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 론1.

차동제한장치는 작동방식 및 제어방식에 따라 다양한

형태가 적용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방식은,

다판클러치식의 차동제한장치이다 다판클러치 방식 차.

동제한장치의 경우 마찰 플레이트의 동특성에 의하여 차

동제한장치의 성능이 좌우되며 이에 따라 재질의 변화,

및 다양한 설계인자 변화를 통하여 성능을 극대화 시키

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기수행되어진.
(1)
마찰 플레이트

설계안을 바탕으로 마찰 플레이트 시작품을 제작 하였으

며 이에 대한 실제 성능평가를 위하여 다양한 시험 평,

가모드를 정립하고 벤치마킹 제품과 동일한 평가를 통하

여 개발되어진 마찰 플레이트의 최종적인 성능을 검증해

보고자 하였다.

본 론2.

마찰 플레이트 시험평가모드 정립2.1

본 연구에서는 개발되어진 마찰 플레이트에 대한 성능

평가를 위해서는 두 가지 관점의 평가모드가 필요하다.

첫 번째는 단품 성능평가 관점이며 두 번째는 실차 장,

착상태에서의 성능평가 관점이다 하지만 실제 차동제한.

장치를 위한 시험규격의 경우 국내 외에 정규화된 시험/

규격 없이 개발업체 혹은 완성차 업체의 자체 유사평가

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해당.

평가규격의 정립을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국내 평가KS

규격 규격 규격 및 완성차업체에서 배포되는, ISO , SAE

평가규격 등 총 개의 관련 평가규격을 검색 및 분석44

하여 이를 바탕으로 표 과 같은 평가규격을 구성하였2.1

으며 개발된 시작품에 적용 가능한 세, 가지 항목

및(friction plate run-out, initial torque torque

의 평가를 수행하고자 한다bias rati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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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Experimental Evaluation Mode for LSD

2.2 Friction Plate Run-out Test

평가는 마찰 플레이트 제작Friction plate run-out

형태에 따른 표면 평탄도를 측정하여 차동제한장치 조,

립 시 조립성 검토 및 플레이트의 회전 안정성 검토를

위하여 수행되어지며 평가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다, .

마찰 플레이트 로터 시스템의 수평조정 및 회전속도․
점검 약( 500rpm)

레이져 변위센서 측정지점은 스플라인 및 복합소재․
의 영향을 받지 않는 위치 선정

로터 시스템 구동 및 데이터 측정 샘플링( : 100Hz)․

Fig. 1 Apparatus for Friction Plate Run-out Test

는 기존 양산차량에 적용된 벤치마킹용 제품과Fig. 2

본 연구를 통하여 개발되어진 시작품에 대한 플레이트

평가결과를 도시한 것이다 전반적으로 플레이run-out .

트 회전 시 벤치마킹 제품대비 미소 높은 수준의 플레,

이트 굴절량을 발생시키고 있으며 향후 제품 양산 시에,

는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되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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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Result of Friction Plate Run-out Test

2.3 Initial Torque Test

평가는 마찰 플레이트에 대한 초기 예Initial torque

압 토크 및 마찰 플레이트의 초기 구동 안정성 평가를

목적으로 수행되어지며 평가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다, .

평가용 마찰 플레이트가 적용된 차동제한장치를․
다이나모에 장착하여 작동상태 점검transmission

디퍼렌셜 모듈의 좌측 사이드 축의 드라이브 샤프트․
를 고정하고 좌측 후륜 축은 회전운동 고정,

우측 사이드 기어부를 최소 회 이상 회전시킨 후2 ,․
으로 회전시키며 발생되는 토크 측정10rpm

은 마찰 플레이트에 대한 평가결Fig. 3 initial torque

과를 도시한 것으로써 본 연구에 적용된 시작품은 약,

로 평가되었으며 이는 차동제한장치 구동을 위해54Nm ,

서는 최소 이상의 구동토크가 필요함을 의미하게54Nm

된다 벤치마킹 제품의 경우 약 로 측정이 되고. 61Nm

있으며 이에 따라 본 연구에 적용된 시제품이 초기 토,

크에 다소 민감하게 반응하게 됨을 확인할 수 있다.

(a) Pilot Friction Plate

(b) Bench-marking Friction Plate

Fig. 3 Result of Initial Torque

2.4 Torque Bias Ratio Test

은 차동제한장치의 성능평가TBR(torque bias ratio)

항목 중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에 따라 구동축의, TBR

차동비가 결정되어지게 된다 또한 디퍼렌셜 케이스 내.

의 오일 온도에 따라서도 서로 상이한 특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에 대한 평가 프로세스의 적용이 반드시 이루

어져야만 한다.

대상 차량의 리어 액슬부 전모듈을 다transmission․
이나모에 장착 후 작동상태 점검,

디퍼렌셜 케이스 오일온도는 상온조건 및 의80±5℃․
두 가지 조건에서 평가 추진

차량의 좌회전 및 우회전 실차주행 상태 모사를 통하․
여 양 구동축에서 발생되는 토크 측정 및 분석

는 벤치마킹 제품 및 본 연구에 적용된 시제Table 2

품에 대한 평가결과를 도시한 것이다 전반적으로TBR .

상온조건에서는 벤치마킹 제품이 시제품 대비 높은

을 나타내고 있으나 차량의 주요 운행조건인TBR , 80℃

오일온도 조건 하에서는 시제품이 높은 을 형성하TBR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실제 차량 주행 시에.

는 시제품의 차동제한 성능이 보다 우수하게 발생할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Table 2 Result of TBR Test

Product Oil Temp. Left Turn Right Turn

Pilot

Product

25℃ 2.57 2.76

80℃ 2.82 2.98

BM

Product

25℃ 3.03 3.37

80℃ 2.68 2.81

결 론3.

본 연구에서는 차동제한장치에 대한 성능평가 시험모

드를 정립하고 이를 개발 시제품에 적용함으로써 평가,

모드의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또한 개발된 시제품의 실.

차장착에 앞서 안정성을 검증함으로써 향후 실차주행평

가에 대한 구동 및 성능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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