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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차용 동식 클러치의 동 특성에 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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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o improve the performance of clutch actuator of clutch-by-wire system for commercial vehicles,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the driving characteristics of the system. To explain and predict the effects of driving 
characteristics on clutch characteristics, AMESim software is used. The simulation model of clutch-by-wire system is 
developed in the AMESim environments under the geometrical dimensions and driving mechanisms of the 
clutch-by-wire system, such as the rotation speed of the DC motor, the gear ratio of the reducer, the design parameters 
of the release fork, the coefficient of the clutch diaphragm spring, and so on. The results show that the theoretical 
analysis of the clutch-by-wire system for commercial vehicles using the AMESim software find out the driving 
characteristics of the clutch actuator, and predict the performance characteristics of the clutch-by-wire system.

Key words : Driving characteristics(구동 특성), Clutch actuator(클러치 액추에이터), AMESim(아메심), Clutch 
diaphragm spring(클러치 다이어 램 스 링), Release load(릴리스 하 )

1. 서 론1)

자동화 수동 변속기(AMT, automated manual trans-
mission)는 상용차에 용되는 고효율 동력시스템
으로서, 클러치 작동을 기존 수동식이 아닌 기 
는 유압제어방식을 용함으로써 자동으로 최  변

속이 가능한 시스템  핵심모듈을 말하며, 기존 상
용차 수동변속기의 기어변속을 운 자의 의지와 차

량의 상태에 따라서 자동 으로 수행하는 변속 자

동화모듈과 변속  클러치의 연결을 자동으로 수

행하는 클러치 자동화모듈, 운 자의 의지, 차량 상
태  도로 환경 등의 정보를 수집하는 센서류, 수집
된 정보를 분석하여 최  변속을 수행하도록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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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변속기 제어유닛과 제어로직 소 트웨어 등으

로 구성된다.
Lee1)는 자동차 수동 클러치의 다이어 램 스

링에 한 유한요소해석을 통하여 원주응력을 최소

로 하기 한 순차선형계획법을 이용한 최 설계에 

해서 연구하 으며, Nam은 자동차 클러치용 다
이어 램 스 링강의 내구 특성에 해서 템퍼링 

열처리 조건을 12단계로 나 어 수행하고 비교하므

로 써 최 의 템퍼링 조건을 찾고자 하 다.2) Moon
은 승용차용 자동화 수동 변속기의 CBWS(Clutch by 
Wire System)의 개발에 한 연구를 수행하 으며,3) 
Montanari는 유압 클러치의 유압 서보 시스템  제
어 설계를 한 한 모델링을 통한 성능 평가 방

법에 한 근을 시도하 고,4) Lee는 자동차 수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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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속기의 다이어 램 스 링의 민감도 특성을 통하

여 변속기의 특성을 평가하고, 변 -하  특성에 

한 이론식에 한 연구를 수행하 다.5) 그러나 승용
차용 유압식 클러치에 한 연구가 부분이며,6) 상
용차용 동식 클러치에 한 동특성이나 응답특성

에 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상용차용 동식 CBWS의 

작동 과정에서, 보다 높은 신뢰성  응답성을 얻기 
한 기 연구로써 상용 소 트웨어인 AMESim 해
석 모델을 구 하고, 운 조건에 따른 주요 작동부

의 동특성  응답특성을 악하여 설계의 기 자

료로 활용하고자 한 것이며, DC 모터의 회 속도, 
감속기의 기어비, 릴리스 포크의 제원 등을 기본
인 입력값으로 설정하 고, 다이어 램 스 링의 

변 -하  특성의 경우 실험을 통해 얻어진 데이터

를 토 로 설정하 다. 향 후 구 된 해석 모델을 통

하여 다양한 설계변수들에 한 동특성  응답 특

성을 악하고자 한다.

2. 이론 해석

2.1 Clutch by Wire System의 이론  고찰

Fig. 1은 CBWS의 구조를 나타내고 있으며, Fig. 2
는 액추에이터의 개략도를 나타내고 있다. ECU의 
제어 신호에 따라 DC 모터가 구동되고 모터와 연결
된 감속기에 회 력이 달되면 감속비에 의해 회

속도는 감속되는 반면 토크는 증가하게 된다. 감
속기의 감속된 회 력이 릴리스 포크를 회 시키면 

릴리스 포크에 달된 릴리스 하 이 릴리스 베어

Fig. 1 Structure of a clutch by wire system

Fig. 2 Schematic of the driving actuator

링에 달되어 다이어 램 스 링을 압축시켜 최종

으로 클러치를 분리시키게 된다.
Fig. 2에서 DC모터에 의해서 구동되는 액추에이

터의 감속기는 감속비 1:5인 유성기어가 3단으로 연
결되어 있으며, 최종 감속비는 1:125이며, 상 으

로 증가된 토크에 의해서 릴리스 샤 트(Release 
Shaft)를 구동하여 클러치를 작동시키게 된다.

