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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내연기관 자동차의 파워트레인의 구성요소 중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변속기이다. 변속기에는 여러 종류가 있지만, 승용차 시장에서는 자동변

속기가 매우 큰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자동변속기는 유성기어라는 부

품을 다수 배치하고, 유성기어를 구성하는 요소인 Sun Gear, Carrier,

Ring Gear 들을 회전축으로 연결시킨 구조로 되어 있으며, 각 요소들을

클러치로 고정할 수도 있다. 클러치의 다양한 작동 방법에 따라 각 변속

단별 전체기어비를 구현하는 것이 자동변속기의 기본적인 작동원리이다.

자동변속기의 성능을 나타내는 주된 인자들에는 유성기어 요소 및 클

러치 요소 간의 상대속도와 작용 토크, 전체기어비가 있다. 자동변속기의

구성부품인 유성기어비 값을 알아낸다면, 위의 자동변속기의 주된 성능

인자들의 값을 계산할 수 있게 된다. 일반적으로 자동변속기 개발과정에

서는 타사 변속기 특허를 분석하여 성능을 평가하고, 이를 개선시키거나

침해 회피설계를 하게 된다. 타사 변속기 특허를 분석하려면 우선 특허

명세서를 참조해야 하지만, 대부분의 자동변속기의 특허 명세서에는 자

동변속기의 구조도와 각 변속단별 클러치 작동표만 나와 있는 경우가 많

으며, 각 유성기어의 기어비는 나타나 있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

서 특허 명세서에 표시된 구조도와 변속단별 클러치 작동표, 전체기어비

를 토대로 유성기어의 기어비를 거꾸로 계산하는 방법을 취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자동변속기의 각 변속단별 전체기어비를 토대로 자동

변속기 내 부품인 유성기어의 기어비를 역계산을 할 수 있는 수치적 접

근방법을 제시한다. 유성기어비 역계산을 통해 해당 변속기의 변속단별

기어 효율, 유성기어 요소 및 클러치 요소 간의 상대속도와 작용 토크를

계산하여 실질적인 성능 분석까지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주요어 : 자동변속기, 유성기어비, 전체기어비, 역계산, 수치적 접근

학 번 : 2015-2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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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 배경

자동차의 연비는 소비자들의 가장 큰 관심사일 뿐만 아니라 최근의

미세먼지 및 이산화탄소 배출량 규제와 관련하여서도 연비 개선의 중요

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연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엔진 자체의 효율을

증대시키는 방법뿐만 아니라 변속기의 효율을 증대시키는 방법도 있고,

엔진과 변속기를 잘 매칭시켜 전체 효율을 증대시킬 수도 있다.

“자동변속기 개발에 있어서 세계적인 추세는 고연비, 고성능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다단화에 있다.”[1] 자동변속기의 변속단수를 높여 다단화를

하게 되면 최적의 엔진 작동점이 유지되어 연비를 높일 수 있다. 자동변

속기는 유성기어라는 부품을 여러 개 배열하고 회전 축 및 클러치를 연

결하여 다양한 구조를 구현할 수 있다. “유성 기어열은 소형화, 높은 동

력밀도, 진동·소음 저감 등 뛰어난 장점 덕분에 산업적으로 널리 응용되

고 있다.”
[2]
“유성 기어열은 작은 크기에 비하여 큰 감속비를 얻을 수 있

으며, 여러 가지 조합이 가능하여 다양한 감속비를 얻을 수 있다.”[3] 자

동변속기의 다단화는 유성기어, 회전 축 및 클러치를 여러 가지로 다양

하게 배치시키는 방법으로 가능하다. 한편, 변속기 개발 회사들은 자동변

속기 개발 단계에서 새로운 구조를 고안할 뿐만 아니라 경쟁사의 변속기

구조를 파악하고 성능을 평가해야 한다. 이를 통해 경쟁사가 보유한 특

허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회피설계를 할 수 있고 경쟁사의 변속기보다 더

좋은 성능을 구현할 수 있게 된다.

