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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최근 차량 편의성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면서 습식다판클러치가 장착된 자동변속기가
자동차 업계는 물론이고 농기계, 중장비 등 산업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자동변속기의 핵심 부품인 습식다판클러치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관련 연구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자동변속기의 동력전달효율을 좌우하는
드래그 토크와 클러치의 수명을 좌우하는 열전달 특성에 대한 연구는 습식다판클러치
가 개발된 초기부터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치해석을 이용한 유동 해
석 모델이 주를 이루고 있고 실제 설계에 활용할 수 있는 예측 모델 개발이 미흡한 형
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드래그 토크와 클러치 열전달 특성을 단순화된 해석해와 1차
원 모델로 구성하여 다양한 설계 인자를 고려하면서도 빠른 해석이 가능한 모델을 개
발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습식다판클러치 시스템을 분석하여 클러치 작동 특
성을 모사할 수 있는 동적 모델을 개발하여 드래그 토크 모델과 열전달 모델에서 필요
한 제어 압력, 공급 유량 등의 다양한 클러치 설계인자를 계산할 수 있도록 하였다. 드
래그 토크 모델은 Iqbal의 모델을 기반으로 드래그 토크의 손실에너지에 따른 마찰면의
온도 상승을 고려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열전달 모델은 집중계 해석 기법으로 개발
되었으며, 다양한 시험을 수행하여 대류열전달계수를 계측하고 설계변수에 대한 경험적
인 예측식을 제시하였다. 해석모델은 SAE#2를 기반으로 개발된 클러치 시험장치를 이
용하여 검증하였고 정량적 평가를 위해 상관계수, RMSE 등을 이용하여 해석결과와 시
험결과를 비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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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래그 토크 모델은 클러치 입출력 속도차와 공급 유체의 유량, 온도 및 마찰면의 크
기, 간극을 고려할 수 있었다. 공급 유체에 의해 마찰면 사이에서 발생하는 압력은 마
찰면 사이에서 유막이 파손되기 시작하는 r*에서 압력이 0이 된다는 경계조건을 이용
하여 유도하였다. 드래그 토크는 연속 유막 영역, 유체 줄기 영역, 분무 영역에 대해
뉴턴의 점성법칙을 이용하여 각각 계산한 후 총합으로 표현하였다. 또한 홈의 형상에
따라 감소하는 드래그 토크를 예측할 수 있도록 유효 간극 및 유효 유량을 적용하였다.
클러치 열전달 모델은 클러치 시스템을 집중계로 가정하여 단순한 에너지 균형식으
로 표현하였다. 마찰면에서 나타나는 냉각효과를 고려하기 위해 대류열전달계수를 이용
하였으며, 대류 효과를 계산하기 위한 온도는 마찰면의 온도와 윤활유 공급온도로 하여
유체 출구 온도가 없어도 대류 열전달을 계산할 수 있도록 하였다. 대류열전달계수는
넛셀 수를 이용하여 미지수를 포함한 함수로 제시되었으며, 함수의 미지수는 최적화 알
고리즘인 NSGA-II를 이용하여 시험결과로부터 도출되었다. 또한 대류열전달계수로부터
유체 출구 온도를 예측할 수 있는 식을 유도하고 이를 이용하여 유체 특성 온도를 계
산하였다. 계산된 유체 특성 온도는 온도에 따른 유체의 비열, 밀도, 점도 등의 특성을
구하기 위해 사용되었으며, 이를 통해 해석 시 드래그 토크 및 클러치 마찰에 따라 변
화하는 유체 특성을 고려하였다.
드래그 토크 모델과 열전달 모델은 상관계수, RMSE, % 오차와 같은 통계적 수치를
이용하여 정량적으로 평가되었다. 드래그 토크 모델의 전체 시험에 대한 평균 상관계수
와 RMSE, RMSE %는 각각 0.887, 0.556, 40.5% 로 나타났다. 해석 모델의 상관계수는
0.8 이상으로 충분히 높은 수준이었으나, RMSE %는 40.5% 로 매우 높았다. RMSE %
가 높게 나타난 이유는 계측 노이즈와 고온에서의 드래그 토크가 매우 작아짐에 따라
약간의 차이에도 오차율이 급격하게 상승하기 때문으로 판단되었다. 높은 RMSE %에
도 불구하고 시뮬레이션 결과의 전반적인 형상과 수준은 실제 계측된 결과와 매우 비
슷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드래그 토크 모델은 복잡한 홈의 형상에 따라 나타나는 특성
은 반영하지 못하였다.
열전달 모델의 검증을 위해 총 96개의 시험 결과와 해석 결과를 비교하고 % 오차,
RMSE 및 상관계수를 이용하여 정량적으로 평가하였다. 전체 평균 % 오차는 3.3 %, 최
대 평균 % 오차는 13.0 %로 매우 낮은 수준이었고, RMSE의 전체 평균은 4 ℃, 최대
RMSE는 13.9 ℃로 나타났다. 상관계수의 경우 전체 평균은 0.9936으로 매우 높게 나타
났고 최저값의 경우에도 0.9345로 0.9 이상으로 해석 모델이 실제 결과와 강한 상관관
계를 보이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개발된 드래그 토크 모델과 열전달 모델은 실제 계측된 결과를 비교적 높은 유효성
으로 예측하였다. 드래그 토크 모델은 오차 수준에 있어서 높은 정확성을 보여주진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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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으나 전반적인 경향성 측면에서 충분히 유효하다고 판단하였다. 열전달 모델은 전반
적으로 높은 정확성을 보였으며 회전 속도나 유량의 변화에 따른 특성도 정밀하게 예
측하였다. 따라서 개발된 모델을 이용하면 클러치의 적절한 설계를 위해 유용하게 활용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주요어 : 습식다판클러치, 드래그 토크, 열전달 모델
학 번 : 2013-3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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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1.1

연구 필요성

국내 농업용 트랙터의 변속기는 수동변속기가 주로 채택되었으나 최근 변속 편의성
에 대한 작업자의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자동변속기가 장착된 트랙터가 확산되고 있다.
특히 2008년 이후 70∼100 마력급 중대형 트랙터에 파워셔틀 변속기(Power shuttle
transmission)가 국산화되어 양산됨으로써 그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70 마
력 이하의 중형 트랙터에도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100 마력 이상의 대형트랙터
에는 파워시프트 변속기(Power shift transmission)가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있다.
습식다판클러치는 자동변속기 내부에서 변속을 수행하는 핵심 요소로 차량의 변속
자동화를 위해 변속기 내부에 장착된다. 클러치 내부는 동력을 전달하기 위한 마찰판
(Friction plate), 마찰판과 맞닿는 분리판(separator plate), 클러치 작동을 위한 유압피스톤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외부는 원통형의 하우징으로 둘러싸여 있다. 클러치는 작업자
가 변속을 위해 레버를 조작하여 작동 명령을 내리면 유압 밸브에 의해 압력이 피스톤
에 작용하여 피스톤이 내부 판을 압착시키고 이에 따른 마찰력에 의해 토크를 전달하
게 된다. 차량이 주행하고 있을 때 클러치 마찰판과 분리판 사이에는 속도 차이가 존재
하기 때문에 부드러운 변속을 위해서는 마찰판과 분리판 간의 미끄럼 마찰(slip)을 통해
상대속도를 서서히 줄여야 한다. 이러한 변속과정은 변속 충격을 최소화하여 작업자에
게 안락한 승차감을 제공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변속 시 차량의 운동에너지 변화는 마찰판과 분리판의 미끄럼 마찰에 의해 열로 전
환된다. 이렇게 발생한 열은 마찰면의 온도를 상승시켜 마찰재를 마모시키고 마찰특성
의 불안정성을 유발한다. 따라서 클러치의 내구성 및 성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마찰면
냉각 시스템이 구성되어야 한다. 습식 클러치는 주로 마찰면에 윤활유를 분사시키는 방
식으로 냉각되며 공급된 윤활유는 클러치의 온도를 낮출 뿐만 아니라 마찰재의 마모
및 탄화를 방지하여 안정적인 성능을 확보하는데 도움을 준다. 그러나 공급된 윤활유는
클러치가 해제되어 있을 때 마찰면 사이에서 유막을 형성하여 마찰판과 분리판이 상대
운동을 할 때 유체 전단에 의한 저항을 발생시킨다. 이러한 저항은 드래그 토크(drag
torque)라고 불리며, 클러치가 장착된 자동변속기의 동력전달효율을 저하시키는 주요 원
인 중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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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속 시 큰 차량의 운동에너지 변화에 의해 발생하는 열에너지가 클러치에서 흡수할
수 있는 한계 열용량보다 크면 윤활유에 의한 강제 냉각에도 불구하고 마찰면의 온도
가 극단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 이러한 온도상승은 앞서 언급한대로 윤활유의 성능저
하, 마찰재의 탄화에 의한 소착, 마찰판 및 분리판의 소성 열변형 등을 야기하여 클러
치 수명을 저하시키는 주요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클러치 마찰특성을 변화시키기 때
문에 변속품질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된다. 따라서 안정적인 클러치 품질을 확보하기 위
해서는 적절한 열용량을 확보해야 한다.
습식다판클러치가 장착된 농업용 트랙터의 변속기는 견인작업과 같은 고부하 상태에
서도 안정적인 변속을 수행해야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주행용 차량의 변속기보다 가
혹한 조건에서 작동된다. 국내 트랙터 제조업체의 경우 대부분 변속기를 자체 개발하고
있으나 대부분 수동변속기에 주력해왔고 파워셔틀 및 파워시프트 변속기를 개발하기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변속기 개발에 많은 난관에 봉착하고 있다. 특히 습
식다판클러치는 파워셔틀 변속기에 있어 가장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부품으로 많은 검
증에도 불구하고 고질적인 품질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내 트
랙터 업체에서는 지속적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설계기술의 부족으로 인해
정확한 원인을 찾지 못하고 단순히 클러치 사양을 증대하여 해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
다. 그러나 클러치 크기가 커지면 가격 경쟁력이 저하될 뿐만 아니라 유체 전단에 의한
드래그 토크가 증가할 수 있어 차량의 효율 측면에서도 악영향을 끼친다. 따라서 경쟁
력 있는 변속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클러치 설계 기술을 확보하여 품질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시장 경쟁력을 극대화하는 최적 설계가 필요하다.
습식다판클러치의 최적설계를 위해서는 주요 설계 인자인 드래그 토크와 클러치 열
용량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 드래그 토크는 유체의 점성에 의해 발생하기 때문에 이
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유체의 거동 특성을 해석해야 한다. 유체의 거동을 나타내는 대
표적인 방정식으로는 질량 보존을 나타내는 연속방정식과 운동량 보존 법칙을 나타내
는 나비어-스톡스 방정식(Navier-Stokes equation)이 있으며 드래그 토크도 이 두 방정식
에 의해 지배받는다. 대부분의 연구에서 드래그 토크를 예측하기 위해 위 두 방정식은
필연적으로 사용되었다.
드래그 토크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로는 클러치 마찰면의 수, 마찰면의 크기, 마찰판
의 홈, 윤활유량, 윤활유온, 마찰면 사이의 간격 등이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예측 모델
은 드래그 토크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마찰면의 홈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지 않았다. 또한
유체 전단에 의해 손실되는 에너지로 상승하는 유체의 온도를 고려하지 않아 드래그
토크로 인한 온도 상승이 클 경우 실제 나타나는 드래그 토크와 큰 차이를 보일 수 있
다. 드래그 토크를 해석하기 위해 CFD (Computational Fluid Dynamics) 해석 프로그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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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하여 수행된 연구에서는 마찰면의 온도, 홈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기도 하였으나 대
부분 고정된 하나의 조건에 대한 영향 분석에 그쳤으며 이를 설계에 활용하기는 어려
웠다.
클러치 열용량은 전통적으로 클러치 분리판이 흡수하는 에너지로 나타냈다. 그러나
최근 연구에서는 대부분 흡수에너지보다 마찰면의 온도를 이용하여 성능 및 수명을 예
측하였으며 이를 통해 보다 직관적이고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하였다. 따라서 마찰면의
온도는 클러치 열용량을 나타내는 척도로 활용될 수 있다. 클러치 작동 시 상승하는 마
찰면의 온도는 마찰 열, 마찰면에서의 열전도율, 윤활유에 의한 냉각 및 점성소실, 클
러치 외기 온도에 의한 대류 등에 의해 결정되며 열 유속(Heat flux)에 따라서도 달라지
기 때문에 마찰면의 온도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클러치 시스템의 동적 특성도 고려해야
한다.
마찰면의 온도를 결정하는 요소는 클러치에서 흡수해야하는 총 에너지 량을 제외하
면 분리판의 열용량과 윤활유에 의한 냉각 및 윤활효과가 가장 결정적인 인자이다. 분
리판의 열용량은 질량과 비열에 의해 결정되며 이는 클러치 마찰면의 온도변화에 대해
거의 고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상수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윤활유의 냉각효과는 마찰면
간의 상대속도, 윤활유량, 마찰면의 간극 등에 따라 변하기 때문에 온도를 예측하기 위
해서는 상황에 따른 냉각효과를 예측해야 한다. 또한 클러치가 결합되면 윤활유는 대부
분 마찰판의 홈(groove)에 의해 마찰면을 통과하게 되므로 마찰재 홈의 형상도 윤활유
의 냉각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마찰면의 온도 예측을 위해서는
분리판의 열용량, 마찰면 크기, 마찰면의 수와 같은 고정된 설계인자뿐만 아니라 회전
속도의 변화, 마찰판과 분리판의 간극 변화, 클러치 작동 압력 등과 같은 동적 거동에
따른 다양한 물리적 현상들을 해석 모델이 필요하다.
클러치 마찰면의 온도를 예측하기 위한 연구는 자동변속기가 적용되기 시작한 시점
인 198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수행되어 왔다. 대부분의 연구에서 습식다판클러치의 열
전달 모델은 유한요소법(Finite element method, FEM), 유한증분법(Finite volume method,
FVM) 등의 수치해석기법을 이용한 2차원 혹은 3차원 모델로 개발되었고 해석결과는
시험결과와 매우 높은 유효성을 보였다. 그러나 이러한 모델들은 동적 거동, 열, 유동
의 다양한 역학적 관계로 구성되는 클러치 시스템을 하나의 물리적 현상만 고려하여
해석하거나 다양한 물리적 현상을 정적인 상태로 가정하여 단순히 하나의 상수로 고려
한 경우가 대부분 이었다. 또한 수치해석기법을 이용하여 구성된 2, 3차원 해석 모델은
일반적으로 결과를 얻기 위해 많은 해석시간이 요구되며 다양한 외부조건 및 클러치
동적 거동을 고려하여 해석할 경우 해석시간이 더욱 증가한다. 게다가 구축된 모델을
개선하여 새로운 외부조건을 추가하는 것은 그 자체로도 큰 도전과제이다. 따라서 이러
한 해석 모델은 해석결과의 정확도 향상을 위해 고정된 상수의 조정 과정이 많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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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뿐만 아니라 초기 설계 시 다양한 설계 방향을 검토하거나 품질 문제 해결을 위해
단기간에 다양한 개선사양을 검토할 때 빠르게 결과를 도출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초기 설계를 위한 해석모델은 설계자가 다양하고 많은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빠르
게 해석되어야 한다. 해석에 소요되는 시간은 해석 차원이 증가할수록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설계를 위한 해석모델로는 적절한 가정으로 복잡한 수식을 단순 계산
으로 풀 수 있도록 만든 해석해를 이용하거나 공간적으로 균일한 조건으로 해석하는
집중계 해석(lumped system analysis) 기법, 해석 공간을 1차원으로 해석하는 1차원 해석
기법으로 클러치에서 나타나는 물리적 현상을 해석하는 것이 적합하다. 이러한 해석 모
델은 설계 검토를 빠르게 수행할 수 있어 유전 알고리즘과 같은 탐색기반 최적 설계기
법을 적용하기에도 적합하다.
집중계 해석 모델은 열전달 현상을 단순하고 빠르게 해석할 수 있으나 대류열전달계
수가 필요하다. 대류열전달계수는 특정한 물리적 성질이 아니며 실험을 통해 결정되는
값이다. 따라서 실험 없이 대류열전달계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실험을 통해 유도된 예측
식이 필요하다. 그러나 집중계 해석 기법으로 수행된 클러치 열전달 해석에 관한 대부
분의 연구에서는 대류열전달계수를 상수로 가정하거나 실험을 통해 얻어진 값을 그대
로 사용하여 마찰면의 온도를 예측하였다. 일부 수행된 연구에서 대류열전달계수의 형
태를 제시하기도 하였으나, 예측식에 사용되는 계수를 제시하지 않아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다차원 시스템 해석 기법(Multi-domain system analysis)은 유압, 전기, 기계 등 다양한
역학적 관계로 구성된 시스템을 통합 해석하는 기법으로 일부 현상이 아닌 전체 시스
템을 해석하는 기법이다. 다차원 시스템 해석은 공간에 대한 수치해석모델과 같이 대상
의 직접적인 형상을 고려하여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각종 물리 현상을 표현하는 수학
적 모델을 이용하여 동적 거동을 해석하기 때문에 해석시간이 매우 빠르고 다양한 조
건들을 쉽게 적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타 해석 기법과 연동하여 동시에 해석
을 진행하는 Co-simulation 기법을 쉽게 적용할 수 있다. 따라서 다차원 시스템 해석 기
법을 이용하면 습식다판클러치에서 실제 변속 시 나타나는 다양한 조건을 쉽게 고려하
면서 드래그 토크와 마찰면 온도를 동시에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습식다판클러치의 드래그 토크 모델과 열전달 모델을 개발하고자 한
다. 해석 모델은 클러치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해 다차원 시스템 해석 기법을 활용하여
클러치의 작동 조건 및 다양한 설계변수를 고려하면서 빠르게 해석할 수 있도록 구성
할 것이다. 또한 클러치 해석 모델의 검증을 위해 다양한 시험을 수행하고 시험 결과와
정량적으로 비교하고 평가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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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 목적

본 연구에서는 습식다판클러치의 다양한 설계조건을 고려하여 드래그 토크와 마찰면
온도를 예측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할 것이다. 또한 개발된 모델이 실제 나타나는 현상
을 제대로 예측할 수 있는지 다양한 요인 시험을 수행하고 정량적으로 비교, 평가할 것
이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목표는 다음과 같다.

(1) 습식다판클러치의 드래그 토크 모델과 열전달 모델을 개발한다. 해석 모델은 다양
한 물리적 현상을 통합 해석하기 위해 다차원 시스템 해석 기법을 바탕으로 구성한다.
또한 실제 차량의 작동조건과 다양한 설계변수들의 영향을 고려할 수 있어야 하며, 빠
른 계산을 위해 최대한 단순화되어야 한다.

(2) 클러치의 홈 방식, 공급 유체의 온도 및 유량 등 다양한 설계 인자에 따라 드래그
토크를 측정하고 분석한다. 또한 측정된 시험 결과를 조건에 따라 분석하여 드래그 토
크가 어떠한 특성을 갖는지 구명한다.

(3) 클러치 마찰 시험을 수행하여 시험 조건에 따른 마찰 특성과 열전달 특성을 측정
및 분석한다. 마찰 특성 결과는 클러치 크기, 온도, 공급 유량 등에 따라 분석하여 클
러치 열전달 모델에 입력 조건으로 이용한다. 열전달 특성은 대류열전달계수로 나타내
고 이로부터 대류열전달계수의 예측식을 유도한다. 예측식은 윤활유량, 회전속도, 온도,
홈의 형태 등 다양한 설계 조건을 반영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험조건에서 유도되어야
하며, 열전달 특성 결과와 대류열전달계수 예측식의 결과를 비교하여 유효성을 검증하
여야 한다.

(4) 드래그 토크 모델과 열전달 모델의 검증을 위해 시험 결과와 비교하고 정량적으로
평가한다. 정량적 평가는 상관계수, RMSE, % 오차와 같은 통계적 수치를 이용하고 해
석 모델이 충분한 유효성을 갖는지 분석하고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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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문헌 조사

습식다판클러치는 마찰, 윤활, 열전도, 대류 등 다양한 물리적 현상에 의해 그 성능이
결정된다. 많은 연구에서는 이러한 물리적 현상을 해석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하고 검
증하는데 주력해왔다. 특히 드래그 토크는 자동변속기 효율 향상을 위해 많은 연구가
수행되었고, 마찰면의 온도는 마찰재의 열화 및 마모, 윤활유의 기화, 분리판의 변형
등 다양한 클러치의 파손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고자 지속적인 연
구의 대상이 되었다. 본 연구에서 드래그 토크 모델과 열전달 모델 개발을 위해 분석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1.3.1

드래그 토크

Kato (1993)는 3차원 나비어 스톡스 방정식과 연속방정식을 몇 가지 가정과 경계조건
을 통해 단순화시키고 이를 통해 마찰면에서 형성되는 압력을 계산함으로써 홈이 없는
마찰면의 드래그 토크를 예측할 수 있는 모델을 제시하였다. 그는 공급된 유체가 유막
을 형성할 수 있는 영역이 회전속도, 마찰판 사이의 간격 등에 의해 결정된다고 하였으
며 이러한 유막은 가상의 반경인 등가 유막 반경(equivalent fluid film radius)으로 정의
할 수 있다고 하였다. 제시된 모델은 마찰면의 내경부터 등가 유막 반경까지의 유체 전
단응력을 적분함으로써 드래그 토크를 계산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으며, 계산된 드래그
토크는 최대 드래그 토크 영역이 나타나는 속도와 크기가 실제 시험결과와 높은 정확
도를 보였다.
Kitabayashi (2003)는 시험을 통해 드래그 토크에 영향을 미치는 설계 인자에 대해 분
석하였다. 분석 결과 드래그 토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인자는 마찰면의 표면적과
홈의 깊이였다. 높은 회전속도에서는 홈의 개수 또한 드래그 토크에 높은 영향력을 보
였다. 낮은 회전속도에서는 마찰면에 형성된 유막이 파괴되지 않아 공기가 유체에 섞이
지 않음으로써 뉴턴의 점성 법칙에 의해 선형적으로 드래그 토크를 계산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 선형 영역의 드래그 토크를 예측할 수 있는 식을 제시하였다.
Yuan (2007)은 Kato가 제시한 드래그 토크 예측모델의 단점인 최대 드래그 토크가
나타나는 회전속도 이후 급격하게 감소하는 드래그 토크 형상을 보완하고자 표면 장력
모델을 제시하였다. 유막이 파손되는 가상의 반경인 등가 유막 반경에서 유막이 파손되
기 위해서는 표면장력을 극복하기 위한 추가적인 압력이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이를
Kato의 드래그 토크 모델에 반영하여 드래그 토크를 예측하였다. 예측 모델은 Kato의
모델이 최대 드래그 토크 이후 급격하게 감소하는 형상을 보완하였고 이전 모델보다
향상된 정확도를 보였다. 그러나 표면장력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표면 접촉각을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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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히 0으로 가정하였다.
Yuan (2010)은 3차원 나비어 스톡스 방정식과 층류 흐름을 기반으로 압력분포와 유
체 속도를 예측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하여 마찰판 한 장에 대한 드래그 토크를 계산
하였다. 해석 결과는 마찰재 홈이 없는(non-grooved) 습식클러치의 시험결과와 비교되었
다. 또한 고속 카메라로 마찰면을 촬영하여 회전하는 속도가 증가할수록 마찰면의 외경
에 가까운 부분부터 유막이 파손되어 비산되는 것을 실제로도 확인하였다. 예측모델은
시험결과와 비슷한 경향을 보였으나 정확도가 높지 않았고, 이는 표면에서 나타나는 공
기와 유체, 마찰판에 대한 접촉 상태로 결정되는 표면장력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한 영
향으로 판단되었다.
Madhavan (2012)은 상용 소프트웨어인 STAR-CCM+를 이용하여 마찰면의 온도, 드래
그 토크(drag torque), 각 마찰판 사이로 분배되는 윤활량 등 클러치 성능을 해석하였다.
특히 클러치가 작동하였을 때 윤활유의 분배 및 냉각효과에 대한 해석과 작동되지 않
았을 때 나타나는 드래그 토크를 중심으로 해석을 수행하였다. 해석결과 나타난 윤활유
의 불균일한 분배는 대상 클러치의 설계변경을 통해 균일하게 분배되도록 개선하였고
발생된 열이 어떻게 분배되는지 분석하였다. 또한 윤활유량에 따른 드래그 토크와 시간
에 따른 감쇠시간을 해석하고 실제 시험결과와 비교하였다. 마찰면 온도에 대해 예측된
결과는 95% 이상의 정확도를 보였으며 드래그 토크의 경우는 90% 이상의 정확도를 보
였다.
Huang (2012)은 두 개의 회전하는 마찰판 사이에 흐르는 유체의 속도, 압력, 온도 분
포를 구할 수 있는 예측 모델을 제시하였다. 고안된 모델은 유체의 원심력 및 코리올리
효과, 유체 점도의 변화를 고려하였고 나비어-스톡스 방정식을 단순화한 수학적 모델로
제시되었다. 예측모델은 유체 점도의 변화를 고려하기 위해 FLUENT를 이용하여 수치
해석기법으로 해석되었고 이를 통해 유체 점도가 변할 때 나타나는 유체 속도, 압력의
변화를 해석하였다. 코리올리 효과는 유체의 접선 방향 속도와 압력에 영향을 미쳤으며
변수로 해석된 유체 점도는 유체 압력에서 큰 영향을 미쳤다.
Iqbal (2013)은 유막이 유지되는 가상의 반경 이후에도 유체는 줄기를 이루어 외부로
배출되고 줄기가 나타나지 않는 영역에서는 분무형태로 존재한다고 하였으며 이를 고
려한 드래그 토크의 수학적 모델을 제시하였다. 개발된 모델은 Huang (2012)이 제시한
유체의 운동량 방정식과 연속 방정식으로부터 유도되었으며 몇 가지 가정을 통해 단순
화되었다. 예측 모델은 단순화된 나비어 스톡스 방정식만으로 마찰면의 압력분포를 유
도하였으며 이를 통해 등가 유막반경을 계산할 수 있었고 마찰면의 속도가 서로 반대
방향일 때도 계산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등가 유막반경 이후의 드래그 토크는 윤활
유막의 영역에 따라 유체 줄기 영역과 분무 영역의 2가지로 나누어 뉴턴의 점성 법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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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해 계산되고 전체 드래그 토크는 등가 유막 이전과 이후의 드래그 토크를 합하여
구해진다. 해석모델은 시험을 통해 검증되었으며 매우 높은 정확도를 보였다. 그러나
공급유량을 추정하여 입력하였으며 Kato, Yuan과 마찬가지로 마찰면의 온도 상승과 홈
의 영향을 고려하지 않았다.
Pahlovy (2015)는 Yuan (2007)과 Yuan (2010)의 드래그 토크 모델을 결합시킨 모델을
제시하였다. 예측 모델은 Yuan (2010)의 모델을 기반으로 개발되었고 Yuan (2007)의 예
측 모델에서 제시한 표면 장력을 고려하여 정확성을 향상시켰다. 또한 마찰면 홈의 영
향을 고려하기 위해 유효 마찰면 간격(effective clearance)을 이용하였다. 해석결과는
Iqbal, Kitabayashi, Kato, Yuan의 모델 및 시험결과와 비교되었으며 가장 잘 일치한 결과
를 보였다. 그러나 마찰면 홈 모델은 와플 형상과 같이 복잡한 형상에 적합하지 않았고
Iqbal과 같이 마찰면의 양방향 회전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단방향 회전에 대한 드
래그 토크만 해석할 수 있었다.

