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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트랙터를 이용한 농작업은 부하 변동이 심하므로 잦은 변속이 요구되

며, 작업 조건에 따라 작업 속도가 모두 다르므로 많은 변속 단수가 요

구된다. 수동변속기가 장착된 트랙터의 경우, 작업 중 변속을 위해서는

트랙터를 정지해야 하므로 변속 시 동력 단절이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

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지하여 변속할 필요가 없는 자동변속기가 장착된

트랙터가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전후진 자동변속기가 장착된 트랙터의 변속 품질 향상

을 위해 클러치 제어 압력 프로파일 최적화를 연구하였다. 비례제어밸브

를 사용한 전후진 자동변속기가 장착된 트랙터의 변속 충격을 모사할 수

있는 트랙터 시뮬레이션 모델과 클러치 압력 제어를 위한 비례제어밸브

의 전류 제어 모델을 개발하였고, 개발된 모델을 이용하여 우수한 변속

품질을 위한 클러치 압력 프로파일 최적화를 수행하였다.

트랙터 시뮬레이션 모델은 동력 전달에 필요한 요소들로 구성된 기계

시스템 모델과 클러치에 압력을 인가하는데 필요한 요소들로 구성된 유

압시스템 모델로 구성하였다. 트랙터 시뮬레이션 모델 검증은 트랙터 주

행시험을 수행하여 시뮬레이션과 실제 시험에 대한 클러치 압력과 변속

기축 회전속도를 엔진축 회전속도로 나눈 비율인 속도 전달률(transfer

rate)을 비교하였다.

비례제어밸브의 전류 제어 모델은 TCU로부터 클러치 압력 명령을 받



으면 밸브의 전류-압력 선도에 의해 목표 전류가 도출되고 PID 제어기

를 통해 펄스폭변조 신호로 변환되어 비례제어밸브에 입력되도록 구성하

였다. 비례제어밸브 전류 제어 모델 검증은 동일한 압력 명령을 인가하

여 밸브에 입력되는 전류특성을 비례제어밸브의 전류 제어 모델과 트랙

터에 연결된 제어기의 시험 결과를 비교하였다.

검증된 시뮬레이션 모델을 이용하여 우수한 변속 품질을 위한 클러치

압력 프로파일 최적화를 수행하였다. 클러치 압력 프로파일 최적화는 초

기 채움 영역과 동력 전달 영역에 대해서 진행하였다. 초기 채움 영역은

높은 압력을 인가하여 변속 응답시간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동력 전달

영역에서는 부드러운 가속도 변화를 발생시키면서 변속 시간을 줄이는

방향으로 최적화를 진행하였다. 초기 채움 영역의 최적화 목적 함수는

변속 응답 시간으로, 최적화 파라미터는 초기 채움 영역의 클러치 압력

명령으로 설정하였다. 동력 전달 영역의 목적 함수는 트랙터의 속도의

그래프 개형이 전 상승 사이클로이드 선도가 되도록 설정하였다. 최적화

전과 후에 대한 변속 응답 시간, 최대 가속도, 변속 시간을 비교하면, 최

적화 결과 변속 응답 시간은 0.23초 감소하였고, 최대 가속도는 1.33

m/s2 증가하였으며 변속 시간은 0.88초 감소하였다.

주 요 어 : 전후진 자동변속기, 클러치, 변속 품질, 비례제어밸브,

최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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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농업용 트랙터는 플라우, 트레일러 등의 작업기를 견인하고 로터리, 모

어 등의 구동형 작업기에 회전동력을 공급하며, 프런트 로더 등에 유압

동력을 공급하는 등 다양한 농작업에 사용되는 기계이다.

트랙터를 이용한 농작업은 부하 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잦은 변속이 요

구되며, 작업 조건에 따라 작업 속도가 모두 다르므로 많은 변속 단수가

요구된다. 이러한 작업 특성 때문에 트랙터 변속기는 큰 부하 변동에도

정지하지 않고 원하는 속도로 작업할 수 있어야 하며 동력 손실도 낮아

야 한다(정병학, 2005). 수동변속기가 장착된 트랙터는 자동변속기가 장

착된 트랙터에 비하여 작업 시 전동 효율이 높고, 구조가 단순하다는 장

점이 있지만, 작업 중 변속을 위해서는 트랙터를 정지해야 하므로 변속

시 동력 단절이 발생한다. 이러한 이유로 작업 부하가 바뀌어 효율적인

작업을 위해 변속해야 할 때도 변속하지 않고 작업을 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트랙터의 작업 효율을 감소시키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남요상,

2002).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작업 시 정지하여 변속할 필요가

없는 자동변속기가 장착된 트랙터가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다. 자동변속

기가 장착된 트랙터는 변속 시 동력 단절 없이 변속이 이루어지고 조작

편의성이 우수하여 작업 능률이 높지만, 수동변속기가 장착된 트랙터에

비하여 전동 효율이 낮고 가격이 비싸다는 단점이 있다.

농업용 트랙터에 사용되는 자동변속기는 단수가 무수히 많은 무단 변

속기(continuously variable transmission, CVT)와 유단 변속기인 파워시

프트(powershift)로 구분할 수 있다. 무단 변속기는 엔진에서 발생한 기

계적 에너지를 유압펌프를 이용하여 유압 에너지로 바꾸고, 유압 모터를

이용하여 다시 기계적 에너지로 바꿔 동력을 전달하는 유정압 변속기

(hydrostatic transmission, HST)와 유성기어와 유정압 유닛(hydrosta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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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HSU)의 조합으로 구성된 기계유압식 변속기(hydromechanical

transmission, HMT)가 있다. 유단 변속기인 파워시프트에는 전후진 변

속만을 전자 유압 클러치로 대체하여 기계적인 조작 없이 전후진 조작이

가능하도록 하는 파워셔틀 변속기(powershuttle transmission), 다수의

전자 유압 클러치를 사용하여 일부 또는 모든 변속 단수에서 동력 단절

없이 자동 변속이 가능하도록 한 멀티 클러치 변속기(multi-clutch

transmission, MCT) 및 2개의 전자 유압 클러치와 다수의 동기장치

(synchronizer)를 사용하여 전달효율과 변속 편의성을 향상시킨 듀얼 클

러치 변속기(dual clutch transmission, DCT) 등이 포함된다. 파워셔틀

변속기는 전후진, 중립에서 전진, 중립에서 후진 변속 시 동력 단절 없이

변속이 가능하므로 주로 프런트 로더 작업 등 전,후진 변속을 자주 사용

하는 작업 환경에서 작업 능률이 우수하다. 멀티 클러치 변속기 및 듀얼

클러치 변속기는 주로 쟁기, 로터리 등의 경운/정지 작업, 트레일러 운반

작업 및 주행 시 다단 변속의 자동화(upshift & downshift)를 통해 작업

능률을 향상시켜 준다.

해외 선진사의 경우, 멀티 클러치 변속기, 듀얼 클러치 변속기, 기계유

압식 무단 변속기 등을 장착된 트랙터를 시장에 출시하였다. 그러나 국

내 업체의 경우, 다단 기어와 동기화 장치로 구성된 기계식 변속기를 장

착한 트랙터를 주로 생산하고 있으며, 최근 트랙터의 작업 특성상 잦은

변속에 따른 작업자의 편의성과 작업 능률 향상을 위하여 기계식 유정압

변속기가 장착된 37 kW 이하의 소형 트랙터와 전후진 파워셔틀 또는

멀티 클러치 변속기가 장착된 중/대형 트랙터를 출시하고 있다. 이와 같

이 국내의 농업용 트랙터는 미국, 일본 등 선진업체들의 제품 대비 기능

및 성능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시장 경쟁력이 높지 못하며, 전자 유압식

클러치에 대한 제어 경험이 충분치 않아 선진사 대비 변속 품질이 좋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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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하여 변속 품질에 대한 사용자들의 불만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초기 자동변속기 트랙터의 변속 특성에

관한 연구로 트랙터 통합 시뮬레이션을 이용한 연구(김대철, 2002 & 이

호상, 2003), 클러치 유압 제어 시스템의 시뮬레이션에 관한 연구(남요상,

2002 & 조재문, 2003) 등이 수행되었다. 초기 연구들은 모두 모듈레이팅

밸브(modulating valve)를 사용하여 클러치에 공급되는 오일의 압력을

제어하였다. 모듈레이팅 밸브를 이용한 전후진 파워셔틀 변속기는 클러

치의 압력 프로파일이 모듈레이팅 밸브의 동특성에 의해 결정된다. 한편,

트랙터의 변속 제어는 변속 응답시간이 짧으면서 변속 중 부드러운 가속

도 변화가 요구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수한 변속 품질을 구현하기 위해

서는 각 변속 단수마다 클러치 압력 프로파일을 각각 다르게 설정할 수

있어야한다. 그러나 모듈레이팅 밸브는 변속 품질 향상을 위한 클러치의

압력 프로파일을 임으로 조절할 수 없다. 또한 트랙터 작업 중 변속기

온도 상승에 의한 오일 점성 및 밀도의 변화와 모듈레이팅 밸브의 노후

화로 인해 클러치 압력 제어 특성이 변화된다. 따라서, 모듈레이팅 밸브

는 환경 변화에 따른 클러치 압력 프로파일의 최적화에는 한계가 있다

(김대철, 2009).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유압시스템에 모듈레이팅 밸브 대

신 전자식 비례제어밸브가 사용되고 있다. 전자식 비례제어밸브가 사용

된 클러치 압력 제어용 유압시스템은 전자식 비례제어밸브의 성능에 의

해 유압 제어 특성이 좌우되고, 모듈레이팅 밸브 대비 클러치 압력의 정

밀 제어가 가능할 뿐 아니라, 클러치 압력, 엔진 토크 정보, 트랙터의 가

속도 등의 다양한 정보를 활용하여 클러치 압력 제어를 수행할 수 있다.

따라서 전자식 비례제어 밸브를 사용하면 외란에 영향을 받지 않는 강건

한 제어 시스템을 통한 변속 품질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전후진 자동변속기가 장착된 트랙터에 대하여 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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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모사를 위한 트랙터 시뮬레이션 모델을 개발하고, 개발된 시뮬레이

션 모델을 이용하여 변속 품질 향상을 위한 클러치의 압력 프로파일을

최적화하는 것이다.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변속 충격 모사를 위한 트랙터 시뮬레이션 모델 개발

2) 비례제어밸브의 전류 제어 모델 개발

3) 시뮬레이션 모델 검증

4) 검증된 시뮬레이션 모델을 이용한 클러치의 압력 프로파일 최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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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사

2.1 비례제어밸브 특성 해석

정헌술(2011) 등은 파일럿 비례압력제어밸브의 정특성 및 동특성을 파

악하기 위한 단품 시험을 수행하였다. 밸브의 정특성 및 동특성 시험을

위하여 비례제어밸브 특성 시험장치를 구성한 후 입력에 따른 밸브의 압

력 특성을 확인하여 밸브의 정특성 및 동특성을 분석하였다. 작동유의

온도는 오일의 점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밸브의 특성에 영향을 미치

는 요소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위의 논문에서는 작동유의 온도를 고려

하지 않고 밸브의 특성만을 분석하였다.

성백주(2018) 등은 비례압력제어밸브의 제어 압력 특성 향상을 위한

밸브 설계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밸브의 설계 방정식을

이용하여 밸브 단품의 목표 사양을 설정한 후 설계를 수행하였고, FE

해석을 통해 설계 인자 영향성을 분석하였다. 선진사 밸브와 시제품과의

성능을 비교하여 개선점을 파악한 후, 성능시험을 통하여 개선된 밸브의

개선 효과를 검증하였다.