대부분의 특허 명세서에는 유성기어의 기어비까지는 표시되어 있지

않으며, 각 유성기어의 배열 구조를 표시하는 구조도와 각 변속단별 전

체기어비 및 클러치 작동표가 제시되어 있을 뿐이다. 따라서 자동변속기

개발 단계에서는 경쟁사가 자동변속기와 관련하여 보유한 특허를 분석하

여 유성기어의 기어비를 계산해내는 과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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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 내용

본 연구에서는 특허 명세서에 나타난 구조도, 각 변속단별 전체기어비

및 클러치 작동표를 토대로 유성기어의 기어비를 계산할 수 있는 수치적

접근방법을 이론적으로 제시하고 계산 알고리즘을 소개한다. 유성기어의

기어비가 결정되어 있고 이러한 유성기어들이 특정한 구조도에 따라 배

치되어 특정한 클러치 작동표대로 작동하게 되면 변속기의 각 변속단별

전체기어비가 결정된다. 그렇다면 특허 명세서에 유성기어의 기어비가

표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구조도와 전체기어비 및 클러치 작동표를 토대

로 유성기어의 기어비를 역으로 계산해낼 수 있게 된다.

또한, 계산해 낸 유성기어비 값을 활용하여 변속기의 실질적인 성능분

석을 수행하는 방법도 소개한다. 유성기어비 값을 성능분석 알고리즘에

대입하여 변속기의 각 변속단별 기어효율, 유성기어 요소 및 클러치 요

소 간의 상대속도와 작용 토크 계산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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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산 및 성능분석 방법

2.1 유성기어 기본개념 및 용어정리

유성기어는 Fig 2.1에서 보는 것과 같이 Sun gear, Carrier, Ring gear

3개의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유성기어의 중앙에는 Sun gear가 위치하고

있다. 이 Sun gear를 중심으로 하여 동시에 자전 및 공전을 하도록 몇

개의 피니언 기어들이 원형으로 배치되어 있다. 이 기어들을 하나로 묶

어서 공전을 하도록 만들어주는 요소가 Carrier이다. 가장 바깥쪽에서 접

하고 있는 기어는 Ring gear이다. 3개의 요소들은 각각 하나씩 총 3개의

독립된 회전축을 가지고 있다.

“유성기어는 자유도가 2인 기어열이다. 외부에서 지지하는 회전중심

(유성기어열 회전중심)은 하나이며, 모든 요소들이 이를 회전중심으로 공

전 또는 자전한다.”[4] 3개의 회전축 중 임의의 축 1개를 고정시킨 후 다

른 축에 일정한 입력을 주면 나머지 한축의 운동은 그에 종속되어 결정

된다.

Fig 2.1 유성기어 구조도

*Slideshare https://www.slideshare.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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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기어를 측면에서 보면 Fig 2.2의 측면도와 같이 가운데 회전축을

중심으로 기어 요소들이 배치되어 있다. 편의상 이를 간소화하여 나타낼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자동변속기 구조도에 아래와 같이 간소화된 형태

로 표시된다.

Fig 2.2 유성기어 측면도의 간소화 및 자동변속기 구조도 표시형태

각각의 유성기어에는 고유의 유성기어비가 존재한다. “Sun gear의 기

어 잇수(=)를 Ring gear의 기어 잇수(=)로 나눈 값이 유성기어비 

이다.”[5] 이는 Sun gear의 반지름(=)을 Ring gear의 반지름(=)으로

나눈 값과 같다.

유성기어비  


 



유성기어 단품에 대해 입력 power와 출력 power의 비를 유성기어 단

품 효율이라고 하며, 해당 유성기어의 고유한 인자이다. 일반적으로 Fig

2.3과 같이 Carrier를 고정시킨 상태에서 Sun gear을 input으로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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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ng gear를 output으로 하여 정의된다.