1.3.2

클러치 마찰면 온도 해석

Zagrodzki (1985)는 클러치 마찰면에 분균일한 열이 발생했을 때 나타나는 열응력을
분석하였다. 2차원의 열전도 방정식을 이용하였으며 대류열전도계수(heat convection
coefficient)를 이용한 냉각효과를 고려하였다. 해석모델의 간략화를 위해 마찰판과 분리
판의 절반만 해석하는 선대칭(axisymmetric) 조건을 적용하였고, 동적인 요소를 고려하
기 위해 준정적(guasi-static)으로 해석하였다. 해석결과 열응력은 항복강도 이하로 나타
났으나 실제 시험에서는 분리판에서 원추(coning) 모양으로 영구적인 열변형이 발생하
였다. 이는 클러치 마찰판에 작용하는 압력을 균일 조건으로 해석하였기 때문이라고 하
였다. Zagrodzki는 1990년에 분균일 접촉을 고려한 연구를 수행하였고 이를 통해 발생
한 열응력이 항복강도에 근접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Pacey (1990)은 에너지 평형식을 이용하여 집중계 해석을 통한 1차 미분방정식의 열
전달 모델을 개발하였다. 발생한 모든 열은 윤활유를 통해 소실된다고 가정하였으며 윤
활유의 냉각효과는 대류열전달계수로 표현하였다. 대류열전달계수는 각 클러치 작동상
태에 따라 넛셀수(Nusselt number)를 이용하여 계산하였으며 온도변화에 따른 윤활유의
특성변화는 대수평균온도차(LMTD)로 반영하였다. 넛셀수의 계수는 마찰면의 온도, 윤
활유의 입구 및 출구온도를 계측한 시험결과의 통계적 처리를 통해 선정하였다. 그러나
마찰면 온도 해석결과는 실제 시험결과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열이
흡수되는 분리판 질량을 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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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yvar (1991)은 레이디얼 형상의 마찰면의 홈(groove)이 열전달에 미치는 영향을 분
석하였다. 이를 위해 정적(steady-state) 상태에서 시험을 수행하였고 이를 이용하여 수학
적 모델을 개발하였다. 개발된 모델을 이용하면 넛셀수와 레이놀드 수(Reynold number)
를 이용하여 대류열전달계수를 구할 수 있었다. 해석결과와 실제 시험결과에서 계측된
대류열전달계수를 분석한 결과, 유막을 고려한 경우가 고려하지 않은 경우보다 높은 정
확도를 보였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다고 하였다.
Yang (1995)은 클러치 열전달에 영향을 미치는 포괄적인 인자들을 고려하여 해석을
진행하였다. 불균일 접촉, 마찰재의 삼투성(permeability), 압축성 및 재질 등을 고려하였
으며 양면(double sided)과 단면(single sided) 방식의 마찰판을 해석할 수 있는 모델을 각
각 제시하였다. 개발된 모델은 2차원 열전도 방정식으로 구성되었으며 수치해석기법을
이용하여 해석을 수행하였다. 해석을 위해 대류열전달계수는 상수로 가정하였고 열 흡
수 질량으로 분리판 및 연결된 스플라인을 고려하였다. 해석결과는 높은 정확도를 보였
으며 이를 이용하여 다양한 인자의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마찰재의 압축성과
삼투성은 클러치 열전달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하였다.
Yang (1997)은 클러치 마찰재의 수명을 예측하기 위한 이론적인 모델을 개발하였다.
마찰재 파손의 원인은 열손상(cabonization)과 기계적 손상(wear)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그 중 마찰재 수명에 영향을 미치는 주된 인자는 마찰재의 탄화라고 하였다. 마찰재의
탄화 정도는 Thermal Gravimetric Analysis (TGA)를 통해 초기 무게와 시험 후 무게를
비교하여 평가할 수 있으며 마찰재의 수명은 1차 모델보다 0차 모델이 더 정확하기 때
문에 0차 모델을 이용하면 마찰재 수명 예측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Zagrodzki (1998)는 불균일한 온도분포에 의해 마찰면에서 나타나는 열탄성 불안정성
(thermo-elastic instability. TEI)에 대한 해석과 검증을 수행하였다. 시험결과 마찰면의 중
심에서 링모양의 얼룩이 나타났으며 이는 마찰면의 중심부에 높은 접촉압력이 발생한
증거라고 하였다.
Lai (1998)는 3차원 수치해석기법을 이용하여 습식클러치의 온도 예측 모델을 개발하
였다. 개발된 모델은 마찰재 홈 형상과 재질을 모두 고려하였으며 해석결과와 시험결과
를 비교하여 검증하였다. 또한 마찰재 홈 형상은 와플(waffle) 방식이 레이디얼(radial)
방식보다 좋은 열적 성능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Jang (1999)은 습식클러치의 열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점성소실, 표면거칠기, 마찰재
투과성 등 클러치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포괄적인 인자들을 포함한 모델을 제시하였다.
클러치의 동적 거동을 고려하기 위해 윤활유의 점도 등에 대한 해석모델(analytical
model)을 적용하였고 유막에서의 열전달을 고려한 에너지 방정식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대류열전달계수는 상수로 가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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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souri (2001)는 클러치 열전달 방정식을 2차원으로 구성하고 수치해석기법을 적용
하여 해석하였다. 또한 실제 차량 조건을 모사할 수 있는 시험장비를 개발하고 이를 이
용하여 클러치 마찰특성과 마찰면의 온도를 계측하였다. 클러치 마찰특성은 시험결과를
분석하여 회귀식으로 해석모델에 반영되었다. 그러나 대류열전달계수는 Jang (1999)의
연구와 마찬가지로 상수로 가정하였다.
Tatara (2002)는 클러치의 작동 상태에 따라 1) 작동(engagement), 2) 결합(locking), 3)
냉각(cooling)의 세 가지 상태로 구분하고 각 상태를 고려하여 온도를 예측할 수 있는
모델을 제시하였다. 온도 모델은 2차원의 열전도 방정식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상태를
구분할 수 있도록 시험을 통해 대류열전달계수를 구하고 여러 가지 함수의 형태로 제
시하였다. 또한 이러한 함수를 이용하면 다양한 마찰재 홈의 형태에 대해 고려할 수 있
다고 하였다. 그러나 대류열전도계수를 구하기 위한 함수는 시험을 통해서만 구할 수
있는 계수를 포함하고 있어 열해석을 위해서는 시험을 통한 계수 선정이 필요하였다.
Jang (2002)은 마찰재의 공극률과 변형률을 이용하여 습식클러치에서 나타나는 열탄
성 불안정성을 예측할 수 있는 모델을 제시하였다. 또한 열탄성 불안정성이 나타나는
임계속도를 나타내고 공극률, 열전도도 등이 열탄성 불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
였다.
Zagrodzki (2003)는 열탄성 불안정성에 의한 마찰면의 열점(hot spot) 발생을 속도변동
을 고려하여 해석하였다. 마찰면의 열점은 짧은 시간에 발생하는 높은 열에 의해서도
발생한다고 하였으며 해석결과 열탄성 불안정성이 나타나는 임계속도를 초과하는 경우
에 시험에서도 열점이 증가하는 것을 보였다. 또한 마찰재의 두께 및 분리판의 두께 등
에 의한 열탄성 불안정성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Hirano (2007)는 열점을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법을 제시하고 이를 이용하여
개선된 마찰재를 개발하였다. 열점의 정량적 평가는 마찰재의 마찰특성 변화로 관찰할
수 있으며, 열점은 열유속(heat flux)보다 클러치에서 흡수한 총 열량에 관계되어 있다고
하였다.
Marklund (2009)는 경계윤활 상태의 유막과 마찰재 홈에 의한 냉각효과를 고려한 3차
원 해석모델을 개발하였다. 개발된 3차원 모델은 2차원 모델보다 해석할 수 있는 요소
가 많기 때문에 온도와 속도에 따른 마찰특성 결과를 제외하곤 시험을 통한 입력 데이
터가 필요하지 않다고 하였다. 그러나 클러치의 동적 거동을 고려하지 않았으며 제한된
해석결과만 제시하였다.
Okabe (2009)는 습식다판클러치의 수명 예측을 위해 마찰면의 온도와 마찰재의 수명
간의 상관관계를 나타낸 T-N 커브를 제시하고 마이너의 누적손상법(Miner’s rule)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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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한 수명계산방법을 제안하였다. 또한 실제 수명과 T-N 커브를 이용하여 예측된 수명
을 비교한 결과 적절한 신뢰성을 보였다.
Ivanović (2009)는 시간소모가 큰 수치해석모델의 단점을 극복하고 다양한 인자를 반
영하기 위해 습식클러치의 동적 열모델을 간단하고 실용적인 형태로 구성하였다. 개발
된 모델은 시간에 대한 1차 미분방정식 형태로 구성되었으며, 클러치 열전달에 관련된
모든 인자는 시험을 통해 얻어진 대류열전달계수로 고려하였다. 클러치의 동적 거동을
예측하기 위해 속도, 작용힘, 온도에 대한 마찰특성 시험(μPVT test)를 수행하여 조건별
마찰특성을 회귀식으로모델에 반영하였다. 클러치가 작동하지 않을 때 발생하는 점성소
실은 무시하였으며 공급하는 윤활유 온도는 일정하다고 가정하였다. 시험결과 대류열전
달계수는 100∼650 W/m2K 정도로 나타났으며 작용 힘, 상대속도가 상승할수록 증가하
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해석결과는 대류열전달 계수의 동적 거동을 고려하여 1차 지연
요소를 반영할 경우 정확도가 향상되었다.
Chen (2011)은 마찰면의 온도를 실시간으로 예측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하고 클러치
제어를 위한 가상의 센서로 활용하였다. 이를 위해 분리판을 집중시스템(lumped system)
으로 가정하였고 대수평균온도차를 이용하여 마찰판과 윤활유 특성을 결정하였다. 또한
넛셀수를 이용하여 클러치 작동 상태에 대한 윤활유의 냉각효과를 고려하였다. 모델 검
증을 위해 다이나모를 이용한 시험과 실차 시험을 모두 수행하였으며 시험결과는 예측
결과와 잘 일치하였다.
Jang (2011)은 습식클러치 마찰판의 레이디얼 홈과 와플 방식의 홈에 대한 성능 비교
를 위해 다양한 인자들을 고려한 3차원 열전도 방정식과 수정된 레이놀드 방정식을 이
용하여 구성하였으며 수치해석기법을 적용하여 해석하였다. 해석모델은 클러치 작동상
태, 점성소실, 마찰재 특성 등을 고려하였으며 마찰재 홈의 깊이, 면적 및 홈의 수에
대한 특성을 분석하였다. 해석 결과 마찰재 홈은 변속시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이
는 유체의 동수압(hydrodynamic pressure)을 변화시키기 때문이었다. 와플 방식의 홈은
레이디얼 방식에 비해 변속시간, 온도상승이 모두 작았으며 이는 레이디얼 방식 대비
상대적으로 작은 유체 효과가 나타났기 때문이었다.
김학기 (2011)는 1차원 및 3차원 모델의 연동해석을 통해 클러치 윤활 및 열전달 모
델을 개발하고 이를 이용하여 윤활유 출구 형상을 최적화하였다. 클러치의 윤활 회로를
해석하기 위해 AMESim을 이용하여 1차원 해석을 수행하였으며 3차원 유동해석으로
클러치 허브를 통과하여 마찰면으로 공급되는 유량을 계산하였다. 계산된 유량은 다시
1차원 클러치 온도 해석 모델의 경계 조건으로 입력되어 각 마찰면의 온도를 개별적으
로 계산하는데 활용되었다. 완성된 해석 모델은 Optimal Latin Hypercube으로 구성한 실
험계획법과 반응표면분석(Response Surface Analysis)이 적용되어 최적화 설계에 활용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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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정원선 (2012)은 마찰 및 열 특성을 고려하여 브레이크 저더를 예측하기 위한 해석
모델을 개발하고 검증하였다. 해석 모델은 마찰 및 열 특성의 모델과 저더 예측 모델로
구성되어 있으며, 마찰 및 열 특성 해석 모델은 브레이크의 동적 거동 및 마찰 특성을
고려하기 위한 수학적 모델과 마찰면의 열전달 모델로 구성되어있다. 열전달 모델은 집
중계 해석을 이용하여 단순화하였으며 대류 열전달 계수는 CFD 및 실험을 통해 개발
된 추정식으로 적용하였다. 브레이크 저더는 FEM을 이용하여 구성된 모델과 앞서 개
발된 마찰 및 열 특성 모델을 연동하여 해석하였으며 이렇게 개발된 모델은 정적 상태
로 가정하였던 요소들을 동적 거동을 고려하였기 때문에 실제 제동 환경을 보다 구체
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고 하였다.
Okabe (2013)은 지게차의 습식클러치 설계 지침을 제시하기 위해 온도 계산 모델을
제시하고 온도-수명 곡선(T-N curve)을 제시하여 온도를 이용하여 수명을 예측할 수 있
도록 하였다. 또한 분리판의 열변형을 예측할 수 있는 응력-온도(S-T curve)를 제시하여
열변형도 예측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시된 계산 수식들은 설계 흐름도(design flow
chart)로 제시하여 지게차의 습식클러치 설계 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Abdullah (2015)는 건식다판클러치 작동 시 나타나는 마찰면의 온도 및 접촉압력 분
포를 분석하기 위해 유한요소법을 적용하여 열탄성 거동(thermo-elastic behavior)을 해석
하였다. 작용 힘은 평평한 피스톤에 의해 일정하게 가해진다고 가정하였고 미끄럼 마찰
시 외기온도에 따른 대류효과는 무시하였다. 해석모델은 2차원으로 구성하였으며 상용
소프트웨어인 ANSYS를 활용하여 수치해석을 진행하였다. 각 마찰면에서 나타나는 불
균일한 접촉 압력은 피스톤과 멀어질수록 누적되었다. 따라서 최대 접촉압력은 피스톤
에서 가장 먼 마찰면에서 나타났으며 마찰면의 온도도 마찬가지였다.

1.3.3

클러치 동특성

Berger (1996)는 클러치 작동 시 나타나는 마찰특성을 모사하고 유체윤활이 마찰특성
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수정된 레이놀드 방정식을 제시하였다. 수정된
레이놀드 방적식은 원심력에 의한 유체의 흐름과 표면 거칠기, 마찰재의 삼투성, 윤활
유의 원심력을 고려하였으며 해를 구하기 위해 수치해석기법을 이용하였다. 이를 위해
온도는 등온, 유체는 층류로 가정하였다. 또한 경계윤활에서 투과성의 영향을 반영하기
위해 Beavars & Joseph (1967)의 연속슬립모델과 Natsumeda & Miyoshi (1997)의 기법을
반영하였다. 개발된 모델을 이용하여 작동힘, 마찰재의 홈 크기에 대한 영향 등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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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으나 실제 시험과 비교하지는 않았다.
Berger (1997)는 수정된 레이놀드 방정식의 보다 빠른 해석을 위해 1차 미분방적식의
해석해(analytical solution)의 형태로 간략화된 근사 모델을 제시하였다. 간략화된 모델은
수치해석모델과 거의 동일한 결과를 보였으며 수치해석모델의 해석시간이 시간 단위인
데 반해 간략화된 모델은 초 단위로 해석이 완료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전 연구와 마
찬가지로 유체의 온도 변화는 없다고 가정하였다.
Davis (2000)는 Berger(1996, 1997)가 제시한 클러치 작동특성 모델에 유체의 열확산
모델을 적용한 모델을 제시하였다. 열확산 모델을 적용하면 등은 조건보다 변속시간이
길어지며 최대 토크가 줄어드는 결과를 보였다. 또한 해석결과와 시험결과를 비교한 결
과, 등온조건보다 열확산모델을 적용하였을 때보다 더 높은 정확도를 보였다. 그러나
Berger의 모델은 빠른 해석이 가능한 1차원 해석모델인데 반해 Davis의 열확산모델은 2
차원 수치해석모델을 포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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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2.1

습식다판클러치 시스템

개요

습식다판클러치는 다양한 부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중 가장 핵심이 되는 부품은
마찰이 발생하는 디스크 형상의 판(plate)이다. 클러치 판은 마찰재가 부착된 마찰판, 마
찰판 사이를 구분하는 분리판, 피스톤과 맞닿는 완충판(cushion plate), 마찰판의 마지막
에 배치된 반작용판(reaction plate)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각 판은 하우징(housing) 또는
허브 스플라인(hub spline)에 연결되어 있으며 유압 피스톤의 작동에 의해 동력을 전달
하거나(engage) 동력을 해제(disengage)한다. 습식다판클러치는 사용조건이나 설계자의
의도에 의해 내부 구성품의 형성이 달라질 수 있으나 이러한 작동원리는 동일하다. 그
림 2.1은 한 쌍으로 구성된 유압작동식 습식다판클러치를 나타낸 것으로 클러치의 내부
구성품과 클러치 피스톤 제어압력, 윤활유 입력 경로를 확인할 수 있다. 피스톤 제어압
력은 외부에 장착된 유압시스템에 의해 제어되며 윤활유량은 설계자의 의도에 따라 유
로 및 노즐을 변경하여 조절된다. 공급된 윤활유는 마찰면 사이로 분사되어 클러치가
결합될 때 발생하는 열을 냉각하고 마찰판과 분리판 사이에 윤활막을 형성하여 마모를
방지한다. 따라서 습식다판클러치의 수명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유압시스템
에 의한 안정적인 공급이 필요하다.

Fig. 2.1 Illustration of a wet clutch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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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마찰판

습식다판클러치에서 사용되는 마찰판은 구성에 따라 크게 양면(double sided)과 단면
(single sided)으로 구분된다(Yang et al., 1995). 양면 방식의 마찰판은 강철로 된 중심판
(core plate) 양면에 마찰재가 부착되어 있으며 단면 방식의 경우 한쪽면에만 마찰재가
부착되어 있다(Fig. 2.2).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식은 양면 방식으로 그럼 2.1에 나타낸
방식과 동일하다. 단면 방식의 가장 큰 장점은 클러치에서 열을 흡수할 수 있는 용량
(heat sink)이 크다는 것이다. 양면 방식의 경우 중심판이 마찰재에 의해 단열되어 있어
분리판에 의해서만 열용량이 결정되지만, 단면 방식의 경우 두꺼운 중심판이 분리판 역
할도 동시에 하기 때문에 같은 공간에서 더 많은 열용량을 확보할 수 있다. 그러나 단
면 방식은 마찰재가 마찰면과 중심판에 의해 양쪽에서 열을 받기 때문에 한쪽면에서만
열이 발생하는 양면 방식 대비 탄화가 더 빠르게 진행된다. 또한 마찰재와 중심판을 부
착시키는 접착면의 온도가 쉽게 상승하기 때문에 접착제의 파손이 발생할 수 있어 사
용 재질에 대한 열적 한계를 고려해야 한다.
마찰판에 부착된 마찰재는 윤활유의 냉각효과를 상승시키거나 드래그 토크를 감소시
키기 위해 그림 2.3과 같이 대부분 홈(groove)이 파여져 있다. 마찰면 홈의 형태는 레이
디얼(radial), 와플(waffle), 평행(parallel) 등 다양한 방식이 존재하며 각 형태에 따라 실
제 접촉면 및 윤활유가 흐르는 양 등이 달라진다. 따라서 홈의 형태가 달라지면 클러치
의 마찰특성, 냉각효율 등도 변하게 된다. 그러나 클러치 작동 시 홈이 미치는 영향을

(a) Double sided type

(b) Single sided type

Fig. 2.2 Illustration of single and double-sided friction pl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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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하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수치해석을 이용한 유체해석과 마찰면 및 유체의 온도 변
화, 클러치의 상대속도 변화 등을 모두 고려한 동적 해석이 필요하다. 이러한 복잡한
시스템의 경우 해석에 매우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해석이 완료되더라도 시스템이 변경
되면 다시 많은 해석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설계에 적용하기 어렵다. 따라서 실제 설
계 시 홈의 형태에 대한 성능 변화는 시험을 통한 성능을 경험적으로 반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a) Waffle

(b) Parallel

Fig. 2.3 Groove pattern of friction plate

2.3

윤활유

회전하는 축으로부터 클러치에 공급된 윤활유는 원심력에 의해 마찰면 사이로 흐른
다. 마찰면에 흐르는 윤활유량은 클러치 작동상태에 따라 변하는 마찰판과 분리판의 간
극에 의해 달라진다. 클러치가 해제되어 있으면 마찰면의 간극이 최대가 되며 윤활유량
도 최대가 된다. 클러치가 결합하기 위해 미끄럼 마찰 중에 있으면 윤활유량은 얇게 형
성된 유막과 마찰재 홈으로 흐르게 되고 완전히 결합하면 대부분 마찰재 홈 또는 마찰
면과 무관한 경로로 흐르게 된다. 따라서 윤활유의 냉각효과는 클러치 작동상태에 따라
달라지며 그럼 2.4와 같이 마찰면의 온도에 영향을 미친다. 클러치 작동 시 마찰면의
온도가 형성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마찰면의 온도는 초기 결합 시 마찰열에 의해 급
격하게 상승하고(①), 결합이 완료되면 서서히 냉각된다(②). 클러치를 해제하면 윤활유
의 냉각효과가 상승하여 냉각되는 속도가 상승하며(③) 윤활유와 열평형 온도에 다다를
때까지 냉각된다(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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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4 Interface temperature variation in clutch operation

마찰판과 분리판의 상대속도는 유활유에 의해 마찰면 사이에서 형성된 유막의 점성
전단(viscous shearing)을 야기한다. 해제된 클러치에서 점성전단으로 인해 발생하는 토
크를 일반적으로 드래그 토크라고 하며 변속기 효율 저하와 온도 상승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이다. 드래그 토크는 주로 속도의 함수로 나타나며 그럼 2.5와 같이 각 속도의 영
역에 따라 3가지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Iqbal et al., 2013). 낮은 속도의 영역
(low-speed zone)에서는 원심력에 의해 외부로 배출되려하는 윤활유량보다 공급된 유량
이 더 많기 때문에 판 사이에 형성된 유막에 정압(positive pressure)이 발생한다. 따라서
마찰면 전면에 유막이 연속적으로 존재하게 되고 접촉면 간의 상대속도가 커질수록 드
래그 토크도 증가하게 된다. 중간 속도 영역(mid-speed zone)에서는 부분적으로 공급된
유량보다 원심력에 의해 배출되려하는 유량이 커지기 시작한다. 판 간의 속도 차이는
마찰면의 내경보다 외경이 더 크기 때문에 외경부터 부압(negative pressure)이 발생하기
시작하고 이는 공동현상(cavitation)을 야기하여 유막을 파손시킨다. 따라서 드래그 토크
는 상대속도가 증가할수록 감소하게 된다. 고속 영역(high-speed zone)에서는 마찰면 전
면에서 공급된 유량보다 원심력에 의한 유량 배출이 같거나 더 커지게 된다. 이때 유체
는 층류로 유막을 형성하지 못하고 분무 형태로 유막을 형성하게 된다. 이 영역에서 드
래그 토크는 증가하는 상대속도에 따라 분무 형태의 유막이 짙어짐에 따라 조금씩 상
승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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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5 A typical drag torque curve

피스톤이

유압에 의해 작동하게

되면

유막이

압착되면서

동유압(hydrodynamic

pressure)이 발생한다. 이때 마찰판과 분리판은 얇은 유막에 의해 분리된 상태이며 유체
윤활 (hydrodynamic lubrication) 상태가 된다. 작동이 진행되면 유막은 점차 얇아지게 되
고 일부는 실제 접촉을 하고 일부는 유막으로 연결된 경계 윤활(boundary lubrication)
상태가 된다. 작동 시 변화하는 윤활 상태는 그럼 2.6과 같이 클러치 마찰특성에 영향
을 미치고 결과적으로 변속 시 발생하는 열량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Fig. 2.6 Variation of torque during eng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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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유압시스템

클러치 작동을 위한 제어압력과 윤활유량은 외부에 장착된 유압시스템에 의해 조절
된다. 클러치를 작동하기 위한 유압시스템을 간략하게 나타내면 그림 2.7과 같다. 유압
시스템은 유압펌프에 의해 구동되며 클러치 피스톤을 제어하는 유압밸브는 유압펌프와
연결된 릴리프밸브에 의해 제어할 수 있는 최대 압력이 결정된다. 일반적으로 자동변속
기의 클러치 제어에 사용되는 밸브는 전자제어식 비례감압밸브(Proportional Pressure
Reducing Valve, PPRV)이며 입력 전류에 따라 출력 압력을 최대압력까지 비례적으로
제어할 수 있다. 릴리프밸브 후단에는 윤활유 공급관로가 연결되어 있으며, 클러치 윤
활유 공급관로에는 오리피스가 장착되어 윤활유량의 공급량을 조절하게 된다. 차량에서
유압시스템에 공급되는 유량은 엔진과 연결된 유압펌프의 회전속도에 따라 결정되며,
압력은 연결된 밸브의 압력-유량 특성에 의해 결정된다. 변속 시 부하와 같은 외부 인
자에 의해 엔진회전수가 변동하면 공급유량이 변하게 되고, 이에 따라 각 관로의 압력
및 유량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유압시스템 설계 시 강건한 시스템이 되도록 설계할
필요가 있다.

Fig. 2.7

Hydraulic circuit for wet clut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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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3.1

습식다판클러치 해석 모델

개요

습식다판클러치 작동 시 발생하는 물리적 현상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동역학, 유체역
학, 열전달, 유압공학 등 다양한 학문의 접목이 필요하다. 습식다판클러치의 해석모델
은 이러한 다양한 분야의 수학적 모델을 포함해야 하며, 이를 동시에 해석하기 위한 해
석기술로는 다분야 해석기술(multi-domain CAE)이 있다. 다분야 해석기술은 전기-유압기구-제어 등 다양하게 구성된 시스템을 통합 해석하기 위해 주로 적용되고 이를 위한
대표적인 상용 소프트웨어로는 Matlab/Simulink, AMESim, SimulationX 등이 있다. 본 연
구에서는 습식다판클러치의 동적 거동, 전달토크, 드래그 토크, 온도 모델을 해석하기
위해 Mathworks 社의 Matlab/Simulink와 ITI 社의 Simulation X를 이용하여 습식다판클러
치 해석 모델을 구성하였다. 그림 3.1은 습식다판클러치 작동 시 나타나는 물리적 현상
을 표현한 것으로 해석 모델에서 고려해야할 요소들을 보여주고 있다. 각 시스템은 해
석모델에서도 동일한 구조로 구성되며 서로 간에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해석 시 필요한
물리량을 교환함으로써 목표하는 결과 값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한다. 해석 모델은 다양
한 설계인자를 검토할 수 있도록 개발될 것이며 이를 통해 설계자가 설계안을 빠르게
검토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Fig. 3.1 Schematic diagram for wet clutch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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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클러치 시스템 모델

3.2.1

클러치 작동 모델

클러치 작동 모델은 유압피스톤과 리턴스프링의 질량-스프링 모델로 구성할 수 있다.
클러치 피스톤은 스프링과 연결되어 있으며 제어 압력에 의해 작동된다. 피스톤은 제어
압력이 상승하지 않으면 리턴스프링의 초기 압축력에 의해 하우징에 고정되어 있다. 제
어 압력이 상승하여 리턴스프링의 초기 압축력보다 큰 힘이 피스톤에 작용하면 피스톤
은 마찰판 방향으로 이동하여 완충판과 접촉하게 되고 마찰판과 분리판을 압축시킨다.
클러치 피스톤에는 작동유가 누유되지 않도록 오일 씰이 장착되어 있어 피스톤이 작동
하게 되면 오일 씰에 의한 마찰력도 발생한다. 그림 3.2는 피스톤의 작동 구조와 그에
따른 질량-스프링-댐퍼 시스템을 1자유도 시스템으로 나타낸 것으로 클러치 작동 시 고
려해야하는 동적 요소들을 표현하고 있다. 1자유도 시스템의 동적 거동을 해석하는 운
동방정식은 식 3.1과 같이 구성된다. 그러나 완충판과의 접촉, 제어압력에 따라 바뀌는
피스톤 압력 등 다양한 동적 요소들을 고려하기 위해서는 해석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동적 시스템을 표현하는 것이 보다 간편하다. 그림 3.3은 피스톤 동적 거동 모델로 제
어 압력, 피스톤 힘 등 동적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다.

where

mp

           
: piston mass (kg)

c

: damping coefficient of piston system (N/m.s)

k

: spring coefficient of piston system (N/m)

Fh

: piston force (N)

Fseal.f

: seal friction force (N)

(a) Geometry

(b) Mass-spring-damper system

Fig. 3.2 Mechanism for a wet multi-plate clut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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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Fig. 3.3 Piston dynamic model

클러치 작동 모델은 제어압력, 피스톤 면적 등으로 구성되어있으며 각 구성요소와 주
요 변수는 표 3.1에 나타나 있다.