김형만(2003) 등은 차량용 자동변속기에 적용되는 비례제어밸브의 특

성을 시험으로 확인하고, 전산유동해석(CFD)을 이용하여 동적 수치해석

을 수행하여 밸브 내부의 유동장 특성을 확인하였으며, 시험 결과와 비

교 분석하였다. 하지만 차량 구동계의 유압시스템 라인압(line pressure)

은 1.3 MPa로 유압시스템의 라인압이 2 MPa 이상인 트랙터와는 유압

특성이 다르므로 이 논문의 연구 결과를 트랙터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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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차량용 변속기의 변속 품질 해석

오주영(2012)은 자동변속기를 장착한 휠로더(wheel loader)에 대한 시

뮬레이션 모델을 구성하여 휠로더 자동변속기의 변속 성능을 해석하였

다. 동력전달계는 엔진, 토크컨버터, 자동변속기, 차축 및 주행 부하로 구

분하여 모델을 구성하였으며, 해석 대상인 자동변속기는 기어열, 클러치

팩, 유압시스템 및 변속 제어 시스템으로 구분하여 상세한 모델을 구축

하였다. 또한, 휠로더 자동변속기의 유압시스템은 클러치 피스톤의 작동

압력을 직접적으로 제어하는 직접 제어 방식을 적용하였다. 실차 시험

결과와 비교하여 시뮬레이션 모델의 유효성을 검증하였고, 검증된 모델

을 이용하여 자동변속기의 변속 특성을 해석하였다. 저크(jerk)의 상대적

인 크기를 이용하여 변속 성능을 평가하였으며, 선정된 설계 변수가 변

속 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해석하였다. 휠로더는 발진 장치로 토크컨버터

를 사용하지만 트랙터는 발진 장치로 유압 클러치를 사용하므로 위의 논

문의 연구 결과를 트랙터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한상서(1997)는 차량용 변속기의 유압 회로 및 동력전달계에 대한 모

델을 구성하였고 압력조절밸브(proportional pressure control valve)를

이용하여 클러치 압력을 제어하였다. 제어 방식으로는 PWM 제어를 이

용하여 차량 변속 시 클러치에 형성되는 압력에 의한 과도 토크를 저감

시키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차량용 가솔린 엔진과 디젤 엔진은 트랙터용

디젤 엔진에 비하여 동일한 회전속도에서 토크 변동이 크지 않고, 차량

용 동력전달계는 토크컨버터가 장착되어 있으므로 부드러운 변속이 가능

하다. PWM 제어를 이용하여 클러치 압력 프로파일을 형성한다는 공통

점이 있지만, 차량용 동력전달계와 트랙터 동력전달계는 변속 특성이 다

르게 나타나므로 위의 연구 결과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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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트랙터용 자동변속기 변속 품질 해석

김대철(2002)은 농업용 트랙터 전후진 파워셔틀 변속기의 변속 특성

해석을 위한 트랙터 통합 시뮬레이션 모델을 개발하였다. 상용 소프트웨

어인 Easy 5를 이용하여 트랙터의 각 구성 요소에 대한 동역학적 모델

을 개발하였고 실차 시험을 통하여 유효성을 검증하였다. 검증된 전후진

파워셔틀 변속기 모델을 이용하여 클러치 마찰계수 특성을 구명하였다.

이호상(2003)은 트랙터 전후진 파워셔틀 변속기의 설계변수가 변속 품

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해석하였다. 상용 소프트웨어인 Easy 5를 이용

하여 유압제어시스템과 전후진 변속기의 시뮬레이션 모델을 개발하였고,

시험용 동력전달계를 이용하여 유효성을 검증하였다. 주요 설계변수를

모듈레이팅 밸브의 로드 피스톤 스프링 상수 및 행정, 유압 클러치의 스

프링 상수 및 댐핑 계수로 설정하였고, 검증된 모델을 이용하여 설계변

수들이 변속 품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해석하였다.

남요상(2002)은 농업용 트랙터의 멀티 클러치 변속을 위한 유압시스템

의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유압시스템 요소의 변화에 따른 유압 회로의 성

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상용 소프트웨어인 AMESim을

이용하여 유압 회로의 성능을 예측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하였고 실제

유압 회로의 검증 시험 결과와 비교하여 예측 모델의 타당성을 검증하였

다. 또한, 검증된 모델을 이용하여 유압시스템 요소의 변화에 따른 유압

회로 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유압 회로의 압력 제어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어큐뮬레이터의 초기 부피, 압력, 어큐뮬레이터 릴

리징 밸브의 양단 면적 비와 모듈레이팅 밸브의 면적 등이 있다고 보고

하였다.

정병학(2005)은 구동축 토크를 이용한 멀티 클러치 변속기의 변속 품

질 해석에 관해 연구하였다. 원활한 변속을 위해 상용 소프트웨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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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ESim을 이용하여 압력 모듈레이션 특성을 고찰하였다. 모듈레이팅

밸브와 어큐뮬레이터의 스프링 상수를 조절하여 유압제어시스템의 모듈

레이션 초기 압력, 종료 압력 및 모듈레이션 시간을 조절하였다. 변속 품

질을 평가하기 위한 변수로 최대 구동 토크 편차와 구동 토크 편차비를

정의하였다. 최대 구동 토크 편차는 피크 토크에서 평균 구동 토크를 뺀

값이고, 구동 토크 편차비는 최대 구동 토크 편차를 평균 구동 토크로

나눈 값이다. 실차 시험 결과, 변속 품질이 우수할수록 최대 구동 토크

편차와 구동 토크 편차비가 작게 나타났다. 또한, 여러 주행 상황에서의

변속 품질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이재천(2009)은 트랙터 멀티 클러치 변속기에서 유압 클러치 시스템의

압력 모듈레이션 성능 예측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압력 모듈레이션

을 예측하기 위하여 시뮬레이션 모델을 개발하였고 시험 결과와 비교하

여 유효성을 검증하였다. 검증된 모델을 이용하여 유압 클러치 시스템의

주요 변수인 모듈레이팅 밸브의 오리피스 직경, 어큐뮬레이터의 행정 및

오일 온도 변화가 압력 모듈레이팅 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위에서 제시한 다수의 논문은 초기 트랙터 자동변속기의 변속 품질에

관한 연구로서, 모듈레이팅 밸브를 사용하여 클러치 압력을 제어하는 시

스템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변속 특성이 모듈레이팅 밸브의 동특성의해

결정되며, 변속 품질 향상을 위한 클러치의 압력 프로파일 최적화를 효

과적으로 수행할 수 없었다.

엄태호(2018) 등은 상용 소프트웨어인 Simulation X를 이용하여 트랙

터 멀티 클러치 변속기의 변속 충격 최소화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3-4단 변속만을 고려하여 유압 피스톤과 클러치

변속을 모델링한 후 실차 시험을 통하여 검증하였다. 검증된 모델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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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여 변속 충격을 최소로 하는 비례압력제어밸브(Proportional

pressure control vavle)의 압력 파형을 도출하였다. 그러나 이 논문은 트

랙터 멀티 클러치 변속기에 관한 연구로서, 3-4단 변속만을 고려하였기

때문에 전후진, 중립에서 전진, 중립에서 후진으로 변속하는 파워셔틀 변

속기의 변속 충격과는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도출된 압력 파형을 그대로

사용할 수 없다.

Satyam Raikwar(2015) 등은 농업용 트랙터의 전후진 파워셔틀 변속

기에 대한 시뮬레이션 모델을 개발하여 로더 작업 특성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시뮬레이션 모델은 유압시스템, 클러치, 변속기 및 차체로

구성되었고, 제어 로직은 Stateflow로, 나머지 모델은 Simulink로 작성하

였다. 실차 시험을 통하여 모델을 검증하였으며 변속 품질 향상을 위한

파라미터 연구로 빠른 변속 응답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연구하였다. 변속

품질에 대한 평가 기준은 비례제어밸브가 목표 압력까지 도달하는 시간,

전진에서 후진 변속 시 목표 속도까지 도달하는 시간, 전진 또는 후진

주행 상태에서 트랙터가 정지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으로 설정하였다. 하

지만 빠른 변속 응답뿐 아니라 변속 시 부드러운 가속도 변화를 발생시

는 것도 변속 품질 평가의 매우 중요한 파라미터이다. 위의 논문에서는

운전자가 변속감을 느끼는 척도라고 할 수 있는 변속 시 트랙터의 부드

러운 가속도 변화를 발생시키는 가에 관한 연구가 수행되지 않았기 때문

에 논문의 결과가 최적화된 변속 품질을 도출했다고 판단하기에는 무리

가 있다.

Mara Tanelli(2011) 등은 트랙터용 멀티 클러치 변속기의 변속 품질

향상을 위한 제어시스템의 해석 및 설계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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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클러치 및 듀얼 클러치 기어 변속에 관련된 요소들의 중요도에 대하

여 확인하였고, 변속 품질 향상을 위한 제어시스템을 제안하였다. 또한,

각 트랙터 구성 요소의 제작 오차에 따른 변속 품질을 분류하고 튜닝 알

고리즘(tuning algorithm)을 제안하였다. 변속 품질 향상을 위한 요소들

에 관한 연구와 각 요소의 제작 오차가 변속 품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중점적으로 연구하였으나, 최적화된 클러치 압력 프로파일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Baogang Li(2019) 등은 트랙터용 멀티 클러치 변속기의 기어 변속 품

질에 영향을 미치는 파라미터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기어 변속 품

질과 동력 흐름을 확인하기 위하여 동력전달계의 동적 모델을 개발하였

고, 기어 변속 프로세스를 해석한 후 상단 변속(upshift) 및 하단 변속

(downshift)에서의 변속 특징 및 품질에 대한 해석을 수행하였다. 하지만

개발된 모델에 대한 검증 단계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모델의 신

뢰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B. Kolator(2011) 등은 작업기를 장착한 이륜 구동 트랙터의 성능을

예측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하였다. 모델은 엔진, 변속기, 차체 및 휠, 주

행 부하로 구성되었으며, 차체 및 휠에 대한 모델은 왼쪽과 오른쪽 휠로

구분하여 슬립을 계산하였다. 표준 데이터값과 시뮬레이션 값을 비교하

여 모델 검증을 수행하였다. 해당 모델은 차체 및 휠과 트랙터 전체를

모델링하여 트랙터 전체 효율과 성능 해석에는 유리하나, 트랙터 변속기

에 대한 모델은 간략하게 구성되어 있어 변속 성능에 대한 해석을 기대

하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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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론적 배경

3.1 트랙터 동력 전달 흐름

전후진 자동변속기가 장착된 트랙터는 전후진 변속 시 유압 클러치를

이용하여 자동 변속이 가능하며, 셔틀 레버가 장착되어 있어 클러치 페

달 조작 없이 편리하게 전후진 변속을 수행한다.

Fig. 3.1은 전후진 자동변속기가 장착된 트랙터의 동력 전달을 위한 구

성 요소들을 나타낸 것이다. 엔진에서 발생한 토크는 전후진 클러치로

전달된다. 중립 상태에서는 전후진 클러치가 해제(disengagement)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변속기로 동력이 전달되지 않는다. 변속기 제어 장치인

TCU(transmission control unit)에서 변속 명령을 전달받아 비례제어밸

브에 전류 신호를 인가하면 밸브의 스풀이 이동하면서 클러치에 유압이

인가되어 클러치가 연결(engagement)되며 변속기로 동력 전달이 시작된

다. 변속기로 전달된 동력은 해당 변속 단수에 대한 기어비에 의해 변환

된 동력이 휠에 전달되어 휠 토크가 발생하며, 휠 토크에 의해 차량의

가속도가 발생하여 트랙터가 출발하게 된다.