유성기어단품효율 

 

Fig 2.3 유성기어 단품 효율 식

*https://www.teknik-otomotif.com

유성기어비와 혼동할 수 있는 것이 변속기 전체기어비 개념이다. Fig

2.4의 자동변속기라는 system 전체를 보았을 때 입력축이 있고 출력축이

있다. 이 때 입력축과 출력축의 회전속도의 비가 전체기어비가 된다. 하

나의 유성기어 단품에 대해 유성기어비가 유일하게 결정되는 것과는 달

리, 변속기는 다양한 변속단수를 가지기 때문에 어떤 변속단으로 설정하

느냐에 따라 다양한 기어비가 존재한다.

또한 자동변속기 system 전체에 대한 효율을 생각할 수 있다. 변속기

를 기준으로 입력 power와 출력 power의 비를 전체 기어 효율이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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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변속단에 따라 다양한 효율이 존재한다.

전체기어비단기준  



전체기어효율단기준  

 [6]

Fig 2.4 자동변속기 전체 기어비, 전체 기어 효율

*https://www.genesisnewsus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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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구조도 및 클러치 작동표 DB 구성

Fig 2.5, Fig 2.6과 같이 자동변속기의 특허 명세서에 나타난 구조도,

클러치 작동표 및 각 변속단별 전체기어비를 토대로 유성기어의 기어비

를 역으로 계산해 내기 위해서는 해당 정보를 DB로 구성해야 한다. 특

허 명세서의 정보를 일정한 입력 규칙에 따라 DB로 만든 후, Fig 2.7과

같이 DB파일을 프로그램에 입력하면 자동으로 계산 및 성능분석을 수행

하여 결과를 정해진 형식의 파일로 출력하게 된다.

Fig 2.5 자동변속기 특허 명세서의 구조도[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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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6 자동변속기 특허 명세서의 클러치 작동표[7]

Fig 2.7 자동변속기 특허 정보의 DB화 및 계산·성능분석 진행과정

특허 명세서의 정보를 DB로 입력할 경우 Fig 2.8과 같이 구조도에 기

초해 shaft, clutch의 정보를 입력하고, 클러치 작동표에 기초해 몇 번째



- 9 -

클러치가 작동할 경우 변속기의 전체기어비가 얼마인지 입력하게 된다.

구조도의 shaft, clutch 정보 입력시 input을 1번, output을 2번, 변속기

housing을 3번으로 둔 후, 맨 왼쪽의 유성기어부터 차례로 Sun gear,

Carrier, Ring gear의 순서대로 번호를 매기게 된다. 위의 Fig 2.5, Fig

2.6을 DB화 한 결과가 아래 Fig 2.8이 된다.

Fig 2.8 DB 입력 방법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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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System matrix 구성

자동변속기의 유성기어비 역계산 및 성능분석을 위해 system matrix

와 후술할 torque matrix를 구성해야 한다. 이 matrix들은 Fig 2.9의 그

림과 같이 유성기어가 몇 개인지, 어떤 요소들이 고정된 회전축으로 연

결되었는지, i단에서 작동하는 마찰요소(클러치)가 무엇인지 등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다. 이 system matrix, torque matrix에 관한 식을

Gauss-Jordan Elimination을 통해 각 유성기어 요소 및 클러치 요소 간

의 상대속도, 작용토크를 계산할 수 있다.

Fig 2.9 System matrix, torque matrix 식을 통한 상대속도, 토크 계산

System matrix 식은 자동변속기내 유성기어 요소 및 클러치 요소 간

의 상대속도를 계산할 수 있는 식이다. 이는 Fig 2.10의 예시와 같이 유

성기어 기본 식, 축 연결 식, 변속단별 클러치 연결 식으로 구성된다.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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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단마다 system matrix 식이 하나씩 존재하므로, 10단 변속기의 경우

10개의 system matrix 식을 얻게 된다. System matrix 식에서는 input

의 각속도는 편의상 1로 두고, 변속기 housing의 각속도는 당연히 0이

되므로, 따로 변수로 둘 필요가 없다. 각 유성기어 요소의 각속도를 차례

로 번호를 붙여 변수 로 둔 후, 마지막 번호의 (유성기어 4개인 경우

)를 output의 각속도로 둔다. 유성기어비가 일 경우 유성기어 기본

식은 다음과 같은 형태로 주어지므로, 이는 변속기와 상관없이 공통으로

포함되는 식이다.

