은 플레이트 요소(135)의 경사부와 평행한 경사부를 갖는다. 외측 가이드 링
(238)도 플레이트 요소(235)의 경사부와 평행한 경사부를 갖는다. 가이드 링(237)은 피스톤(130)에 인접 위치되어 
조립체의 축방향 크기를 감소시키도록 대체로 횡방향으로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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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브 또는 플레이트 요소(235, 135)는 서로에 대해 반대되는 경사를 갖는 각각의 경사부를 구비한다. 가이드 링(137, 
138) 및 링(238)도 마찬가지이다.

케이싱의 제 1 쉘부재(17)와 같이, 피스톤(130)은 변형된 중앙부(131)를 갖는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이 중앙
부(131)는 허브(28)상에서 축방향으로 미끄렴 이동되도록 장착되는 피스톤(130)의 주요부분에 대해 축방향의 편위
부를 규정한다.

실제로, 중앙부(131)는 프레싱 가공에 의해 형성되며 리벳(144, 244) 및 스프링(133, 134)이 끼워맞춤될 수 있게 한
다. 이들 모두는 터어빈 휠(22)의 형상을 최대의 가능한 범위로 따를 수 있는 비틀림 감쇠장치를 제공할 수 있게 함으
로써 감쇠장치의 축방향 크기를 감소시킨다.

플레이트 요소(135)는 그의 내주면에 축방향으로 배향되는 슬리브를 갖는다. 이러한 실시예에 있어서, 슬리브는 플레
이트 요소(135)와 일체로 형성된다. 슬리브의 내부에는 스플라인이 형성되어, 플레이트 요소(135)가 허브(28)에 연
결됨으로써 함께 회전될 수 있게 한다. 이를 위해, 허브(28)의 외면에는 부분적으로 스플라인이 형성된다. 플레이트 요
소(135)는 토오크 출력요소를 구성한다. 일반적인 경우, 제 2 허브는 피동요소인 허브(28)와 결합하도록 형성된다.

    
적절한 허브의 양측에 배열되는 각 쌍의 가이드 링은, 그의 내주면에, 방사상 내향의 대응 탄성부재와, 대응 허브 또는 
플레이트 요소를 향해 국부적으로 변형되어 플레이트 요소와 마찰 접촉하는 부분을 갖는다. 이러한 실시예에 있어서, 
이들 변형은 연속적이다. 따라서, 플레이트 요소(235)는 가이드 링 (237, 238)사이에 포착되어 가이드 링(238)의 환
형 압착비드(9)와 접촉한다. 마찬가지로, 플레이트 요소(135)도 가이드 링(137, 138)사이에 포착되어 가이드 링(13
8)의 환형 압착비드(10)와 접촉한다. 각각의 비드(9)는 가이드 링(238)의 힘 부분(8)의 방사상내측부분으로서 또한 
체결러그(7', 7)의 방사상 외측 부분이 된다.
    

슬리브 형태의 플랜지는 가이드 링(138)[즉, 피스톤(130)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진 가이드 링중 하나]의 내주면상에 
형성된다. 이러한 슬리브는 플레이트 요소(135)의 슬리브의 외주면상에 장착되어, 가이드 링(138)을 제 2 허브(135)
상의중심에 위치시킨다.

이상의 설명 및 도면으로부터 알 수 있는 바와같이, 리벳, 볼트 등(144, 244)이 반복 원주방향 어레이로 배열되는 구
조체는 여러 구성부품들간의 간섭을 방지하므로, 감쇠장치의 크기를 감소시킬 수 있다. 마찬가지로, 본 실시예에서 사
다리꼴로 된 러그(6, 7, 7)의 형상은 러그가 서로 양호하게 접촉될 수 있게 한다. 이러한 여러 러그들사이의 원주방향 
거리는 적용되는 장치에 따라 달라진다.

본 발명은 전술한 실시예에 제한되지 않으며, 모든 다른 변형예를 포함한다.

특히, 입력 요소는 케이싱(12)의 하프쉘 부재(17)에 의해 규정되며, 피스톤(130)이 생략될 수도 있다.