Fig. 3.1 Powerflow of tractor with powershuttle trans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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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출발 변속(launch start)

출발 변속은 셔틀 레버 또는 클러치 페달을 이용하여 전후진 클러치에

동력을 전달하여 트랙터를 출발시키는 변속이다. Fig. 3.2는 트랙터 동력

전달 시스템의 구성 요소를 나타낸 것으로 전후진 클러치를 기준으로 엔

진 부분과 동력전달계(driveline)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다. 출발 변속의

초기 상태의 경우, 엔진은 일정한 속도로 회전하고, 트랙터는 정지한 상

태이며, 클러치는 해제된 상태로 엔진축과 연결된 클러치판은 회전, 변속

기축과 연결된 클러치판은 정지한 상태이다.

셔틀 레버 또는 클러치 페달 명령을 통해 변속이 시작되면 전후진 클러

치에 유압이 인가되어 피스톤의 작동에 의해 동력이 전달되며 차량의 가

속도가 발생하여 트랙터가 출발한다.

엔진축의 클러치판과 변속기축의 클러치판이 동기화되어 엔진축과 변속

기축이 동일한 회전속도에 도달하면 출발 변속이 완료된다.

Fig. 3.2 Initial state of tractor power train components with

powershuttle transmission at launch st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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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습식다판클러치 시스템

습식다판클러치 시스템은 Fig. 3.3과 같이 피스톤(piston), 마찰판

(friction plate), 분리판(separator plate), 오일씰(oil seal), 리턴 스프링

(return spring)으로 구성된다. 마찰판은 변속기축에 연결되어 있고, 분리

판은 엔진축에 연결된다. 피스톤은 리턴 스프링과 오일씰에 연결되며 리

턴 스프링의 초기 압축력에 의해 고정된다. 오일씰은 피스톤에 인가된

작동유가 누유되지 않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

Fig. 3.3 Illustration of multi disk wet clutch

system(Oh, 2002).

클러치 압력은 클러치 내부 유실(hydraulic chamber)이 채워진 후 발

생하며, 클러치 피스톤이 이동하면서 받는 반력에 의해 결정된다. Fig.

3.4는 클러치 내부 유실에 작동유가 공급되면서 클러치 피스톤에 작용하

는 반력을 나타낸 것이다. Fig. 3.4(a)는 트랙터 중립 상태로 클러치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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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유실이 비어 있어 클러치 피스톤은 리턴 스프링의 초기 압축력만 반

력으로 받는다. Fig. 3.4(b)는 피스톤 내부 유실에 유압이 공급되었으나

클러치 압력에 의한 피스톤에 작용하는 힘이 리턴 스프링의 초기 압축력

과 오일씰의 마찰력을 합한 힘보다 작은 상태로 피스톤이 움직이지 않는

다. 피스톤에 작용하는 반력은 리턴 스프링의 초기 압축력과 오일씰의

마찰력이다. Fig. 3.4(c)는 피스톤 내부 유실에 공급되는 유압에 의해 피

스톤에 작용하는 힘이 리턴 스프링의 초기 압축력과 오일씰의 마찰력의

합보다 큰 상태로, 클러치 피스톤은 마찰판과 분리판을 향해 이동한다.

클러치 피스톤이 이동하면서 받는 반력은 i)리턴 스프링의 초기 압축력,

ii)오일씰의 마찰력, iii)클러치 피스톤이 이동한 변위에 대한 리턴 스프링

의 압축력 및 iv)피스톤의 점성 마찰력이다. Fig. 3.4(d)는 클러치에 공급

되는 유압에 의해 피스톤이 클러치판(마찰판과 분리판)에 접촉된 상태로

마찰판과 분리판이 거의 압축되지 않으므로 피스톤은 정지한 상태로 볼

수 있다. 피스톤에 작용하는 반력은 i)리턴 스프링의 초기 압축력, ii)오

일씰의 마찰력, iii)클러치 피스톤이 이동한 변위에 대한 리턴 스프링의

압축력 및 iv)클러치판의 반력이다. 클러치 피스톤이 이동함에 따라 마찰

판과 분리판이 압착되면 마찰판과 분리판 사이에 마찰력이 발생하게 된

다. 마찰력과 마찰면의 유효 반지름에 의해 생성된 클러치 전달토크는

엔진 동력을 변속기축으로 동력을 전달시킨다.

클러치 전달 토크는 변속기축을 포함하여 구동축에 동력을 전달하여

트랙터의 가속도를 발생시키므로 변속 품질에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

다. 따라서 클러치 내부 유실에 공급되는 유압에 의해 마찰판과 분리판

이 압착되어 클러치 전달 토크가 발생하므로 엔진에서 출력된 동력은 클

러치 압력에 의해 제어되어 구동축으로 전달되므로 우수한 변속 품질을

위해서는 정밀한 클러치 압력제어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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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Fig. 3.4 Reaction force acted on clutch piston while

the hydraulic oil is filled in clutch cha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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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변속 품질(shift quality)

전병욱(2013)은 자동변속기에 대한 변속 품질을 정의하고 변속 품질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위한 정량화 방법에 대하여 소개하였다. 변속 품

질은 사용자가 변속 명령을 내린 후 전달되는 동력에 의해 트랙터에 탑

승한 사용자가 감각을 통해 인지하는 것을 말한다. 변속 품질에 대한 정

량화 방법으로는 인체 진동학적 접근 방법과 감성 공학적 접근 방법이

있다. 인체 진동학적 접근 방법은 변속 시 사용자가 느끼는 진동을 주파

수 성분에 대한 가중치 함수를 정의함으로 변속 품질을 정량화하는 방법

이다. 감성 공학적인 방법은 사용자가 변속 품질에 대하여 감성적 만족

도를 평가하는 기준을 적용하여 변속 품질을 판단하는 것이다. 하지만

적절한 클러치 체결감 및 적절한 가속도 변화량은 매우 주관적인 것으로

공학적인 방법으로는 목표 수치를 설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감성 공

학적인 변속 품질을 정량화하는 방법으로는 변속 품질을 구성하는 핵심

감성인자를 추출하고, 해당 자극의 외적, 물리적 특성과 감성 차원과의

관계를 정량화하는 것이다. 변속 품질에 대한 감성인자는 변속 반응 시

간과 관련된 반응속도, 반응강도 및 변속 충격과 관련된 부드러움과 매

끄러움이 있다. 반응속도는 사용자의 변속 의지만큼 빠르게 반응하는가

에 대한 인자이고 반응강도는 사용자의 변속 의지만큼 차량이 잘 나가는

가에 대한 인자이다. 그리고 부드러움은 변속 시 차량의 가속도 상승의

부드러운 정도에 대한 인자이고, 매끄러움은 변속 시 차량의 가속도 변

화에 대한 인자이다. 또한, 변속 반응 시간은 사용자가 변속 레버 등 변

속 명령을 내린 후 트랙터의 속도가 발생하기까지의 시간이다. 변속 반

응 시간이 짧을수록 사용자는 변속 반응이 빠르다고 느끼므로 좋은 변속

품질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지나치게 빠른 변속 반응 시간은 큰 가속

도 변화를 야기하며 사용자는 변속 품질이 나쁘다고 느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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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속 중 가속도뿐 아니라 가속도의 변화인 저크(jerk)가 변하면 사용자

는 불편함을 느낀다(Q Huang at al., 2004). 사용자가 변속 시 부드러운

느낌을 받게하기 위해서는 부드러운 가속도 변화가 요구된다. 하지만 매

우 작은 가속도를 유지하여 부드러움에 대한 비중이 커지면 변속 반응

시간과 관련된 인자들에 대한 평가가 나빠질 수 있다.

3.5 클러치 압력 프로파일(clutch pressure profile)

클러치 압력 프로파일은 변속 중 클러치 압력을 제어하는 명령으로 변

속 품질을 제어하는 인자이며 변속 단수, 오일 온도, 엔진 회전속도 등

여러 조건에 따라 달라진다. 클러치 압력 프로파일은 목적에 따라 초기

채움 영역, 동력 전달 영역 및 잠금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3.5.1 초기 채움 영역(fill phase)

클러치 피스톤에 압력을 가하기 위해서는 비례제어밸브와 클러치 사이

의 공급 유로 및 클러치 내부 유실을 작동유로 채워야 한다. Fig. 3.5는

출발 변속 명령 시 클러치 압력 프로파일 명령 그래프를 나타낸 것이다.

Fig. 3.5를 보면, 초기 채움 영역은 출발 변속 명령이 입력되면 클러치

압력을 짧은 시간 동안 높게 유지시켜 피스톤이 마찰판과 분리판에 닿기

직전까지 클러치 내부 유실을 작동유로 빠르게 채워 동력 전달을 준비하

는 단계이다. 클러치 피스톤이 마찰판과 분리판에 닿는 압력을 키스 포

인트(kiss point) 압력이라고 하며, 대상 트랙터의 키스 포인트 압력은

약 0.27 MPa이다.

Fig. 3.6은 초기 채움 유량에 대한 클러치 압력 거동을 나타낸 것이다.

초기 채움이 부족하면 under fill 그래프와 같이 초기 채움이 끝나는 시

점에서 클러치 내부 유실이 다 채워지지 못하여 원하는 클러치 압력이

형성되지 않으며, 동력 전달 영역에서 피스톤이 마찰판과 분리판에 닿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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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동력 전달이 늦어져 변속 반응속도가 느려진다. 반면, 초기 채움이

과하면 over fill 그래프와 같이 초기 채움이 끝나기 전에 클러치 내부

유실이 채워져 키스 포인트 압력보다 높은 압력에서 동력 전달이 발생하

므로 급격한 동력 전달이 이루어져 변속 품질이 저하된다. 따라서, 초기

채움 영역에서는 동력 전달이 발생하지 않는 클러치 압력 내에서 높은

클러치 압력 명령으로 빠르게 클러치 내부 유실을 채우는 것이 중요하

다.

Fig. 3.5 Clutch pressure profile for launch st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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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6 Clutch pressure for input flow rate in fill phase.

3.5.2 동력 전달 영역(slip phase)

동력 전달 영역은 클러치 압력이 키스 포인트 압력보다 높아 클러치

마찰판과 분리판 접촉하여 마찰력이 발생하기 시작한다. 이 마찰력으로

인해 클러치 전달 토크가 변속기와 차량으로 전달된다.

동력 전달 영역 구간에서 생성된 클러치 전달 토크는 해당 출발 변속

단수의 목표 트랙터 가속도를 발생시킨다. 동력 전달 영역에서는 Fig.

3.5에서와 같이 트랙터의 가속도를 피드백 받아 가속도가 목표 차량 가

속도에 도달하게 되면 클러치 압력을 유지시켜 트랙터의 가속도를 트랙

터 속도가 목표 트랙터 속도에 도달할 때까지 일정하게 유지시킨다.

동력 전달 영역에서는 좋은 변속 품질을 위해서는 부드러운 가속도 변

화가 유지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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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 잠금 영역(lock-up phase)

잠금 영역은 동력 전달 영역을 거쳐 트랙터의 속도가 목표 속도에 도

달한 영역으로 여러 외란에 의한 부하 변동으로 클러치 슬립 등 안전상

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클러치 압력을 시스템 라인 압력까지 상승시

켜 클러치 동기화를 완료시키는 구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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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료 및 방법

4.1 대상 트랙터

Fig. 4.1은 시험에 사용된 대상 트랙터로, 출력 50.7 kW(68 hp), 정격

회전속도 2500 rpm인 디젤 엔진이 사용된 4륜 구동형 트랙터이고, 전후

진 자동변속기가 장착되어 전후진시 동력 단절 없이 변속이 가능하다.