Table 3.1 Element parameters of piston dynamics model
No.
1

Label
Control_press

2

Piston_area

3

Piston_mass

4

Clutch_contact

5
Clutch_spring
5-1 Preset
6
Seal_friction

Parameter
Pressure
Shape of piston area
Rod diameter
Piston diameter
Mass
End stop distance 1
End stop distance 2
Stiffness
Displacement
Friction force

각 요소에 대한 상세 설명은 다음과 같다.

(1) Control press
제어 압력으로 원하는 압력을 형성할 수 있다.
(2) Piston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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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menclature
Pc
rpi
rpo
mp
ks
Xsi
Fseal.f

Unit
bar
Ring-shaped
m
m
kg
m
m
N/m
m
N

피스톤 공급 압력과 외부에서 작용하는 힘에 따른 운동을 해석할 수 있다. 제어 압력
은 링 형상(ring-shaped)의 피스톤 면적에 작용하기 때문에 식 3.2를 이용하여 피스톤 힘
을 계산한다.

  
   ∙ 

(3.2)

여기서 P는 제어압력이며 rpo는 피스톤 바깥쪽 반경, rpi는 안쪽의 반경이다.
(3) Piston mass
피스톤 질량으로 스프링, 씰 마찰, 피스톤 행정 요소와 연결되어 있다.
(4) Clutch contact
피스톤 행정을 제한하기 위한 요소로 양방향의 최대 이동거리를 제한할 뿐만 아니라
접촉 시 발생하는 탄성력과 감쇠력을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본 모델에서는 접촉 모델
을 강체로 가정하였기 때문에 탄성력과 감쇠력은 고려하지 않았다.
(5) Clutch spring
피스톤을 작동 후 초기 위치로 복귀시키기 위한 스프링으로 스프링 탄성계수를 설정
할 수 있다.
(5-1) Preset
스프링의 초기 압축량을 설정한다.
(6) Seal friction
피스톤에 장착된 오일 씰의 마찰 요소로 피스톤 움직임에 따른 마찰력을 계산한다.
오일 씰에 의한 마찰력은 식 3.3과 같이 계산된다.

      ∙  ∙   ∙ 
where

μsf

: friction coefficient of seal

dso

: sealed surface diameter (mm)

Fn

: normal force per length (N/mm)

(3.3)

오일 씰이 오링(O-ring)이라면 마찰력은 식 3.4과 같이 계산된다(Ghathian et al.,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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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piston groove diameter (mm)
where
dsi


    
 




r

: O-ring radius (mm)

E

: O-ring material elasticity modulus (MPa)

Fig. 3.4

(3.4)

An O-ring before and after installation

만약 오일 씰이 디링(D-ring)이라면 그림 3.5와 같이 사각형으로 근사하여 마찰력을
계산할 수 있다. 씰 압축에 의한 압력과 오일 씰의 변형량을 계산하기 위한 수식은 식
3.5와 3.6과 같다.

where

P


   ,

: contact pressure (MPa)

δd

: D-ring deformation (mm)

hd

: D-ring height (mm)

     
  


(3.5)

(3.6)

오일 씰의 접촉압력에 대한 수직항력은 식 3.7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
where

bd

: D-ring width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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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따라서 디링 방식의 오일 씰 마찰력은 식 3.8과 같다.





   
      ∙  ∙  ∙  ∙    ∙ 


Fig. 3.5

(3.8)

An D-ring before and after installation

오일 씰의 마찰계수는 작동유 온도, 작용압력, 속도에 따른 윤활 상태에 따라 달라진
다. 그러나 오일 씰 마찰력은 피스톤 작동력에 비해 크지 않고 클러치 마찰면의 온도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기 때문에 마찰계수를 하나의 값으로 고정하였다. 오일 씰의 마찰
계수는 일반적으로 0.3∼0.5 사이의 값을 보이며 고정값으로 0.4를 사용하였다. 오일 씰
의 탄성계수도 마찬가지로 경도변화에 따라 달라지지만 마찰계수와 동일한 이유로 하
나의 값으로 고정하였다. 오일 씰의 탄성계수는 일반적으로 3∼6 MPa 범위에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4 MPa를 적용하였다.

3.2.2

클러치 전달토크 모델

클러치가 전달하는 토크는 균일압력 이론 또는 균일마모 이론을 통해 계산할 수 있
다. 클러치 마찰면 내, 외경 간의 단차가 없다고 가정하면 마찰면의 압력분포는 그림
3.6(a)와 같이 균일하게 적용된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균일압력 이론을 적용한다. 클러
치가 사용되지 않은 신규 상태인 경우 마모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마찰면
의 단차가 없다고 가정할 수 있다. 따라서 신규 클러치의 전달토크는 균일압력 이론을
이용하여 계산한다. 그러나 클러치 마찰면에 균일압력이 적용되면 반경방향으로 불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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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마모가 발생하게 된다. 이는 클러치 마찰면의 반경방향 선속도가 반경에 비례하여
증가하기 때문이다. 마모는 일반적으로 힘과 속도에 비례하며 신규 클러치와 같이 마찰
면 전체에 대한 압력이 균일하면 반경방향으로 증가하는 선속도에 의해 상대적으로 속
도가 작은 내경보다 외경의 마모가 더 빠르게 진행된다. 따라서 클러치의 반복 작동으
로 인해 마찰면의 마모가 어느 정도 진행되면 내, 외경부의 단차가 발생하여 그림 3.6
(b)와 같이 마찰면 내경부의 압력이 증가하고 외경부의 압력은 감소하게 된다. 이러한
상태가 되면 반경방향의 압력차이가 속도차이로 인한 마모량 차이를 보상하게 되어 마
모가 마찰면 전면에서 균일하게 진행된다. 따라서 마모가 적절히 진행된 클러치의 경우
에는 전달토크를 계산하기 위해 균일마모 이론을 적용하게 된다.

Fig. 3.6 Friction plate and pressure distribution

균일압력 이론의 경우 1개의 마찰면에서 전달되는 토크는 식 3.9∼3.12와 같이 계산
된다.

   ∙     ∙  ∙  
where

Ff

: friction force (N)

p1

: intensity of pressure at radius r (MPa)

Af

: friction surface area (mm2)

μf

: friction coefficient of friction sur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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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



    




  
where

,

Fp

: piston operating force (N)

rfo

: outer radius of friction surface (mm)

rfi

: inner radius of friction surface (mm)

(3.10)

   ∙    ∙  ∙  

    ∙ 



 

 

where

Ts




 
 
∙ 
   


   

(3.11)

,

(3.12)

: torque transmitted by a single friction surface (N⦁mm)

균일마모 이론의 경우 마모가 마찰력과 미끄럼 속도에 비례한다고 가정한다. 따라서
마모는 식 3.13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만약 속도와 마찰계수가 주어진 조건에 의해
고정되어 있다면 마모량은 힘과 반경에 비례하고(식 3.14), 마모량이 균일하다면 힘과
반경의 곱은 상수로 표현된다(식 3.15). 따라서 최대 압력(p2)은 반경이 최소인 내경부에
서 나타나고 식 3.18과 같이 전달토크를 계산할 수 있다.

   



 

 

 ∝ 

(3.13)

 ∝ 

(3.14)

     ∙ 

(3.15)



    ∙ 

 

 

    


  
   

    ∙  






       ∙  
 
    ∙  


(3.16)

(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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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8)

클러치 마찰면의 온도 예측을 위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전달토크 계산식은 보다 큰
토크를 전달하는 균일압력 이론이다. 균일압력 계산 수식인 식 3.12는 마찰면이 하나일
때 클러치 전달토크를 계산하는 수식이기 때문에 다판클러치의 전달토크는 마찰면의
수만큼 곱해야 한다. 그러나 Reddy(1969)의 연구에 의하면 클러치 마찰판의 증가로 인
한 전달토크 상승은 마찰면의 수에 정확하게 비례하지 않았다. 이는 마찰판과 연결된
스플라인의 마찰손실에 의해 피스톤 힘이 마찰면의 끝까지 전달되지 않기 때문이다. 따
라서 본 연구에서는 식 3.20과 같이 마찰판 증가에 대한 손실을 고려하여 클러치 전달
토크를 계산하였으며 이는 Simulation X의 클러치 요소가 제공하는 전달토크 계산방식
과 동일하다.

     

where

fi

: reduction coefficient of the effective friction torque

ns

: the number of friction surfaces




 
 
∙  ∙   ∙ 
  


   

where

(3.19)

,

Tc

,

(3.20)

: total torque transmitted by the multi-plate clutch (N⦁m)

클러치 요소를 이용하여 구성한 클러치 전달토크 모델은 그림 3.7과 같으며 세부 요
소와 변수는 표 3.2와 같다. 모델에는 클러치 양쪽에는 관성이 부착되어있으며 클러치
작동 힘은 클러치 동적 모델에서 계산된 피스톤 힘이 연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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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7 Clutch torque model

Table 3.2 Element parameters of clutch torque model
No.

Label

1

Clutch

2

I1 & I2

Parameter
Friction coefficient
No. of friction surface
Disk thickness
Outer radius of friction
surface
Inner radius of friction
surface
Moment of inertia

Nomenclature
μf
ns
tD

Unit
m

rfo

m

rfi

m

-

kg-m2

각 요소에 대한 상세 설명은 다음과 같다.

(1) Clutch
SimulationX에서 제공하는 클러치 요소로 마찰계수, 마찰면 수, 분리판 두께, 마찰판
내, 외경을 입력받아 전달토크를 계산한다. 또한 클러치 작동 시 운동에너지와 마찰에
의해 발생하는 에너지를 계산한다. 마찰계수는 마찰재 재질에 따라 주어지는 수학적 모
델을 포함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마찰재 별 시험결과를 이용하여 구성할 예정이
다.
(2) Inertia (I1, I2)
클러치 양단에 연결된 관성량을 구성하며 임의의 초기속도를 설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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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유압시스템 모델

유압시스템 모델의 목적은 클러치 열해석을 위한 경계 조건인 윤활유량과 제어압력
을 결정하는 것이다. 유압시스템은 동적 모델과 마찬가지로 Simulation X에서 제공하는
유압 모듈을 이용하여 구성하였다. 그림 3.7을 바탕으로 전체 유압시스템을 모델링하면
그림 3.8과 같고 이와 같은 모델은 실제 시스템을 기반으로 다양한 유압시스템 특성을
포함한 해석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러한 모델은 윤활유량과 제어압력이 설계 조건으로
입력되는 것이 아니라, 밸브 및 오리피스 등의 작동에 의해 결정되는 출력 조건이기 때
문에 이들을 원하는 대로 변경하기 어렵다. 따라서 실차 조건에 대한 정밀한 해석을 위
해서는 그림 3.8과 같은 모델이 적합하지만 클러치 초기 설계 단계에서 빠른 설계 검토
를 진행하기에는 보다 단순화된 모델이 필요하다. 클러치 초기 설계 단계에서는 윤활유
량 및 제어압력도 설계조건으로 포함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자유로운 변경이 필요하
다. 따라서 실제 유압시스템 모델에서는 클러치 설계 검토를 위해 윤활유량과 제어압력
을 직접 입력할 수 있도록 독립적으로 구성하였다.

Fig. 3.8 Hydraulic system model with PPR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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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는 독립적으로 구성된 클러치 제어압력 모델을 나타낸 것으로 압력 형상에
대한 룩업테이블(Lookup table)을 통해 제어 압력을 직접 입력할 수 있다. 제어압력 모
델의 각 구성요소와 변수는 표 3.3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상세 설명은 다음
과 같다.

(1) Control signal
클러치 제어압력의 상승시간, 반복 간격, 반복 수를 결정할 수 있다. 출력 값은 그림
3.10의 점선과 같이 입력 파라미터에 따라 클러치 제어 신호를 내보낸다.

Fig. 3.9

Clutch hydraulic control model

(2) Oil temp
작동유의 온도를 입력할 수 있다. 작동유 온도는 압력 맵에 입력되어 온도에 따른 압
력 제어 형태를 반영할 수 있다.

(3) Gain
제어 신호를 증폭시키거나 압축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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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Pressure map
일반적으로 클러치 제어압력은 온도에 따라 형태가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제어신
호와 온도로 구성된 2차원 표로 출력 압력을 결정한다. 입력된 온도와 신호에 의해 출
력되는 압력은 그림 3.10의 실선과 같은 형태로 나타난다.

Fig. 3.10 An example of clutch control signal and pressure

Table 3.3 Element parameters of clutch hydraulic control model
No.

1

Label

Control_signal

2

Oil_temp

3

Gain

4

Pressure_map

Parameter

Nomenclature

Unit

Engaging time

tc

sec

Interval
Number of
repetitions
Temperature

ti

sec

ir

-

Toc

℃

G

kg

-

-

Gain
Control pressure
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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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러치 마찰면에 공급된 윤활유는 기본적으로 마찰면 간극으로 공급된다. 마찰면 간
극에 공급된 유량은 홈이 파여진 부분으로 흐르는 유량과 홈이 파이지 않은 부분으로
흐르는 유량으로 구분할 수 있다. 만약 유량이 간극의 허용 용량을 넘어서게 되면 나머
지 유량은 클러치 마찰면 간극 외 다른 틈새로 흐르게 된다. 그림 3.11은 공급된 윤활
유가 흐르는 경로를 보여주고 있으며 이에 대한 관계식은 식 3.21과 같다.

Fig. 3.11 Illustration of flow path for an open wet clutch

Q tot  Q fs  Q g  Q oth er s ,
where

Qtot

: total input flow rate by the rotating shaft

Qfs

: flow rate supplied to friction surfaces

Qg

: flow rate supplied to grooves

Qothers

: flow rate supplied to the outside of friction surfaces

(3.21)

마찰면의 외부로 유량이 공급된다는 것은 곧 마찰면 간극에 공급된 유량이 간극이
작아 마찰면 외부에 압력을 형성하게 되어 밖으로 흘러넘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클러치
유량 시스템을 모델링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현상을 반영해야 하며 이를 위해 특정 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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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 이상에서 밸브가 열리는 스프링 체크밸브를 이용하였다. 구성된 유량 시스템 모델은
그림 3.12와 같다.

Fig. 3.12 Lubricant supply model

Qtot에 의해 전체 유량이 공급되면 노즐로 모델링된 Qfriction과 Qgroove에서 입구 면적에
따른 유량을 배출하게 되고 공급된 유량이 증가하여 유체가 마찰면 외 다른 부분으로
배출될 정도로 압력이 형성되면 유량은 체크 밸브 모델로 구성된 Qothers 모델에 의해서
도 외부로 배출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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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찰면 및 홈 모델에 대한 세부 사양은 마찰면 구조에 따라 결정된다. 마찰면의 입구
형상은 사각형으로 가정할 수 있기 때문에 수력계수는 Simulation X의 노즐 요소에서
제공되는 형상 중 사각형으로 선정하여 구성하였다. 사각형의 폭은 유체가 배출되는 마
찰면의 외경 지름으로 하였고 높이는 마찰면 사이의 간극과 같다. 수력 지름이 결정되
면 마찰면으로 흐르는 유량은 다음과 같은 노즐의 유량 계산식에 의해 계산되며 해석
모델 상에 입력되는 설정창은 그림 3.13과 같다.
  ∙  
   ∙  
 ∙  ∙  ∙ 
where

Dh

: Hydraulic diameter

AD

: Cross-section area

C1

: Friction coefficient

l

: Length of nozzle

ν

: Upstream kinematic viscosity

ρ

: Upstream fluid density (kg/m3)

,

Fig. 3.13 A view of window for nozzle model in Simulation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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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Qothers 모델의 사양은 클러치의 복잡한 형상 및 틈새 구조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실험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체크밸브 모델은 크래킹 압력, 최대 열림 압력, 스로틀
영역의 기울기 등을 설정할 수 있으며 실험값과 해석 값이 매칭되도록 해당 값들을 적
절히 변경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체크 밸브의 설정 창은 그림 3.14와 같다.

Fig. 3.14

A view of window for check valve model in Simulation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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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드래그 토크 모델

드래그 토크와 같이 유체의 거동에 의해 나타나는 물리 현상은 연속방정식(식 3.23)
과 나비어-스톡스의 운동량 방정식(식 3.24)을 통해 계산할 수 있다. 그러나 유체의 운
동량 방정식인 나비어-스톡스 방정식은 2계의 비선형 편미분 방정식으로 구성되어 있
어 FEM, FVM과 같은 수치해석기법을 통하지 않으면 직접적으로 해를 구하기가 매우
어렵다. 본 연구에서 목표로 하는 해석모델은 빠른 설계 검토 및 최적설계가 가능해야
하므로 해석에 많은 시간이 요구되는 FEM, FVM과 같은 수치해석기법을 적용하는 것
은 적합하지 않다. 따라서 적절한 가정과 경계 조건을 반영하여 드래그 토크를 구하기
위한 연속방정식과 운동량 방정식의 해석해(analytical solution)를 구해야 한다.

 ∇ ∙    


where

ρ

: fluid density (kg/m3)

V

: fluid velocity (m/s)



,




    ∙ ∇   ∇  ∇    

where

3.3.1

μ

: fluid viscosity (Pa-s)

p

: fluid pressure (Pa)

F

: body force (N/m3)

(3.23)

,

(3.24)

드래그 해석을 위한 유동 방정식 및 경계 조건

클러치의 마찰면은 원통 형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원통 좌표계의 연속방정식과 나
비어-스톡스 방정식을 이용해야 한다. 원통 좌표계에서 연속방정식과 나비어-스톡스 방
정식은 각각 식 3.25, 3.26과 같다.


 
  
                


 
 
 
where

,

vr

: flow velocity in radial direction (m/s)

vθ

: flow velocity in tangential direction (m/s)

vz

: flow velocity in axial direction (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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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





 
 
   
 
 
             


 



 

 
 
   
  




       
   


 


  
  

 
  





 





     
   
 
 
             


 






 
   
    
 




       
   






  
  

 
  





 





 
   
 
 
           

 




   

  
 


  

       
 


  
  
  





 

(3.26)

식 3.25와 3.26은 3차원 편미분 방정식으로 이를 그대로 이용하여 해석해를 구하기는
매우 어렵다. 따라서 클러치 시스템에 적용할 수 있는 조건과 가정으로 식의 항을 최소
화해야 한다. 드래그 토크를 계산하기 위한 가정은 Kato (1993), Yuan (2007, 2010),
Iqbal (2013, 2014), Pahlovy (2014)가 제시한 바 있으며, 본 연구에서 사용한 가정을 정
리하면 다음과 같다.

1) 마찰판 사이의 간격 및 유체의 점도를 고려하였을 때 일반적인 레이놀드 수는
2000 미만이므로 유체는 층류로 가정한다.
2) 클러치 형상, 공급 유량 등의 경계 조건이 변하지 않을 때 유체는 정적 평형 상태
로 볼 수 있으며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다. (∂vr/∂t = ∂vθ/∂t = ∂vz/∂t = 0)
3) 중력의 효과는 다른 힘 요소에 비해 작기 때문에 무시한다. (ρg = 0)
4) 유체에 가해지는 압력에 의한 체적변화는 매우 작기 때문에 유체는 비압축성으로
가정한다.
5) 밀도와 점도 같은 유체 특성은 공간상으로 균일하다.
6) 유체의 운동량 방정식의 단순화를 위해 클러치 마찰면의 홈은 없다고 가정한다.
7) 마찰면 사이에서 유체의 흐름은 z축 방향으로 거의 발생하지 않으므로 회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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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대칭이라 가정할 수 있다. (∂vr/dθ = dvθ/dθ = 0)
8) 축 방향과 접선 방향에 대한 유체 압력 변화는 반경 방향에 비해 매우 작으므로
압력은 축 방향, 접선 방향으로 균일하다고 가정한다. (∂P/dz = dP/dθ = 0)
9) 유체가 흐르는 축 방향과 반경 방향 길이의 비는 일반적으로 0.02 미만으로 유체
의 축 방향 속도는 무시한다. (vz = 0)

5번 가정에서 Iqbal의 경우 마찰면 사이에서 유체의 온도와 압력 변화는 작으므로 밀
도와 점도 같은 유체 특성은 상수로 가정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드래그 토크에 의한
온도 변화를 고려하기 위해 유체 특성은 공간상으로만 균일하다고 가정하였다. 위의 가
정을 적용하면 식 3.25와 3.26은 다음과 같이 축소된다.

 
  








(3.27)

   
 
 
 
 
 




          





 



 
 






          
 
     



       







 
 
 










 


(3.28)

축소된 유동 방정식은 클러치에 한정된 조건을 고려하면 보다 단순화시킬 수 있다.
Huang (2012)과 Iqbal (2014)은 축소된 유동 방정식을 무차원화하고 클러치의 일반적인
조건을 적용하여 추가적으로 무시할 수 있는 항을 선정하였다. 이들은 식 3.27과 3.28
을 무차원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무차원 변수를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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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rm은 마찰면의 평균 반경, ωm은 두 마찰면의 평균 속도, h는 마찰면 사이 간
극이다. 또한 Rer과 Reθ는 각각 반경 방향, 접선 방향의 레이놀드 수이다. 위의 무차원
변수를 식 3.28의 첫 번째와 두 번째 식에 적용하여 다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Rer    Re     

















 


 

  

   
Rer      




















(3.29)

습식다판클러치의 전형적인 설계변수인 rm=100 mm, h=0.2 mm, Qfs=7 LPM, ωm=2000
rpm, ρ=820 kg/m3, μ=0.03 Pa.s를 무차원 상수에 적용하면 식 3.27의 상수인 Rer, Reθ, H
는 다음과 같다.

Rer = 0.010,

Reθ = 5.17,

H = 0.002

Rer과 H의 항은 Reθ 항에 비해 매우 작기 때문에 무시 가능하다. 이를 이용하면 식
3.28은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3.30)


  
 
  

(3.31)

식 3.30은 Kato (1993), Yuan (2007), Iqbal (2014)이 유체의 운동량 방정식을 유도하여
클러치 드래그 토크의 해석해를 구할 때 사용한 수식과 동일하다. 그러나 Yuan (2010)
과 Pahlovy (2014)은 우항의 Rer을 무시하지 않고 해석해를 유도하였기 때문에 식 3.30
은 다른 형태로 나타났다. 그들은 해석해를 유도하기 위해 마찰면이 한쪽은 고정되어
있고 나머지 한쪽만 회전한다고 가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Iqbal (2014)의 연구와 마찬
가지로 마찰면의 단방향 회전뿐만 아니라 양방향 회전도 고려하기 위해 식 3.30을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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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드래그 토크를 계산하였다.
습식클러치에서 반경 방향과 접선 방향의 유체 속도에 대한 경계 조건을 정의하기
위해 점착 조건(no-slip boundary condition)을 적용하면 경계 조건은 다음과 같다.

      

,

      

(3.32)

       

,

       

(3.33)

여기서 ω1은 클러치 허브의 속도이며 ω2는 클러치 하우징의 속도이다.
클러치 마찰면에 공급된 유체에 의해 형성된 유막은 원심력에 의해 압력이 감소하여
0이 되기 전까지 유지된다. 압력이 0이 되어 유막이 파손되기 시작하는 지점의 반경을
r*라 하면 압력에 대한 경계조건은 다음과 같다.

(3.34)

      

3.3.2

마찰면 사이의 유체 속도와 압력 분포

접선 방향의 유체 속도를 계산하기 위해 식 3.31을 z방향으로 두 번 적분하고 경계
조건인 식 3.32를 적용하면 반경방향 유체 속도인 vθ를 구할 수 있다. 유도된 vθ는 식
3.35와 같다.




    ∆    

where

Δω



,

(3.35)

: ω2 － ω1

식 3.35를 식 3.30에 적용하고 z방향으로 두 번 적분한 후 경계 조건을 적용하면 반
경 방향 속도인 vr은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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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36)

우변의 첫 번째 항은 푸아죄유 흐름(poiseuille flow)에 의한 성분이며 두 번째 항은
원심력(centrifugal force)에 의한 항이다. 마찰판 사이로 흐르는 유량은 유체의 속도를
유체가 통과하는 면적으로 적분하면 계산할 수 있다. 연속방정식에서 vθ와 vz의 성분은
가정에 의해 무시되었기 때문에 마찰판 사이로 흐르는 유량은 vr의 성분만으로 유도된
다. 따라서 유체가 지속적으로 공급된다면 마찰면 간극의 유량은 식 3.37로 얻을 수 있
다.


       
where

Qefs

 








  

     





,

(3.37)

: flow rate of a friction surface (m3/s)

식 3.36을 3.37에 대입하고 적분하면 간극에 공급되는 유량은 식 3.38과 같이 계산된
다. 여기서 입력유량인 Qefs는 이미 윤활 유량 모델에 의해 결정된 값이며 연속방정식에
의해 보존되므로 상수이다. 따라서 푸아죄유 흐름의 항인 Qp가 증가하면 원심력의 항
인 Qc가 감소하고 Qc가 증가하면 그 반대가 된다.