2.2 Clutch Release 메커니즘

Fig. 3에처럼 클러치는 크게 라이휠, 클러치 디
스크, 클러치 커버로 구성되며, 라이휠은 엔진의 
크랭크축과 연결되고, 클러치 디스크는 클러치 커
버와 라이휠 사이에 치하여 엔진의 구동력을 

변속기로 달하고, 클러치 커버는 라이휠과 볼
트로 체결되어 디스크와 라이휠을 결속시키며, 
클러치 커버에 있는 다이어 램 스 링은 압력 으

로 클러치 디스크와 라이휠에 압축력을 작용시켜

Fig. 3 Mechanism of a clutch rel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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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력 달 시에 이들을 결속시키고, 동력 차단 시에
는 압력 을 분리시키는 작용을 한다. 다이어 램 

스 링의 특성이 클러치의 붙고, 떨어지는 특성에 
가장 큰 향을 미친다.
다이어 램 스 링의 비선형 인 릴리스 하  특

성을 묘사하기 해 Fig. 3처럼 강성 막 (Release 
Fork)와 2개의 코일 스 링  1개의 비틀림 코일 스
링을 사용하여 다이어 램 스 링을 모델링하

고, 과   강성 막 는 다이어 램 스 링 모

델이고, 는 클러치 압력  쿠션 스 링 모델이다.

클러치 조립 시 다이어 램 스 링이 압축된 상

태에서 조립이 이루어지므로 스 링 와 는 실

제 클러치 조립 시와 같이 기 하   변형량이 존

재하며, 다이어 램 스 링 모델에서 작용하는 각 

힘에 한 모멘트 평형방정식은 다음과 같다.3)

     

(1)

  : 스 링의 기 압축 변 량

 : 릴리스 스트로크

 : 다이어 램 스 링의 버 비

∆는 스 링의 변 량에 따른 힘에 한 

함수로써 동식으로 직 구동 되기 때문에 핑 

계수를 무시하면 다음과 같다.

 ∆     (2)

 ∆     (3)

 ∆    (4)

는 비례식을 이용하고, 이 0과 최 일 때 각

각의 가속도가 0이기 때문에 릴리스 베어링에 작용
하는 힘 을 이용하면, 의 값을 얻을 수 있다.

2.3 Clutch by Wire System의 모델

Table 1은 본 논문의 연구 상인 CBWS의 해석 
모델에 한 제원을 나타낸 것이다.

Fig. 4는 CBWS에 한 해석 모델을 AMESim을 
이용하여 나타낸 것이다. 감속기의 기어비, 릴리스 
포크의 길이 등의 라미터를 입력하 으며, 실험

Table 1 Specifications of analysis model
Items Values Unit

Maximum load 5,710 N
Release stroke 12 mm
Wear stroke -12 mm

Running time 0.15 s

Maximum motor output
3.8 Nm

1,820 rpm

Rated motor output
2.0 Nm

2,600 rpm
Unload motor rpm 3,500 rpm

Epicycle gear 3 Step
Total reduction gear ratio 1:125

Fig. 4 modeling of clutch by wire system using amesim 
software

을 통해 얻어진 다이어 램 스 링의 변 -하  데

이터를 ASCII 일로 입력받아 릴리스 포크에 따른 
다이어 램 스 링의 시간에 따른 스 링 상수의 

변화를 나타내도록 하 다. 이는 작동 시간에 따라
서 스 링 하 이 변하기 때문에 시간에 따른 스

링 상수의 변동 특성을 악하기 해서이다. 한 
변수로써 모터의 회 수를 최 출력, 정격출력, 무
부하 등으로 나 어 이에 따른 응답성의 변화를 확

인하 으며, 모터의 회 수는 각 조건에 해당하는 

일정한 값을 입력 조건으로 사용하 다.

