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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클러치 장치는 수동변속기 차량에서 클러치 페

달의 동작에 의해서 마스터 실린더를 작동시키고, 

마스터실린더에 의해 릴리스 실린더를  작동시키

며, 릴리스 실린더의 작동에 따라 압력판을 분리/접

속하여 엔진의 동력을 단속하여 변속기로 전달하

는 장치이다. 클러치는 기어변속을 하기 위해서 

운전자가 매번 클러치 페달을 밟아서 작동하여야 

하므로, 시내주행이나 교통정체 시 운전자의 다리

에 많은 피로가 쌓이게 된다는 단점이 있다. 반면, 

클러치가 없는 자동변속기는 수동변속기차량에 

비해 편리하고 변속충격이 적어 승차감이 우수한 

장점이 있으나, 초기 구입비용이 상대적으로 비싸

고, 연료 소비도 20~30퍼센트 정도 더 소모되는 

점이 단점으로 지적되었다. 상용차의 경우 장거리 

운행을 많이 하는 운전자들에게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서 자동변속기 보다는 수동

변속기 장착 차량을 선택하고 있다.

세미오토 클러치 장치는 수동변속기 차량에서 

클러치 페달동작 없이 클러치를 제어해주는 장치

로 상용차 운전자들의 불편함을 줄여주고자 개발

되었다. 그러나 클러치 동작제어를 위해 차량의 

운행 정보를 센서로 설치하여 취득하는 방식으로 

되어있어 설치 시 시간소요가 많이 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는 세미오토 클러치 장치의 설치의 신속

성과 보수의 편의를 위해서 차량의 ECU와 CAN통

신을 통해 차량의 운행정보를 취득하여 클러치를 

제어할 수 있도록 AT90CAN128 MCU  

제어모듈을 개발하였다.

Fig. 1  Semi-auto clutch "Robot clutch" 

2. 세미오토 클러치 제어모듈 

세미오토 클러치의 콘트롤러는 AT90CAN128 

MCU를 이용하여 개발하였으며, 주요 구성은 CAN

통신부, 센싱부, 조작부, 구동부로 이루어져 있다. 차

량의 정보를 ECU로부터 CAN통신으로 수집하고 

이를 기반으로 세미오토 클러치의 구동실린더를 동

작시키는 기능을 가진다.

Fig. 2 Structure of semi-auto clutch controller 

2.1 CAN통신 모듈

CAN통신은 차량의 ECU와의 데이터통신의 표

준으로 사용되어지고 있으며, 상용차에서도 J1939

프로토콜로 표준화되어 차량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세미오토 클러치는 ECU로부터 차량속도, 엑셀 

위치, 브레이크/클러치 페달동작의 정보를 CAN통

신으로 받으며, 이를 위해 AT90CAN128과 연계하

여 CAN통신 회로를 Fig.3과 같이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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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CAN interface Circuit

(a) Engine speed

(b) Accel. pedal position

(c) vehicle speed, brake pedal, clutch pedal
Fig. 4 J1939 CAN protocol for Commercial vehicle

2.2 세미오토 클러치 제어

세미오토 클러치의 작동은 CAN통신을 통해서 

차량의 속도와 rpm, 페달 작동 정보 등을 얻는 것으

로부터 시작한다. CAN통신으로 얻은 데이터와 운

전자가 클러치 스위치를 누름에 따라서 솔레노이

드 밸브를 열고 닫음으로써 클러치의 작동을 제어

한다.

Fig. 5 Algorithm of Semi-auto Clutch

3. 실험 및 결과

세미오토 클러치의 실험은 변속기 시뮬레이터

에 설치하여 클러치 단속시에 발생하는 토크를 

측정하여 동작을 확인하였다. 

Fig. 6 Semi-auto clutch experiment equipment

Fig. 7 Torque data on clutch operating

4. 결론
 

본 논문은 CAN통신을 이용하여 차량의 속도와 

rpm, 페달 작동 상태 등의 정보를 이용하여 운전자

가 클러치를 좀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세미오토 클러치 제어모듈을 개발을 하

였다. 기존 센서기반의 제어에서 CAN통신으로의 

변경을 통해 장착 및 유지보수에서 편의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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