   
            ∆   ∆  ≡        ,


 





where

Qp

: flow rate due to Poiseuille force (m3/s)

Qc

: flow rate due to centrifugal force (m3/s)

(3.38)

공급된 유량에 의해 마찰면 사이에서 발생하는 압력은 공급된 유체가 유막을 형성할
수 있는지 없는지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이다. 식 3.38을 이용하여 반경 방향의
압력 미분항으로 다시 정리하면 식 3.39와 같고 이는 Huang (2012)과 Iqbal (2014)가 제
시한 수식과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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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3.39)

마찰면 사이의 유체 압력은 유체가 클러치 내부에 장착된 축에 의해 공급되기 때문
에 마찰면 내경에서 최대이며 외경 쪽으로 갈수록 작아지게 된다. 따라서 압력의 반경
방향 기울기는 필연적으로 음수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공급 유량은 고정된 상수이기
때문에 마찰면의 회전속도가 상승하면 특정 속도 이상에서 압력 기울기가 양수가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는 이론적으로 유체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유체가 외경으로부
터 역으로 공급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현실적으로 클러치가 유체에 잠겨있지 않
다면 나타나기 어려운 현상이다. 따라서 유체의 연속성은 압력 기울기가 음수인 경우부
터 0까지만 유지되고 압력 기울기가 음수에서 양수로 전환되는 순간에는 유막 끝에서
공동 현상(cavitation)에 의해 유막이 파괴되어 연속성을 상실하게 된다. 즉, 마찰면에서
연속적인 유막은 압력 기울기가 0이 될 때까지만 유지된다. 유막이 파괴되는 지점에서
의 압력은 유체가 대기와 직접적으로 맞닿기 때문에 대기압과 같다. 이는 압력이 0인
지점과 압력 기울기가 0인 지점이 동일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앞서 경계조건으
로 선정된 r*는 식 3.39의 좌변을 0으로 놓고 다시 정리하여 식 3.40과 같이 얻을 수
있다.



where

r*


   


      ∆   ∆ 








,

(3.40)

: the radius at which the pressure derivative is equal to zero

압력 기울기와 r*의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rfo=60 mm, rfi=40 mm, h=0.2 mm 이고 공
급되는 유체가 Qefs=0.69×10-6 m3/s, μ=0.06 Pa.s, ρ=791 kg/m3 인 클러치 시스템을 고려
하였다. 마찰면의 회전속도인 ω1이 2,000∼5,000 rpm 까지 변하고 ω2가 고정된 상태라
면 반경 방향에 대한 압력 기울기는 그림 3.1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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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5 Effect of rotational speed on pressure gradient

압력 기울기는 그림 3.15와 같이 회전속도에 따라 상승한다. 또한 압력 기울기가 0이
되는 지점인 r*는 3,000 rpm 과 3,500 rpm 사이에서 최초로 나타나고 속도가 증가할수
록 점차 rfi 쪽에 가까워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마찰면의 상대 회전 속도가 상
승할수록 유막이 파괴되는 지점이 클러치 내경부와 가까워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클러
치의 드래그 토크는 유막이 연속적으로 유지되는 영역(연속 유막 영역)에서 가장 크게
발생하기 때문에 상대 회전 속도가 증가하여 연속 유막 영역이 줄어들면 드래그 토크
도 줄어든다. 따라서 r*는 드래그 토크의 최대 크기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인자가 된
다. 유막이 형성되는 r은 최대가 rfo, 최소가 rfi이기 때문에 r*는 크기에 따라 다음과 같
은 경계 조건이 적용된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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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

식 3.40과 경계 조건인 3.41을 이용하여 속도에 따른 r*를 구하면 그림 3.16와 같다.
r*는 상대 회전 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약 3,200 rpm에서 rfo보다 작아지기 때문에 상대
회전 속도가 3,200 rpm보다 클 경우 연속 유막 영역도 줄어들기 시작한다. 상대 회전
속도가 더욱 증가하여 약 4,800 rpm에 도달하면 마찰면에서 연속 유막 영역은 사라지
고 유체는 부분적으로 유막을 유지하거나 분무 형태로 존재하게 된다.

Fig. 3.16 Effect of rotational speed on r*

마찰면에 공급된 유체의 압력은 식 3.39를 반경 방향으로 적분하고 경계조건인 식 3.
34를 적용하면 구할 수 있다. 그러나 r이 r*보다 큰 경우에는 앞서 설명한대로 유막이
파괴되어 대기와 직접 맞닿기 때문에 압력은 그림 3.17와 같이 대기압과 같다. 따라서
압력의 경계조건은 식 3.42와 같이 다시 표현할 수 있다.

Fig. 3.17 Pressure distribution depending on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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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

위의 경계 조건을 반영하면 압력은 다음과 같다.

         
  
ln             




(3.43)

그림 3.18은 r에 따른 압력을 회전 속도별로 나타낸 것으로 회전 속도가 증가할수록
마찰면에서의 압력이 감소함을 보여주고 있다.

Fig. 3.18

Pressure change with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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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

홈이 없는 마찰면에서의 드래그 토크

공동현상이 나타나는 지점(r*)이 마찰판 외경보다 크면 유막은 파괴되지 않고 마찰면
전체에서 유지된다. 이렇게 마찰면에서 유막이 연속적으로 유지되는 rfi ~ r*의 영역을
연속 유막 영역(continuous fluid film zone)이라 한다. 이 영역에서는 드래그 토크가 선형
으로 증가하며 그림 2.5의 낮은 속도 영역과 같다. 속도가 증가하여 r*가 마찰판의 내
경과 외경 사이에 존재하면 중속 영역에 속한다. 이때

r* ~ rfo 영역에서는 유막이 파

괴되기 시작하고 그림 3.19(a)와 같이 유체가 얇은 줄기로 흐르는 영역(rivulet zone)과
분무로 이루어진 영역(mist zone)으로 분리된다(Iqbal, 2014). 속도가 증가하여 r*가 마찰
판의 내경보다 작아지면 고속 영역에 속하며 전 영역에서 유막이 파괴되어 연속적인
유막으로 구성된 영역은 존재하지 않고 얇은 줄기와 분무로 이루어진 영역만 존재하게
된다. 유체줄기 영역과 분무유막 영역은 r* ∼ rfo 사이에서 θ방향에 따라 존재하기 때
문에 각 영역에서의 드래그 토크를 계산하기 위해 구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유체 줄
기 영역 대비 유막이 파괴되는 전체 영역인 r* ∼ rfo 영역(ruptured zone, 유막파괴 영
역)을 그림 3.19(a)에 나타난 각도 α, β에 따라 구분하였다. 유체줄기 영역과 유막파괴
영역의 비를 나타내면 식 3.44와 같다.

(a) Film shape of mid-speed zone

(b) Flow pattern at different rotating speed
(YUAN, 2009)

Fig. 3.19

Oil flow between friction and separator pl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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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re

,

φ(r)

: the ratio of the rivulet and the total ruptured zone

α

: an arbitrarily chosen sector angle in the ruptured zone

β(r)

: the mist film angle considering radial flow

(3.44)

식 3.44를 이용하여 φ(r)을 구하기 위해서는 α와 β값을 알아야 한다. 그러나 앞서 유
도된 운동량 방정식과 연속방정식으로는 이를 직접적으로 유도할 수 없다. 따라서 실제
시스템의 조건을 적용하여 간접적으로 φ(r)를 구해야 한다. 반경 방향에 대해 공급된
전체 유량은 상수이며 이는 유압시스템에 의해 결정된 고정된 값이다. 마찰면 간의 상
대속도가 증가하면 식 3.38에 의해 원심유량은 증가하고 푸아죄유 유량은 감소하게 된
다. 속도가 증가하여 유막파괴 영역에 들어서게 되면 원심력에 의해 요구되는 유량은
그림 3.20과 같이 전체 공급유량보다 커지게 된다. 이는 푸아죄유 흐름에 의한 유량이
음수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러나 유막파괴 영역에서 실제 압력은 0이 되기 때문에 푸
아죄유 유량은 0이 된다. 따라서 원심유량은 공급유량과 같다. 즉, Qc.real = Qefs 이다.
(여기서 Qc.real은 실제 원심력에 의해 배출되는 유량이다.) 따라서 원심유량은 다음과 같
이 표현된다.

   



    

 
 

  
≤ 

(3.45)

r* ∼ rfo 사이에서 원심력에 의해 배출되는 이론적인 유량(Qc.theory)은 식 3.38 우변의
두 번째 항과 같다. 이때 Qc.theory는 마찰면 전체에서 유막을 형성하여 연속방정식을 성
립하기 위한 유량이다. 따라서 유막파괴 영역에서 이론적인 원심유량과 실제 원심유량
의 비는 전체 유막파괴 영역과 유체 줄기 영역의 비와 같다. 이를 정리하면 Qc /
Qc.theory 는 식 3.46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실제 원심유량
rivulet zone

 r


이론적인 원심유량 
rivulet zone  mist film z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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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6)

Fig. 3.20

Flow rate of r-direction

이를 이용하면 식 3.44는 다음과 같이 다시 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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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7)

클러치에서 나타나는 전체 드래그 토크는 각 영역의 드래그 토크 합으로 표현된다.
각 영역의 드래그 토크는 뉴턴의 법칙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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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8)

(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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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re





Tdc

: drag torque of fluid film in the continuous section (N⦁m)

Tdr

: drag torque of fluid film in the ruptured section (N⦁m)

Tdm

: drag torque of mist film in the ruptured section (N⦁m)

μm

: dynamic viscous of mist (Pa⦁s)

따라서 전체 드래그 토크는 다음과 같다.

         
where

Td

,

(3.50)

(3.51)

: total drag torque (N⦁m)

그림 3.21는 4가지의 서로 다른 예측 모델을 이용하여 계산된 드래그 토크를 보여주
고 있다. Yuan과 Kato의 모델은 등가 유막 이후에 감소하는 형상이 달라지는데, 이는
Yuan의 경우 표면장력 효과를 고려했기 때문이다. Iqbal의 경우 드래그 토크가 감소하
기 시작하는 각속도가 다른 두 모델과 비슷하지만 등가 유막 반경 이후의 드래그 토크
가 고려되었기 때문에 등가 유막 반경 이후에 형성되는 드래그 토크가 확연히 다르게
나타난다. 식 3.51의 계산 결과는 Iqbal이 제시한 드래그 토크 모델의 결과와 동일하며,
이는 드래그 토크 계산을 위한 핵심 요소인 r*와 유막 영역에 대한 계산이 동일하기
때문이다.

- 50 -

Fig. 3.21 Drag torque by different models
(ω2 = 0, Temperature = 40℃)

3.3.4

홈이 있는 마찰면에서의 드래그 토크

일반적으로 클러치 마찰판에는 드래그 토크를 감소시키고 윤활유의 냉각 성능을 향
상시키기 위한 홈이 가공되어 있다. 드래그 토크는 이러한 홈의 형상에 크게 영향 받기
때문에 정밀한 해석을 위해서는 이를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마찰면 홈은 다양하고 복
잡한 형상을 지니기 때문에 형상을 직접적으로 고려한 수치해석 기법이 아니고서는 정
밀한 해를 얻기 어렵다. 홈의 영향을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해서는 나비어-스톡스 방정
식의 3차원 해석 모델을 수치해석으로 풀어야 하지만 이는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시간 소모가 매우 심하다. 따라서 마찰면 홈의 영향을 근사적으로 단순하게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본 장에서는 마찰면 홈의 영향을 반영할 수 있는 근사 모델을
제시하고 이를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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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1

유효 간극 모델

Pahlovy (2014)는 반경 방향의 홈이 드래그 토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기 위해 유
효 간극(effective clearance)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where

,

heff

: effective clearance (m)

hg

: groove depth (m)

Ag

: ratio of friction surface and groove area

(3.52)

유효 간극은 홈이 없을 때 간격의 부피와 간격의 부피에 홈에 의해 추가되는 부피의
비를 더한 것과 같다. 이를 이용하며 r* 및 드래그 토크 계산식에 h를 대신하여 대입하
면 마찰면 홈에 의해 감소하는 드래그 토크의 영향을 고려할 수 있다. 그림 3.22은 마
찰면 간극의 부피 대비 홈의 부피비에 따른 유효 간격을 적용했을 때 감소하는 드래그
토크를 나타낸 것으로 부피비가 0.2 부터 1까지 증가할수록 감소하는 드래그 토크를 보
여주고 있으며, 홈의 부피비가 40% 이상일 때 절반 이하로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 3.22 Effect of groove on drag torque with different effective clea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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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2

유효 유량 모델

드래그 토크를 계산하기 위해 해석 모델에 적용되는 유량은 클러치에 공급되는 전체
유량인 Qtot이다. 그러나 전체 유량 중 클러치 외부로 배출되는 Qothers를 제외하면 드래
그 토크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주는 유량은 Qg와 Qfs이다. 여기서 Qg에 의한 드래그 토
크는 그림 3.23에서와 같이 홈과 마찰면 사이의 간극이 마찰면 간의 간극에 비해 매우
크기 때문에 마찰면 간의 간극에서 발생하는 드래그 토크에 비해 매우 작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홈과 마찰면 사이에 존재하는 유량에 의한 드래그 토크는 무시할 수 있다
고 가정하면, 드래그 토크에 유효한 영향을 미치는 유량은 Qfs이다. 따라서 유효 유량은
식 3.53과 같다.

     ,
where

Qeff

(3.53)

: effective flow rate (m3/s)

Fig. 3.23

Volume of oil filled in clearance and grooves

유량 모델은 Simulation X를 이용하여 구성하였기 때문에 단순 계산으로 Qfs를 얻기
어렵다. 만약 Qothers가 없고 마찰면 전체에 유량이 가득 차 있다고 가정하면 마찰면 사
이의 유량과 홈과 마찰면 사이의 유량은 이들이 존재하는 공간의 부피비로 나타낼 수
있고, 이를 이용하면 마찰면과 홈으로 흐르는 유량을 식 3.54, 3.55와 같이 계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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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4)

만약 마찰면 외부로 배출되는 유량이 없다면 유효 유량은 다음과 같다.

 
     
    

(3.55)

홈의 형상이 레이디얼일 경우 부피비는 식 3.56으로 구할 수 있다.

     
        

 ,




    
                   
where

Vg

: the volume of surface grooves (m3)

Vfs

: the volume of surface clearance (m3)

(3.56)

식 3.54, 3.55는 클러치 내부 축에 의해 공급되는 유량이 모두 마찰면으로 공급된다는
가정 하에 유도된 식이다. 만약 외부로 배출되는 유량(Qothers)이 존재한다면 이를 제외한
유량을 전체 유량으로 하여 유효 유량을 계산해야 한다. Qothers는 앞 장에서 제시된 유
량 시스템 모델(그림 3.12)을 통해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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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클러치 열전달 모델

3.4.1

에너지 평형식

습식다판클러치의 에너지 균형은 열전달 해석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방법과 같이
에너지 보존 법칙에 의해 식 3.57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클러치에서 발생하는 총 에
너지 변화 (ΔĖc)는 시스템의 입출력 에너지 변화(Ėin-Ėout)와 클러치 내부에서 발생하는
에너지원(Ėg)의 합으로 표현된다.
      
∆



where

,

ΔĖ

: change in energy rate of the wet clutch (W)

Ėin

: rate of heat flow in of the wet clutch (W)

Ėout

: rate of heat flow out of the wet clutch (W)

Ėg

: rate of heat flow generation of the wet clutch (W)

(3.57)

분리판과 마찰판이 붙어있는 경우 두 판의 표면온도는 동일하다. 따라서 클러치가 미
끄럼 마찰 중에 있을 때 마찰면에서 나타나는 최고온도는 같다. 따라서 마찰면의 온도
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마찰판에 붙어있는 마찰재 혹은 분리판의 온도를 측정해야 한다.
그러나 마찰재는 센서 장착이 어려고 분리판에 비해 상대적으로 얇아 대부분의 연구에
서는 분리판의 온도를 이용하여 클러치 마찰면의 온도로 활용하였다.
클러치 온도해석에 대한 선행 연구(Yang et al., 1995; Ivanović et al., 2009; Gang et
al., 2011)에 의하면 분리판의 온도는 표면과 내부온도가 거의 일정한 집중계(lumped
system)로 가정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집중계 해석은 무차원 수인 Bi 수(Biot number)가
0.1 이하일 때 해석이 가능하다. Bi 수는 물체 내부의 열전도와 물체 표면에서의 대류
의 비로 나타낼 수 있고 식 3.58과 같이 계산된다.

where

h

 
Bi   ,

: heat convection coefficient (W/m2⦁K)

Lc

: characteristic length (m)

k

: thermal conductivity (W/m⦁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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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8)

오일의 경우 강제 대류조건에서 일반적으로 제시되는 대류열전달계수는 50∼2000
W/m2⦁K 정도이다. 습식다판클러치 열해석을 위해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대류열전달계
수는 표 3.4와 같고 대부분 일반적인 범위 내에 있다. 이를 이용하여 실제로 분리판을
집중계로 가정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Bi 수를 계산하였다. 계산을 위해 사용된 분
리판의 열전도도는 S45C 재질의 일반적인 열전도도인 50 W/m⦁K를 이용하였으며 특
성길이는 분리판의 두께의 절반인 1.25 mm로 가정하였다. 주어진 조건에서 Bi 수가 0.1
이상이 되는 경우는 대류열전도계수가 4000 W/m2⦁K 이상일 때이다. 그러나 선행연구
에서 제시된 값은 모두 그 이하의 값을 갖기 때문에 습식다판클러치의 열해석 시 집중
계 해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며, 본 연구에서도 집중계 해석을 통해 클러치 열해석 모
델을 개발하였다.

Table 3.4

Coefficient of heat convection and biot number by other researchers

No.

Year

Author

h (W/m2⦁K)

Bi

1

1987

Johnson

17∼23

0.000425~0.000575

2

1995

Yang

650∼1890

0.01625~0.04725

3

1999

Jang

100

0.0025

4

2009

Ivanović

100∼650

0.0025~0.01625

클러치의 총 에너지 변화는 미끄럼 마찰이 발생하는 마찰재와 분리판으로부터 전달
되어 분리판, 마찰판, 하우징 등 클러치 내부 구성요소의 온도를 변화시킨다. 그러나
마찰재의 열전도도는 0.1∼0.3 W/m⦁K

정도이기 때문에 분리판 재질인 S45C의 열전

도도와 약 170∼500배의 차이가 있다. 따라서 클러치 작동에 의해 순간적으로 온도가
상승할 때 마찰재는 단열재로 작용하고 대부분의 에너지는 분리판에 의해 흡수된다고
가정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클러치 하우징과 스플라인에 흡수되는 에너지가 분리판에
흡수되는 에너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미하다고 가정하면 클러치 시스템의 총 에너지
변화는 식 3.59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

where

ρs

      ,
∆
  

: density of the separator plates (kg/m3)

Vs

: volume of the separator plates (m3)

cs

: specific heat of the separator plates (J/kg⦁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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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9)

클러치의 입출력 에너지 차이는 냉각을 위한 윤활유, 대기에 의한 자연 대류효과, 복
사에 의해 결정된다. 그러나 대기에 의한 대류 및 복사에 의한 냉각 효과는 윤활유의
대류에 의한 냉각효과 대비 매우 작다. 따라서 윤활유의 대류에 의한 냉각효과 외 나머
지 인자들은 무시하면 식 3.57의 우변 첫 번째 항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   

(3.60)

여기서 T∞는 표면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서 측정한 유체 온도이다. Pacey (1990)
의 경우 열교환기 시스템의 대류 열전달 이론을 이용하여 T∞를 윤활유의 입구, 출구
온도에 관한 평균온도인 Tmean으로 사용하였다. 이때 Tmean을 얻기 위해서는 윤활유의 출
구 온도를 계측해야 한다. 그러나 윤활유는 출구에서의 비산으로 인해 출구 온도 계측
이 어렵고, 계측하더라도 계측 지연 등의 오차 요인이 많아 정확한 계측이 어렵다.
Ivanović (2009)의 경우 T∞을 주변의 대기 온도로 하였으나, 이 경우 윤활유의 공급온도
에 대한 고려가 어려운 단점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는 식 3.60의 T∞을 윤활유 입구 온도인 Toil.in으로 바꾸어 사용하였다. 이 경우 윤활유의
공급온도롤 고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밀하게 계측되는 Toil.in을 이용하여 대류열전
달계수를 계산함으로써 대류열전달계수의 신뢰성 및 정확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따라
서 식 3.60은 식 3.61과 같이 사용하였다.

            

,

(3.61)

클러치에서 발생하는 열 에너지는 미끄럼 마찰에 의한 에너지와 점성소산에 의한 에
너지의 두 가지 항으로 구분할 수 있다. 따라서 식 3.57의 우변 마지막 항은 다음과 같
이 표현된다.

      ,
where

Φclutch

: the generated heat by the clutch friction (W)

Φoil

: the generated heat by the viscous dissipation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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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

클러치 열해석을 위한 전체 에너지 균형식을 다시 정리하면 식 3.63과 같다.

                   


3.4.2

(3.63)

윤활유 특성 온도

윤활유는 마찰면에 공급되어 마찰면에서 발생한 에너지를 대류 열전달에 의해 흡수
한다. 따라서 윤활유는 식 3.64, 3.65와 같이 입출구 온도 차이가 있으며 이때 유체 특
성을 결정하기 위한 대표온도(Tmean)를 구해야 한다. Pacey 등(1990)은 클러치 윤활유의
대표온도를 구하기 위해 대수평균 온도차(Logarithmic Mean Temperature Difference,
LMTD)를 이용하였다. LMTD는 열교환기에서 고온과 저온 유체 사이의 대표 온도차를
구할 때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며 식 3.66과 같이 표현된다.

Fig. 3.24 A parallel-flow heat exchang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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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ere

,

(3.64)

ΔT1

: inlet temperature difference (K)

Th,in

: inlet temperature of hot fluid (K)

Tc,in

: inlet temperature of cool fluid (K)
∆           

where

,

(3.65)

ΔT2

: outlet temperature difference (K)

Th,out

: outlet temperature of hot fluid (K)

Tc,out

: outlet temperature of cool fluid (K)

∆    ∆ 
∴   
ln ∆ ∆  

,

(3.66)

이를 클러치 시스템에 적용하면 식 3.67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ln 


,

(3.67)

  

where

Toil,

mean

: mean temperature of lubricant (K)

Toil,

in

: temperature of lubricant entering the clutch (K)

따라서 윤활유 특성 온도는 다음과 같이 구해진다.

∴      

(3.68)

그러나 식 3.68은 대류열전달계수를 Tmean에 대해 구했을 때 적용할 수 있다. 따라서
Toil.in에 대해 대류열전달계수를 구한 경우 산술평균인 식 3.69를 이용하여 윤활유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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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도로 사용하였다.

   
    


(3.69)

윤활유 특성 온도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윤활유의 출구 온도를 알아야 한다. 집중계
해석에서 마찰면의 온도와 대류열전달계수는 공간적으로 균일하다고 가정되기 때문에
미소체적에 대한 에너지 균형은 다음과 같다.

            
where

,

ρoil

: density of lubricant (kg/m3)

coil

: specific heat of lubricant (J/kg⦁K)

dToil

: temperature of lubricant (K)

(3.70)

식 3.70을 클러치 전체 마찰면 면적에 대해 적분하고 윤활유 출구 온도에 대해 정리
하면 윤활유 특성 온도를 계산할 수 있는 아래의 관계식을 얻을 수 있다.

        
        
      

3.4.3

(3.71)

마찰 에너지

클러치 작동 시 미끄럼 마찰에 의해 발생하는 열은 클러치 전달토크와 마찰판과 분
리판의 속도차의 곱으로 표현할 수 있다. 따라서 식 3.72와 같이 계산할 수 있다.

    ∙ ∆
where

Δω

: ω1 - ω2

- 60 -

,

(3.72)

3.4.4

대류열전달계수

클러치 마찰면에서 발생한 열이 대류를 통해 유체로 전달되는 열을 계산하기 위해서
는 대류열전달계수를 알아야 한다. 그러나 대류열전달계수는 서론에서 설명한 대로 물
성치가 아니며 실험으로 결정되는 값이다. 또한 표면의 형상, 유체의 유동특성, 유체의
물성치, 유체의 속도 등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에 다양한 요인 시험을 통해 얻어진
값을 사용해야 한다. 대류열전달계수는 적용 시스템에 따라 다양한 값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의 실험으로 얻어진 값으로 모든 시스템에 적용할 수 없다. 따라서 이를 해
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요인 시험을 통해 개발되는 대류열전달계수 예측 모델이 필요
하다. 넛셀 수(Nusselt number)는 일반적으로 대류열전달계수를 예측하기 위해 사용되는
무차원수로 식 3.73과 같이 보통 레이놀드 수(Reynolds number)와 프란틀 수(Prandtl
number)의 함수로 표현된다. 따라서 다양한 열전달 실험을 통해 대류열전달계수의 예측
모델과 관련 상수가 결정되면 다양한 외부조건에 대한 대류열전달계수를 구할 수 있다.

 
        

where

Nu

: the average Nusselt number

Lc

: the characteristic length (m)

ReL

: the Reynolds number

Pr

: the Prandtl nu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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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3)

3.5

통합 해석 모델 구성

클러치 해석 모델은 앞서 제시된 클러치 작동 모델, 드래그 모델, 열전달 모델 등을
ITI 社의 Simulation X를 이용하여 하나의 통합된 모델로 모델링하였다. 통합 모델은 서
로 간의 상호작용을 고려하여 유기적으로 해석하며 속도, 온도 등에 따라 변하는 다양
한 물리적 특성도 고려할 수 있다. 구성된 통합 모델은 그림 3.25과 같고 전체 시뮬레
이션 모델 개요 및 순서도는 그림 3.26과 같다. 해석 모델은 초기 설정을 위해 클러치
사양, 윤활유 온도 및 유량 조건이 입력되고 클러치 작동을 위한 제어 조건이 설정된
다. 초기 설정을 완료하고 해석 모델을 구동하면 드래그 토크가 먼저 계산되고 계산된
결과는 열전달 모델에 유체 전단에 의한 손실 에너지로 입력되게 된다. 열전달 모델에
서는 클러치에서 발생한 에너지와 클러치 사양에 따른 열용량에 의해 마찰면 및 유체
온도를 계산하고 계산된 유체 특성 온도는 다시 드래그 토크 모델에 입력되어 계산상
에 루프를 형성하게 된다.

Fig. 3.25

Overview of a clutch simulation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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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6 Flow chart for clutch simulation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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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

드래그 토크 모델

드래그 토크는 식 3.51의 드래그 토크 계산식과 식 3.52, 3.53의 홈의 영향을 고려할
수 있는 유효 간격, 유효 유량 모델 및 드래그 토크에 의한 동력 손실로 발생하는 유체
의 온도 상승을 고려하는 클러치 열전달 모델 간에 상호작용에 의해 계산된다. 드래그
해석 모델은 드래그 토크, r*, 홈에 의한 유효 간격 및 유효 유량으로 그림 3.27과 같이
구성하였다.