    
제 4 도를 참조하면, 이러한 수정예에 있어서 방사상 플레이트 형태의 제 1 허브(335)가 분기되어 있으며, 제 2 쌍의 
가이드 링(337, 338)과 일체로 형성되어 있다. 따라서, 가이드 링은 그들의 외부 외주에서 서로 접촉하며 리벳(344)
(또는, 변형예로 스크류 잠금, 볼트 또는 용접등에 의해)에 의해 함께 고정된다. 이 리벳(344)은 제 3 도의 리벳(244)
과 같이, 공통의 원주방향 피치원상에 리벳(144)과 함께 원주방향의 반복 위치에 교대로 위치되고 정렬된다. 본 실시
예의 경우, 플레이트 요소(335)를 규정하는 제 2 쌍의 가이드 링(337, 338)의 외주면은 연속적이며, 스프링(233)이 
끼워맞춤되는 윈도우(200)가 형성된다. 이러한 두개의 가이드 링(337, 338)은 제 3 도의 제 1 플레이트 요소와 거의 
동일한 두께를 갖는다.
    

일반적으로, 플레이트 요소 또는 허브는 가이드 링 보다 두꺼우며, 대응하는 가이드 링사이에 축방향으로 정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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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이드 링(337, 338)에는 리벳(144)이 통과하는 원주방향으로 기다란 슬롯(400)이 형성되며, 이들 슬롯은 리벳(
144)과 전혀 접촉되지 않는다. 이들 슬롯의 측면 에지는 가이드 링(238)의 힘 부분(8)과 협동 작용하도록 정렬됨으로
써, 전술된 접촉수단을 규정하고 그리고 제 1 허브(337, 338)와 제 1 쌍의 가이드 링(237, 238)간의 변위를 제한한
다.

    
제 2 도 및 제 3 도에 도시된 실시예에 있어서, 스프링(233)은 스프링(133,134)에 대해 자동적으로 작동되며, 접촉수
단(6, 8)이 러그(6)와 힘 부분(8)의 협동작용에 의해 제 1 링과 제 1 플레이트 요소간의 상대 운동을 제한하는 경우, 
스프링은 압축 상태로 유지된다. 이러한 운동이 계속되면, 스프링(133, 134)은 스스로의 힘으로 계속 압착된다. 따라
서, 프랑스공화국 특허출원 제 2,568,638A 호에 개시된 바와 같은 성능곡선을 보다 단순한 방식으로 얻는다. 이러한 
운동은 서로에 대해 상호 결합되는 스프링(133, 134)의 감긴수에 따라 제한된다.
    

    
제 4 도에 도시된 변형예에 있어서, 스프링(133, 134)의 이러한 상호 결합은 제 2 허브(135)에 그의 외부 외주로부터 
방사상으로 돌출하는 한세트의 러그 또는 탭(401)을 제공함으로써 방지된다. 이들 러그(401)는 또다른 슬롯(402)의 
측면 에지와 접촉하도록 정렬되며, 슬롯(402)은 허브(135)뒤의 가이드 링(337)의 외주면의 환형 힘 부분(403)내에 
형성된다. 이러한 힘 부분은 스페이서로서 작용하며, 가이드 링(337)을 가이드 링(338)에 연결시킨다. 보조 접촉수단
이 허브(135)와 가이드링(337, 338)사이의 각도 변위를 제한하도록 형성된다.
    

제 1 도에 도시된 바와 같이, 제 4 도의 피스톤(130)에도 그의 돌출 변형부(131)에 국부적인 프레스 가공부(404)가 
형성되어, 가이드 링(237)의 체결러그(7)의 결합용 안착부를 제공하고, 또 리벳(144)이 수용될 수 있게 한다.

피스톤(130)에 인접 위치되며 그의 외형에 순응하도록 형성되는 제 1 쌍의 가이드 링(237)의 내주면에는 조립체의 축
을 향하는 연장부가 형성된다. 이러한 연장부는 러그로 나뉘어져서 리벳(334)과 접촉하는 것을 방지한다. 변형예에 있
어서, 리벳(334)이 리벳(144)과 다른 직경의 피치원상에 위치되는 경우, 링(237)의 연장부는 연속형일 수도 있다.

또다른 실시예에 있어서, 본 발명에 따른 비틀림 감쇠장치는 윤활유로 충전되는 케이싱내에 끼워맞춤될 수도 있다. 이
러한 장치는 구동축과 피동축사이에서 직접 작용되며, 케이싱은 입력요소로서 제 2 허브는 출력 요소로서 작용한다.

탄성 부재는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적절한 탄성재료로 이루어지는 블록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

제 2 허브는 2개의 부분, 즉 입력 요소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며 허브(28)상에 회전되도록 장착되는 허브와, 두 개의 관
련 가이드링 사이에 축방향을 따라 배치되는 방사상 플레이트를 포함하며, 플레이트와 허브사이에는 헐거운 커플링 수
단(간극이 좁혀진 후 맞물림되는 맞물림 커플링)이 배치된다. 선택적으로, 저 강성의 적절한 탄성수단이 구성요소사이
에 배치될 수도 있다. 플레이트 요소는 출력 요소상에 간극을 두고 회전하도록 장착된다.