트랙터 동력전달계는 엔진, 전후진 클러치, 변속기, 휠 등으로 구성 되며,

변속기는 전후진 변속, 주변속 4단, 부변속 4단으로 구성되어있다. PTO

변속부는 3단 변속이 가능하다. 트랙터에 대한 제원은 Table 4.1과 같다.

Fig. 4.1 Tractor used in the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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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1 Specification of tractor

4.2 트랙터 실차 시험

트랙터 실차 시험 시 데이터는 트랙터에 장착된 제어기로부터 CAN을

통해 수집하였다. 제어기 데이터는 VECTOR사의 VN1630를 이용하여

저장하였고, CANalyzer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전송받았다. Fig. 4.2는

트랙터 실차 시험 장비 구성 계략도이며, Table 4.2는 VN1630에 대한

상세 제원을 나타낸 것이다.

Item Specification

Weight, kg 2460

Engine

Rated power / speed,
kW/rpm

50.7 / 2500

Rated torque,
Nm

190

Displacement,
cc 2505

Powertrain
Main shifting 4

Auxiliary shifting 4

PTO
Speed, rpm 540 / 750 / 1000

Driveline type Direct



23

Fig. 4.2 Schematic of test equipment for tractor.

Table 4.2 Specification of VN1630

Item Specification

Max. channels 4

Baudrates

CAN up to 2 Mbit/s.

CAN FD up to 8 Mbit/s.

LIN up to 330kbit/s.

With ST. min control in

hardware for fast flashing

(256Ch).

Mean reaction time 250us

PC interface USB 2.0 High-speed

Driver libraries XL DriverLibrary

Temperature range
Operating : -40 to 70

Storage : -40 to 85

Housing Highly robust plastic hou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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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 비례제어밸브 전류 특성 시험

출발 변속 시 셔틀 레버 또는 클러치 페달에 의해 변속 명령이 내려지

면 TCU에서 감지하여 변속 단수, 오일 온도 등 해당 조건에 대한 클러

치 압력 명령을 비례제어밸브 제어기에 전달한다. 트랙터에 연결된 제어

기는 입력받은 클러치 압력 명령을 비례제어밸브의 전류-압력 특성 선

도에 대응되는 전류로 변환하여 비례제어밸브에 공급한다. 따라서, 비례

제어밸브 전류 특성 시험을 통해 클러치 압력 명령에 대한 비례제어밸브

의 전류 특성을 확인하였다.

비례제어밸브의 전류 제어 모델이 탑재되어 있는 대상 트랙터의 제어

기를 이용하여 비례제어밸브에 클러치 압력 명령으로 계단 입력 신호

(step input signal)를 인가한 후 밸브에 입력되는 전류를 측정하였다. 계

단 입력 신호의 목표 압력은 0.45 MPa로 설정하였다.

실제 시험 데이터는 탑재된 제어기에서 출력되는 신호를 CAN을 통해

수집하였다. 제어기 데이터는 VECTOR사의 VN1630를 이용하여 저장하

였고, CANalyzer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전송받았다. Table 4.3과 Table

4.4는 시험에서 계측한 데이터인 클러치 압력 명령과 비례제어밸브 입력

전류에 대한 샘플링 레이트(sampling rate)와 분해능(resolution)을 나타

낸 것이다.

Table 4.3 Specification of samping rate for PCV current characteristic

test

Sampling rate, Hz

Clutch pressure command 65

Proportional control valve current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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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4 Specification of resolution for PCV current characteristic

test

Resolution

Clutch pressure command, MPa 0.001

Proportional control valve current, mA 1.917

4.2.2 트랙터 주행시험

시험 조건은 엔진 회전속도 850rpm에서 변속 단수 주변속 1단, 부변

속 3단이었다. 트랙터 출발 변속을 수행하여 트랙터의 클러치 압력 명령,

클러치 압력, 엔진축의 회전속도, 변속기축의 회전속도를 계측하였다. 시

험 데이터는 비례제어밸브의 전류 제어기 모델 검증 시험과 동일하게

VECTOR사의 VN1630를 이용하여 저장하였고, CANalyzer 소프트웨어

를 이용하여 전송받았다. Table 4.5와 Table 4.6은 계측 데이터인 클러치

압력 명령, 클러치 압력, 엔진축 회전속도, 변속기축 회전속도에 대한 샘

플링 레이트와 분해능을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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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5 Specification of sampling rate for tractor driving test in

launch start

Sampling rate, Hz

Clutch pressure command 65

Clutch pressure 1820

Engine shaft speed 60

Clutch shaft speed 95

Table 4.6 Specification of resolution for tractor driving test in launch

start

Resolution

Clutch pressure command, MPa 0.001

Clutch pressure, MPa 0.00244

Engine shaft speed, rpm 0.125

Clutch shaft speed, rpm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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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트랙터 시뮬레이션 모델

트랙터 시뮬레이션 모델은 변속 시 트랙터의 변속 충격을 모사하는 것

이 목적이다. 따라서 Fig. 5.1과 같이 동력 전달에 필요한 요소들로 구성

된 기계시스템 모델과 클러치에 압력을 인가하는데 필요한 요소들로 구

성된 유압시스템 모델로 구성하였다.

기계시스템 모델은 동력전달계 모델과 차량(vehicle) 모델로 구성하였

고, 동력전달계 모델은 엔진(engine), 전후진 클러치(forward/reverse

clutch), 기어열(gear train)로 구성하였다. 특히, 전후진 클러치는 비례제

어밸브로부터 유압을 공급받아 변속기축으로 동력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

여 변속 충격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므로 상세히 모델링하였다.

유압시스템 모델은 유압 펌프(hydraulic pump), 유압 필터(hydraulic

filter), 리듀싱 밸브(reducing valve)와 시퀀스 밸브(sequence valve)로

구성된 레귤레이터 블록(regulator block)과 비례제어밸브(proportional

control valve)로 구성하였다. 상용 소프트웨어인 AMESim을 이용하여

시뮬레이션 모델을 개발하였다. 시뮬레이션 모델의 동력흐름도는 Fig.

5.2와 같이 비례제어밸브에 전류가 인가되어 유압이 클러치로 공급된다.

공급된 압력에 의해 클러치가 연결되어 변속기축으로 동력을 전달하여

차량의 가속도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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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draulic system

Mechanical system

Powertrain

Vehicle

Fig. 5.1 Tractor simulation model.

Fig. 5.2 Power flowchart of tractor simulation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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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기계시스템 모델

5.1.1 동력전달계 모델

5.1.1.1 엔진

엔진은 트랙터의 주행 및 작업을 가능하게 하는 동력원으로 트랙터 성

능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다. 엔진의 질량관성모멘트와 각가속도의

곱은 Eq. 5.1과 같이 엔진 토크와 부하 토크로 표현할 수 있으며, 엔진

토크는 Eq. 5.2와 같이 엔진의 회전속도와 스로틀(throttle)의 열림량에

대한 함수로 표현된다.




   (5.1)

    (5.2)

where,  : mass moment of inertia for engine rotating assembly,

kg·m2

 : rotation speed of engine, rad/s

 : engine torque, N·m

 : load torque, N·m

 : throttle opening degree

1) 엔진 토크맵(engine torque map)

트랙터 작업은 다양한 속도와 부하에서 수행되므로 작업마다 엔진의

사용 영역이 달라진다. 따라서 다양한 작업 조건에서의 엔진 사용 영역

을 고려하기 위해서는 엔진의 부분 부하 토크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 모

델에 사용된 엔진 토크맵은 엔진 제조사에서 제공된 엔진 전 부하 토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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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도와 실차 상태에서 부하 특성시험으로부터 얻은 엔진 부분 부하 토크

선도를 이용하여 작성하였다. 엔진 부하 특성시험은 변속 단수 및 스로

틀 열림량을 설정한 후 트랙터 전진 상태에서 트랙터에 부하를 주어 부

하 곡선을 도출하였다. 변속 단수는 주변속 1단과 부변속 3단으로 설정

한 후 스로틀 열람량이 최대인 상태(wide open throttle, WOT, 100%)에

서 10∼20% 간격으로 낮추며 스로틀 열람량이 10%가 될 때까지 시험을

수행하였다. 이렇게 작성한 엔진 토크맵은 Fig. 5.3과 같다.

Fig. 5.3 Engine torque map in the engine model.

2) 엔진의 질량관성모멘트(mass moment of inertia of engine)

엔진은 플라이휠(flywheel), 크랭크축(crank shaft), 커넥팅로드

(connecting rod), 피스톤(piston)으로 구성되며, 엔진의 질량관성모멘트

는 Eq. 5.1에서 계산되는 것처럼 엔진의 사용 영역 및 회전속도에 영향

을 미치는 요소이다. 따라서 엔진의 질량관성모멘트를 정확하게 계산하

는 것이 중요하다. 엔진을 구성하는 요소의 운동 특성을 살펴보면, 크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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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축과 플라이휠은 크랭크축을 중심으로 회전운동을 하고, 피스톤은 실

린더 내부에서 크랭크암과 커넥팅로드에 의해 왕복 병진운동을 하며, 커

넥팅로드의 크랭크축과 연결된 하단은 회전운동을, 피스톤과 연결된 상

단은 왕복 병진운동을 수행한다. 엔진의 구성 요소에 대한 운동 특성은

Fig 5.4와 같다.

Fig. 5.4 Characteristics of dynamic behavior for the components of

the engine.

엔진은 회전운동과 병진운동이 동시에 일어나므로 엔진의 질량관성모

멘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왕복 병진운동을 하는 피스톤과 커넥팅 로드

의 상단 부분에 대한 병진운동 에너지와 동일한 회전운동 에너지를 갖는

등가 질량 모델을 구성해야 한다. 또한, 크랭크축과 플라이휠은 크랭크축

을 중심으로 회전운동을 하므로 3D CAD 모델에서 회전축에 대한 질량

관성모멘트를 도출하였다.

왕복 병진운동을 하는 피스톤의 거동은 Fig 5.5와 같으며, 피스톤의 질

량관성모멘트(piston)를 구하기 위하여 피스톤의 속도()를 구한 후 등

가 질량( ) 모델을 이용하였다. 피스톤의 등가 질량과 질량관성모멘

트는 Eq. 5.3 ∼ 5.6 이용하여 계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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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5 Dynamic behavior of piston.

  


(5.3)


≈




  (5.4)






 


 

 (5.5)

piston 
 (5.6)

where,  : radius of crank arm, mm

 : length of connecting rod, mm

 : ratio of radius of crank arm to length of connecting rod

 : velocity of piston, mm/s

 : mass of piston, kg

 : equivalent mass of piston, kg

piston : mass moment of inertia of piston, kg·mm
2

커넥팅로드의 질량관성모멘트는 회전운동을 하는 하단부와 왕복 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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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을 하는 상단부로 나누어 2개의 등가 질량을 갖는 등가 질량 모델로

구성하였다. Fig. 5.6은 커넥팅로드 모델이며 커넥팅로드의 질량관성모멘

트()는 Eq. 5.7 ∼ 5.9를 이용하여 구할 수 있다. 계산하는데 필요한

제원은 3D CAD에서 도출하였다. Table 5.1은 엔진 구성 요소에 대한

질량관성모멘트 계산 방법 및 계산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Fig. 5.6 Dynamically equivalent model of connecting rod.