  [5],[8]

Fig 2.10 System matrix 구성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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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rror function 최적화 수행

Fig 2.11은 error function(오차함수)을 정의하고, 이를 iteration을 통

해 최적화하여 유성기어비 를 역계산하는 과정을 나타낸다. System

matrix의 유성기어비 를 모르는 상태에서 system matrix 식을 풀어 적

절한 유성기어비 값을 찾아야 한다. 이를 위해 system matrix 식의 

에 random number를 대입한다. 유성기어가 4개인 자동변속기의 경우

     를 대입하게 된다. 에 random number를 대입한 후

system matrix 식을 풀면 값을 얻게 되는데, 그 중 마지막 값은 출

력축의 각속도가 되고, 


은 해당 변속단에서의 전체기어비의 추정값

이 된다. 이 때, error function 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면, 는 해

당 변속단에서 에 random number를 대입하였을 경우 계산된 전체기

어비 추정값과 전체기어비 실제값의 차이를 제곱하여 sum한 것이 된다.

  ∑전체기어비추정값


전체기어비실제값

위 error function 에 대해 값을 변화시키면서 iteration하여 최

종적으로 를 0으로 수렴시키면, 유성기어비 를 실제 유성기어비 값

에 근접하게 계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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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11 Error function 최적화 과정

위의 iteration을 위해서는 값을 어떻게 변화시킬지가 중요한데 Fig

2.12와 같이 첫 번째로 어느 방향으로 이동시킬지, 두 번째로 어느 크기

만큼 이동시킬지 문제된다. 이는 수렴·발산 여부 및 수렴속도에 영향을

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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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12 Error function 의 iteration

*www.holehouse.org/mlclass/

“Gradient-descent법은 가장 급격한 경사를 취하는 방법으로서, 일반

적인 최소화 방법이며, 파라미터 값을 목표함수의 기울기 반대방향으로

수렴시킨다. Gauss-Newton법은 목표함수의 제곱의 합을 최소화시키는

방법이다. Levenberg-Marquardt법은 파라미터 값을 수렴시킬 때

Gradient-descent법과 Gauss-Newton법 사이에서 적절히 조정하는 방법

이다.”
[9]
“Levenberg-Marquardt법은 Jacobian의 가능한 특이점 또는 근

접 특이점을 극복하기 위해 양(+)의 정규화 파라미터를 도입한 것으로

서, 정규화된 Gauss-Newton법이라고 할 수 있다.”[10]

Table 2.1의 Gradient-descent법은 항상 올바른 iteration 진행방향을

제시하는 반면, 최적값 근처에서 수렴속도가 매우 느리다는 단점이 있다.

Gauss-Newton법은 최적값 근처에서 수렴속도가 빠른 장점이 있지만,

잘못된 진행방향을 제시할 수 있고, 식 자체에 역행렬이 포함되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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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ror가 발산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Table 2.2의 Levenberg-Marquardt법은 Gradient-descent법과 Gauss-

Newton법을 결합한 형태이며, 라는 damping factor의 값에 따라

Gradient-descent법과 Gauss-Newton법 사이에서 적절히 조정하게 된다.

Error가 증가하는 경우, 즉 발산하는 경우에는 를 증가시켜

Gradient-descent법에 가깝게 한다. Error가 감소하는 경우, 즉 수렴하는

경우에는 를 감소시켜 Gauss-Newton법에 가깝게 한다.

“Levenberg-Marquardt법의 iteration 방향은 최적값 근처에서는

Gauss-Newton법에 가깝다. 그러나 최적값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을

때에는 가장 급한 경사 방향에 가깝다.”
[11]

Table 2.1 Gradient-descent법, Gauss-Newton법

Table 2.2 Levenberg-Marquardt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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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Torque matrix 구성 및 변속기 성능분석

Torque matrix 식은 자동변속기내 유성기어 요소 및 클러치 요소 간

의 작용토크를 계산할 수 있는 식이다. 이는 Fig 2.13의 예시와 같이 유

성기어 기본 토크 식, 축 및 변속단별 클러치 연결 식으로 구성된다.