3. 해석 결과  고찰

3.1 Driving Motor의 구동 특성

Fig. 5와 Fig. 6은 모터의 회 을 통해 얻어지는 모

터의 구동 특성을 나타내고 있으며, 본 논문의 입력 
변수로서 회 수를 각 조건에 따라 변화시켜 최종

으로 감속기에 달되는 토크의 변화를 확인하 다.
Fig. 5는 구동모터를 최 출력(1,820 rpm), 정격출

력(2,600 rpm), 무부하(3,500 rpm)에서 주어진 회
수로 일정하게 구동하여 클러치를 해제하고자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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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Rotation acceleration of the motor

때, 이에 따른 모터의 회  각가속도를 나타내고 있

으며, 가로축의 시간은 클러치의 작동시간을 의미
한다. 모터의 회 수가 증가할수록 모터의 회  각

가속도는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회  각가속도는 일정한 패턴으로 

계속 으로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최고 을 지나 

다시 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모터의 
성, 감쇠비  효율 등 다양한 인자에 의한 향 때
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Fig. 6은 모터의 구동 토크를 나타내고 있으며, 
모터의 구동 토크 역시 최고 을 지나 다시 하강하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모터의 회  각속도가 

최고 을 지나 하강하는 특성 때문에 비슷한 경향

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연 된 해

석을 하기 해서는 모터의 구동 토크를 이용하여 

차후에 이어지는 해석을 행해야 할 것으로 여겨진

다. 한, 모터의 구동축에 걸리는 최  하 은 회

수에 상 없이 일정하며, 회 수가 높을수록 최

 토크의 크기는 일정하지만 도달 시간이 짧아짐

을 알 수 있다. 이는 모터의 응답성에 한 요한 
인자이고, 모터의 출력에 따라 응답성이 결정됨을 
확인할 수 있다.

3.2 유성기어의 구동 특성

본 연구의 동식 액추에이터는 3단의 유성기어 
세트로 구성되어 있고, Fig. 7은 감속장치인 체 유
성기어 세트의 토크 특성으로 유성기어가 Fig. 6의 
동식 액추에이터 모터의 구동 토크에 의해서 구

동되었을 때 이에 따른 출력 토크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에서 하단은 유성기어에 주어지는 Fig. 6의

Fig. 6 Driving torque of the motor

Fig. 7 Variation of torque from first to final gear

모터 구동 토크이며, 상단의 큰 값은 입력 토크가 주
어졌을 때 감속에 의해서 발생하는 증가된 최종 출

력 토크를 나타내고 있다. 
유성기어의 토크 특성은 모터의 토크 특성과 유

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최  토크는 

일정한 값을 가지고 있지만, 모터의 회 수가 증가

할수록 더 빨리 최  토크에 도달했다가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동일 구동모터에서 회 수가 

증가할수록 무부하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무부하에 

가까울수록 응답속도가 더 빨라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3.3 릴리스 포크의 구동 특성

Fig. 8에서 Fig. 10은 동식 액추에이터에서 릴리
스 포크의 구동 특성을 나타내고 있으며, 무부하, 정
격, 최  토크 일 때의 회 수를 입력 값으로 하 을 

경우 발생하는 모터의 회 속도와 구동 토크의 변

동에 따라서 유성기어 세트의 속도와 구동토크가 

달라지고 이와 연동되는 릴리스 샤 트의 구동 특

성도 같이 변하게 되는데, 릴리스 샤 트에 의해서 

릴리스 포크의 구동 특성도 같이 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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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Velocity of the release fork

Fig. 9 Displacement of the release fork

Fig. 10 Torque of the release fork

모터에 의해서 구동되는 릴리스 포크의 속도는 

Fig. 8과 같이 나타나며, 모터의 회 수가 증가할수

록 릴리스 포크의 속도도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Fig. 9는 주어진 회 수에 따른 릴리스 포크의 움

직이는 변 를 나타내고 있으며, 모터의 회 수가 

증가할수록 릴리스 포크의 변 도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릴리스 포크의 최 변 는 24 mm이다. 
한, 모터의 회 수가 일정하다고 가정하 기 때

문에 부하에 따른 속도변화가 없어 변 가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나타난다. Fig. 10은 모터와 유성기어 
세트를 거쳐서 릴리스 포크에 달되는 작용력에 

의한 구동 토크를 나타내고 있으며, 릴리스 포크의 
구동 토크 특성이 모터의 구동 토크 특성과 유사한 

경향을 보이는 것은 모터의 구동 토크가 여타 다른 

연속된 요소의 구동력이 되기 때문에 입력 자체의 

변화에 따른 경향이라고 볼 수 있다.