 
  (5.7)

 
  (5.8)

 
 




  (5.9)

where,  : lower part of mass of connecting rod, kg

 : mass of connecting rod, kg

 : length from center of gravity of connecting rod to

connecting part with the piston,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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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pper part of mass of connecting rod, kg

 : length from the center of gravity of the connecting rod to the

connecting part with the crank arm, mm

 : mass moment of inertia of connecting rod, kg·mm
2

Inertia Equation Result (kg·mm2)

 CAD model Measurement 42,612.64

 CAD model Measurement 501,407.09

piston ston 
 924.57

  





  2,243.91

 piston  556,693.64

Table 5.1 Calculation equations and results of engine mass moment

of inertia

3) 엔진 모델

본 연구에서는 엔진 속도와 스로틀 열림량을 입력받아 엔진 토크가 출

력되는 엔진 토크맵을 이용하여 엔진 모델을 구성하였다. 엔진 모델은

클러치 접촉 시 부하가 증가하여 엔진의 사용 영역이 거버너 영역에 도

달하면 실제 거버너와 동일한 특성이 모사되도록 PID 제어기 모델을 이

용하여 거버너 역할을 모사하였다. 엔진 모델은 Fig. 5.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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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7 Engine model with governor characteristic.

5.1.1.2 클러치 시스템

전후진 자동변속기에 사용되는 클러치는 습식 다판 클러치이며, 클러

치에 공급되는 유압에 의해 클러치 내부 유실이 채워져 클러치 압력이

발생한다. 클러치 압력에 의해 클러치 피스톤은 마찰판과 분리판을 압착

시켜 변속기축에 동력을 전달한다.

클러치는 유압을 공급받아 변속기축에 동력을 전달하므로 상세모델링

을 수행하였으며, 구성 요소는 피스톤, 마찰판 및 분리판, 리턴 스프링,

클러치 플레이트 스프링 상수 등으로 구성하였다.

1) 클러치 내부 유실 및 클러치 질량

클러치 압력은 비례제어밸브에 의해 공급되는 유량이 클러치 내부 유

실을 가득 채운 후 상승하기 시작한다. 변속 시 빠른 반응속도를 위해서

는 클러치 압력을 동력 전달이 시작되는 압력인 키스 포인트 압력까지

단시간에 상승시켜야 하므로 비례제어밸브와 클러치를 연결하는 유로와

클러치 내부 유실을 빠르게 채우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비례제어밸브

와 클러치를 연결하는 유로와 클러치 내부 유실의 체적은 변속 시 반응

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 할 수 있다. 클러치 내부 유실은 Eq. 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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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Eq. 5.11을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 (5.10)

  


  pi

  (5.11)

where,  : clutch chamber, mm
3

 : clutch chamber in initial state, mm
3

 : piston speed, mm/s

 : piston area, mm
2

 : piston outer diameter, mm

pi : piston inner diameter, mm

클러치 모델에 반영한 유실은 비례제어밸브와 클러치를 연결하는 유로

의 체적과 비례제어밸브에 의해 유압이 공급되기 전인 초기 상태의 클러

치 내부 유실()을 고려하였다. 비례제어밸브와 클러치를 연결하는 유

로와 초기 상태의 클러치 내부 유실의 체적은 클러치 3D CAD를 이용하

여 구하였다.

피스톤 질량은 피스톤 3D CAD를 이용하여 도출하였으며, 피스톤 재

질은 ADC12로 밀도 2.76 g/cm3을 반영하여 질량을 구하였다. 피스톤 질

량은 0.26 kg이다.

2) 클러치 마찰판 및 분리판 모델

클러치 압력에 의한 피스톤에 작용하는 힘은 Eq. 5.12와 같이 계산되

며, 오일씰의 마찰력, 리턴 스프링의 초기 장착력 및 리턴 스프링의 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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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의 합보다 크면 피스톤은 마찰판과 분리판으로 이동하여 접촉한다. 마

찰판과 분리판이 접촉하면서 생성되는 마찰면에서 클러치 전달 토크가

발생한다. 피스톤에 작용하는 힘, 마찰면의 유효 반지름 및 마찰판과 분

리판 사이의 마찰계수에 의해 Eq. 5.12 ∼ 5.16과 같이 클러치 전달 토크

가 계산된다(Kim, 2016).

Fig. 5.8 클러치의 개요도를 간단히 나타낸 것이다. Fig. 5.8을 보면, 클

러치 마찰판과 분리판의 마찰면에 대한 바깥 반지름은 클러치 마찰면의

바깥 반지름이며, 접촉면의 안쪽 지름은 클러치 분리판의 안쪽 반지름임

을 확인할 수 있다.

∙  ∙   (5.12)

  ∙∙  ∙∙ (5.13)

  





  
 


(5.14)

  ∙ ∙∙
 (5.15)

  ∙
 

 
 


  

 

 
  

 
∙ (5.16)

where,  : piston pressure, Pa

 : piston area, m
2

 : piston normal force, N

 : friction coefficient of friction surface

 : intensity of pressure at radius r, MPa

 : friction force, N

 : friction surface area, mm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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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uter radius of friction surface, mm

 : inner radius of friction surface, mm

 : torque transmitted by a single friction surface, N·mm

Fig. 5.8 Overview of multi disk clutch with piston chamber

3) 클러치 판 스프링 상수 (clutch plate spring constant)

공급되는 압력에 의해 클러치 피스톤은 마찰판과 분리판이 설치되어있

는 방향으로 이동하여 마찰판과 분리판에 접촉한다. 피스톤에 작용하는

힘은 클러치 마찰판과 분리판에 압축 변형(deformation)을 발생시켜 스

프링과 동일한 특성이 나타나게 하는데, 이를 클러치 판 스프링 상수라

한다. 따라서 피스톤이 마찰판과 분리판에 접촉한 후 피스톤이 이동한

변위는 피스톤에 작용하는 힘과 클러치 판 스프링 상수에 의해 결정된

다.

클러치 판 스프링 상수는 클러치 판 압축 시험을 통하여 도출하였다.

클러치팩 단품을 상부와 하부 지그에 설치한 후 강성 시험기에 조립한

다. 시험 지그에 설치한 클러치팩에 수직 하방으로 힘을 가하여 압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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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위와 인가한 힘을 측정한다. 측정한 변위와 힘을 이용하여 Eq. 5.17을

이용하여 클러치 판 스프링 상수를 계산하였다.

  


(5.17)

where,  : clutch plate spring constant, N/mm

 : actuator force, N

 : actuator displacement, mm

시험은 수직 하방으로 가하는 힘을 약 22.5 kN까지 인가하였으며, 변

위 제어로 유압 액추에이터가 일정한 변위로 움직이도록 설정하였다. 전

진 클러치 판 부분과 후진 클러치 판 부분에 대하여 3회씩 반복하여 수

행하였다. Fig. 5.9는 시험에 사용된 클러치팩 단품, Fig. 5.10은 클러치

상부와 하부 지그, Fig. 5.11(a)는 클러치 플레이트 압축 시험 구상도,

Fig. 5.11(b)는 클러치 판 압축 시험 사진이다. Fig. 5.12는 전진 클러치

에 대한 클러치 판 스프링 상수 그래프와 후진 클러치에 대한 클러치 판

스프링 상수 그래프를 함께 그린 그래프이다. Fig. 5.12를 보면, 전진 클

러치와 후진 클러치의 클러치 판 스프링 상수에 대한 오차가 거의 없으

며 동일한 특성을 가진다고 판단할 수 있었다.

클러치 마찰판 및 분리판 모델은 Fig. 5.13과 같이 전진 클러치와 후진

클러치 모두 동일한 클러치 판 스프링 상수 그래프를 사용하였으며, 피

스톤과 접촉하는 분리판과의 유격 거리(gap)를 고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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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9 Clutchpack used in the clutch plate compression test.

(a) Upper jig (b) Lower jig

Fig. 5.10 Clutchpack test jig in the clutch plate compression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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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Test configuration

(b) Testing

Fig 5.11 Overview of clutchpack compression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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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12 Clutch plate spring constant for

forward/reverse clutch.

Fig. 5.13 Clutch plate spring constant used for clutch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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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리턴 스프링(return-spring)

리턴 스프링은 클러치 피스톤이 작동한 후 다시 초기 위치로 복원시키

는 역할을 한다. 모델에 사용된 리턴 스프링의 초기 압축력은 868.77 N

이며, Eq. 5.18을 이용하여 리턴 스프링의 스프링 상수를 계산하면

251.91 N/mm이다.

 
 


(5.18)

where,  : spring stiffness, N/m

 : shear modulus, N/m2

 : wire diameter, mm

 : spring diameter, mm

 : number of active coils

5) 클러치 시스템 모델

클러치 시스템 모델은 Fig. 5.14와 같이 제원이 동일한 전진 클러치와

후진 클러치로 구분하여 구성되어있다.

Fig. 5.14 Clutch system model in tractor simulation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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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3 기어열(gear train)

기어열은 변속기축으로 전달된 토크를 정해진 변속 단수의 기어비와

질량관성모멘트에 의한 관성 토크를 고려하여 구동축에 전달한다. 대상

트랙터의 기어열은 4개의 기어열로 주변속 4단, 부변속 4단으로 전진 16

단 및 후진 16단의 변속단을 구성한다. Fig. 5.15는 대상 트랙터의 동력

전달 개략도를 나타낸 것이다. Fig. 5.15와 같이 자동변속기 기어열은 중

립 상태에서 함께 회전하는 요소들로 나누었으며, 각각의 기어열은 입력

기어열(input gear train), 주변속 기어열(main shift gear train), 부변속

기어열(auxiliary shift gear train), 출력 기어열(output gear train)로 구

분하였다. 입력 기어열은 전후진 클러치가 연결되면 엔진의 회전속도와

엔진 토크를 주변속 기어열로 전달하는 기어열이다. 주변속 기어열은 부

변속 기어열로 동력을 전달하는 기어열이고, 부변속 기어열은 출력 기어

열로 동력을 전달하는 기어열이다. 마지막으로 출력 기어열은 전달받은

동력을 구동축과 구동륜으로 전달하는 기어열이다.

Fig. 5.15 Powertrain schematic diagram of target tra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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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력을 전달하는 기어(driving gear)와 동력을 전달받는 기어(driven

gear)에 대한 토크는 Eq. 5.19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 (5.19)

where,  : torque of driving gear, N·m

 : torque of driven gear, N·m

 : moment of inertia of driven gear, kg·m
2

 : angular acceleration of driven gear, rad/s
2

 : gear ratio between driving and driven gear

축, 기어, 싱크로나이저 등 기어열의 요소에 대한 질량관성모멘트는 변

속기 3D CAD를 이용하여 각 요소의 회전축에 대한 질량관성모멘트를

도출하였다. 기어열 모델은 기어의 백래쉬(backlash)를 고려하지 않고 전

달 효율은 1로 가정하였다. Fig. 5.16은 완성된 기어열 모델을 나타낸 것

이다.

Fig. 5.16 Gear train model in tractor simulation model.



46

5.1.2 차량 모델

구동륜에 토크가 전달되면 차량의 질량, 타이어의 질량 관성 모멘트,

타이어의 지름 등에 의해 결정된 구동력은 차량을 출발시킨다. 차량 모

델은 구동륜에 전달된 토크와 주행 부하의 관계로 차량의 가속과 감속이

이루어진다. 차량의 가속도는 Eq. 5.20 ∼ 5.23을 이용하여 계산할 수 있

다.