System matrix에서와 마찬가지로, 변속단마다 torque matrix 식이 하나

씩 존재하며, 10단 변속기의 경우 10개의 torque matrix 식을 얻게 된다.

Torque matrix 식에서는 input의 토크는 편의상 1로 둔다. System

matrix 식과 달리 torque matrix 식에서는 변속기 housing의 토크를 변

수로 두어야 하는데, 편의상 마지막 번호인 로 둔다. 각 유성기어 요

소의 토크를 차례로 번호를 붙여 변수 로 둔 후, 마지막 번호 직전의 

(유성기어 4개인 경우 )를 output의 토크로 둔다. 유성기어비가 일

경우 유성기어 기본 토크 식은 다음과 같은 형태로 주어지므로, 이는 변

속기와 상관없이 공통으로 포함되는 식이다.

  

 

[12]

Fig 2.13 Torque matrix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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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14는 Fig 2.11의 error function 최적화 결과 도출된 값을

torque matrix에 대입하여, torque matrix 식을 푸는 과정을 나타낸다.

이를 통해 자동변속기내 유성기어 요소 및 클러치 요소 간의 작용토크,

각 변속단별 변속기 전체 효율을 계산하여 최종적으로 결과 파일을 출력

하게 된다. Fig 2.13 상단에 제시된 유성기어 기본 토크 식 중 두 번째

식은 유성기어 단품 효율이 적용되지 않은 식이다. 다만, 유성기어 단품

효율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동력 전달방향을 알아야 하므로, 먼저 유성기

어 단품 효율이 적용되기 전의 torque matrix 식을 풀어 1차적으로 토크

를 계산하고, 동력 전달방향을 알아낸다. 그 후 유성기어 단품 효율이 적

용된 유성기어 기본 토크 식으로 바꾼 후 다시 2차적으로 토크를 계산한

다. 그 결과 변속기 전체 효율까지 계산할 수 있게 된다.

Fig 2.14 Torque matrix 연산 알고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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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기어의 sun gear에서 ring gear로 동력이 전달될 때와 반대의

상황을 고려하여 파워의 비율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

다.”[13]

 → 




→  






[13]

Table 2.3은 위의 식을 토대로 하여, 유성기어 단품 효율을 적용할 때

동력 전달방향에 따라 유성기어 기본 토크 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정리

한 표이다. 기존의 torque matrix는 유성기어 단품 효율이 적용되지 않

은 유성기어 기본 토크 식을 갖고 있지만, Table 2.3에 따라 유성기어

기본 토크 식 중 일부를 유성기어 단품 효율이 적용된 식으로 바꿀 수

있다. 새롭게 구성한 torque matrix 식을 다시 풀면 유성기어 단품 효율

이 적용된 토크 값을 구할 수 있다. 변속기 전체 기어 효율은 아래의 식

으로 구하면 된다.

   

  

Table 2.3 유성기어 단품 효율 적용을 위한 동력 전달방향 판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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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및 고찰

3.1 유성기어비 계산 결과

Fig 3.1은 Fig 2.5, Fig 2.6의 US 7,651,431 B2 특허에 대한 유성기어

비 의 계산 결과가 결과 파일로 출력된 형태를 보여준다. 먼저 변속기

의 기본 정보로서 유성기어의 개수, 변속기내 마찰요소(클러치) 수, 각

변속단에서 작동하는 마찰요소 수, 샤프트 개수, 총 기어단수를 나타낸

다. 그 아래에 유성기어비 의 계산 결과를 나타낸다. 이는 수치적으로

구한 값이므로, 실제 유성기어비 와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다. 따라서

수치적으로 구한 유성기어비 를 대입하여 각 변속단별 전체기어비를

계산해 이를 ratio_cal로 표시한다. 그 옆에는 Fig 2.6과 같이 특허 명세

서에 첨부된 클러치 작동표에 표시된, 각 변속단별 전체기어비의 실제값

을 ratio_real로 표시한다. 두 값이 비슷하다면, 유성기어비 의 계산 결

과가 정확하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 또한 그 밑에는 iteration

횟수를 표시하고, ratio_cal과 ratio_real의 RMS 오차를 error_rms로 표

시하여 나타낸다.