Fig. 3.27

Drag torque simulation model

그림 3.28은 클러치 사양이 rfo=110 mm, rfi=76 mm, h=0.18 mm 이고 공급되는 유체의
온도가 40℃일 때 공급 유량에 따라 변하는 드래그 토크를 나타낸 것이다. Iqbal 모델
의 경우 드래그 토크에 의해 발생하는 열에너지를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체 유막
영역에서 직선의 기울기가 나타나지만 본 연구에서 제시된 모델은 이를 고려하였기 때
문에 직선이 아닌 곡선으로 나타난다. 해석을 위해 ω1이 6000 ~ 0 rpm 까지 변하는 조
건을 모델에 입력하였으며 그때 드래그 토크에 의해 변하는 클러치 마찰면, 유체 출구
온도, 유체 특성 온도는 그림 3.29와 같다. 해석 모델에서 드래그 토크에 의해 발생한
열에너지는 대부분 분리판에서 흡수하기 때문에 마찰면의 온도가 가장 높고 윤활유는
열전도에 의해 출구 온도가 가장 높다. 또한 유체 특성 온도는 유체 입구 온도와 출구
온도의 산술평균에 의해 계산되기 때문에 입구온도와 출구 온도 사이에 위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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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8

Comparison of simulation result between Iqbal and overall model

Fig. 3.29

Clutch temperature variation on rotating spe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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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

열전달 모델

클러치 열전달 모델은 식 3.63에 의한 에너지 합 및 대류의 냉각효과, 클러치 열용량,
윤활유 온도로 구성된다. Simulation X를 통해 구성된 열전달 모델은 그림 3.30과 같다.
클러치 열전달 모델의 작동을 확인하기 위해 클러치 사양이 rfo=120 mm, rfi=80 mm,
h=0.18 mm 이고 공급되는 유체의 온도가 35℃일 때 그림 3.31과 같이 입력속도가 1500
rpm, 제어압력이 2.5 bar로 3초부터 13초까지 피스톤에 가해지는 조건으로 해석을 수행
하였다. 클러치에 공급되는 유량은 총 9 LPM으로 하였으며, 마찰면의 홈, 간극 및 클
러치 외부로 배출되는 유량은 그림 3.32와 같다. 클러치 제어 압력이 상승하면 마찰면
간극이 줄어들게 되며 마찰면 간극으로 공급되는 유량은 0이 되고 홈으로 공급되는 유
량과 마찰면 외부로 배출되는 유량이 증가하게 된다. 이때 그림 3.33과 같이 드래그 토
크로 인한 에너지 손실은 0이 되고 마찰에 의한 에너지가 발생하게 된다. 압력이 하강
하면 다시 마찰면 간극으로 유량이 공급되면서 드래그 토크가 발생한다. 이러한 과정에
서 클러치 마찰면 및 유체 온도는 그림 3.34와 같이 상승한다. 초기 시작 시점에서 온
도가 완만하게 상승하는 것은 드래그 토크의 영향이다. 유체 출구 온도는 압력 하강 시
급격하게 낮아지는데, 이는 마찰면에 공급되는 유량이 상승하기 때문이다. 유체 출구
온도의 변화에 따라 유체 특성 온도도 바뀌게 되며 이에 따라 유체 특성이 그림 3.35와
같이 바뀌게 된다.

Fig. 3.30

Heat transfer simulation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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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1

Input speed and control pressure of the clutch for a simulation

Fig. 3.32

Simulation results of flow rates in the simulation

Fig. 3.33 Simulation results of generated powers in the sim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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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4 Simulation results of temperatures in the simulation

Fig. 3.35 Simulation results of fluid characteristics in the sim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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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해석 모델 검증을 위한 시험장비 개발
4.1

개요

클러치에 대한 대표적인 시험기준 및 방법으로는 SAE에서 제시하는 SAE J1646,
J2487∼J2490 가 있다. 이러한 시험들은 SAE#2로 불리는 클러치 특성 시험기를 통해
수행된다. SAE#2는 관성에너지를 이용한 시험기로 그림 4.1(a)와 같은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SAE#2는 클러치 마찰특성 시험인 μPVT 시험(J2490)과 관성에너지 단계에 따른
마찰 성능 시험(J2487/J2488), 클러치 내구시험(J2489)을 수행할 수 있는 장비로 모터에
장착된 관성을 회전시켜 관성에 에너지를 저장시키고 이를 클러치 작동을 통해 소진시
킨다. 이때 출력축에서 나타는 토크형상과 감소하는 속도형상은 클러치의 마찰특성을
나타낸다. 클러치 마찰특성은 그 자체로 클러치 시스템을 대표하는 특성이기 때문에 클
러치 피로내구, 열적 파손시험에서 한계 수명이 어느 시점에서 나타나는지 판단하는 지
표로도 활용된다. SAE#2의 최대 장점은 클러치 하우징이 고정되어 있어 분리판 온도
측정이 수월하다는 것과 에너지 관점에서 성능시험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대부
분의 연구에서는 클러치 해석모델의 검증을 위해 SAE#2를 이용하거나 비슷한 개념의
시험장비를 이용하였다. Johnson (1984)은 미끄럼 마찰 시 클러치 마찰면의 온도를 측정
하기 위해 엔진-변속기로 구성된 시험장비를 이용하였으며 구성된 시험장비는 그림 4.2
와 같다. 해당 시험기의 변속기 입력축은 엔진과 연결되어 있으며 출력축은 고정되어
있어 클러치 온도 측정이 용이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Payvar (1991), Maki (2003) 및
Ivanović (2009) 등도 마찬가지로 출력축이 고정된 형태의 시험기를 채택하였다.

(a) Schematic cross section

(b) Test cycle (SAE J1646)

Fig. 4.1 Illustration of the concept of SAE #2 clutch tester and test cy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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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2

Clutch testing machine (Johnson, 1984)

Fig. 4.3 Cross section view of a wet clutch tester (Payvar,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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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해석모델 검증을 위한 계측시스템 구성

4.2.1

마찰면 온도 계측 방법

클러치 열해석 결과는 마찰면의 온도로 표현된다. 따라서 마찰면의 온도를 계측하는
것은 해석모델 검증을 위해 필수적이다. 마찰면의 온도를 계측하기 위한 방법은 크게
접촉식과 비접촉식 방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접촉식은 그림 4.4(a)와 같이 분리판에 열
전대(thermo couple)를 설치하여 간접적으로 마찰면의 온도를 계측하는 방법이다. 이는
분리판이 앞서 언급된대로 집중계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며,
실제 대부분의 문헌에서 클러치 열해석 모델 검증을 위해 채택하고 있다. 비접촉식은
그림 4.4(b)와 같이 마찰면의 후면 또는 외경부에 적외선을 이용하여 계측한다. 이 또한
마찰판과 분리판이 접촉하는 마찰면에 직접적인 계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집중계 가
정을 통한 간접적인 측정이 이루어진다. 비접촉식의 경우 분리판에 직접 센서를 장착하
지 않아도 온도 계측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외경계측의 경우 변속기 윤활유에
의해 노이즈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후면 계측의 경우 한 장의 분리판만 측정이 가능
하여 여러 장의 분리판으로 구성된 습식다판클러치의 온도 계측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
어 본 연구에서는 열전대를 이용한 접촉식 방법을 채택하였다.

(a) Thermocouple mounting in the

(b) Infrared surface temperature detector

separator plate (Pacey, 1990)

with wet clutch system (Han, 1992)

Fig. 4.4 Illustration of a concept of measuring surface temperature of friction pl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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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윤활유 출구온도 계측 방법

윤활유에 의한 냉각효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윤활유의 출구온도 계측은 필수적이다.
윤활유는 클러치 회전에 의해 외부로 분출되기 때문에 출구온도는 분출되는 클러치 하
우징 출구에 온도센서를 부착 혹은 적외선 카메라를 이용하여 계측하거나, 분출된 유체
를 포집하여 평균적인 유체 온도를 계측할 수 있다. 전자의 경우 유체출구에 가장 가까
운 지점에서 계측이 가능한 장점이 있지만, 하우징이 회전할 경우 슬립링 등을 이용한
계측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며 유체가 분무 형태로 비산될 때 제대로 된 결과 값을 얻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후자의 경우는 하우징 회전과 관계없이 계측이 가능하지만 포집
된 유체를 이용하기 때문에 실제 출구온도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어 이를 고려해야 한
다.

4.3

시험장비 개발

4.3.1

시스템 구성

본 연구에서 해석모델 검증을 위해 구성한 클러치 시험장비 개념도는 그림 4.5와 같
다. 시험장비의 출력축은 고정되어 마찰면의 온도를 계측하기 용이하도록 하였으며, 마
찰특성 및 관성을 이용한 에너지 흡수 시험이 가능하도록 모터와 클러치 사이에 여러
가지 조합이 가능한 관성체를 장착하였다. 또한 클러치가 장착되는 하우징 내부에 마찰
면의 온도와 윤활유 출구온도를 계측할 수 있는 열전대를 장착하여 클러치 작동 시 변
화하는 온도를 계측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이러한 시험장비의 전체 시스템은 크게
실제 클러치 시험기의 하드웨어를 구성하는 기계 시스템, 클러치 작동 및 환경 구축을
위한 유압시스템, 전체 시스템 제어를 위한 제어시스템의 3가지로 구분할 수 있고, 각
시스템은 모듈 별로 구분되어 있다. 그림 4.6은 전체 시스템의 레이아웃 도면을 나타낸
것으로 시스템 간 연결된 전기신호 및 유압라인을 표현하고 있으며, 도면을 바탕으로
실제 제작된 전체 시스템은 그림 4.7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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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5 Schematic diagram of a wet multi-disk clutch tester

Fig. 4.6 Illustration of a wet multi-disk clutch te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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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7 A view of equipment used for the wet multi-disk clutch tester

4.3.2

기계 시스템

기계 시스템은 서보모터, 전자식 클러치, 관성체 및 관성체 하우징, 토크미터, 클러
치 하우징 및 클러치 조합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의 시험 장치들은 그림 4.8과 같이
하나의 시험벤치 위에 구성된다.

(a) Isometric view of test unit
Fig. 4.8

(b) Cross section view of test unit

Test unit of a wet multi-disk clutch te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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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터는 관성체를 회전시켜 운동에너지를 관성체에 저장하는 역할을 수행하거나 클러
치에 토크를 직접 전달하여 미끄럼 마찰시키는 역할을 수행한다. 모터는 Bosch Rexroth
社의 MAD130D-0200 모델로 비동기형 서보모터 타입을 장착하였다. 모터의 최대출력은
32 kW이며 정격 2,000 rpm, 최대 10,000 rpm 까지 사용 가능하다. 모터의 성능 곡선은
그림 4.9와 같다.

Fig. 4.9 Performance curves of a MAD130D-0200 motors

모터의 출력축에 위치한 전자식 클러치는 모터가 관성체에 에너지를 저장할 때는 연
결되어 있다가 충분한 에너지가 저장되면 해제되어 모터와 관성 사이의 동력을 차단한
다. 따라서 클러치가 흡수하는 관성에너지에 모터 자체 관성은 포함되지 않는다. 모터
와 연결된 관성체는 기본적인 축 관성 0.164 kg.m2 과 원판 형상의 관성판을 추가하여
관성량을 변경할 수 있다. 관성판은 0.02, 0.05, 0.1, 0.2, 0.3, 0.4 kg.m2 의 총 6종으로
구성되며 각 종류마다 2개씩 장착이 가능하여 시험 조건에 따라 다양하게 조합하여 사
용할 수 있다.
클러치와 관성체 사이에는 토크미터가 장착되어 클러치가 전달하는 토크를 최대
1,470 N.m 까지 측정할 수 있다. 클러치 하우징 내부에는 습식다판클러치와 이를 작동
시키는 유압시스템이 구성되어 있으며 클러치 분리판에는 열전대가 장착되고 클러치에
서 분출되는 윤활유를 포집하여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열전대가 설치된다. 그림 4.10
은 클러치 하우징 내부 구성을 나타낸 것으로 습식다판클러치 및 열전대, 클러치 작동
시스템 등이 나타나있으며 표 4.1은 기계시스템에 대한 사양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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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10 Cross sectional view of clutch housing

Table 4.1 Specification of test unit
No.

Part name

1

Motor

2
3
4

Specification
Power : 32 kW
Max. speed : 6,000 rpm
Max. torque : 150 N.m
Inertia : 0.164 kg
0.164 ~ 2.140 kg.m2
Max. 1,470 N.m
-50 ∼ 400 ℃

Inertia
Torque meter
Thermocou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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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

유압 장치

시험장비의 유압시스템은 그림 4.11과 같으며 실차의 클러치 제어 조건을 모사할 수
있도록 유압제어 시스템과 윤활제어 시스템이 구성되어 있다. 또한 독립적인 온도조건
설정을 위한 온도제어시스템도 포함한다. 메인모터는 피스톤 펌프를 회전시켜 윤활유를
탱크로부터 유압시스템으로 공급하는 메인 동력원이다. 펌프로부터 공급된 윤활유는 어
큐뮬레이터 및 릴리프 밸브에 의해 클러치 제어를 위한 메인 압력을 형성한다. 여기서
어큐뮬레이터는 클러치 작동 시 순간적으로 강하하는 압력을 보정하기 위한 장치이며
실질적인 제어압력은 릴리프 밸브에 의해 형성된다. 메인 압력은 릴리프 밸브에 의해
최대 3 MPa 까지 조절 가능하다. 클러치 제어 압력은 메인 압력라인에 연결된 비례감
압밸브에 의해 조절되며 해당 밸브는 Hydraforce 社의 EHPR98-T38을 이용하였다. 릴리
프 밸브 후단에는 윤활제어 시스템이 구성되어 있으며 윤활량은 스로틀 밸브의 조작에
의해 0∼15 LPM 범위로 조절된다. 각 밸브의 리턴 라인은 유체의 온도 조절을 위한
가열 및 냉각장치(Heater & Cooler)와 연결되어 시험을 위한 적절한 온도를 유지한다.
온도 조절 장치는 최대 120 ℃에서 최소 10 ℃ 까지 조절할 수 있다. 흡입모터는 클러
치 하우징 내 유체를 흡입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클러치가 윤활유에 잠기지 않게 하거
나 잠긴 높이를 조절하여 적정 레벨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한다.

Fig. 4.11

Hydraulic system used for the wet multi-disk clutch te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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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압 시스템의 유압 회로도를 간략하게 나타내면 그림 4.12와 같다. 유압회로는 유압
시스템을 구성하기 위한 밸브와 계측을 위한 온도, 유압, 유량 센서를 보여준다. 유압
시스템의 각 요소에 대한 상세 사양은 표 4.2와 같다.

Fig. 4.12 Hydraulic circuit of a wet multi-disk clutch tester
Table 4.2 Specification of hydraulic system elements
No.

Part name

1

Motor (Main / Suction)

2
3
4
5
6

Relief valve
Throttle valve
Proportional pressure reducing valve
Temperature control system
Pressure sensor

7

Flow rate sensor

8

Temperature sensor

Specification
Power : 2.24 kW / 1.5 kW
Max. speed : 1660 rpm
Max. cracking pressure : 3 MPa
Max. control flow rate : 15 LPM
Max. control pressure : 3 MPa
Control range : 10 ~ 120 ℃
Pressure range : 0 ~ 4 MPa
1 ~ 30 LPM (Lub.)
0.4 ~ 14 LPM (Clutch control)
-250 ~ 1350 ℃
(K type Thermocou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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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4

제어 시스템

클러치 시험장비의 제어 시스템은 데이터 수집 장치, 시험기 제어 모듈, 제어용 PC,
인디케이터 및 컨트롤 패널로 구성되어 있다. 데이터 수집 장치에서 계측하는 샘플링
시간은 온도의 경우 50 Hz로 측정하고 토크, 속도, 압력, 유량의 경우에는 기본 500
Hz, 최대 50,000 Hz 까지 측정 가능하다. 계측하는 신호와 제어 신호의 샘플링 속도,
오차 등의 사양을 나타내면 표 4.3과 표 4.4와 같다.

Table 4.3 The number of channel for measured signal and DAQ specification
No.

1

Measured signal

Temperature

2
3

Torque
Speed

4

Flow rate

5

Pressure

Channel
- Separator plete × 12 ch
- Inlet temp. × 1 ch

DAQ : NI 9219
Sampling rate : 50 Hz

- Outlet temp. × 1 ch
-

DAQ Specification

Oil tank temp. × 1 ch
Clutch × 1 ch
Clutch × 1 ch
Lubrication × 1 ch

- Clutch control × 1 ch
- Lubrication × 1 ch

Tolerance : ± 0.1 %

DAQ : NI 9239
Sampling rate : 50,000 Hz
Tolerance : ± 0.03 %

- Clutch control × 1 ch
- Main line × 1 ch

Table 4.4 Type of controllable device used in the hydraulic system
No.
1
2
3
4
5

Signal
Servo motor
Electric clutch
Heater / Cooler
Lubrication
Proportional pressure

Specification
Electroninc control (NI 9264)
On / Off manual switch
Throttle valve manual control
Electroninc control (EVDR1)

reducing val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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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클러치 특성 분석
5.1

시험 재료

5.1.1

윤활유

클러치 예측 모델 및 특성 분석을 위해 사용된 윤활유는 합성유의 일종으로 트랙터
변속기에 실제 사용되는 제품이다. 윤활유의 점도는 표 5.1 및 그림 5.1과 같으며, 해당
표와 그림에는 ASTM D445에 의해 실제 계측된 점도와 점도 계산식을 이용하여 계산
된 점도가 나타나 있다. 계산된 점도는 Walther (1928)가 제시한 수식(식 5.1)을 기반으
로 계산하였으며, 실제 계측된 점도와 동등한 값이 나타나도록 Walther의 점도 계산식
에서 제시된 상수 0.8을 –0.2로 수정하였다. 또한 40, 100℃에서 계측된 점도를 이용하
여 A, B의 값을 역으로 계산하였고 계산된 A와 B의 값은 각각 8.30, 3.22이었다.

log log       ∙ log 
where

,

μ

: kinematic viscosity of lubricants (cSt)

A, B

: empirical parameters

T

: Temperature (K)

(5.1)

Table 5.1 Measured and calculated kinematic viscosity of lubricant used for the clutch
testing

Temperature

Measured viscosity

Calculated viscosity

(℃)
-20
-10

(cSt)
1124.55

(cSt)
2863.70
1122.86

0

511.35

506.07

10

261.32

255.79

20

143.12

142.17

30

85.33

85.55

40

55.03

5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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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37.50

37.45

60

27.03

26.74

70

20.00

19.88

80

15.32

90

12.16

100

Fig. 5.1

9.91

9.91

Measured and calculated kinematic viscosity of lubricant used for the clutch

testing

윤활유의 특성 중 밀도와 비열은 클러치 드래그 및 열전달 예측 모델에 있어 중요한
인자이다. 표 5.2 및 그림 5.2는 본 연구에서 사용된 윤활유의 온도에 대한 밀도와 비
열을 보여준다. 그림 5.3의 TGA 시험은 재료의 열전달 특성을 분석하기 위한 시험으로
온도가 상승함에 따라 감소하는 재료의 무게를 측정한다. 윤활유의 열무게는 약 200℃
부터 감소하기 시작하며, 300℃ 부근에서 전체 무게 중 20% 가 소실된다. 따라서 안정
적인 윤활 성능 확보를 위해서는 클러치 마찰면의 온도가 최소한 300℃ 이하가 되는
조건에서 동작하는 것이 적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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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2 Specific heat and density of the lubricant

Temperature

Density

Specific heat

3

(℃)
0
20

(g/cm )
0.889
0.876

(KJ/kg.K)
1.81
1.88

40

0.863

1.95

50

0.857

1.99

100

0.824

2.17

150

0.790

2.35

200

0.756

2.53

250

0.720

2.71

300

0.684

2.90

310

0.677

2.93

330

0.662

3.00

Fig. 5.2

Specific heat and density of the lubric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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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3 TGA test result of the lubricant

5.1.2

클러치 디스크

시험을 위해 장착되는 클러치는 그림 5.4와 같이 반작용판 1장, 마찰판 6장, 분리판 5
장, 완충판 1장으로 구성된다. 완충판부터 1~5번의 분리판 중 1, 3, 5번에는 그림 5.5와
같이 마찰면의 간극을 유지하기 위한 간극 고무가 90° 간격으로 장착되어 있으며 마찰
면의 온도를 측정하기 위해 열전대가 장착되는 홀도 가공되어 있다. 따라서 하나의 클
러치 팩에는 총 12개의 열전대가 장착된다. 클러치 마찰판의 홈은 그림 5.6과 같이 홈
이 없는 형태, 평행, 와플, 레이디얼 형태로 구성하였다. 홈의 형상 중 홈이 없는 형태
와 레이디얼 홈의 경우에는 드래그 시험에만 사용되었고, 열전달 특성 시험에는 평행
및 와플 방식이 사용되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클러치 크기 및 홈에 대한 사양은 표
5.3과 같다. 1번 사양은 드래그 및 마찰특성 시험에 적용되었고, 2~4번 사양은 열전달
시험을 위해 적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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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4 Clutch plates

Fig. 5.5

Separator plate with rubber for clearance and thermocouple ho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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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groove >

< Parallel >

< Waffle >

< Radial >

Fig. 5.6 Friction plates with different types of grooves

Table 5.3 Specifications of friction plate used for the study

No.

Outer dia.

Inner dia.

No. of

of fric. surf.

of fric. surf.

friction

(mm)

(mm)

plate

Groove
pattern

Test case

No groove,
1

110

Parallel,

76
6

Waffle, Radial

2

120

80

Parallel,

3

130

90

Waff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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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ag
Heat transfer /
Friction
characteristic

마찰판에 부착된 마찰재는 JMFT 社에서 제공하는 카본 계열의 마찰재인 JFC-001를
이용하였다. 마찰재의 열전달 특성은 윤활유와 마찬가지로 TGA 시험을 통해 그림 5.7
과 같이 분석되었다. TGA 시험은 상온에서 최대 600℃까지 10℃ 간격으로 온도를 상
승시키면서 수행되었고 해당 마찰재의 경우 441℃에서 전체 무게의 5%가 소실되었다.
윤활유의 경우 약 250℃ 에서 전체 무게의 5%가 소실되기 때문에 클러치의 온도가 상
승하면 마찰재가 탄화되기 전에 윤활유가 먼저 소실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5.7 TGA test result of JFC-001

마찰재와 클러치에 사용된 철재의 밀도, 비열 등과 같은 물성치는 표 5.4와 같다.

Table 5.4

Properties of plate material
k

ρ

c

α

(W/mK)

(g/cm3)

(J/kg.K)

(mm2/s)

S45C

49.80

7.800

486

13.053

JFC-001

0.31

1.081

939

0.300

Mater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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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t Flux
Kq

24.6

Ratio
%
3.91%

제시된 물성치와 Zhang 등(2009)이 제시한 식을 이용하면 마찰면에서 발생한 열이 어
디로 얼만큼 이동하는지 계산할 수 있다. 제시된 식에 의하면 미끄럼 마찰이 발생하는
마찰면의 열 유속은 식 5.2와 같이 표현된다.
,

         
where

(5.2)
2

qtot

: total heat flux at the sliding interface (W/m )

q1

: heat flux of 1st material (separator plate)

q2

: heat flux of 2nd material (friction material)

마찰재와 클러치로 입력되는 열 유속의 비는 두 물체의 열전도율, 밀도, 비열로 표현
되며 다음과 같다.
 
   
 
where

Kq




    



,

(5.3)

  

: ratio of heat flux input to the separator and friction lining

앞서 제시된 물성치를 이용하여 위 식을 풀면 Kq는 24.6이며, 이를 이용하여 두 물체
로 입력되는 비중을 계산하면 전체 열 유속 중 약 96%가 분리판으로 입력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미끄럼 마찰 시 발생한 대부분의 열은 분리판으로 이동하게 된다.
마찰면의 간극은 클러치 판의 두께로부터 추정할 수 있다. 설계상의 클러치 판의 두
께는 완충판 3.2 mm, 마찰판 2.2 mm, 분리판, 2.5 mm, 작용판 3.2 mm 이며, 각 판 사
이의 간극은 0.2 mm 이다. 따라서 클러치 판의 전체 길이는 3.2 + 2.2×6 + 2.5×5 + 3.2
+ 0.2×12 = 34.5 mm 이다. 마찰면의 간극을 계산하기 위해 설계상 전체 길이에서 실제
측정된 판 전체 두께를 빼면 마찰면 전체 간극이 얻어지고, 이를 마찰면의 수인 12로
나눠주면 해당 샘플에 대한 마찰면 평균 간극이 구해진다. 각 판의 두께는 그림 5.8의
마이크로미터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두께는 그림 5.9와 같이 90° 간격으로 각 판의 4
군데에서 측정하였고 실제 간극을 구하기 위해 사용한 값은 측정된 두께의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전체 샘플에 대한 판의 두께와 평균 간극은 표 5.5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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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8

A micrometer to measure the plate thickness

Fig. 5.9 Thickness measuring 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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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5
Clutch
Plate

Plate thickness and clearance between friction surfaces
No.1

No.2

No.3

No
groove

Parallel

Waffle

Radial

Parallel

Waffle

Parallel

Waffle

P

3.192

3.188

3.193

3.193

3.222

3.222

3.223

3.223

F1

2.255

2.213

2.212

2.253

2.205

2.228

2.250

2.212

S1

2.520

2.507

2.516

2.516

2.512

2.512

2.504

2.504

F2

2.240

2.229

2.208

2.268

2.221

2.216

2.208

2.230

S2

2.518

2.519

2.521

2.521

2.510

2.510

2.510

2.510

F3

2.206

2.251

2.204

2.270

2.227

2.206

2.216

2.228

S3

2.522

2.518

2.507

2.507

2.524

2.524

2.511

2.511

F4

2.221

2.194

2.186

2.265

2.233

2.212

2.213

2.187

S4

2.516

2.514

2.514

2.514

2.514

2.514

2.507

2.507

F5

2.226

2.219

2.179

2.272

2.228

2.207

2.219

2.202

S5

2.522

2.499

2.530

2.530

2.511

2.511

2.507

2.507

F6

2.192

2.216

2.197

2.263

2.197

2.228

2.212

2.211

R

3.209

3.219

3.225

3.225

3.211

3.211

3.196

3.196

Avg.
Clearance

0.180

0.185

0.192

0.159

0.182

0.183

0.185

0.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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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클러치 마찰특성 분석

5.2.1

측정방법

클러치 마찰특성은 마찰계수로 표현된다. 그러나 마찰계수는 센서를 통해 직접적으로
계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달토크와 회전속도, 제어압력 및 클러치 크기에 의해 역으
로 계산된다. 입출력 토크, 속도와 유압시스템의 제어압력, 전체 공급 윤활유량, 시스템
온도 등 마찰계수를 계산하기 위한 각 요소의 특성은 일반적인 계측시스템 구성으로
계측할 수 있다. 입출력 토크는 토크미터 또는 로드셀을 이용하여 계측할 수 있으며 유
압, 유량 등도 센서를 통해 직접적으로 계측이 가능하다. 클러치 마찰계수는 전달토크
계산식인 식 4.20을 이용하여 좌변을 마찰계수로 정리하면 식 5.4와 같이 표현된다.



 
 ∙   ∙ 
  



 ∙  ∙   ∙    

(5.4)

마찰계수는 일반적으로 온도, 속도, 압력의 함수라고 알려져 있다. SAE J2490에서 제
공하는 μPVT 특성 시험은 SAE#2 시험기의 관성체를 일정속도로 회전시킨 상태에서 클
러치를 연결하여 나타나는 토크 특성으로 마찰계수를 얻는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마
찰계수를 얻기 위해 별도의 시험을 수행하지 않고 연속 슬립 시험으로 수행되는 열전
달 특성 시험에서 계측되는 클러치 전달토크를 이용하여 마찰계수를 구하였다. 따라서
마찰특성과 열전달 특성은 동일한 시험으로 분석된다.
SAE J1646에서는 마찰특성을 초기, 중간, 끝의 마찰계수와 평균 마찰계수의 4가지로
나타낸다. 각 위치에 대한 마찰계수는 클러치의 변속특성에 중요한 참조값이나, 연속
슬립을 이용한 열전달 특성 시험에서는 안정화된 상태에서의 평균 마찰계수가 가장 중
요한 특성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마찰특성은 초기와 끝의 마찰계수를 배제하고 안정
화된 상태에서의 평균 마찰계수를 대푯값으로 사용하였다. 마찰특성을 구하기 위한 시
험 과정은 다음과 같다.