 
 







   

(5.20)

     (5.21)

  

 

 (5.22)

    (5.23)

where,  : acceleration of vehicle, m/s
2

 : mass of vehicle, kg

 : mass moment of inertia of rear wheel, kg·m
2

 : mass moment of inertia of front wheel, kg·m
2

 : radius of rear wheel, m

 : radius of front wheel, m

 : air resistance of vehicle, N

 : rolling resistance of vehicle, N

 : tractive force of vehicle, N

 : mass moment of inertia of tire, kg·m
2

 : angular acceleration of rear wheel, rad/s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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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ir density, kg/m3

 : air resistance coefficient

 : scale factor of vehicle

 : longitudinal velocity of vehicle, m/s

 : rolling resistance coefficient

공기 밀도는 국제 표준 환경 상태의 공기 밀도인 1.225 kg/m3을 사용

하였고, 공기 저항 계수는 트랙터 정면 면적을 고려하여 1로 결정하였다.

또한, 차량 정면 면적은 제공된 트랙터 제원을 이용하여 계산하였으며,

트랙터의 구름 저항계수는 0.02를 사용하였다(Gillespie, 2002). Table 5.2

는 차량 모델에 사용된 트랙터 제원을 나타낸 것이다.

Table 5.2 Specifications of vehicle model parameters

Item Specification

Weight, kg 2460

Rolling resistance coefficient 0.02

Front wheel
radius, m 0.476

inertia, kg·m2 14.18

Rear wheel
radius, m 0.669

inertia, kg·m2 72.88

5.2 유압시스템 모델

트랙터 유압시스템 모델은 변속 충격 모사를 위한 핵심 요소인 클러치

공급 유량 및 압력을 제어하는 역할을 한다. 유압 펌프에서 토출된 유량

이 시퀀스 밸브에 의해 제어되어 비례제어밸브로 유입되며, 비례제어밸

브의 양단 압력차와 입력 전류에 따른 오리피스 개도량에 의해 클러치



48

유입 유량이 결정된다. 유압 펌프에서 토출된 유량 중 클러치 변속에 사

용된 유량을 제외한 나머지 유량은 클러치, 기어열(gear train) 및 PTO

기어박스의 윤활에 사용된다. Fig. 5.17은 대상 트랙터의 유압회로도를

나타낸 것이다. 유압시스템 모델은 변속 시 동력 전달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인 유압 펌프, 유압 필터, 비례제어밸브 및 레귤레이터 블록

인 리듀싱 밸브 및 시퀀스 밸브로 구성하였다.

Fig. 5.17 Hydraulic circuit of target tra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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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1 유압 펌프(hydraulic pump)

유압 펌프는 엔진축과 연결되어 엔진 회전속도에 의하여 토출 유량이

결정된다. 따라서 유압 펌프의 토출 유량은 엔진 회전속도에 따라 토출

되는 유량이 변하게 되고 Eq. 5.24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 (5.24)

where,  : pump discharge flow rate, lpm

 : displacement, cc/rev

 : engine speed, rpm

 : pump volumetric efficiency

유압 펌프 모델의 토출 유량은 유압 펌프의 성능 시험 결과를 토대로

동일한 엔진 회전속도에서 동일한 유량이 토출되도록 모델링하였다.

5.2.2 유압 필터(hydraulic filter)

유압시스템에서 작동유의 불순물은 유압기기(펌프, 밸브 등)의 손상이

나 작동 불량, 오작동을 초래한다. 따라서 작동유의 청정도는 높은 상태

로 유지되어야 한다. 유압 필터는 유압시스템 내의 불순물을 여과 작동

을 통해 제거하는 역할을 한다. 유압 필터 모델은 Fig. 5.18과 같이 유압

필터 카탈로그의 유량-압력 특성이 나타나도록 모델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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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18 Flow rate–pressure drop characteristic of

hydraulic filter.

5.2.3 레귤레이터 블록(regulator block)

레귤레이터 블록은 리듀싱 밸브(reducing valve)와 시퀀스 밸브

(sequence valve)로 구성된다. 리듀싱 밸브는 상시 열림형 밸브로 밸브

후단 압력을 피드백 받아 밸브 후단 압력이 밸브 설정 압력에 도달하면

밸브가 닫힌다. 시퀀스 밸브는 상시 닫힘형 밸브로 밸브 전단 압력이 밸

브 설정 압력에 도달하면 밸브가 열린다. 리듀싱 밸브와 시퀀스 밸브의

특성으로 인하여 유압 펌프에서 토출된 유량은 리듀싱 밸브로 먼저 흐르

게 되어 비례제어밸브 전단 압력은 설정 압력인 시스템 라인압까지 상승

하게 된다. 이후 리듀싱 밸브는 닫히게 되고 시퀀스 밸브 전단의 압력이

상승하여 시퀀스 밸브의 설정 압력에 도달하면 시퀀스 밸브가 열리게 되

어 윤활 라인과 PTO 작동 밸브 전단으로 유압 펌프 토출 유량이 흐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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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변속 명령으로 인하여 비례제어밸브가 열리면 클러치로 유량이 흐르

고 비례제어밸브 전단의 압력과 리듀싱 밸브 후단 압력은 시스템 라인

압력보다 낮아지게 된다. 리듀싱 밸브 후단 압력이 시스템 라인 압력보

다 낮아지면서 다시 리듀싱 밸브는 리듀싱 밸브 후단 압력이 시스템 라

인 압력이 될 때까지 열리게 된다. 이러한 메커니즘으로 유량이 제어되

며 클러치 압력으로 인가되는 유량이 항상 우선권을 가지게 한다.

리듀싱 밸브와 시퀀스 밸브는 밸브 카탈로그의 사양과 동일한 유량-압

력 특성이 나타나도록 모델을 구성하였다. 리듀싱 밸브는 상시 열림 상

태로 밸브 후단의 압력이 1.8 MPa가 유지되도록 설정하였고, 시퀀스 밸

브는 상시 닫힘 상태로 밸브 전단의 압력이 2.2 MPa보다 커지면 밸브가

열리도록 설정하였다. Fig. 5.19는 리듀싱 밸브의 유량-압력 특성 선도

를, Fig. 5.20은 시퀀스 밸브의 유량-압력 특성 선도를 나타낸 것이다.

Fig. 5.19 Flow rate–pressure characteristic of reducing

val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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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20 Flow rate–pressure characteristic of sequence valve.

5.2.4 비례제어밸브(proportional control valve)

비례제어밸브에서는 솔레노이드에 입력되는 전류에 의해 자기력이 발

생하고, 이 힘으로 플런저가 스풀을 밀어낸다. 스풀을 미는 힘이 장착된

스프링의 초기 압축력보다 크면 스풀이 움직이며, 스풀을 미는 힘과 스

프링의 압축력이 평형을 이루게 되는 지점에서 스풀이 위치한다. 스풀이

이동한 변위에 따라 밸브의 포트가 열리고, 열림량에 의해 밸브의 압력

이 결정되어 클러치 압력을 제어한다. 따라서 비례제어밸브는 밸브에 인

가되는 전류에 의해 클러치 압력이 제어된다고 할 수 있다. 스풀에 작용

하는 힘을 이용하여 운동방정식을 유도하면 Eq. 5.25와 같이 표현된다

(Oh,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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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5)

where,  : spool mass, kg

 : displacement of spool, m

 : friction coefficient of viscosity, N·s/m

 : spring constant, N/m

 : magnetic force of solenoid coil, N

 : area of spool, m2

 : pressure of clutch piston, Pa

 : spring pre-load, N

Fig. 5.21은 모델에 사용된 비례제어밸브를 나타낸 것이다. P 포트는

공급 포트, A 포트는 클러치로 유량을 공급해주는 제어 포트, T 포트는

클러치의 압력이 비례제어밸브 압력보다 높아지면 유압 탱크로 작동유가

배출되는 포트이다.

Fig. 5.21 Proportional control valve used for target tractor.



54

밸브의 각 포트별 유량은 오리피스 방정식으로 표현할 수 있으며 Eq.

5.26 ∼ 5.28과 같다.

  





   (5.26)

  





   (5.27)

  





   (5.28)

where,  : flow rate of A port, m
3/s

 : flow rate of P port, m
3/s

 : flow rate of T port, m
3/s

 : flow rate coefficient

 : opening area of A port, m
2

 : opening area of P port, m
2

 : opening area of T port, m
2

비례제어밸브 모델은 스풀, 스프링 등 구성 요소들의 상세 제원을 계

측하여 AMESim의 hydraulic component design을 이용하여 상세 모델

을 개발하였다. 개발된 모델의 전류-압력 선도는 대상 트랙터에서 계측

한 전류-압력 선도와 동일한 특성이 나타나도록 하였다. Fig. 5.22는 모

델에 반영된 비례제어밸브의 전류-압력 선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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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22 Current–pressure characteristic of proportional control val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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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비례제어밸브의 전류 제어 모델

전후진 파워셔틀 변속기를 장착한 트랙터는 사용자가 운전석에서 클러

치 페달을 밟거나 전후진 변속 레버를 조작하여 출발 변속(launch start)

명령을 내리면 TCU에서 해당 변속 단수, 엔진 회전속도 등의 변속 조건

에 의해 결정된 클러치 압력 선도에 따라 클러치가 체결되면서 변속이

진행되고 변속 품질이 결정된다. 따라서 변속 품질 향상을 위해서는 변

속 조건에 대한 최적 클러치 압력 선도를 결정하는 것과 정교한 클러치

압력 제어가 필요하다(Kim et al., 2020).

비례제어밸브의 전류 제어 모델은 TCU로부터 클러치 압력(clutch

pressure command)을 명령받으면 밸브의 전류-압력 선도(PCV I-P

curve)에 의해 목표 전류가 도출되고 PID 제어기를 통해 펄스폭변조

(PWM ; pulse width modulation) 신호로 변환되어 비례제어밸브에 입

력된다. PID 제어 알고리즘은 밸브에 입력되는 실제 전류를 피드백 받아

목표 전류와의 오차에 일정한 게인값을 고려하여 필요한 듀티비(duty

ratio)를 계산한다. Fig. 5.23은 비레제어밸브의 전류 제어 모델에 대한

블록 다이어그램을 나타낸 것이다.

Fig. 5.23 Block diagram for current control of PCV.

전류 제어 모델은 비례제어밸브의 전류-압력 선도, PID 제어기, 펄스폭

변조 신호 발생기와 밸브 모델로 구성하였으며, MATLAB Simulink를

이용하여 모델링하였다. 전압은 트랙터의 일반적인 전압 수준인 14 V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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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였다. 비례제어밸브의 전류-압력 선도는 대상 트랙터에서 계측한

전류-압력 선도를 사용하였고, 펄스폭변조 신호 주파수의 경우 비례제어

밸브 카탈로그를 참고하여 주파수를 100 Hz로 결정하였다. 비례제어밸브

모델은 내부 솔레노이드의 저항과 인덕턴스로 구성된 1차 시스템 모델로

구성하였다(Elmer & Gentle., 2001). 모델에 사용된 저항은 대상 트랙터

에서 비례제어밸브의 저항을 디지털 멀티미터를 이용하여 계측하였고,

밸브의 인덕턴스는 LCR미터를 이용하여 계측하였다. 사용된 밸브 저항

은 6.85 이고 인덕턴스는 0.027 mH이었다.

전류 제어 모델의 PID 제어기 게인값은 P 게인, I 게인, D 게인의 특

성에 따라 시행착오법(trial and error method)을 이용하여 도출하였고,

전류 제어 모델의 입력 전류 특성이 트랙터에 연결된 제어기의 입력 전

류 특성과 유사한 반응속도 및 오버슈트가 나타나도록 하였다. 이때 제

어기의 게인값으로 는 0.020933, 는 1.7, 는 0.005378을 적용하였다.

Fig. 6.24는 개발된 비례제어밸브의 전류 제어 모델이다.