US 7,651,431 B2 특허에 대한 분석결과를 Fig 3.1에서 살펴보면 유성

기어가 4개 존재하고, 마찰요소 수는 6개이며, 각 변속단에서는 3개의 마

찰요소가 동시에 작동한다. 변속기내 샤프트의 개수는 6개이다. 이는 10

단 자동변속기로서 후진 기어단까지 포함하면 총 기어단수는 11개이다.

그 아래에 유성기어 4개의 유성기어비 가 표시되어 있다. Ratio_cal,

ratio_real의 값을 살펴보면 대체로 거의 같으며, iteration 횟수는 10회로

해당 변속기에 대한 계산은 빠르게 수렴했음을 알 수 있다. 수렴조건 판

별은 3.3에서 후술한다. Error_rms 값은   order로서 유성기어비 의

계산 결과가 매우 정확하다는 것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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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 유성기어비 의 계산 결과



- 21 -

3.2 성능분석 결과

Fig 3.2는 US 7,651,431 B2 특허의 변속기가 1단에서 작동하는 경우

변속기 내 유성기어 요소 및 마찰요소별 상대속도와 작용토크를 나타내

고 있다. 이는 결과 파일의 출력형태는 아니고 이해를 위해 그림으로 설

명한 것이다. 엔진으로부터 들어오는 입력축인 input이 3번째 유성기어

의 carrier와 연결되고, 최종적으로 4번째 유성기어의 carrier를 통해 출

력축인 output으로 빠져나가며, 각 유성기어 요소별 상대속도와 작용토

크를 알 수 있다. Brake 2, Clutch 3,4가 작동하고 있고, Brake 1, Clutch

5,6은 작동하고 있지 않는 것 또한 알 수 있으며, 각 마찰요소별 상대속

도와 작용토크도 알 수 있다.

Fig 3.2 유성기어 요소 및 마찰요소별 상대속도, 작용토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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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 Fig 3.4는 US 7,651,431 B2 특허에 대한 성능분석 결과가 실

제 결과 파일로 출력된 형태를 보여준다. 모든 변속단에 대해 변속기 내

유성기어 요소 및 마찰요소별 상대속도와 작용토크가 수치로 표시된다.

출력축인 output의 상대속도와 작용토크, 변속기 housing의 작용토크도

표시된다.

Fig 3.3 모든 변속단에 대한 요소별 상대속도 계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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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 모든 변속단에 대한 요소별 작용토크 계산 결과

Fig 3.5는 모든 변속단에 대해 각 변속단별 기어 효율이 결과 파일에

표시되는 것을 보여준다. 기어 효율은 2.5에서 전술한 방법에 의해 계산

이 되고, 그 것이 결과 파일에 아래와 같은 형태로 표시된다.

Fig 3.5 변속단별 기어 효율 계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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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전체기어비 오차의 절대값 및 RMS 오차

Fig 3.6은 각 변속단별 전체기어비 오차, 즉 ratio_cal과 ratio_real의

차이의 절대값을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1단에서의 오차의 절대값이

비교적 크게 나타나고 다른 변속단에서는 오차의 절대값이 매우 작다.

다만, 1단에서의 오차의 절대값도 0.0076으로서   order이므로 그 자

체로 매우 작다고 할 수 있다. 즉, 계산 결과의 신뢰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Fig 3.6 변속단별 기어비 오차의 절대값

수렴조건 판별은 의 각 성분 에 대해 매 iteration step마다 의

변화량이 얼마인지 확인한다. 의 변화량은 2.4에서 전술한

Levenberg-Marquardt법에 의해 결정된다. 아래 식과 같이 모든 성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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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더한 결과를 conv_check라는 변수로 두어 수렴여부의 판별기준으

로 활용한다.