1) 클러치 제어 압력은 계단 형상으로 약 3초부터 15초 동안 2.5 bar로 입력된다.
(그림 5.10)
2) 계측된 클러치 전달토크는 식 5.4를 이용하여 마찰계수로 변환된다. (그림 5.11)
3) 안정화된 상태인 5~15초 사이의 마찰계수의 평균값을 구한다. (그림 5.11)
4) 시험 조건에 따라 반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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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10 Measured clutch torque and control pressure in the friction characteristic test
(No.2, Waffle, 500 rpm, 3 LPM)

Fig. 5.11 Measured friction coefficients in the friction characteristic test
(No.2, Waffle, 500 rpm,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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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

결과 및 분석

마찰특성은 2번과 3번 사양에 대해 500/1000/1500/2000 rpm, 3/6/9 LPM, 40/70℃ 의
조건으로 시험되었으며, 각 조건에 따라 계측된 마찰계수는 그림 5.12, 5.13과 같다.

Fig. 5.12 Measured friction coefficients in the friction characteristic test (No.2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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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13 Measured friction coefficients in the friction characteristic test (No.3 case)

마찰계수는 유량이 낮을수록, 속도가 증가할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와플 방
식보다 평행 방식, 40℃보다 70℃에서 더 높은 마찰계수가 나타났다. 또한 마찰면 외경
이 120 mm인 No.2 보다 130 mm인 No.3 사양에서 마찰계수가 더 높았다. 구해진 마찰
계수는 홈 방식, 유량, 회전속도, 온도의 4차원 맵으로 해석모델에 입력되었으며 해석
시 계측된 마찰계수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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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드래그 토크 분석

5.3.1

측정방법

습식다판클러치의 드래그토크는 클러치가 해제된 상태에서 유체가 공급될 때 클러치
와 관성체 사이에 설치된 토크미터를 통해 계측할 수 있다. 일반적인 조건에서 보통 드
래그 토크는 50 N.m 이하로 관측된다. 일반적으로 토크를 계측하기 위해 사용되는 토
크미터는 노이즈의 영향을 쉽게 받기 때문에 드래그 토크와 같이 매우 작은 토크를 정
밀하게 측정하는 것은 쉽지 않다. 게다가 시험기의 토크미터는 마찰특성 시험에서 나타
나는 토크를 측정하기 위해 약 1,500 N.m 까지 측정할 수 있는 대용량 토크미터이다.
실제로 본 연구에서 사용된 클러치 시험기에서 측정된 토크 편차는 그림 5.10에서와 같
이 ±10 N.m 정도로 나타났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매우 작은 드래그 토크를 토크미터를
이용하여 직접적으로 계측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클러치 외에도 베어링, 기어 등과
같이 회전체에서 나타는 드래그 토크는 토크미터로 측정되기도 하지만 위와 같은 어려
움으로 인해 감쇠속도를 이용한 간접적인 계측방법을 이용하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도
드래그 토크의 측정 오차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정밀한 드래그 토크 계측을 위해서 간
접적인 계측방법을 이용하였다. 회전체의 거동은 관성, 각속도, 각가속도 등으로 표현
되며 토크는 관성과 각가속도의 곱으로 표현된다. 관성량은 시험기의 관성체에 의해 결
정되는 상수이기 때문에 관성체의 감쇠속도로부터 각가속도를 알면 드래그 토크의 계
산이 가능하다. 윤활유가 공급되지 않아 드래그 토크가 0일 때의 관성체 거동은 식 5.5
와 같고 드래그 토크가 있을 때는 식 5.6과 같다.

        
             
where

(5.5)
,

I

: moment of inertia of the rotating body (kg.m2)

α

: angular acceleration of the rotating body (rad/s2)

αd

: angular acceleration of the rotating body with drag

(5.6)

torque (rad/s2)
c

: damping coefficient (kg.m2/s)

ω

: angular velocity of the rotating body (rad/s)

Tf

: friction torque of the rotating body (N.m)

드래그 토크를 계산하기 위해 식 5.5와 식 5.6의 차를 구하면 드래그 토크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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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식 5.7을 이용하여 드래그 토크를 측정하기 위한 시험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시험에 요구되는 외부 환경인자인 관성량, 윤활유 온도, 윤활유량을 설정한다. 윤
활유량은 드래그 토크가 없을 때 내부 저항을 확인하기 위해 반드시 0일 조건을
포함한다.
2) 드래그 토크를 측정할 최고 속도가 될 때까지 관성체를 회전시킨다.
3) 관성체가 최고 속도에 도달하면 모터와 관성체 사이의 동력을 차단하고 관성체가
내부 저항과 드래그 토크에 의해 자연 감쇠되도록 한다.
4) 관성체가 정지하면 시험을 종료한다.

드래그 토크는 시험기의 동특성에 영향 받지 않아야 하므로 적절한 관성량으로 관성
체의 회전속도가 천천히 감소하도록 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사용한 관성량은 1.74
kg.m2 으로 그림 6.1과 같이 감쇠 시 80초 이상의 충분한 감쇠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드래그 토크가 측정되는 속도범위는 0 ~ 6,000 rpm 으로 설정하였고 측정된 관
성체 속도는 미분하여 그림 6.2와 같이 각가속도로 변환시켜 드래그 토크를 계산할 수
있도록 하였다.

Fig. 5.14

Decay in the speed of inertia mass for flow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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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15 Variation of the angular acceleration for flow rate

드래그 토크 시험은 해석모델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해 2가지 방향으로 수행되었다.
첫 번째는 공급되는 윤활유의 온도와 유량을 변화시켜 드래그 토크 모델이 외부 환경
요인을 제대로 모사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마찰재 홈의 변화에 따른
드래그 토크를 예측할 수 있는지 검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시험 변수를 정리하면 다
음과 같다.

1) Environmental factor
- Lub. oil temperature : 20℃ / 40℃ / 70℃
- Flow rate : 0 LPM / 3 LPM / 6 LPM / 9 LPM

2) Clutch specification
- Size : Combination 1 (rfo : 110 mm, rfi : 76 mm)
- Groove : No groove / Parallel / Waffle / Rad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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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2

결과 및 분석

앞서 제시된 3가지 시험변수에 대한 경우의 수는 총 3 x 4 x 4 = 48번이다. 드래그
토크는 간접적으로 측정되고 시간에 따른 영향이 최소화되어야 하므로 신뢰성 확보를
위해 총 경우의 수에 최소 2회 이상 반복 시험을 진행하였다. 전체 드래그 토크 시험결
과는 부록 A에 포함하였으며 해당 그래프의 범례 숫자는 반복된 시험의 순서이다. 홈
이 있는 경우는 첫 번째와 두 번째 시험 결과가 크게 다르지 않아 2회까지만 반복 시
험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홈이 없는 경우에는 시험결과의 변동 폭이 크게 나타났기 때
문에 추가로 시험을 진행하였다. 홈이 없는 경우에 반복 시험에 대한 변동 폭이 큰 이
유는 드래그 손실에 의해 발생하는 열이 커 유체 온도가 안정되지 못한 상태에서 계측
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계측시스템에서 안정된 드래그 토크 계측을 위해서
는 회전속도 감쇠에 따른 유체의 온도가 감쇠 속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충분히 안정된
상태여야 한다. 그러나 드래그 토크에 의해 발생한 열이 유체 온도가 안정될 수 있는
충분한 시간동안 전달되지 못하면 회전 속도에만 영향을 받아야 하는 드래그 토크가
시간에 따른 온도변화에 영향을 받아 계측 결과의 편차가 커지게 된다. 따라서 홈이 없
는 경우에는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시험을 4회 이상 반복 수행하여 안정
된 시험결과를 확보하였다.
반복된 드래그 토크 시험 중 대표 시험 결과는 드래그 토크의 형태가 안정적이면서
반복 횟수가 높은 경우로 선정하였다. 표 5.6은 선정된 대표 시험의 번호를 보여주고
있으며, 이를 요인별 드래그 토크 분석 및 해석 모델 검증에 활용하였다.

Table 5.6

Number of torque measurements made for 4 types of grooves under 12

combinations of temperature and flow rate
20℃

40℃

70℃

Grooves
3 LPM

6 LPM

9 LPM

3 LPM

6 LPM

9 LPM

3 LPM

6 LPM

9 LPM

No groove

4th

4th

3rd

4th

4th

4th

6th

6th

6th

Parallel

2nd

2nd

2nd

2nd

2nd

2nd

2nd

2nd

2nd

Waffle

2nd

2nd

2nd

2nd

2nd

2nd

2nd

2nd

2nd

Radial

2nd

2nd

2nd

2nd

2nd

2nd

2nd

2nd

2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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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2.1

윤활 유량에 따른 드래그 토크

그림 5.16, 5.17은 20℃에서 유량에 따른 드래그 토크를 홈의 형상에 따라 보여준다.
드래그 토크는 중속과 고속 영역에서 유량이 증가하면 같이 증가한다. 그러나 저속 영
역에서는 유량에 관계없이 일정하게 선형으로 나타났다. 이는 저속 영역에서 유막이 연
속적으로 유지되어 식 3.48과 같이 드래그 토크가 유량에 영향을 받지 않고 회전 속도
에 따라 선형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Fig. 5.16 Drag torque for flow rate (20℃, No groove & Parallel)

- 98 -

Fig. 5.17

Drag torque for flow rate (20℃, Waffle & Rad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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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2.2

온도에 따른 드래그 토크

동일한 유량이 공급될 때 온도에 따른 드래그 토크는 그림 5.18, 5.19와 같다. 드래그
토크는 해석 모델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유체 점도에 비례하기 때문에 온도가 상승하
면 모든 영역에서 전반적으로 감소하였다. 특히 저속영역에서는 드래그 토크가 식 3.48
과 같이 유체 점도에 비례하므로 온도가 상승하여 유체 점도가 감소하게 되면 선형으
로 나타나는 드래그 토크의 기울기가 점도에 비례하여 감소하였다.

Fig. 5.18 Drag torque for inlet temperature (6 LPM, No groove & Parall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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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19 Drag torque for inlet temperature (6 LPM, Waffle & Rad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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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2.3

홈의 형상에 따른 드래그 토크

홈의 형상에 따른 드래그 토크는 그림 5.20∼5.25과 같이 나타났다. 40℃ 이상에서 홈
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면 최대 드래그 토크는 유량과 상관없이 일정한 수준이었다. 최
대 드래그 토크가 나타나는 속도 이상에서 드래그 토크는 유량이 증가할수록 홈의 형
상에 따라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드래그 토크는 평행 홈의 경우 최대 드래그 토크 이
후 완만한 곡선으로 감소하는 형상이 나타났으며, 와플 홈의 경우 최대 드래그 토크에
서 뾰족한 봉우리 형상이 나타나고 급격한 경사로 감소하였다. 레이디얼 홈의 경우에는
직선에 가까운 낮은 기울기로 감소하다가 특정 속도 이후 급격히 감소하였다.
온도와 상관없이 유량이 적을 때는 평행, 와플, 레이디얼 홈에 대한 최대 드래그 토
크 차이가 크지 않았다. 그러나 저온에서 유량이 증가하게 되면 와플 홈과 레이디얼 홈
은 평행 홈에 비해 최대 드래그 토크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는 추운 지역에서 주로
작동하는 차량의 경우 와플이나 레이디얼 홈보다 평행 홈을 적용하는 것이 드래그 측
면에서 유리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고온에서는 와플 홈과 레이디얼 홈에서 나타나는 최
대 드래그 토크가 평행 홈과 비슷한 수준이기 때문에 드래그 토크는 최대 드래그 토크
가 나타나는 속도 이후 급격하게 감소하는 와플 홈이 가장 작고 평행 홈, 레이디얼 홈
순으로 높아졌다.

Fig. 5.20 Drag torque for grooves (20℃, 3 L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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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21

Drag torque for grooves (20℃, 6 LPM)

Fig. 5.22

Drag torque for grooves (20℃, 9 L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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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23

Drag torque for grooves (40℃, 3 LPM)

Fig. 5.24

Drag torque for grooves (40℃, 6 L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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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25

Drag torque for grooves (40℃, 9 L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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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클러치 열전달 특성 분석

5.4.1

대류열전달계수

클러치 마찰면의 온도 변화는 대류에 의한 열전달에 좌우된다. 대류열전달계수는 대
류에 의한 냉각 효과를 결정하는 계수로 클러치 열전달 특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활용
할 수 있다. 대류열전달계수는 식 3.63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유도된 식 5.8로 도출
할 수 있다.

          

 
       

(5.8)

식 5.8으로 대류열전달계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계측된 토크를 이용하여 Φ를 계산해
야 한다. 토크미터에서 계측된 토크는 그림 5.26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10 N.m 정도
의 노이즈를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이동평균법으로 필터링한 토크를 이용하였으며 피
스톤에 압력이 가해지지 않았을 때 토크가 음수로 나타나게 되면 대류열전달계수가 크
게 진동하게 되므로 압력이 0인 경우 토크도 0이 되도록 하였다.

Fig. 5.26

Measured and filtered torque (No.2 Parallel, 40℃, 1500 rpm, 9 L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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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에는 클러치가 해제되었을 때 드래그로 인한 토크도 0이 되기 때문에 Φoil를
계산할 수 없다. 그러나 토크를 0으로 하지 않고 필터링한 값을 그대로 사용할 경우에
도 토크가 안정적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Φoil를 제대로 계산할 수 없다.
따라서 계측을 통한 대류열전달계수 계산은 드래그 토크가 없는 미끄럼 마찰일 때만
가능하다. 대류열전달계수를 계측 가능한 미끄럼 마찰 상태일 때와 계측이 어려운 클러
치가 해제되었을 때를 구분하면 식 5.9와 같이 다시 표현할 수 있다.


       


         
        
        
where

hfric

: heat convection coefficient of friction torque

hdrag

: heat convection coefficient of drag torque

(5.9)

여기서 hdrag는 드래그 토크에 의한 마찰면의 온도 상승을 0으로 해주는 대류열전달계
수이다.

5.4.2

시험 방법

클러치 열특성 시험은 마찰 특성시험과 동일하므로 5.2절에서 설명한대로 표 5.7과
같이 클러치 사양 중 2, 3번 사양을 대상으로 공급 유체 온도 40, 70℃, 고정된 입력회
전속도 500, 1000, 1500, 2000 rpm의 조건으로 수행되었다.

Table 5.7
No.

2 / 3

Test cases for heat characteristics
Groove
Parallel,
Waffle

Inlet Temperature

Input Speed

Flow rate

(℃)

(RPM)

(LPM)

40℃, 70℃

500 / 1000 / 1500 / 2000

3 / 6 / 9

Yang et al. (1995), Tatara & Payvar (2002) 등에 의하면 클러치의 대류열전달계수는
클러치가 미끄럼 마찰 상태일 때(Slip stage), 결합된 상태로 회전할 때(Locking s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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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된 상태로 회전할 때(Cooling stage)의 3가지 상태에 따라 달라진다. 각 상태에 대한
대류열전달계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미끄럼 마찰→결합→해제의 과정으로 시험이 진행
되어야 하나, 개발된 시험장치에서는 출력축 회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결합된 상태로
회전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TaTara(2002)에 의하면 클러치가 결합된 상태로 회전할 때
의 대류열전달계수는 미끄럼 마찰 상태가 끝나고 결합된 상태로 회전하기 직전의 대류
열전달 계수와 동일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결합된 상태로 회전할 때의 대류열전달
계수는 미끄럼 마찰이 끝나기 직전일 때와 동일하다고 가정하고 미끄럼 마찰→해제의
과정의 시험으로 진행하였다. 시험에서 클러치 제어 압력은 5.2절의 마찰특성에서와 동
일하게 스텝 입력으로 2.4 bar가 12초 동안 가해지도록 하였다. 그림 5.27과 5.28은
No.2, Parallel, 40℃, 1500rpm, 3 LPM에서 수행된 열특성 시험에서의 제어신호, 피스톤
압력과 클러치 회전속도 및 공급온도를 보여주고 있으며 계측된 입력조건이 시험에서
요구된 값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 5.27

Measured control signal and piston pressure

(No.2, Parallel, 40℃, 1500rpm, 3 LPM)

Fig. 5.28 Measured input speed and inlet temperature
(No.2, Parallel, 40℃, 1500rpm, 3 L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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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3

결과 및 분석

마찰면의 온도는 분리판 3장의 4군데에서 총 12개의 열전대를 이용하여 계측된다. 그
림 5.29는 No.2, Parallel, 40℃, 1500rpm에서 열특성 시험 시 변화하는 마찰면 및 유체
출구 온도를 보여주고 있다. 마찰면의 온도는 분리판 3장의 4군데에서 계측된 총 12개
의 마찰면 온도의 평균값이다. 마찰면의 온도는 미끄럼 마찰 시 급격한 기울기로 상승
하다가 대류로 인한 냉각 효과가 상승함에 따라 점차 완만해지며 클러치가 해제되면
온도 상승을 멈추고 지수함수의 형상으로 점차 낮아진다. 유체 출구 온도도 마찰면의
온도와 마찬가지로 미끄럼 마찰 시 상승하다가 클러치 해제 시 낮아지며 점차 초기 온
도로 수렴하게 된다.

Fig. 5.29

Measured surface and outlet temperature for flow rate
(No.2, Parallel, 40℃, 1500rpm)

식 5.9를 이용하여 대류열전달계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마찰면 온도를 시간으로 미분
한 온도 변화율이 필요하다. 온도 변화율은 계측된 마찰면 온도와 시간을 이용하여 구
할 수 있으며 그림 5.30과 같이 나타난다.

- 109 -

Fig. 5.30 Surface temperature differential for flow rate
(No.2, Parallel, 40℃, 1500rpm)

온도 변화율을 이용하여 마찰 토크에 대한 대류열전달계수(hfric)를 구하면 그림 5.31
과 같다. 클러치 압력이 상승하는 약 3초부터 5초까지 대류열전달계수가 임펄스 파형과
같이 크게 증폭되는 것은 피스톤이 클러치를 압착하면서 나타나는 순간적인 토크 변화,
마찰면 간극이 없어지면서 나타나는 순간적인 유체 유동에 대한 동특성, 마찰면 온도
계측 시스템의 지연 등에 의해 나타난다. 또한 클러치 압력이 하강하는 시점에서 대류
열전달계수가 급격하기 낮아졌다가 올라오는 것도 마찬가지의 이유로 판단된다. 따라서
클러치 열특성 분석을 위해 사용한 대류열전달계수는 이러한 인자들이 배제되고 안정
된 상태에서 나타나는 값으로 하였다.
미끄럼 마찰이 발생할 때 나타나는 대류열전달계수는 3 ~ 5초 사이에서 임펄스 파
형, 5 ~ 10초 사이에서는 일정한 값으로 수렴, 10초 이후에서는 일정한 값으로 유지된
다. 따라서 미끄럼 마찰 시 대류열전달계수의 발전단계는 임펄스, 수렴, 안정 단계로
구분하였다. 이러한 특성은 모든 시험 결과에서 나타났다. 안정 단계의 대류열전달 계
수는 일정한 상수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미끄럼 마찰에서의 대표 대류열전달계수
(hfric.r)로 활용할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10 ~ 15초 사이의 평균 대류열전달계수를 미
끄럼 마찰에서의 대표 대류열전달계수로 활용하였다. 클러치가 해제된 이후 나타나는
대류열전달계수는 공급 유량이 많을수록 초기 값이 높게 나타났고 높은 기울기로 0으
로 수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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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31 Heat convection coefficient for flow rate

계산된 대류열전달계수와 식 3.62를 활용하면 윤활유의 출구온도를 역으로 계산할 수
있다. 그림 5.38은 계측된 윤활유의 출구온도와 계산된 출구온도를 보여주고 있다. 계
산된 값의 초기 충격은 앞서 설명한 대류열전달계수의 임펄스 단계 때문이며 실제로는
부드럽게 연결될 것으로 판단된다. 계산된 결과는 계측된 결과보다 미끄럼 슬립 상태에
서 온도가 더 빠르게 상승하고 클러치가 해제되었을 때 더 빠르게 낮아진다. 이는 윤활
유 출구의 온도 계측시스템에서 유체를 포집하여 계측할 뿐만 아니라 열전대 장착부에
서의 열전도에 의한 시간 지연(Time lag)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냉각 에너
지나 대류열전달계수는 식 5.9로만 계산하였고 계측된 윤활유 출구온도는 대류열전달계
수로 계산된 윤활유 출구온도와 비교하여 계산상에 문제가 없는지 검토하는 참고 자료
로만 활용하였다.

Fig. 5.32

Measured and calculated outlet temp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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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3.1

미끄럼 마찰 시 대류열전달계수

미끄럼 마찰 시 hfric은 10 ~ 15초 사이의 평균 대류열전달계수인 hfric.r로 대표된다. 전
체 시험에서 계측된 hfric.r은 그림 5.33, 5.34와 같다.

Fig. 5.33 Representative heat convection coefficient during slip stage of No.2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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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34 Representative heat convection coefficient during slip stage of No.3 case

hfric.r은 일반적으로 윤활유량이 상승하고 회전속도가 빠를 때 더 큰 값이 나타났으나
회전속도가 500 rpm일 때에는 공급 유량에 따라 그 차이가 크지 않았다. 이는 대류열
전달계수에 영향을 주는 유체속도가 공급유량이 증가해도 회전속도가 낮으면 회전속도
에 제약받아 증가할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hfric.r은 일정한
유량이 공급될 때 회전속도가 계속 상승해도 특정 한계 이상 증가하지 않는 모습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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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으며 이는 유체속도가 공급 유량에 대해서도 제약을 받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hfric.r의 특성은 레이놀드 수에 포함되어 있는 유체 속도 성분에 반영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공급 유량에 의한 한계 속도와 회전 속도에 의한 한계 속도를 각각 계산하고 레
이놀드 수에 사용되는 유체 속도를 두 속도 중 작은 속도로 하는 방식을 고안하였다.
유량에 대한 한계 속도는 전체 공급 유량을 홈의 출구면적으로 나누어 계산할 수 있
으며 이는 식 5.10과 같다.

  
      
  ∙  ∙ 
where

vQLim.r

(5.10)

: Flow velocity limitation at groove for flow rate

회전 속도에 대한 한계 속도는 노즐의 유량 계산식인 식 3.22를 홈의 출구면적으로
나누어 계산할 수 있다. 이때 원심력에 의해 발생하는 유압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      


(5.11)

따라서 회전 속도에 대한 한계 속도는 식 5.12와 같다.

 




 
          
 ∙   ∙ 

where

vvLim.r
Lg

(5.12)

: Flow velocity limitation at groove for rotating speed
: Groove length (rfo – rfi)

유체 속도는 두 한계 속도 중 작은 값과 같으며 식 5.13과 같이 표현된다.

   min            
where

vr

(5.13)

: Flow velocity at groove

hfric.r는 식 3.73과 무차원 대류열전달계수(Nu)의 일반적인 형태인 Nu = CㆍReaㆍPrb를
이용하여 식 5.14와 같이 나타냈다. 이때 레이놀드 수는 ρvcLg / μ로, 프란틀 수는 μcoil /
kf 로 표현된다. 레이놀드 수에서 관의 흐름에 사용되는 특성 길이는 일반적으로 수력
지름을 사용하지만 홈의 경우 내부적으로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수력 지름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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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고 마찰면의 내, 외경의 차를 특성 길이로 사용하였다.



    
       


where

a, b, Cfric.r






 
 


(5.14)



: constants

위 식에 포함되어 있는 미지수는 3개의 상수와 식 5.12의 c1을 포함하여 총 4개이다.
미지수는 시험 결과를 가장 잘 반영하는 값으로 도출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최적화 알
고리즘인 유전알고리즘 중 NSGA-II를 이용하였다. 각 미지수는 시험 항목에 따라 도출
하였고 시험 항목은 hfric.r이 온도, 크기의 변화에도 같은 미지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홈
의 형상에 따라서만 구분한 상태로 a와 b를 먼저 구하고 온도, 크기에 따라 c1, cfirc.r을
각각 선정하였다. 최적화 설계를 위한 설계 변수, 목적 함수, 제약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Design variables : c1, cfric.r, a, b
2) Object functions
-. Min. f1(x) = Avg. % Error
-. Min. f2(x) = Max. % Error
3) Design constraints
-. c1 : 1∼ 100
-. cfric.r : 0 ∼ 1
-. a : -1 ∼ 1
-. b : -1 ∼ 1

설계변수는 미지수 4개로 하였으며 목적함수는 평균 오차율과 최대 오차를 최소화하
는 조건으로 하였다. 설계 제약 조건은 특별히 선정하지 않았으나, 설계변수의 최대 최
소 값을 지정하여 최적 해를 빠르게 탐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수행된 최적화 프로세스
는 그림 5.3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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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35

Optimization process for finding constants of heat convection coefficient

최적화 알고리즘의 수행에 따라 수렴하는 목적함수는 그림 5.36과 같고, 이를 통해
목적함수가 높은 오차로부터 최적 해를 향해 수렴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마지
막 세대에서 나타나는 목적함수는 서로 간에 우열을 가리기 힘든 파레토 차트의 형태
로 나타났기 때문에 평균 오차와 최대 오차가 중간 정도인 적절한 개체를 최종 결과로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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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tire Opt. result >

< Opt. result in last generation >

Fig. 5.36 Entire and last generation result of object functions in optimization process

최적화 알고리즘을 수행한 후 선정된 최적 해를 정리하면 표 5.8와 같다. a와 b는 앞
서 설명한대로 홈의 형태에 따라 전체 결과에 대한 최적화 알고리즘을 수행한 후 선정
하였으며, 크기, 온도에 따른 c1, cf는 a, b를 고정시킨 상태에서 별도로 최적화 알고리
즘을 수행한 후 선정되었다. 표 5.9은 도출된 상수로 계산된 hfric.r과 계측된 결과의 오
차를 나타낸 것으로 모든 경우에서 평균 오차가 10% 미만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
한 시험 항목에 따라 개별적으로 상수가 적용된 경우 평균 오차와 최대 오차가 더욱
작아졌다. 따라서 선정된 상수는 충분한 유효성을 갖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Table 5.8 Constants of equation for heat convection coefficient
Parallel

Design
Variable

Total

c1

Waffle

No.2

No.3

40℃

70℃

40℃

70℃

39.52

40.11

63.96

28.63

95.32

cfric.r

0.1808

0.1876

0.2091

0.1767

a

0.5268

←

←

b

0.6682

←

←

Total

No.2

No.3

40℃

70℃

40℃

70℃

55.83

31.28

62.5

49.98

74.25

0.2479

0.0651

0.0545

0.0695

0.0607

0.069

←

←

0.6201

←

←

←

←

←

←

0.8133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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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9 Error for calculated heat convection coefficients
Parallel
Design
Variable

Total

No.3

70℃

40℃

70℃

9.16

6.97

5.79

4.65

7.60

21.65

11.82

11.52

10.92

13.28

Avg.

% Error

No.2
40℃

% Error
Max.