러그(7', 7)는 서로 중첩되는 대신, 원주방향을 따라 편위될 수도 있으며, 각각의 가이드링(237, 238)은 개별적으로 
피스톤(130)에 고정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구동요소와, 피동요소와, 상기 구동요소와 상기 피동요소 사이에 삽입되어 동작하는 비틀림 감쇠장치를 포함하는 토오
크 전달장치에 있어서, 상기 비틀림 감쇠장치는 그의 내부외주와 외부외주를 규정하며, 상기 구동요소에 연결되는 토오
크 입력요소와; 상기 피동요소에 연결되는 토오크 출력요소와; 상기 비틀림 감쇠장치의 외부외주에 배치되는 제 1 쌍의 
가이드 링과; 상기 비틀림 감쇠장치의 내부외주에 배치되는 제 2 쌍의 가이드 링과; 제 1 허브와; 제 1 쌍의 가이드 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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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제 1 허브간의 상대적 각변위 운동을 허용하도록 상기 제 1 허브를 상기 제 1 쌍의 가이드 링사이에 장착하는 수단
과; 상기 제 1 허브를 상기 제 2 쌍의 가이드 링에 대해 고정시키는 수단과; 상기 제 1 쌍의 가이드 링을 제 1 허브에 
결합하는 일련의 제 1 탄성부재와; 상기 제 2 쌍의 가이드 링 사이에 배치되머, 상기 토오크 출력요소를 체결하도록 형
성되고 그와 결합되어서 상기 토오크 출력요소를 회전 구동시키는 제 2 허브와; 상기 제 2 쌍의 가이드 링을 상기 제 
2 허브에 결합시키는 일련의 제 2 탄성부재와; 상기 일련의 제 1 탄성부재와 일련의 제 2 탄성부재 사이에 배치되어, 
상기 일련의 제 1 탄성부재의 방사상 내부와 상기 일련의 제 2 탄성부재의 방사상 외부에 위치하며, 상기 제 1 쌍의 가
이드 링을 상기 토오크 입력요소에 고정시키는 고정수단과; 상기 제 1 쌍의 가이드 링 및 상기 제 1 허브와 결합되고 
또 상기 일련의 제 1 탄성부재의 방사상 내부와 상기 일련의 제 2 탄성부재의 방사상 외부로 배치되어, 상기 제 1 쌍의 
가이드 링과 상기 제 1 허브간의 상기 상대적 각변위를 제한하는 접촉수단을 포함하는 토오크 전달장치.
    

청구항 2.

제 18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쌍의 가이드 링은, 제 1 가이드 링 및 제 2 가이드 링으로 상기 제 1 가이드 링은 제 2 
가이드 링보다 상기 토오크 입력요소에 더 가깝게 위치되며 상기 제 2 가이드 링은 그 내부 외주에 방사상 내향의 상기 
일련의 제 1 탄성 부재를 구비하는 상기 제 1 가이드 링 및 제 2 가이드 링과, 상기 제 1 가이드 링 및 제 2 가이드 링 
사이에 이격 수단을 규정하여, 상기 접촉 수단의 일부를 규정하는 다수의 축방향 연장 힘 부분을 포함하는 토오크 전달
장치.

청구항 3.

제 19 항에 있어서, 상기 제 2 가이드 링은 다수의 제 1 고정 러그를 더 포함하며, 각각의 상기 다수의 제 1 고정 러그
는 각각의 상기 힙 부분의 방사상의 내향으로 돌출하는 연장부이며, 상기 제 1 가이드 링은 다수의 제 2 고정 러그를 구
비하고, 각각의 상기 제 1 고정 러그가 대응하는 제 2 고정 러그상에 겹쳐져서 상기 제 1 가이드 링과 상기 제 2 가이드 
링이 상기 토오크 입력 요소에 고정되는 토오크 전달장치.

청구항 4.

제 20 항에 있어서, 상기 고정수단은 상기 제 1 고정러그 및 제 2 고정러그를 상기 토오크 입력 요소에 고정시키는 토
오크 전달장치.

청구항 5.

제 19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허브는 상기 축방향 힙 부분과 협력하도록 그의 내부 외주로부터 방사상의 내부로 연장
하는 다수의 접촉 러그를 구비하여, 상기 접촉 수단이 접촉 러그와 힙 부분을 포함하는 토오크 전달장치.

청구항 6.