��� �

���(�)
KV

Fig. 5.24 Current control model of PCV for tractor simulation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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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시뮬레이션 모델 검증

6.1 비례제어밸브의 전류 제어 모델 검증

비례제어밸브의 전류 제어 모델 검증은 트랙터에 연결된 제어기의 입

력 전류 특성을 얼마나 잘 나타낼 수 있는가에 따라 평가하였다. 트랙터

에 연결된 제어기는 TCU로부터 변속 명령을 받으면 해당 변속 단수 조

건에 대한 클러치 압력을 명령 받아 클러치 압력에 대응되는 전류를 비

례제어밸브에 공급한다. 변속 시 제어기가 받는 명령은 클러치 압력이므

로, 본 연구에서는 동일한 압력 명령을 인가하여 밸브에 입력되는 전류

특성을 비례제어밸브의 전류 제어 모델과 트랙터에 연결된 제어기의 시

험 결과를 비교하였다.

Fig. 6.1은 계단 입력 신호에 대하여 실제 전류 시험 결과와 시뮬레이

션 결과를 비교한 그래프이며, Table 6.1은 실제 시험과 시뮬레이션 모

델의 전류 특성에 대하여 상승 시간(rise time), 오버슈트(overshoot), 첨

두치 시간(peak time)을 비교한 것이다. 실제 시험 결과와 시뮬레이션

결과에 대한 전류 특성을 비교해 보면, 상승 시간 오차는 0.0072초, 첨두

치 시간의 오차는 0.0063초, 오버슈트 오차는 0.12%로 나타났다. 따라서

개발한 비례제어밸브의 전류 제어 모델은 실제 제어기의 전류 제어 특성

을 제대로 반영하였으며, 추후 변속 충격 모사를 위한 트랙터 시뮬레이

션 모델에서 비례제어밸브의 전류 제어 모델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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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1 Comparison of test and simulated actual current

for PCV with step input pressure.

Table 6.1 Step response result of test and simulated actual current for PCV

6.2 트랙터 시뮬레이션 모델 검증

출발 변속 시 엔진에서 출력되는 동력은 엔진축과 연결된 클러치로 전

달되고, 변속 명령에 제어되는 클러치 압력에 의해 클러치가 연결되어가

클러치 전달 토크를 발생시켜 변속기축으로 전달된다. 전달된 동력은 구

동력을 발생시켜 차량의 가속도를 발생시킨다. 트랙터의 변속 품질은 전

달된 동력으로 차량이 어떻게 가동하는가로 결정된다. 따라서 트랙터 변

Test Simulation Error

Rise time (s) 0.0281 0.0353 0.0072

Peak time (s) 0.0763 0.07 0.0063

Overshoot (%) 5.48 5.6 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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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 충격 모사 모델은 트랙터 주행 특성과 전달되는 토크를 제어하는 클

러치 압력 특성으로 검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트랙터의 주행 특성은

속도 전달률(transfer rate)을 이용하여 판단하였고, 모델 검증은 동일한

클러치 압력 명령을 입력하여 클러치 압력과 속도 전달률을 실제 시험과

시뮬레이션 결과를 비교하였다. 여기서, 속도 전달률은 Eq. 6.1과 같이

계산하였다.

 


× (6.1)

Where,  : transfer rate, (%)

 : transmission shaft speed, rpm

 : engine shaft speed, rpm

속도 전달률은 동력을 전달받는 변속기축의 회전속도를 동력을 전달하

는 엔진축의 회전속도로 나눈 비율이며, 동력 전달은 변속기축의 회전속

도가 발생하면 시작된다. 속도 전달률이 100%가 되면 엔진축의 회전속

도와 변속기축의 회전속도가 동일하다는 뜻이며 동기화가 완료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동력을 전달받은 변속기축이 회전하게 되면 해당 변속

단수의 기어비와 회전관성모멘트에 의해 결정된 토크가 구동륜에 전달되

어 구동력이 발생하여 트랙터의 속도와 가속도가 결정된다. 따라서 속도

전달률은 트랙터의 주행 특성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Fig. 7.2는 클러치 압력 명령에 대한 시뮬레이션과 실제 시험의 클러치

압력 결과 그래프이고, Fig. 7.3은 속도 전달률 그래프, Table 7.2는 실제

시험과 시뮬레이션 결과를 비교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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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2 Comparison of test and simulated clutch

pressure with engine speed 850 rpm,

main shift 1st and auxiliary shift 3rd.

Fig. 6.3 Comparison of test and simulated transfer

rate with engine speed 850 rpm, main

shift 1st and auxiliary shift 3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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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2 Errors of the simulated results for tractor validation test

with engine speed 850 rpm, main shift 1st and auxiliary

shift 3rd

Fig. 6.2를 보면 초기 채움 영역에서 실제 시험과 시뮬레이션 결과 모

두 클러치 압력이 처음 발생할 때 피크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

다. 이는 클러치 피스톤 마찰력, 클러치 윤활에 의한 배압 및 유압시스템

의 특성에 의해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초기 채움 영역에서 실제 시험

과 시뮬레이션 결과에 대한 압력 상승 기울기는 각각 0.173, 0.158였으며,

오차는 0.015로 나타났다. 초기 채움 영역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클러치

압력은 실제 시험과 시뮬레이션 결과에서 각각 0.262 MPa, 0.280 MPa였

으며 오차는 0.018 MPa로 나타났다. 피스톤의 압력은 피스톤이 받는 반

력에 의해 생성되며, 초기 채움 영역에서는 피스톤의 반력으로 작용하는

요소는 리턴 스프링의 초기 압축력, 피스톤이 움직이면서 발생하는 변위

에 대한 리턴 스프링의 압축력, 오일씰 마찰력 및 피스톤의 점성 마찰력

등이 있다. 실제 시험과 시뮬레이션 결과가 초기 채움 영역에서 오차를

보이는 이유는 초기 채움 영역에서 반력을 발생시키는 요소들에 의해 클

러치 압력 기울기와 압력값이 결정되는데, 시뮬레이션 모델에서 피스톤

오일씰의 비선형적인 마찰과 피스톤의 점성 마찰을 정확하게 모사하지

Fill phase Slip phase Transfer rate

Clutch pressure

slope

Clutch pressure,

MPa

Clutch pressure,

MPa

Shift time,

s

Test 0.173 0.262 0.289 1.31

Simulation 0.158 0.280 0.278 1.09

Error 0.015 0.018 0.011 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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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하여 발생된 것으로 판단된다.

동력 전달 영역에서 실제 시험과 시뮬레이션 결과에 대한 클러치 압력

은 클러치 압력 명령값을 비교적 잘 추종하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잠

금 영역에서 클러치 압력 명령에 대한 클러치 압력의 반응성은 시뮬레이

션 결과가 실제 시험보다 조금 느린 경향이 확인되었다.

Fig. 6.3을 보면 시뮬레이션과 실제 시험 결과의 속도 전달률이 0%에

서 100%까지 소요된 시간은 각각 1.09초와 1.31초로 나타났으며, 시뮬레

이션 결과가 실제 시험 결과보다 0.22초 빠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실

제 시험 결과의 속도 전달률은 90%에서 100%에 도달하면서 기울기가

점점 완만해지는데, 이는 실제 시험에서는 속도 전달률이 100%에 근접

하면서 엔진축과 함께 회전하는 클러치(동력 전달 클러치)와 변속기축과

함께 회전하는 클러치(동력 전달받는 클러치)의 상대 속도가 감소하였다.

이에 클러치 마찰판과 분리판 사이의 마찰계수의 감소로 인하여 변속기

축으로 전달되는 토크가 감소하므로 속도 전달률이 100%에 근접할수록

완만하게 도달한 것으로 판단된다. 시뮬레이션 모델에는 클러치 마찰판

과 분리판 사이의 마찰계수를 일정한 값으로 입력하였으므로 이러한 현

상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시험 결과보다 빠른 시간에 동력 전

달이 완료되었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클러치 상대 속도에 따른 클러치

마찰계수의 변화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Fig. 6.4는 동일한 출발 변속 명령에 따른 시뮬레이션과 실제 시험 결

과의 클러치 압력 선도에 대한 선형회귀모델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그래

프이다. 상관관계 식인 Eq. 6.2를 이용하여 트랙터 시뮬레이션 모델의 유

사도를 검증하였으며, 본 연구에서 사용한 단순 선형 회귀 모델은 Eq.

6.3의 식을 사용하였다. 계산된 상관계수(correlation coefficient, r)와 결

정계수(coefficient of determination, R2)는 각각 0.99와 0.98로 실제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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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와 시뮬레이션 결과는 높은 정합성을 보였다. 따라서 개발한 트랙터

시뮬레이션 모델은 실제 트랙터의 클러치 압력 특성과 주행 특성을 잘

반영하므로 실제 트랙터의 변속 품질 특성을 잘 반영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개발된 시뮬레이션 모델을 이용하여 클러치 압력의 초기 채움 영

역과 동력 전달 영역의 설계변수 최적화에 사용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6.2)

Where,  : data set of tractor validation test

 : mean value of x

 : data set of simulation

 : mean value of y

 : number of data

   (6.3)

W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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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4 Correlation graph of clutch pressure for simulation

and test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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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트랙터 변속 품질 최적화

본 연구에서는 변속 품질을 평가하기 위해 정량적인 인자들을 사용하

였다. 사용된 인자는 출발 변속 명령 후 트랙터의 속도가 발생하기까지

걸리는 변속 응답 시간, 트랙터의 가속도, 출발 변속 명령 후 해당 변속

단수의 목표 속도에 도달하기까지 소요되는 시간인 변속 시간이다. 출발

변속 시 트랙터 변속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클러치 압력 명령 구간은 초

기 채움 영역과 동력 전달 영역이다. 초기 채움 영역에서는 클러치 압력

명령을 높은 압력으로 유지시켜 변속 응답 시간을 줄이는 방향으로, 동

력 전달 영역에서는 부드러운 가속도 변화를 발생시키면서 변속 완료 시

간을 줄이는 방향으로 최적화를 수행하였다.

7.1 초기 채움 영역 최적화

초기 채움 영역의 최적화 목적 함수는 변속 응답 시간으로, 최적화 파

라미터는 초기 채움 영역의 클러치 압력 명령으로 설정하였다. 변속 응

답 시간이 짧을수록 우수한 변속 품질이라 판단되지만, 과도하게 짧은

응답 시간으로 인해 동력 전달 영역에서 과도한 가속도 변동이 나타나지

않는 선에서 결정하였다.

초기 채움 영역의 클러치 압력 명령을 0.5 MPa에서 1 MPa까지 0.1

MPa 단위로 높이며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여 조건별 클러치 압력을 확인

하였다. Fig. 7.1은 클러치 압력 명령 조건에 대한 클러치 압력 시뮬레이

션 결과를, Table 7.1은 초기 채움 영역의 클러치 압력 명령값에 대한

클러치 최대 압력을 나타낸 것이다. 클러치 압력 명령이 1 MPa, 0.9

MPa, 0.8 MPa, 0.7 MPa인 조건에서 초기 채움 영역의 클러치 최대 압

력은 각각 0.343 MPa, 0.325 MPa, 0.3 MPa, 0.28 MPa로 키스 포인트

압력(0.27 MPa)보다 높은 압력에 도달하므로 초기 채움 영역에서 동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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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달의 가능성이 있으며, 높은 압력을 유지한 채 동력 전달 영역으로 넘

어가게 되어 짧은 시간에 높은 동력이 전달되어 변속 품질이 나빠질 수

있다.

Fig. 7.1 Clutch pressure by fill pressure in fill phase.