Waffle

5.4.3.2

Total

No.2

No.3

40℃

70℃

40℃

70℃

7.14

3.40

3.18

3.85

4.64

18.55

8.06

6.25

7.66

8.43

클러치 해제 시 대류열전달계수

전체 대류열전달계수인 h는 hfric.r과 hdrag의 합으로 표현되지만, hdrag의 냉각 에너지는
식 5.9에 의해 드래그 토크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에너지와 정확하게 일치하므로 미끄럼
마찰에 의해 상승한 마찰면 온도를 낮추는 냉각 효과에 무관하다. 따라서 hfric.r는 클러
치 해제 시 나타나는 마찰면의 실제 냉각효과에 대한 특성으로 간주할 수 있다. 실제
계측된 hfric.r은 그림 5.31과 같이 클러치 해제 이후 점차 감쇠하는 형태로 나타나며 이
를 속도에 따라 나타내면 그림 5.37, 5.38과 같다.

Fig. 5.37

Heat convection coefficient in cooling stage for speeds
(No.2, Parallel, 70℃, 9 L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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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38

Heat convection coefficient in cooling stage for speeds
(No.2, Parallel, 70℃, 3 LPM)

hfric.r은 유량이 9 LPM 일 때 회전속도가 증가할수록 상승하였으나, 유량이 3 LPM 일
때는 그 효과가 크지 않고 1000 rpm 이상에서는 속도가 상승해도 큰 차이가 없었다.
또한 hfric.r은 그림 5.39와 같이 고정된 회전속도에서 유량이 상승할 경우 초기 대류열전
달계수가 커지고 나타나고 낮은 유량일 때보다 빠르게 감쇠하는 특성을 보였으나, 그림
5.40과 같이 500 rpm 에서는 유량에 따른 변화가 거의 없었다. 이러한 특성들은 미끄럼
마찰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유체 속도에 의해 hfric.r이 제한되는 현상으로 판단된다.

Fig. 5.39

Heat convection coefficient in cooling stage for flow rate
(No.2, Parallel, 40℃, 2000 r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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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40

Heat convection coefficient in cooling stage for flow rate
(No.2, Parallel, 40℃, 500 rpm)

hfric.r은 그림 5.41과 같이 홈의 형태에 관계없이 속도, 유량, 온도의 변화에도 거의 차
이 없이 동일한 형태로 나타났다. 따라서 홈에 차이가 hfric.r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작다
고 판단하였다. 클러치 사양이 No.2, No.3 일 경우에도 hfric.r은 그림 5.42와 같이 거의
차이가 없었다. 이는 마찰면 외경과 내경의 차이로 표현되는 특성길이 Lc가 동일하고
실제 마찰면 내, 외경의 크기 차이가 모두 10 mm 로 특성이 확연하게 나타날 정도로
크지 않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그림 5.43과 같이 같은 조건에서 온도를 변화시켰을 경
우에 hfric.r은 일반적으로 40℃보다 70℃에서 높았으며, 유량이 증가할수록 그 차이는 더
커지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시간에 따라 대류열전달계수가 감쇠하는 기울기는 크게
차이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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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 500 rpm >

< 70℃, 2000 rpm >

Fig. 5.41 Heat convection coefficient in cooling stage for grooves
(No.3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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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allel, 70℃, 500 rpm >

< Parallel, 70℃, 2000 rpm >

Fig. 5.42 Heat convection coefficient in cooling stage for clutch s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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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allel, 500 rpm >

< Parallel, 2000 rpm >

Fig. 5.43 Heat convection coefficient in cooling stage for temperatures
(No.3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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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끄럼 마찰일 때와 마찬가지로 해제되었을 때도 유사하게 hfric.r을 유도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앞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유량에 대한 영향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 유량
의 영향은 공급 유량에 대한 유체의 한계속도와 회전속도에 따른 유체의 한계속도에
따라 정의된다. 공급 유량에 의한 유체의 한계속도는 앞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전체 공
급 유량을 유체가 배출되는 출구면적으로 나누어 계산할 수 있다. 유체가 배출되는 출
구면적은 식 3.52의 heff를 이용하여 식 5.15와 같이 계산된다.

       ∙  ∙ 
where

Aoutlet

(5.15)

: Entire outlet area of disengaged clutch

따라서 유량에 대한 한계 속도는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where

vQLim.c

(5.16)

: Flow velocity limitation of disengaged clutch for flow rate

회전 속도에 대한 한계 속도는 해제된 클러치의 유체 속도 계산식인 식 3.36을 z방향
으로 적분하여 계산할 수 있다. 유체가 배출되는 속도는 마찰면 외경에서의 속도와 동
일하고 이때의 압력은 0이므로 유체속도는 식 5.17과 같다.

    



 



 



   
      ∆   ∆    







(5.17)

실제 마찰면에 공급되는 유량은 클러치 외부로 배출되는 Qothers에 의해 축에 의해 공
급된 전체 유량보다 줄어들 수 있다. 식 5.10에서는 이러한 영향이 식 5.11의 c1에서 고
려되지만 식 5.16, 5.17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고려한 계수를 포함하
여 식 5.17을 다시 쓰면 다음과 같다.
   
         ∆   ∆    





where

γ

: Flow reduction ra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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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유체 속도는 두 한계 속도 중 작은 값과 같으며 식 5.19와 같이 표현된다.

   min          
where

vc

(5.19)

: Flow velocity at outer diameter of friction surface

시험결과로부터 hfric.c는 마찰면과 공급 윤활유의 온도차에 따라 감소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식 3.73과 온도차에 의한 감쇠 특성을 이용하여 hfric.c에 적합한 관계식을 도출
하면 식 5.20과 같다. 해당 식은 정확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기본 식을 다양하게 변형한
후 더 이상 식을 변형시켜도 정확도가 향상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을 때 얻어졌다.


 

 
  


 
 
 




 
















 
   

    

     
     
    





where

a, b, c, d
Cfric.r, C1, C2, C3

,

(5.20)

: exponential constants
: constant

Lc

: hydraulic diameter of effective clearance

Ti

: saturated surface temperature with drag torque

hfric.c에는 8개의 미지수와 식 5.18의 유량 감소 계수를 포함한 총 9개의 상수가 포함
되어 있다. 시험결과로부터 모든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상수를 얻기 위해 NSGA-II를
이용하여 앞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최적화 알고리즘을 수행하였다. 최적화 설계를 위한
설계 변수, 목적 함수, 제약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Design variables : a, b, c, d, Cfric.c, C1, C2, C3, γ
2) Object functions
-. Min. f1(x) = Avg. difference between measured and calculated result
-. Min. f2(x) = Max. RMSE
3) Design constrai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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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1 ∼ 3; b = -1 ∼ 3; c = -1 ∼ 3; d = -1 ∼ 3
-. Cfiric.c = 0.001 ∼ 3, C1 = 0 ∼ 1000, C2 = 0 ∼ 1000, C3 = 0 ∼ 1000
-. γ : 0 ∼ 3

최적화 알고리즘 수행 후 얻어진 목적함수는 그림 5.44과 같다. NSGA-II 수행 후 마
지막 세대에서 목적함수는 파레토 차트 형식으로 나타났으며 최종 선정한 미지수 값은
파레토 차트의 중간 값으로 하였다. 선정된 미지수는 표 5.10과 같다.

< Entire Opt. result >

< Opt. result in last generation >

Fig. 5.44 Entire and last generation result of object functions in optimization process

Table 5.10 Selected design variables for heat convection coefficient in cooling stage
a

b

c

d

Cfric.c

C1

C2

C3

γ

1.1631

0.932

1.198

-0.386

2.077

498.7

810.7

372.7

3.000

선정된 미지수를 통해 예측되는 hfric.c와 총 96개 시험에서 계측된 hfric.c의 평균 차이는
약 69 W/m2K 이었으며, 평균 RMSE는 81 W/m2K, 최대 RMSE는 291 W/m2K, 평균 결
정계수는 0.9643 이었다. 그림 5.45은 예측된 hfric.c와 계측된 hfric.c의 형상을 보여주고 있
으며, 이를 통해 예측된 값이 계측 값을 잘 추종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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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2, Parallel, 40℃, 500 rpm >

< No.2, Parallel, 70℃, 500 rpm >

< No.2, Parallel, 40℃, 2000 rpm >

< No.2, Parallel, 70℃, 2000 rpm >

Fig. 5.45 Comparison of simulated and measured heat convection coefficient in cooling
stage
식 5.20은 T ≥ Ti 인 경우에만 적용 가능하다. T < Ti 인 경우의 대류열전달계수를 구
하기 위해서는 마찰면의 온도가 드래그 토크에 의해 Toil.in부터 Ti 까지 상승할 때까지의
드래그 토크와 마찰면 온도에 대한 시험결과가 필요하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개발된
시험장치의 한계로 인해 열특성 시험 시 드래그 토크를 계측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
때의 대류열전달계수는 100 W/m2K 으로 가정하여 해석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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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해석 모델 검증 및 활용

6.1

드래크 토크 모델

드래그 토크 모델의 검증을 위해 5장에서 수행된 드래그 토크 시험과 동일한 조건으
로 해석을 수행하였다. 표 6.1은 해석에 사용된 입력 조건을 나타낸 것이며, 분무 점도
(μm)의 경우 해석 후 시험 결과와 해석 결과의 매칭을 위해 조정(Tuning)된 값이다. 그
림 6.1와 6.2는 계측된 드래그 토크와 예측된 드래그 토크를 비교하여 나타낸 것으로
예측된 드래그 토크가 어느 정도 유효성을 가지고 계측된 드래그 토크를 추종하는 것
을 확인할 수 있다.
해석 모델의 정량적인 유효성을 판단하기 위해 해석 결과와 시험 결과에 대한 상관
계수(coefficient of Correlation)와 RMSE(Root Mean Square Error), RMSE를 계측된 결과
의 평균으로 나눈 RMSE %를 이용하였다. 상관계수는 해석 결과가 시험 결과의 경향
을 얼마나 추종하는지에 대한 지표로 1에 가까울수록 비슷한 경향을 보인다는 것을 의
미하며 상관계수가 0.8 이상일 경우 해석 결과가 시험 결과에 강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RMSE의 경우 시험 결과와 해석 결과의 차이에 제곱에 대한 평균의 제곱
근이며 시험 결과와 해석 결과의 절대 오차 수준을 판단하기 위해 사용된다. RMSE %
는 RMSE의 수준이 시험 결과 대비 상대적으로 얼마나 정확한지 나타내기 위해 사용하
였으며 계산된 RMSE를 해당 시험의 드래그 토크 평균으로 나누어 계산하였다. 표 6.2
는 시험 결과와 해석 결과에 대한 전체 상관계수와 RMSE를 보여주고 있으며 표 6.3은
RMSE %를 보여주고 있다. 전체 시험에 대한 해석 모델의 평균 상관계수와 RMSE,
RMSE %는 각각 0.887, 0.556, 40.5% 이었다.

Table 6.1
Groove

Summary of geometric parameters for experiments and simulations
ri
(mm)

ro
(mm)

ns
-

0.180146

No
Parallel
Waffle
Radial

Toil.in
(℃)

h
(mm)

110

76

12

0.184813
0.192375
0.158792

20,
40,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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μm
(Pa.s)

Groove
depth
(mm)

width
(mm)

No. of
Groove

0.007

-

-

-

0.001

0.4

2.0

40

0.0001

0.4

1.2

60

0.0001

0.7

1.2

35

< No groove, 20℃ >

< Parallel, 20℃ >

< No groove, 40℃ >

< Parallel, 40℃ >

< No groove, 70℃ >

< Parallel, 70℃ >

Fig. 6.1 Comparison of simulated and measured drag torque of No groove and Parall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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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ffle, 20℃ >

< Radial, 20℃ >

< Waffle, 40℃ >

< Radial, 40℃ >

< Waffle, 70℃ >

< Radial, 70℃ >

Fig. 6.2 Comparison of simulated and measured drag torque of Waffle and Rad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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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2

Correlation coefficient and RMSE between experiment and simulation results

Groove

No

Parallel

Waffle

Radial

Correlation coefficient
3 LPM

6 LPM

9 LPM

3 LPM

6 LPM

9 LPM

20

0.846

0.973

0.918

0.723

0.644

0.999

40

0.932

0.961

0.964

0.628

0.860

1.177

70

0.929

0.955

0.966

0.466

0.940

0.929

20

0.965

0.972

0.954

0.327

0.432

0.440

40

0.954

0.920

0.926

0.142

0.306

0.438

70

0.642

0.735

0.684

0.116

0.098

0.190

20

0.984

0.983

0.967

0.535

0.601

1.145

40

0.973

0.932

0.919

0.267

0.402

0.391

70

0.731

0.788

0.842

0.152

0.114

0.126

20

0.965

0.900

0.595

0.400

0.967

2.935

40

0.950

0.952

0.829

0.286

0.287

0.798

70

0.759

0.849

0.835

0.158

0.237

0.362

0.886

0.910

0.867

0.350

0.491

0.828

Avg.
Total Avg.

Table 6.3
Groove

RMSE

Inlet
Temp.
(℃)

0.556

0.887

RMSE % between experiment and simulation results
RMSE %

Inlet Temp.
(℃)

3 LPM

6 LPM

9 LPM

Avg.
(%)

20

15.9

12.5

14.7

14.4

40

18.0

20.1

24.8

21.0

70

19.0

28.3

26.0

24.4

20

18.5

16.5

11.9

15.6

40

14.5

17.9

19.0

17.1

70

52.1

22.3

30.8

35.1

20

31.7

19.7

24.7

25.4

40

43.1

39.2

25.7

36.0

70

442.2

42.6

32.4

172.4

20

22.7

28.3

51.5

34.1

40

40.9

18.7

34.0

31.2

70

76.2

49.9

51.5

59.2

66.2

26.3

28.9

40.5

No

Parallel

Waffle

Radial
Av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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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 모델의 상관계수는 0.8 이상으로 충분히 높은 수준이었으나, RMSE %는 40.5%
로 매우 높았다. 이는 고온으로 갈수록 나타나는 드래그 토크가 매우 작아짐에 따라 약
간의 차이에도 오차율이 급격하게 상승하기 때문이다. 또한 홈이 있을 경우 고온에서
나타나는 최대 드래그 토크는 1 N.m 정도로 매우 작은데 반해 계측된 드래그 토크에서
나타나는 오프셋 오차 수준은 0 ~ -0.5 N.m 로 상대적으로 매우 커 오차율을 크게 상
승시킨다. 이는 그림 6.2의 왼쪽 아래 공급 윤활유 온도가 70℃일 때 와플 홈에서 계측
된 드래그 토크의 오프셋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 6.3에 의하면 해당 시험의 RMSE %
는 약 440%로 가장 높게 나타난다. 그러나 실제 계측된 드래그 토크와 비교된 형상으
로 보았을 때 예측된 드래그 토크의 전반적인 형상은 실제 계측된 결과를 잘 추종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마찬가지로 70℃에서 시험된 대부분의 RMSE %는 평균적으로 높게
나타나지만, 그래프 형상으로 보았을 때는 계측된 결과를 충분히 추종하고 있다고 판단
된다. 따라서 해석 모델의 정확도는 상관계수, RMSE, RMSE %를 비교하면서 동시에
실제 나타나는 그래프 형상으로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다.
대부분의 해석 결과는 계측된 결과와 비슷한 형상을 보였다. 그러나 RMSE가 1 이상
으로 나타나는 20℃의 와플과 레이디얼 홈의 9 LPM 일 경우에는 실제 계측된 드래그
토크와 예측된 드래그 토크 형상에 상대적으로 큰 차이가 있었다. 이는 유량 해석 모델
에서 예측한 마찰면 공급 유량이 실제 마찰면에 공급되는 유량을 정밀하게 예측하지
못해 공급 유량이 증가할수록 오차가 누적되어 증가하는 것과, 해석 모델에서 홈의 형
상에 따른 특성인 와플 홈의 봉우리 형상, 레이디얼 홈의 최대토크에서 평평한 형상 등
을 고려할 수 있는 인자가 반영되어 있지 않고 홈의 면적, 넓이와 같은 단순한 기구학
적 물리량만 고려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해석 모델은 실제 드래그 토크
가 나타나는 경향과 전반적인 수준은 어느 정도 일치하지만 홈의 형상에 따른 드래그
토크 형상과 같이 복잡한 형상에 따른 특성은 반영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였다.
다양하게 수행된 드래그 토크 시험에서 나타나는 오차를 비교하기 위해 평균 RMSE
를 이용하여 각 모델의 오차 수준을 비교하였다. 이를 위해 평균 RMSE를 온도에 따라
그림 6.3과 같이 나타내어 홈의 종류, 속도, 유량 등에 따른 해석 모델의 정확도를 비
교할 수 있도록 분류하였다.
온도가 20℃일 경우 평균 RMSE는 0.8457이었다. 홈이 없을 경우 평균 RMSE는
0.7887, 평행 홈의 경우 0.3997, 와플 홈의 경우 0.7603, 레이디얼 홈의 경우 1.434로 평
행 홈의 오차가 가장 작고 레이디얼 홈의 오차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이는 레이디얼
홈에서 9 LPM일 경우 오차가 약 3 N.m 로 모든 경우에서 가장 큰 값이 나타났기 때
문이다. 또한 이 경우의 상관계수는 0.595로 매우 낮아 예측된 결과가 시험 결과와 잘
맞지 않는 경우로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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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3 RMSE comparison for grooves (20℃, 40℃ and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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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일 때 평균 RMSE는 0.4985이며 최대 오차는 홈이 없을 경우에서 나타났으며 그
값은 0.8883이었다. 최소 오차는 20℃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평행 홈에서 0.2953으로 나
타났다. 70℃일 때 평균 RMSE는 0.3240이었으며 최대 오차는 홈이 없는 경우에서
0.7783, 최소값은 와플 홈에서 0.1307로 나타났다.
홈의 방식 중 가장 오차가 작은 홈은 평행 방식이었다. 평행 방식의 경우 전체 평균
RMSE는 0.2766으로 홈이 없는 경우 0.8184, 와플 홈 0.4148, 레이디얼 홈 0.7144 에 비
해 매우 낮은 오차를 보였다. 또한 유량이 증가할 경우 대부분의 경우에서 RMSE는 증
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유량이 증가할수록 상승하는 드래그 토크에 의해 RMSE의
절대 수준이 상승하고 유량 모델에서 나타나는 실제 공급유량과의 오차가 유량이 상승
할수록 누적되어 증가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해석 모델의 정확도는 홈의 방식
에 따라 홈이 없는 경우→레이디얼→와플→평행 홈 순으로 증가하며, 유량에 따라 9→6
→3 LPM 순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6.2

클러치 열전달 모델

클러치 열전달 모델은 식 3.63와 앞서 제시된 대류열전달계수 예측 모델로 구성된다.
열전달 모델이 예측해야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클러치의 내구성 및 변속특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마찰면의 온도이다. 따라서 해석 모델의 검증은 예측된 결과가 실제 마
찰면의 온도를 얼마나 정확하게 예측하는지 비교하여 평가하였으며, 정량적인 평가를
위해 % 오차, RMSE 및 상관계수를 이용하였다.
클러치 열 특성 시험에서 수행된 총 시험은 표 5.7을 기준으로 유량 3, 6, 9 LPM, 회
전속도 500, 1000, 1500, 2000 rpm, 온도 40, 70℃, 평행, 와플 방식 홈, 클러치 크기
No.2, No.3의 조건에 따라 총 96번으로 구성된다. 1번부터 96번까지의 시험은 해석 결
과와 비교 분석을 위해 1단위로 유량, 3단위로 속도, 12단위로 온도, 24단위로 홈, 48단
위로 클러치 크기가 변경되도록 넘버링 하였다. 예를 들어, 1, 2, 3번 시험의 유량은 3,
6, 9 LPM 이며, 1~3, 4~6, 7~9, 10~12번 시험의 속도는 500, 1000, 1500, 2000 rpm,
1~12, 13~24번 시험의 온도는 40, 70℃, 1~24, 25~48번 시험의 홈은 평행, 와플 방식,
1~48, 49~96번 시험의 클러치 크기는 각각 No.2, No.3의 사양과 같다.
해석을 위한 입력변수 중 클러치 제어 압력은 실제 시험에서 계측된 제어 압력을 해
석 모델에 그대로 입력하였으며 클러치의 마찰계수는 5장에서 구한 마찰특성을 3차원
맵으로 해석 모델에 입력하였다. 그림 6.4 ~ 6.7은 계측된 마찰면의 온도와 해석 결과
를 비교한 그래프이며 각 시험 조건에서 3, 6, 9 LPM에 대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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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4 Comparison of simulated and measured friction surface temperature
(No.2, Parallel, 40℃, 500 rpm, Test case 1~3)

Fig. 6.5 Comparison of simulated and measured friction surface temperature
(No.2, Waffle, 70℃, 1500 rpm, Test case 4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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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6 Comparison of simulated and measured friction surface temperature
(No.3, Waffle, 40℃, 500 rpm, Test case 73~75)

Fig. 6.7 Comparison of simulated and measured friction surface temperature
(No.3, Waffle, 70℃, 2000 rpm, Test case 9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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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 특성 시험에서 클러치 제어 압력 상승에 의한 마찰은 약 3초부터 시작되었지만,
해석 모델의 초기 안정을 위해 10초의 지연을 추가하여 실제 결과 비교는 위의 그림들
과 같이 10초부터 시작하였다. 따라서 % 오차, RMSE 및 상관계수도 10초부터 해석이
종료되는 50초까지의 결과에 대해 구하였다.
총 96개의 시험과 해석 결과를 % 오차, RMSE 및 상관계수로 비교한 결과는 그림 6.
8, 6.9, 6.10과 같다. 전체 평균 % 오차는 3.3 %, 최대 평균 % 오차는 13.0 %로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또한 RMSE의 전체 평균은 4 ℃였으며, 최대 RMSE는 13.9 ℃로 마찬
가지로 매우 낮았다. 상관계수의 경우 전체 평균은 0.9936으로 매우 높았고 최저 값의
경우에도 0.9345로 0.9 이상으로 강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해석 모델은 미끄럼 마찰에 의해 나타나는 온도 상승 및 해제되었을 때 하강하는 온
도 형상을 비교적 정확하게 예측하였다. 특히 회전 속도가 500 RPM 일 때 마찰면의
온도가 유량에 따라 큰 변화가 없는 것과 회전 속도가 상승하였을 때 유량에 따라 변
하는 형상을 높은 정확도로 예측하였으며, 이는 설계 시 마찰면에 공급해야하는 유량을
회전 속도에 따라 적절하게 선정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마찬가지로 해석 모델은 클러
치가 해제되었을 때 온도가 하강하는 현상을 정밀하게 예측함으로써 클러치의 반복 작
동 시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마찰면의 온도를 예측하여 실제 사용자들이 사용하는 다양
한 반복 사용 조건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인위적으로 미끄럼 마찰을 지속하는 반클러
치 사용 조건에서 마찰면의 온도가 어느 정도에서 수렴하는지 예측함으로써 다양한 사
용 조건에 대해 클러치가 적절한 열용량으로 설계되었는지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대류열전달계수 예측식은 제한된 시험조건에서 유도되었기 때문에 이외의 조건에서
는 사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 예측식을 유도하기 위해 수행된 시험 조건은 공급유량
3 ~ 9 LPM, 공급 윤활유 온도 40 ~ 70℃, 상대회전속도 500 ~ 2000 RPM 이었기 때문
에 해당 조건 안에서 예측식을 사용하는 것을 추천한다. 만약 해당 범위 이외의 조건에
서 사용할 경우 오차가 커질 수 있으며, 오차가 너무 커질 경우에는 예측식의 계수를
다시 조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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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8 Simulation model validation result for avg. Error

Fig. 6.9 Simulation model validation result for RMSE

Fig. 6.10 Simulation model validation result for correlation coeffici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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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클러치 모델 활용

클러치 설계를 위해 검토해야하는 설계 사양으로는 전달토크 용량, 면압, 원심유압,
열용량, 드래그 토크 등이 있다. 클러치 최적설계를 위해서는 이러한 설계 목표를 모두
달성하면서 가장 작고 저렴하게 클러치를 설계할 수 있는 설계변수를 도출해야 한다.
해석 모델이 없을 경우 단순한 수식으로만 클러치 설계 검토가 가능하다. 따라서 전달
토크 용량 및 면압, 원심유압 등과 같이 간단한 수식으로도 계산 가능한 항목은 검토할
수 있다. 그러나 클러치 마찰면의 온도, 드래그 토크와 같이 단순한 수식으로 계산하기
어려운 항목들은 상세 검토가 어렵다. 해석 모델이 없을 때 열용량을 고려하기 위한 방
법으로는 마찰재가 흡수할 수 있는 에너지를 단위 면적당 에너지로 표현하고 실제 사
용 조건과 비교하는 흡수 에너지 분석 방법이 있다. 그러나 이 방법은 클러치의 다양한
설계 인자를 고려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실제 필드에서 나타나는 클러치 소착 문제에
대한 경향이 잘 맞지 않아 소착 현상의 원인 분석과 개선 설계에 활용하기 어려워 단
순히 열용량 검토에 그치는 수준으로만 활용되었다. 또한 드래그 토크의 경우 대부분
설계할 때 검토하기보다 시험으로 단순히 확인하는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본 연
구에서 개발된 드래그 토크와 열전달 모델을 활용하면 클러치 부품 사양, 마찰면의 회
전속도, 공급 유량 등의 다양한 설계 조건을 고려하면서 클러치 열용량과 드래그 토크
를 검토할 수 있다. 또한 단순화된 해석해와 1차원 모델로 구성되어 1, 2초 단위의 빠
른 계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반복계산이 요구되는 최적화 알고리즘을 수행하기도
적합하다. 앞서 사용된 최적화 알고리즘 NSGA-II는 다목적 최적화 알고리즘으로 클러
치의 다양한 목적함수를 모두 만족시키면서 클러치 사양을 최적화할 수 있다. 클러치의
최적설계를 위한 설계 프로세스를 나타내면 그림 6.11과 같고 목적함수 및 제약조건의
간단한 예시를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1) Object functions
-. Min. f1(x) = Max. drag torque @ operating condition
-. Min. f2(x) = 300 ℃ – Max. surface temperature @ operating condition
2) Design constraints
-. Torque capacity safety factor > 2.5, Torque capacity safety factor < 3.0
-. Contact pressure < 5 MPa
-. Centrifugal pressure < Spring initial pressure
-. Max. surface temperature < 3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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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11

Optimal design process for wet multi-plate clutch

위의 알고리즘과 목적함수, 제약조건은 클러치 최적설계를 위한 하나의 예시일 뿐이
며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다. 특히 제약조건에 나타낸 면압 안전율 2.5~3.0 이하, 면압
강도 5 MPa 이하, 마찰면 온도 300 ℃ 이하와 같은 설계 기준은 일반적인 참고치일뿐
적용 시스템이나 사용조건에 따라 변경해야 한다. 개발된 클러치 모델은 위와 같은 최
적화 알고리즘을 적용하면 활용성이 극대화될 수 있기 때문에 설계자는 단순히 한번의
해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적용 시스템에 맞는 목적함수 및 제약조건으로 구성된 최
적화 알고리즘으로 클러치의 최적 사양을 빠른 시간 안에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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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장 결 론
최근 차량 편의성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면서 습식다판클러치가 장착된 자동변속기가
자동차 업계는 물론이고 농기계, 중장비 등 산업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자동변속기의 핵심 부품인 습식다판클러치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관련 연구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자동변속기의 동력전달효율을 좌우하는
드래그 토크와 클러치의 수명을 좌우하는 열전달 특성에 대한 연구는 습식다판클러치
가 개발된 초기부터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치해석을 이용한 유동 해
석 모델이 주를 이루고 있고 실제 설계에 활용할 수 있는 예측 모델 개발이 미흡한 형
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드래그 토크와 클러치 열전달 특성을 단순화된 해석해와 1차
원 모델로 구성하여 다양한 설계 인자를 고려하면서도 빠른 해석이 가능한 모델을 개
발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습식다판클러치 시스템을 분석하였다. 또한 클러치
피스톤, 스프링 등의 요소를 시뮬레이션 환경에 구성하여 클러치 작동 특성을 모사할
수 있는 동적 모델을 개발하였다. 드래그 토크 모델은 Iqbal(2014)의 모델을 기반으로
드래그 토크의 손실에너지에 따른 마찰면의 온도 상승을 고려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열전달 모델은 집중계 해석 기법으로 개발되었으며, 대류열전달계수를 도출하기 위해
다양한 시험을 수행하고 경험적인 예측식을 제시하였다. 해석 모델은 SAE#2를 기반으
로 개발된 클러치 시험장치를 이용하여 검증하였고 정량적 평가를 위해 상관계수,
RMSE 등을 이용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습식다판클러치 작동 시스템을 모사할 수 있는 동적 모델을 구성하고 이를 바탕으
로 드래그 토크 모델과 마찰면 온도 해석모델을 개발하였다. 드래그 토크 모델은
Iqbal의 모델을 기반으로 개발되었으며 클러치 입출력 속도차와 공급 유체의 유량, 온
도 및 마찰면의 크기, 간극을 고려할 수 있었다. 공급 유체에 의해 마찰면 사이에서
발생하는 압력은 Iqbal(2014)의 경우 마찰면 외경에서의 압력이 0이라는 경계조건으로
유도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마찰면 사이에서 유막이 파손되기 시작하는 r*에서 압력
이 0이 된다는 경계조건을 이용하여 유도하였다. 마찰면 사이에 공급되는 유량은
Iqbal의 경우 임의의 유량을 추정하여 입력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클러치 윤활 시스
템의 형상 특성을 어느 정도 반영할 수 있도록 조정된 유량 공급 모델에 의해 계산
되어 입력된다. 드래그 토크는 연속 유막 영역, 유체 줄기 영역, 분무 영역에 대해 뉴
턴의 점성법칙을 이용하여 각각 계산한 후 총합으로 표현하였다. 또한 홈의 형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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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감소하는 드래그 토크를 예측할 수 있도록 유효 간극 및 유효 유량을 적용하였
다. 드래그 토크 모델은 마찰면의 온도 상승을 고려할 수 있도록 열전달 모델과 연동
해석되며 이에 따라 Iqbal 모델과 해석 결과에서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
클러치 열전달 모델은 클러치 시스템을 집중계로 가정하여 단순한 에너지 균형식
으로 표현하였다. 마찰면에서 나타나는 냉각효과를 고려하기 위해 대류열전달계수를
이용하였으며, 대류 효과를 고려하기 위한 온도 차이는 마찰면의 온도와 윤활유 공급
온도로 하여 유체 출구 온도가 없어도 대류 열전달을 계산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유체 출구 온도를 예측할 수 있는 식을 유도하고 이를 이용하여 유체 특성 온도를
계산하였다. 계산된 유체 특성 온도는 온도에 따른 유체의 비열, 밀도, 점도 등의 특
성을 구하기 위해 사용되었으며, 이를 통해 해석 시 드래그 토크 및 클러치 마찰에
따라 변화하는 유체 특성을 고려하였다.