제 22 항에 있어서, 상기 제 2 쌍의 가이드 링은 축방향의 외부로 연장하는 다수의 러그를 포함하며, 그리고 상기 제 2 
쌍의 가이드 링의 상기 러그를 상기 제 1 허브의 접촉 러그수단에 고정시키는 수단을 더 포함하는 토오크 전달장치.

청구항 7.

제 19 항에 있어서, 상기 제 2 쌍의 가이드 링은 그의 외부 외주에서 상기 일련의 제 2 탄성부재의 방사상 외측에 함께 
접촉 및 고정되며, 상기 제 2 쌍의 가이드 링은 상기 제 1 허브를 일체로 규정하고, 상기 제 2 쌍의 가이드 링은 서로간
에 정렬되는 원주방향으로 기다란 슬롯을 포함하며, 상기 슬롯은 상기 제 2 가이드 링의 상기 축방향 힘 부분과 협력하
기 위한 측면 에지를 형성함으로써 상기 접촉 수단이 상기 측면 에지 및 힙 부분에 의해 규정되는 토오크 전달장치.

청구항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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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8 항에 있어서, 각각의 상기 제 1 허브 및 제 2 허브는 그의 외부 외주에 서로간에 다른 방향으로 경사를 이루는 경
사부를 가지며, 상기 제 1 허브 및 제 2 허브의 상기 경사부는 그의 외부 외주에서 상기 토오크 입력요소에 대해 각각 
분산되고 집중되는 토오크 전달장치.

청구항 9.

제 25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쌍의 가이드 링은 제 1 가이드 링과 제 2 가이드 링을 포함하며, 상기 제 1 가이드 링은 
제 2 가이드 링보다 토오크 입력요소에 더 가깝게 위치하고, 상기 제 2 가이드 링은 상기 제 1 허브의 경사부와 평행한 
추가 경사부를 가지며, 상기 제 1 가이드 링은 상기 토오크 입력요소에 인접하게 방사상으로 연장하는 토오크 전달장치.

청구항 10.

제 25 항에 있어서, 각각의 상기 제 2 쌍의 가이드 링은 상기 제 2 허브의 경사부와 평행한 경사부를 갖는 토오크 전달
장치.

청구항 11.

제 18 항에 있어서, 상기 고정수단은 상기 제 1 쌍의 가이드 링을 상기 토오크 입력요소에 고정시키는 제 1 리벳을 포
함하며, 상기 비틀림 감쇠장치는 제 1 허브를 제 2 쌍의 가이드 링에 고정시키는 다수의 제 2 리벳을 더 포함하고, 상기 
제 1 리벳 및 상기 제 2 리벳은 상기 마찰 감쇠장치의 공통 피치원을 따라 반복적으로 배치되는 토오크 전달장치.

청구항 12.

제 18 항에 있어서, 상기 고정수단은 상기 제 1 쌍의 가이드 링을 상기 토오크 입력 요소에 고정시키는 제 1 리벳을 포
함하며, 상기 제 2 쌍의 가이드 링은 그의 외부 외주에서 함께 접촉하여 상기 제 1 허브를 함께 규정하고, 상기 비틀림 
감쇠장치는 상기 제 2 쌍의 가이드 링을 함께 고정시키는 추가 리벳을 포함하며, 상기 추가 리벳은 상기 비틀림 감쇠장
치의 공통 피치원상에서 상기 제 1 리벳과 교대로 배치되는 토오크 전달장치.

청구항 13.

    
제 18 항에 있어서, 가로면을 규정하는 케이싱을 구비한 유체동력학적 장치를 더 포함하며, 상기 토오크 입력요소는 피
스톤 부재와, 상기 케이싱의 상기 가로면과 협력하도록 상기 피스톤 부재에 의해 수용되는 마찰 라이너를 포함하며, 토
오크 전달장치의 상기 피동요소는 피동허브와 타협하고, 상기 피스톤 부재는 상기 피동 허브상에서 미끄럼 이동하도록 
장착된 주부와, 상기 주부에 대해 축방향 옵셋을 규정하는 중앙 변형부를 구비하며, 상기 비틀림 감쇠장치의 상기 제 2 
허브는 그의 내부외주에 축방향으로 향하는 슬리브를 구비하고, 상기 제 2 허브를 상기 피동허브와 회전 결합하는 내부 
스플라인을 형성하며, 상기 유체 동력학적 장치는 터빈 훨을 더 포함하고, 상기 중앙변형부는 상기 일련의 제 2 탄성부
재가 상기 피스톤 부재와 상기 터빈 휠 사이에 장착되는 것을 허용하는 토오크 전달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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