Table 7.1 Maximum clutch pressure by clutch pressure command in

fill phase

Clutch pressure command, MPa

0.5 0.6 0.7 0.8 0.9 1

Max. clutch pressure,

MPa
0.24 0.26 0.28 0.3 0.325 0.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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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2는 초기 채움 영역에서 클러치 압력 명령 0.5 MPa, 0.6 MPa

에 대한 클러치 최대 압력 및 초기 채움 영역 시간을 나타낸 것이다. 초

기 채움 영역의 클러치 압력 명령이 0.5 MPa과 0.6 MPa일 때, 초기 채

움 영역 유지 시간은 각각 0.74초, 0.59초이며, 최대 압력은 0.24 MPa,

0.26 MPa 이다. 따라서 초기 채움 영역의 최적 클러치 압력 명령값과

유지 시간은 0.6 MPa, 0.59초 였다.

Table 7.2 Maximum clutch pressure and fill phase time by clutch

pressure command 0.5 and 0.6 MPa in fill phase

Clutch pressure command, MPa

0.5 0.6

Fill phase time, s 0.74 0.59

Max. clutch pressure,

MPa
0.24 0.26

7.2 동력 전달 영역 최적화

동력 전달 영역은 변속기축으로 동력을 전달하는 구간으로 부드러운

가속도 변화가 요구되므로 동력 전달 영역의 목적 함수는 트랙터의 속도

의 그래프 개형이 전 상승 사이클로이드 선도 (full-rise cycloid curve)

가 되도록 설정하였다. 트랙터의 속도가 전 상승 사이클로이드 선도와

같이 변하면 트랙터의 가속도와 가속도 변화량인 저크(jerk)는 출발 변

속 시작점과 끝점에서 0의 값을 갖기 때문에 부드러운 가속 출발이 가능

하다. 또한, 가속도와 저크에서 불연속점이 없는 것이 장점이다. 차량의

최대 가속도는 변속 단수 및 엔진의 회전속도를 고려하여 0.2 g를 선정

하였다. Fig. 8.2(a), (b), (c)는 각각 트랙터의 속도가 전 상승 사이클로

이드 운동을 할 때 트랙터의 속도, 가속도 및 저크에 대한 그래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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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Velocity

(b) Accel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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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Jerk

Fig. 7.2 Target tractor velocity, acceleration and jerk to

optimize shift quality of tractor in slip phase.

동력 전달 영역은 유전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최적화를 수행하였다. 유

전 알고리즘은 자연 선택에 기초하여 제약 및 비제약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세대를 거듭할수록 최적해를 향해 진화되는 경향을 가진다.

목적 함수는 이상적인 전 상승 사이클로이드 운동을 하는 트랙터의 가

속도에서 시뮬레이션 모델의 트랙터 가속도를 뺀 값에 대한 RMS(root

mean square)를 동력 전달 영역 구간에서 모두 합한 값이다. 이 때, 트

랙터 가속도의 최대값은 0.2 g로 선정하였다.

목적 함수는 Eq. 7.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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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

where,  : objective function

 : time for slip phase starting point, s

 : time for slip phase end point, s

 : acceleration of full-rise cycloid motion, m/s
2

 : acceleration of tractor in simulation model, m/s
2

최적화 파라미터는 동력 전달 영역에서 클러치 압력 명령을 0.03초씩

총 21개의 미지수로 선정하였다.

Fig. 7.3은 최적화 전 클러치 압력 명령, 클러치 압력 그래프, Fig.

7.4(a)는 최적화 전 시뮬레이션 모델의 트랙터 속도, Fig. 7.4(b)는 최적

화 전 시뮬레이션 모델의 트랙터 가속도 그래프이다. Fig. 7.5는 최적화

된 클러치 압력 명령에 대한 클러치 압력 그래프, Fig. 7.6(a)는 최적화

된 트랙터의 속도 그래프, Fig. 7.6(b)는 최적화된 시뮬레이션 모델의 트

랙터 가속도 그래프이다. 최적화 전 조건에 대한 변속 응답 시간, 최대

가속도, 변속 시간은 각각 0.67초, 0.62m/s2, 1.85초이었고, 최적화 후 변

속 응답 시간, 최대 가속도, 변속 시간은 각각 0.44초, 1.95 m/s2, 0.97초

로 나타났다. Fig. 7.4(b)를 보면 최적화 전의 출발 변속의 경우 트랙터

의 최대 가속도가 0.62m/s2로 작지만, 저크가 크게 발생하는 현상이 나

타났다. 이는 사용자가 출발 변속 시 불쾌감을 느낄 수 있는 요소라 할

수 있다. Table 7.3은 출발 변속의 클러치 압력 프로파일 명령에 대한

최적화 전과 후의 변속 응답 시간, 차량 최대 가속도, 변속 시간을 나타

낸 것이다. 최적화 전과 후에 대한 변속 응답 시간, 최대 가속도, 변속

시간을 비교하면, 최적화 결과 변속 응답 시간은 0.23초 감소하였고,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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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가속도는 1.33 m/s2 증가하였으며 변속 시간은 0.88초 감소하였다.

Fig. 7.3 Simulation result of clutch pressure for clutch

pressure command without slip phase

optimization in launch st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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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Velocity

(b) Acceleration

Fig. 7.4 Simulation results of vehicle velocity and

acceleration without slip phase

optimization in launch st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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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5 Simulation result of clutch pressure for clutch

pressure command with slip phase optimization

in launch start.

(a) Velo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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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Acceleration

Fig. 7.6 Simulation results of vehicle velocity and

acceleration with slip phase optimization in

launch start.

Table 7.3 Comparison for simulation results of shift quality with fill

phase and slip phase optimization in launch start

Shift response

time, s

Max. vehicle

acceleration,

m/s2

Shift time,

s

Shift

quality

Before

optimization
0.67 0.62 1.85

After

optimization
0.44 1.95 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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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결론

트랙터를 이용한 농작업은 부하 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잦은 변속이 요

구되며, 작업 조건에 따라 작업 속도가 모두 다르므로 많은 변속 단수가

요구된다. 수동변속기가 장착된 트랙터의 경우, 작업 중 변속을 위해서는

트랙터를 정지해야 하므로 변속 시 동력 단절이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

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지하여 변속할 필요가 없는 자동변속기가 장착된

트랙터가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다. 전자식 비례제어밸브가 사용된 클러

치 압력제어용 유압시스템은 전자식 비례제어밸브의 성능에 의해 유압

제어 특성이 좌우되고, 클러치 압력의 정밀 제어가 가능할 뿐 아니라 클

러치 압력, 엔진 토크 정보, 트랙터의 가속도 등의 다양한 정보를 활용하

여 클러치 압력 제어를 수행할 수 있다. 따라서 전자식 비례제어 밸브를

사용하면 강건한 제어 시스템을 통한 변속 품질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전자식 비례제어밸브를 사용한 트랙터용 전후진 자동변

속기에 대하여 변속 품질을 모사할 수 있는 트랙터 시뮬레이션 모델을

개발하고, 개발된 시뮬레이션 모델을 이용하여 클러치의 압력 프로파일

을 영역별 최적화하였다. 그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비례제어밸브에 인가되는 전류를 제어하는 전류 제어 모델을 개발하

였다. 변속 품질에 있어 중요한 요소는 최적 클러치 압력 프로파일을 결

정하는 것과 정교한 클러치 압력제어가 필요하다. 전류 제어 모델은 비

례제어밸브의 전류-압력 선도, PID 제어기, 펄스폭변조 신호 발생기와

밸브 모델로 구성하였으며, MATLAB Simulink를 이용하여 모델링하였

다. 개발된 모델 검증은 비례제어밸브의 전류 제어 모델이 탑재되어 있

는 대상 트랙터의 제어기를 이용하여 비례제어밸브에 계단 입력 신호

(step input signal)를 인가한 후 밸브에 입력되는 전류 특성을 실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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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 결과와 시뮬레이션 결과를 비교하였다.

2) 변속 품질을 모사할 수 있는 트랙터 시뮬레이션 모델을 개발하였다.

비례제어밸브에 의해 공급되는 압력으로 클러치는 변속기축으로 동력 전

달하며, 동력을 전달받은 변속기축이 회전하게 되면 해당 변속 단수의

기어비와 회전관성모멘트에 의해 결정된 토크가 구동륜에 전달되어 구동

력이 발생하여 트랙터의 속도와 가속도가 결정되는 모델을 구현하였다.

모델 검증을 위해 트랙터 주행시험을 수행하여 클러치 압력 계측 및 속

도 전달률을 계산하였다. 동일한 클러치 압력 명령을 입력에 대한 클러

치 압력과 속도 전달률을 실제 시험 결과와 시뮬레이션 결과를 비교하였

다.

3) 검증된 시뮬레이션 모델을 이용하여 우수한 변속 품질을 위한 클러치

압력 프로파일 최적화를 수행하였다. 클러치 압력 프로파일 최적화는 초

기 채움 영역과 동력 전달 영역에 대해서 진행하였다. 초기 채움 영역은

높은 압력을 인가하여 변속 응답시간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동력 전달

영역에서는 부드러운 가속도 변화를 발생시키면서 변속 시간을 줄이는

방향으로 최적화를 진행하였다. 최적화 전과 후에 대한 변속 응답 시간,

최대 가속도, 변속 시간을 비교하면, 최적화 결과 변속 응답 시간은 0.23

초 감소하였고, 최대 가속도는 1.33 m/s2 증가하였으며 변속 시간은 0.88

초 감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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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timization of Clutch Pressure Profile

to Improve Shift Quality for Agricultural Tractor

with Powershuttle Transmission

Da-Vin Ahn

Abstract

Field operation using agricultural tractor requires frequent shifting

due to heavy load fluctuations, and a large number of shifting stages

are required because the operating speed is different depending on the

operating conditions. The tractor equipped with manual transmission

has to stop the tractor for shifting during operation, so power

disconnection occurs during shifting. To solve this problem, the

tractor equipped with automatic transmission that does not need to

stop and shift is developed.

In this study, the optimization of the clutch pressure profile was

studied for improved the shift quality of tractor with powershuttle

transmission. The tractor model for simulating the shift impact of

tractor with powershuttle transmission and the current control model

of proportional control valve for clutch pressure control were

developed, and the optimization of the clutch pressure profile was

conducted for improved the shift quality using the developed model.

The tractor model consisted of a mechanical system model and a

hydraulic system model. The transfer rate and the clutch pressure in

tractor driving test were measured and compared to the simulation

results to validate the tractor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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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current control model of the proportional control valve, when

the clutch pressure command is received from the TCU, the target

current is derived by the I-P curve of the proportional control valve,

and the target current is converted into pulse width modulation signal

through the PID controller and injected into the proportional control

valve. Current characteristics of the proportional control valve by

clutch pressure command in tractor controller was measured and

compared to the simulation results to validate the current control

model of the proportional control valve.

Using this validated simulation model, the clutch pressure profile

was optimized to improve shift quality. Clutch pressure profile

optimization was performed for the fill phase and slip phase. The fill

phase was optimized for the purpose of reducing the shift response

time by applying high fill pressure command, and in the slip phase,

optimization was made to reduce the shift time while generating

smooth rate of acceleration change. The optimization objective

function of the fill phase was set to the shift response time, and the

optimization parameter was set to the clutch pressure command of

the fill phase. The objective function of the slip phase was set to the

curve where the speed of the tractor became the full-rise cycloid

curve. When comparing the shift response time, the maximum

acceleration, and the shift time before and after optimization, the

optimization result showed that the shift response time decreased by

0.23 seconds, the maximum acceleration increased by 1.33 m/s2, and

the shift time decreased by 0.88 seconds.

Keywords : power shuttle, clutch, shift quality,

proportional control valve, optim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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