2) 클러치의 홈 방식, 공급 유체의 온도 및 유량 등 다양한 설계 인자에 따라 드래그
토크를 시험하고 분석하였다. 드래그 토크는 저속 영역에서 유량에 관계없이 같은 기
울기로 일정하게 선형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속도가 상승함에 따라 나타나는 최대 드
래그 토크 및 고속 영역의 드래그 토크는 유량에 따라 비례적으로 증가하였다. 드래
그 토크는 공급 유체의 온도가 상승하면 모든 영역에서 감소하였고 저속 영역의 기
울기도 온도 상승에 반비례하여 감소하였다. 홈이 다를 경우 드래그 토크는 홈이 없
는 경우가 일반적으로 다른 경우에 비해 월등히 크게 나타났다. 그러나 드래그 토크
에 의해 상승하는 유체의 온도로 인해 저속에 선형성이 유지되지 못하고 수렴하는
형상을 보였다. 홈이 있는 경우에는 유량이 낮을 경우 드래그 토크 크기 및 형상이
크게 차이 나지 않았으나 유량이 증가할수록 형상에 따른 특징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평행 홈의 경우 최대 드래그 토크 이후 완만한 곡선으로 감소하는 형상이 나타났으
며, 와플 홈의 경우 최대 드래그 토크에서 뾰족한 봉우리 형상이 나타나고 급격한 경
사로 감소하였다. 레이디얼 홈의 경우에는 직선에 가까운 낮은 기울기로 감소하다가
특정 속도 이후 급격히 감소하였다.

3) 클러치 마찰 시험을 수행하여 마찰 특성과 열전달 특성을 측정하고 분석하였다.
마찰계수는 유량이 낮을수록, 속도가 증가할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와플 방
식보다 평행 방식, 40℃보다 70℃에서 더 높은 마찰계수가 나타났다. 또한 마찰면 외
경이 120 mm인 No.2 보다 130 mm인 No.3 사양에서 마찰계수가 더 높았다. 구해진
마찰계수는 홈 방식, 유량, 회전속도, 온도의 4차원 맵으로 해석모델에 입력되었으며
해석 시 계측된 마찰계수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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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러치 열전달 특성은 대류열전달계수로 나타냈다. 대류열전달계수는 드래그 토크
에 의한 온도상승 효과를 배제하고 냉각 효과에 대한 대류열전달계수만 고려하기 위
해 마찰 상태에 따라 2가지로 구분하였으며 드래그 토크에 대한 영향은 별도의 대류
열전달계수로 나타냈다. 미끄럼 마찰 시 대류열전달계수는 안정한 상태에서 일정한
값을 보였다. 또한 공급 유량 및 회전 속도에 따라 최대 값이 제한되는 형상으로 나
타났다. 이러한 형상은 공급된 유량 및 회전 속도에 따라 최대 유체 속도가 제약되기
때문으로 판단되었다. 미끄럼 마찰 후 냉각 단계에서 대류열전달계수는 온도가 감소
하는 형상에 따라 점차 감쇠하는 형상으로 나타났다. 또한 미끄럼 마찰 시 대류열전
달계수와 마찬가지로 공급 유량 및 회전 속도에 따라 제약되는 형상을 보였다.
마찰 상태에 따른 대류열전달계수는 넛셀 수를 이용하여 미지수를 포함한 함수 형
태로 제시되었고, 각 함수의 미지수는 최적화 알고리즘인 NSGA-II를 이용하여 시험
결과로부터 도출되었다. 미끄럼 마찰 상태에서 예측된 식은 평균 % 오차와 최대 %
오차를 이용하여 최적화되었으며, 실제 계측된 결과와의 평균 % 오차는 10% 미만,
최대 % 오차는 약 21% 정도였다. 또한 시험 항목에 따라 개별적으로 상수를 적용할
경우 대부분 5% 이하의 평균 오차를 보였다. 냉각 단계의 대류열전달계수는 평균
RMSE와 최대 RMSE,를 결정계수를 이용하여 결과를 비교하였으며 시험 전체에 대한
평균 RMSE는 81 W/m2K, 최대 RMSE는 291 W/m2K, 평균 결정계수는 0.9643으로 나
타났다.

4) 드래그 토크 모델과 열전달 모델은 상관계수, RMSE, % 오차와 같은 통계적 수치
를 이용하여 정량적으로 평가되었다. 드래그 토크 모델의 검증을 위해 상관계수와
RMSE, 그리고 RMSE를 계측된 결과의 평균으로 나눈 RMSE %를 이용하였다. 전체
시험에 대한 해석 모델의 평균 상관계수와 RMSE, RMSE %는 각각 0.887, 0.556,
40.5% 로 나타났다. 해석 모델의 상관계수는 0.8 이상으로 충분히 높은 수준이었으나,
RMSE %는 40.5% 로 매우 높았다. RMSE %가 높게 나타난 이유는 계측 노이즈와
고온에서의 드래그 토크가 매우 작아짐에 따라 약간의 차이에도 오차율이 급격하게
상승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높은 RMSE %에도 불구하고 시뮬레이션 결과의 전반적
인 형상과 수준은 실제 계측된 결과를 잘 추종하였다. RMSE가 1 이상으로 나타난
20℃, 9 LPM에서의 와플과 레이디얼 홈의 경우에는 실제 계측된 드래그 토크와 예측
된 드래그 토크 형상에 다른 결과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차이가 있었다. 이는 유량
해석 모델의 오차와 해석 모델에서 홈의 형상에 따른 특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단순
히 홈의 면적, 넓이와 같은 단순 물리량만 고려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드래
그 토크 모델은 실제 드래그 토크가 나타나는 경향과 전반적인 수준은 충분한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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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으로 추종하지만 복잡한 홈의 형상에 따라 나타나는 특성은 반영하지 못한다고 판
단하였다.
열전달 모델은 총 96개의 시험 결과와 해석 결과를 비교하고 정량적 평가를 위해 %
오차, RMSE 및 상관계수를 이용하였다. 전체 평균 % 오차는 3.3 %, 최대 평균 % 오차
는 13.0 %로 매우 낮은 수준이었고, RMSE의 전체 평균은 4 ℃, 최대 RMSE는 13.9 ℃
로 나타났다. 상관계수의 경우 전체 평균은 0.9936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고 최저값의
경우에도 0.9345로 0.9 이상으로 해석 모델이 실제 결과와 강한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
으로 판단되었다.

개발된 드래그 토크 모델과 열전달 모델은 실제 계측된 결과를 비교적 높은 유효성
으로 예측하였다. 드래그 토크는 클러치 수명 및 변속 특성보다는 주로 동력전달효율과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실제 설계에 있어서는 드래그 토크의 경향성을 예측하고 이를
최소화하는 클러치 사양을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드래그 토크 모델이 오차
수준에 있어서 높은 정확성을 보여주진 못했으나 전반적인 경향성 측면에서 충분히 유
효하다고 판단하였다. 열전달 모델은 드래그 토크 모델과 다르게 클러치 내구성, 변속
특성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정밀한 예측이 필요하다. 열전달 모델은 미끄럼 마찰 상태
와 냉각 상태의 온도 형상을 높은 정확도로 예측할 수 있었고 특히 회전 속도나 유량
의 변화에 따른 특성도 정밀하게 예측하였다. 따라서 열전달 모델은 클러치의 열용량
설계를 위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클러치 모델은 다양한 시험과 분석을 통해 검증되었으나, 초기 가정에서 무시된 인자
나 분석되지 못한 요인시험이 있기 때문에 사용조건에 따라 한계가 있을 수 있다. 향후
수행될 연구를 위해 이러한 한계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실제 마찰면 사이에 공급되는 유량을 정확하게 계측하기는 매우 어렵기 때문에
유량 공급 모델에서 사용된 상수는 시험 결과에 따라 어느 정도 조정된 상수이다. 따라
서 해석 모델에서 사용하는 유량은 실제 공급되는 유량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또한
클러치 윤활 시스템이 달라지면 유량 공급 모델의 입력된 상수도 달라질 수 있다.

2) 드래그 토크 모델은 제한된 시험 조건에서 검증되었다. 모델은 사용 유량이 3 ~ 9
LPM, 공급 윤활유 온도는 20 ~ 70℃, 홈 형상은 민무늬부터 평행, 와플, 레이디얼 형상
에 대해서만 검증되었기 때문에 0℃ 이하의 온도 등의 조건에서 사용할 경우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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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드래그 토크 모델은 Yuan (2007) 등의 연구에서 제시된 표면장력의 영향에 대해서
고려하지 않았다. 표면장력을 고려하기 위해서는 대기, 유체, 마찰판 사이의 복잡한 특
성으로 결정되는 유체의 접촉각을 해석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마찰면의 형상
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기 때문에 유동방정식으로부터 유도된 해석 해에서 고려하기 어
렵다. 따라서 표면장력의 영향을 고려하기 위해서는 CFD 해석 등의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4) 드래그 토크 모델은 클러치 홈의 상세한 설계 사양에 대해 검증되지 않았다. 특히
같은 홈 형상에서 홈의 수, 홈의 크기 등에 대한 요인 분석이 수행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러한 요인 분석을 수행하여 홈의 영향을 고려하는 유효 간극 및 유효 유량 모델이
홈의 다양한 설계인자에 대해서도 충분히 유효한지 검증할 필요가 있다.

5) 제시된 열전달 모델은 클러치 전체 시스템을 하나의 온도로 나타냈기 때문에 마
찰면의 온도편차를 고려할 수 없다. 계측된 마찰판의 온도는 각 마찰판에서 계측된 결
과의 평균으로 하였으나, 실제 계측된 결과에서는 계측하는 분리판에 따라 편차가 존재
한다. 이러한 영향은 허브 스플라인과 마찰판과의 마찰, 각 마찰면에 공급되는 유량,
각 마찰판의 거동 등과 관련이 있으며 이를 고려하기 위해서는 CFD 기법을 활용한 2
차원 혹은 3차원 열유동 해석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6) 대류열전달계수 예측식은 제한된 시험결과로부터 유도되었기 때문에 제한 조건을
벗어난 설계조건에 대해서는 오차가 커질 수 있다. 따라서 클러치가 시험 조건 외에서
사용된다면 추가적인 시험을 수행하여 오차를 비교하고 오차가 너무 큰 경우 예측식의
계수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7) 대류열전달계수 예측식은 드래그 토크 모델과 마찬가지로 홈의 크기, 각도 등과
같은 홈에 대한 세부 형상에 대한 요인분석 시험이 수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영
향에 대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마찰판 홈의 상세 설계를 위해서는
이러한 영향을 고려할 수 있도록 충분한 요인 시험으로 예측식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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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개발된 클러치 열특성을 고려한 멀티피직스 모델은 클러치 설
계를 위해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향후 수행될 연구에서 더
좋은 해석 모델을 개발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 146 -

참고 문헌
김학기, 송경, 박재인, 황동환, 김현석. (2011). 자동변속기 클러치 윤활 및 냉각해석을
통한 오일 홀 최적화. KSAE 2011 Conference. KSAE11-A0166.
정원선 (2012). 마찰 및 열 특성을 고려한 브레이크 저더 예측 시스템 개발. 아주대학
교 박사학위논문.
윤정훈, 이재성, 김대원. (2013). NSGA-II 알고리즘을 이용한 다중 레이블 분류 문제
에서 특정 선별. 정보과학학회논문지: 소프트웨어 및 응용, 제40권, 제3호.
Walther, C. (1928). The variation of viscosity with temperature-I, II, III. Erdol und Teer,
Vol 5, p. 510, 526, 614
Reddy, R. N. (1969). Torque capacity of a multidisc clutch. SAE Paper, No. 690268.
Zagrodzki, P. (1985). Numerical analysis of temperature fields and thermal stresses in the
friction discs of a multidisc wet clutch. Wear, 101, pp. 255-271.
Zagrodzki, P. (1990). Analysis of thermomechanical phenomena in multidisc clutches and
brakes, Wear, 140, pp. 291-308.
Pacey, D. A., & Turnquist, R. O. (1990). Modeling heat transfer in a wet clutch. SAE
Paper, No. 901655.
Payvar, P. (1991). Laminar heat transfer in the oil groove of a wet clutch. Int. J. Heat
Mass Transfer, Vol. 34, No. 7, pp. 1791-1798.
Kato, Y., Murasugi, T., Hirano, H., & Shibayama, T. (1993). Fuel economy improvement
through tribological analysis of the wet clutches and brakes of an automatic transmission.
SAE Paper, No. 938179.
Yang, Y., Lam, R. C., & Chen, Y. F. (1995). Modeling of heat transfer and fluid
hydrodynamics for a multidisc wet clutch. SAE Paper, No. 950898.
Berger, E. J., Sadeghi, F., & Krousgrill, C. M. (1996). Finite element modeling of
engagement of rough and grooved wet clutches. ASME, Journal of Tribology, Vol. 118, pp.
137-146.

- 147 -

Berger, E. J., Sadeghi, F., & Krousgrill, C. M. (1997). Analytical and numerical modeling
of engagement of rough, permeable, grooved wet clutches. ASME, Journal of Tribology,
Vol. 119, pp. 143-148.
Yang, Y., Twaddell, P. S., Chen, Y. F., & Lam, R. C. (1997) Theoretical and
experimental studies on the thermal degradation of wet fricition materials. SAE Paper, No.
970978.
Zagrodzki, P., & Farris, T. D. (1998). Analysis of temperatures and stresses in wet
friction disks involving thermally induced changes of contact pressure. SAE Paper, No.
982035.
Lai, Y. G. (1998). Simulation of heat transfer characterisitics of wet clutch engagement
processes. Numerical Heat Transfer, Part A, 33:583-597.
Jang, J. Y., & Khonsari, M. M. (1999). Thermal characteristics of a wet clutch. ASME,
Journal of Tribology, Vol. 121, pp. 610-617.
Davis, C. L., Sadeghi, F., & Krousgrill, C. M. (2000). A simplified approach to modeling
thermal effects in wet clutch engagement: Analytical and experimental comparison. ASME,
Journal of Tribology, Vol. 122, pp. 110-118.
Mansouri, M., Holgerson, M., Khonsari, M. M., & Aung, W. (2001). Thermal and
dynamic characterization of wet clutch engagement with provision for drive torque. ASME,
Journal of Tribology, Vol. 123, pp. 313-323.
Tatara, R. A., & Payvar, P. (2002). Multiple engagement wet clutch heat transfer model.
Numerical Heat Transfer, Part A, 42: 215-231.
Jang, J. Y., & Khonsari, M. M. (2002). On the formation of hot spots in wet clutch
systems. ASME, Journal of Tribology, Vol. 124, pp. 336-345.
Kitabayashi, H., Li, C., Y., & Hiraki, H. (2003). Analysis of the various factors affecting
drag torque in multiple-plate wet clutches. SAE Paper, 2003-01-1973
Zagrodzki, P., & Truncone, S. A. (2003). Generation of hot spots in a wet multidisk
clutch during short-term engagement. Wear, Vol. 254, pp. 474-491.
Al-Ghathian, Faisal, M. M., Tarawneh, M. S. (2005). Friction forces in O-ring sealing.
American Journal of Applied Sciences, Vol. 2(3): pp. 626-632, 2005.
Hirano, T., Marno, K. Gu. X., & Fujii, T. (2007). Development of friction material and

- 148 -

quantitative analysis for hot spot phenomenon in wet clutch system. SAE Paper, No.
2007-01-0242.
Yuan, Y., Liu, E.., A., Hill, J., & Zou, Q. (2007). An improved hydrodynamic model for
open wet transmission clutches. ASME, Journal of Fluids Engineering, Vol. 129, pp.
333-337.
Marklund, P., Sahlin, F., & Larsson, R. (2009). Modelling and simulation of thernal
effects in wet clutches operating under boundary lubrication conditions. Proceedings of the
Institution of Mechanical Engineers, Part J: Journal of Engineering Tribology, Vol. 223, p.
1129.
Okabe, K., Fujimoto, A., & Harasawa, T. (2009). Proposal of field life design method for
wet multiple plate clutches of automatic transmission on forklift-trucks. SAE Paper, No.
2009-01-2934.
Ivanović, V., Herold, Z., & Deur, J. (2009). Experimental characterization of wet clutch
friction behaviors including thermal dynamics. SAE Paper, No. 2009-01-1360.
Zhang., J. L., Ma, B., Zhang, Y. F., & Li, H. Y. (2009). Simulation and experimental
studies on the temperature field of a wet shift clutch during one engagement. IEEE,
Intermational Conference on Computational Intelligence and Software Engineering (CiSE
2009), Wuhan, China, Dec. 11-13, pp. 1-5.
Yuan, S., Peng, Z., & Jing, C. (2010). Experimental research and mathematical model of
drag torque in single-plate wet clutch. CJME, Vol. 23, No.*, 2010.
Chen, G., Baldwin, K., & Czarnecki, E. (2011). Real time virtual temperature sensor for
transmission clutches. SAE Paper, No. 2011-01-1230.
Jang,

J.

Y.,

Khonsari,

M.

M.,

&

Maki,

R.

(2011).

Three-dimensional

thermo-hydrodynamic analysis of a wet clutch with consideration of grooved friction
surfaces. ASME, Journal of Tribology, Vol. 133, p. 011703.
Huang, J., Wei, J., & Qiu, M. (2012). Laminar flow in the gap between two rotating
parallel frictional plates in hydro-viscous drive. CJME, Vol 25, No. 1, 2012.
Madhavan, J., Pandit, G., Barnholt, M., & Suppiger, R. (2012). Application of simulation
based methods in development of wet clutch system. SAE Paper, No. 2012-28-0022.
Grzesiak, A. J., Lam, R. C., Fairbank, D. K., Martin, K., & Snyder, T. D. (2012).
Friction

clutches.

SAE

International,

Design

- 149 -

Practices,

Passenger

Car

Automatic

Transmissions(pp. 6.1-6.29), Forth Edition, AE-29, Warrendale, Pennsylvania, USA.
Okabe, K., & Houjoh, H. (2013). A design guide for wet multiple plate clutches on
forklift truck transmissions considering strength balance between friction material and mating
plate. SAE Paper, No. 2013-01-0231.
Iqbal, S., Al-Bender, F., Pluymers, B., & Desmet, W. (2013). Mathematical model and
experimental evaluation of drag torque in disengaged wet clutches. Tribology, Vol. 2013,
Article ID 206539.
Iqbal, S., Al-Bender, F., Pluymers, B., & Desmet, W. (2014). Model for predicting drag
torque in open multi-disks wet clutches. ASME, Journal of Fluid Engineering, Vol. 136, p.
021103.
Pahlovy, S., Mahmud, S. F., Kubota, M., Ogawa, M., & Takakura, N. (2014). Multiphase
drag modeling for prediction of the drag torque characteristics in disengaged wet clutches.
SAE Paper, No. 2014-01-2333.
Abdullah, O. I., Akhtar, M. J., & Schlattmann, J. (2015). Investigation of thermo-elastic
behavior of multidisk clutches. ASME, Journal of Tribology, Vol. 137, p. 011703.
Johnson. P. W. (1987). Computer modeling of the heat transfer in a powershift
transmission clutch under slippage. Master Thesis, Kansas.
Cho, J. D. (2012). A multi-physics model for wet clutch dynamics. Doctoral Thesis, The
University of Michigan.

- 150 -

부 록 A. 반복에 따른 드래그 토크 시험 결과

< 20℃, No groove >

< 20℃, Parallel >

Fig. A.1 Repeated drag torque experiment results (20℃, No groove & Parall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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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Waffle >

< 20℃, Radial >

Fig. A.2 Repeated drag torque experiment results (20℃, Waffle & Rad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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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No groove >

< 40℃, Parallel >

Fig. A.3 Repeated drag torque experiment results (40℃, No groove & Parall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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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Waffle >

< 40℃, Radial >

Fig. A.4 Repeated drag torque experiment results (40℃, Waffle & Rad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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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 No groove >

< 70℃, Parallel >

Fig. A.5 Repeated drag torque experiment results (70℃, No groove & Parall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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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 Waffle >

< 70℃, Radial >

Fig. A.6 Repeated drag torque experiment results (70℃, No groove & Parall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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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ment of drag torque and heat transfer models for
a wet multi-plate clutch with a consideration of
thermal characteristics
Suchul Kim
Abstract
With increasing demand of vehicle convenience recently, the automatic transmission
equipped with wet multi-plate clutch is growing in the automotive industry as well as
agricultural and heavy industry. Wet multi-plate clutch is main component that determines
the performance of the transmission. Many studies for wet multi-plate clutch was conducted
to predict and analyze the performance with the increased interest. However, almost
researches on heat transfer and drag characteristics of the clutch influencing the thermal
fatigue life and the mechanical efficiency is concentrated on a computational fluid dynamics
(CFD) that is time-consuming to analyze the performance or do not present experimental
coefficients for the clutch simulation model clearly. For practical design, a short analysis
time is very important to find the optimal design performance in reasonable time. Thus, this
study is conducted to develop a heat transfer and a drag torque models for the clutch that
can consider various design variables and analyze in a short time by using a mathematical
and a one-dimensional model.
The dynamic model that can simulate the clutch dynamic operation is developed to form
the boundary conditions of the clutch, such as control pressure and flow rate. The
developed drag torque model based on the Iqbal model can take into account the
temperature variation of the lubricant between the friction surfaces caused by the drag loss.
The drag model is able to consider various design variables, such as the relative speed of
the clutch, the flow rate of the lubricant, and so on. The pressure generated between the
friction surfaces is derived by using a boundary condition that the pressure becomes zero 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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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ritical radius, r*, where the oil film on the friction surface is ruptured. The drag torque
is expressed as the sum of the drag torques for the three region on the friction surface
divided by the forms of fluid films which are called a continuous, a rivulet, and a mist
films. The effective clearance and flow rate models are applied to the drag model in order
to reflect the affect of the grooves.
The heat transfer model is expressed as an energy balance equation with a lumped
capacitance method. It has a convection term with the heat convection coefficient for
considering a cooling effect on the friction surfaces. The temperature difference of the
convection term is the difference between the temperature of the inlet lubricant and the
friction surface so as to calculate the cooling energy without the temperature of outlet
lubricant. Empirical equations of the heat convection coefficient are derived in the form of
Nusselt number that is configured with a Reynolds and a Prandtl numbers. The constants of
the equations are obtained from various experiments by using multi-objective optimization,
non-dominated sorting generic algorithm-II (NSGA-II). The fluid characteristic temperature
for lubricant properties, such as the specific heat, density, and viscosity, is obtained as the
mean lubricant temperature of outlet and inlet. Under the assumption that all cooling energy
is caused by the lubricant, the outlet temperature of the lubricant can be derived by the
heat convection coefficient. The developed models use the characteristic temperature to
reflect the changing fluid properties according to the clutch operation.
The developed models are quantitatively evaluated by using statistical methods, such as
correlation coefficient, RMSE, and percent error. The average of the correlation coefficient,
the RMSE, and the RMSE % between the test and the simulation results for drag torque
are 0.887, 0.556, and 40.5%, respectively. The reason of the high RMSE % is because the
error and the measurement noise are amplified at high inlet temperature of lubricant.
Although the error is high, the absolute difference between the test and the simulation
results and the form of the simulated drag torque are reasonable to estimate the actual drag
torque.
For verification of the heat transfer model, total 96 test results are compared with
simulation results by percent error, RMSE, and correlation coefficient. The whole average
error and the maximum average percent error are about 3.3% and 13.0%, and the mean
RMSE and the maximum RMSE are 4℃ and 13.9℃, respectively. The total average and
the minimum value of correlation coefficient are 0.9936 and 0.9345.
The developed models predict the actual results with a good agreement compara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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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drag model is effective to predict the absolute level of the actual results. The heat
transfer model shows a high accuracy overall in various test conditions. Thus, the developed
models are expected to be useful for a practical design of the clut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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