3.4 다이어 램의 구동 특성

Fig. 11에서 Fig. 14는 다이어 램의 구동 특성을 

나타내고 있으며, Fig. 11은 다이어 램의 변 에 따

른 하  곡선을 실험을 통해서 얻어낸 값을 나타내

고 있다.
그림에서 변 에 따른 하 이 선형 인 변화를 

보이지 않고 비선형  특성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클러치 스 링이 2개의 선형 스 링과 1
개의 비틀림 스 링을 사용하여 스 링 상수가 비

선형 으로 변하기 때문이다.
Fig. 12는 다이어 램의 변 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는 다이어 램이 릴리스 포크와 된 상태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릴리스 포크의 변 와 동일한 형

태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Fig. 11 Variation of the force to the displacement of the 
diaphragm obtained by experiment

Fig. 12 Displacement of the diaphrag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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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3 Spring coefficient of the diaphragm

Fig. 14 Force acting on the clutch diaphragm

따라서 Fig. 11과 Fig. 12를 이용하면 릴리스 스
링의 스 링 상수를 구할 수 있으며, 다이어 램의 

변 에 따른 하 의 변화를 통해서 작동 시간에 따

른 릴리스 스 링의 스 링 상수를 Fig. 13과 같이 
구할 수 있다.

Fig. 13에서, 스 링 상수는 작동 시간에 해서 

비선형 인 특성을 보이고 있으며, 스 링 상수가 

최 가 되는 치는 최  토크의 발생 치보다 더 

앞서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모터에서 유성기어  릴리스 포크까지 모든 요

소들의 구동 특성은 시간의 함수로 표 되어 있으

며, 이는 시간의 함수로 해석하는 것이 유리하고 분
석하기 편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이어 램의 작

용력 한 Fig. 14와 같이 시간의 함수로 표 할 수 

있다. 이 한 특성 변화가 모터 구동 토크의 특성 
변화와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결 론

자동화 수동 변속기의 클러치 액추에이터는 변속 

시 클러치 디스크를 라이휠로부터 분리시켜 엔진

과 변속기 간의 동력 달을 단 시키는 기능을 하

는 부품으로서 클러치 다이어 램 스 링의 클램  

하  이상의 추력을 발생시키기 해 큰 용량의 액

추에이터가 요구된다. 따라서 최 의 설계를 해

서는 CBW System의 동력학  해석이 필요하며, 본 
연구에서는 동기의 구동특성과 이에 따른 각 구

성 요소들의 구동특성을 악하기 한 모델링을 

함으로 써 동식 클러치 액추에이터의 개발에 있

어서 기본 인 설계 방향을 제시하 으며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1) 구동 모터의 회 수가 증가할수록 모터의 회  

각가속도는 증가하며, 약 0.09 에서 최고 각가

속도를 갖는다.
2) 모터의 회 수가 증가하면 모터의 구동 토크는 

최 값을 가지는 치가 존재하며, 최  구동 토

크는 회 수에 상 없이 일정한 값을 가지지만, 
회 수가 증가할수록 최  토크에 도달하는 시

간은 짧아진다.
3) 유성기어와 릴리스 포크의 토크 특성은 구동 모터의 
토크 특성과 유사한 경향을 보이며, 모터의 회
수가 증가할수록 더 빨리 최  토크에 도달한다.

4) 다이어 램 스 링은 최  스 링 포스는 같은 

값을 가지지만, 회 수가 증가할수록 최  릴리

스 포스에 도달하는 시간은 짧아져서 응답시간

이 빨라진다.
따라서 최  토크에 도달하는 시간이 짧아질수록 

변속기의 응답성이 빨라진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
를 해서는 구동모터의 회 수가 높아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 구동모터에서 최종 인 다이

어 램 스 링까지 달되는 구동 특성은 일정한 

패턴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구동- 달-부하라는 
체 인 시스템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며, 각각의 특
성 곡선들이 비선형성을 보이고 있으므로 정확한 

해석에 의한 자료를 통하여 설계가 이루어져야 한

다. 향 후의 연구에서는 본 연구의 모델링을 바탕으
로 최 의 신뢰성과 응답성에 향을 끼치는 주요 

설계인자를 악하고 이를 최 화 하는 방안을 모

색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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