   ∑

의변화량


수렴여부의 판단에 대해 여러 번의 시행착오를 거친 결과 conv_check

<   일 때 수렴하였다고 판단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였다. 이 때

error_rms값은 대부분   order로 유지되며, 가끔   order인 경우도

등장하는 등 상당히 신뢰할 수 있는 유성기어비 값을 얻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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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 론

본 연구를 통해 자동변속기의 특허 명세서에 구조도와 각 변속단별

클러치 작동표, 전체기어비만 표시되어 있고 유성기어의 유성기어비가

표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제시된 위의 정보들만 가지고 유성기어의 유성

기어비를 수치적 접근방법 및 알고리즘을 통해 역으로 계산해 낼 수 있

게 되었다. 그리고 계산된 유성기어비를 이용하여 해당 변속기의 변속단

별 전체 기어 효율, 유성기어 요소 및 마찰요소별 상대속도와 작용토크

까지 계산해 낼 수 있다. 즉, 변속기의 성능분석 및 효율분석까지 수행할

수 있다.

따라서 변속기 개발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하는 타사 변속

기 분석을 보다 더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으며, 일정한 입력규칙을 통해

변속기 구조도 및 클러치 작동표를 DB화 해 놓으면 이를 언제든지 프로

그램을 실행시켜 계산을 수행할 수 있다. 이러한 방법은 변속기 분석 과

정을 자동화 시키고 분석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

계산 과정에서는 Levenberg-Marquardt법을 도입하여 수치적 계산의

속도를 빠르게 함과 동시에 계산 결과가 발산하지 않고 수렴할 수 있도

록 하였으며, conv_check라는 변수를 도입하여 error_rms 값을 대부분

  order로 유지하도록 한 바, 계산 결과의 신뢰도도 매우 높일 수 있

었다. 또한 계산 결과를 한 눈에 알아보기 쉽게 출력하고, 파일 형태로

저장할 수 있도록 하여, 한 번 분석된 변속기는 분석결과를 저장하게 되

므로 추후에 다시 분석하는 번거로움이 없도록 하였다.

본 연구 결과의 활용으로 신규 자동변속기 개발 과정에서 수천개가

넘는 타사 변속기의 특허 정보를 분석하고 연구하는 데에 드는 비용과

노력이 획기적으로 감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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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Numerical Approach for Reverse Calculation

of the Planetary Gear Ratios in Automatic

Transmission

Kun-yeong Jeong

Department of Mechanical and Aerospace Engineering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ransmission is one of the necessary parts of the powertrain of

internal combustion engine vehicles. Automatic transmission has a

large portion of passenger car market, while there are many kinds of

transmission. In automatic transmission, there are several components

called planetary gear, and planetary gear has a sun gear, a carrier

and a ring gear, and these components can be engaged with each

other by clutch. Fundamental principle of the automatic transmission

is that achieving total gear ratio by various clutch operation.

Relative angular velocity ratios and torque distribution ratios

between planetary gear components and clutch components, total gear

ratios are the primary indicators which show the performance of

automatic transmission. If the gear ratios of the planetary gear, which

is the component of automatic transmission, is known, then the

primary indicators of the performance of automatic transmission c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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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 calculated. In general automatic transmission development process,

patents of transmission of other companies are analyzed, performance

is evaluated, improvement is achieved and avoidance of infringement

of patents are made. In order to analyze patents of transmission of

other companies, patent description should be referenced at the first

step. However, most patent descriptions of automatic transmission

have only layout and clutch operations table, and don’t have planetary

gear ratios. So, the methodology should be accepted, that calculates

the planetary gear ratios backwards according to the layout, clutch

operations table and total gear ratios of the patent description.

This research provides the numerical approach for reverse

calculation of the planetary gear ratios in automatic transmission

according to the total gear ratios of each gear speed. By reverse

calculation of the planetary gear ratios, gear efficiency of each gear

speed, relative angular velocity ratios and torque distribution ratios

between planetary gear components and clutch components can be

calculated and performance analysis can also be conducted.

Keywords : Automatic transmission, Planetary gear ratio, Total

gear ratio, Reverse calculation, Numerical appro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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