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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수동 변속기 클러치 시스템의 답력 이력 특성 측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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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A typical clutch system for automotive manual transmissions transfers hydraulic pressure generated by 
driver's pedal manipulation to the clutch diaphragm spring. The foot effort history during the period of push is different 
than the period of the clutch pedal’s return. The effort or load difference is called clutch foot effort hysteresis. It is 
known that the hysteresis is caused by friction. The frictional force and moment are produced between various 
component contact points such as between the rubber seal and the inner wall inside the hydraulic cylinder and between 
the diaphragm spring and the pressure plate, etc. Understanding the clutch pedal foot effort hysteresis is essential for a 
clutch release system design and analysis. The dynamic model for a clutch release system is developed for the foot 
effort hysteresis prediction and a simulation analysis is performed to propose a tool for analysing a clutch system.

Key words : Automotive clutch(자동차 클러치), Foot effort(답력), Hysteresis(이력), Friction(마찰), Master 
cylinder(메스터 실린더), Release cylinder(릴리즈 실린더)

1. 서 론1)

자동차의 수동 트랜스미션에 사용되는 클러치 유

압 시스템은 클러치 페달의 작용력으로 발생한 메

스터 실린더의 유압을 로를 통해 릴리즈 실린더

에 달한다. Fig. 1의 클러치 릴리즈 시스템을 구성
하는 주요 요소는 페달, 메스터 실린더(CMC), 릴리
즈 실린더(CRC), 릴리즈 포크  릴리즈 베어링과 
다이어 램 스 링이다. 
클러치 페달과 련된 연구는 클러치 페달의 강

도와 련된 최 화 연구1)와 디자인과 련된 매우 

제한된 결과가 보고되었다. 버에 한 연구는 

Szadkowski2)
의 버의 기구학  동역학  연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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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되었다.
실린더와 련하여 유압 실린더 내부의 고압에 

의한 유를 방지하기 한  씨일(seal)에 한 
연구가 수행되었다.3-6) Raparelli, Bertetto와 Mazza7)

는 고무 씨일의 변형과 마찰에 한 이해를 도모하

기 해 실험과 수치해석을 수행하 고 임문  등
8)

은 클러치 메스터 실린더 작동  컵 씨일의 응력을 

유한요소 해석함으로써 씨일의 형상이 응력 분포와 

실린더 내벽과의  거동에 미치는 향을 분석

하 다. 클러치 메스터 실린더 컵 씨일에 한 기존
의 연구는 부분 산해석에 의해 응력 분포를 구

함으로써 씨일의  기능과 내구 성능 향상에 

한 것이다. 이병수9)는 이크 실린더 내부 씨일의 

마찰력에 해 보고하 는데 마찰계수가 압력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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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chematic of clutch release system(courtesy of VPH 
Co.) 

라 변하며 마찰력에 기인하여 변 -작용력 이력
상이 발생함을 밝혔다. 한 이재천 등10)은 씨일에 

사용되는 고무와 상 재인 주철간의 온도와 법선력

의 변동에 따른 마찰계수에 해 연구하 다.
다이어 램 스 링에 한 연구로는 Almen과 

Laszlo11)
가 균일한 두께의 다이어 램 스 링의 하

 계산식을 티모셴코 이론에 입각하여 제안하 으

며 이 계산식은 이후의 원형  스 링 변형에 한 

기본 식으로 사용되었다. Curti와 Montanini12)
는 마

찰력 는 마찰력에 의한 우력이 클러치 하 의 이

력 상의 근원임을 이론과 실험으로 밝혔다. 이병
수

13)
는 다이어 램의 핑거부분의 변형이 심면을 

통과하는 변형일 경우의 릴리즈 하 과 이력 상

에 련한 이론을 제시하고 실험으로 검증하는 논

문을 발표하 다.
라이휠  구조물의 진동이 유압 로를 통해 

달되어 차량 실내의 진동과 소음을 유발하므로 

로의 동과 소음의 상  계에 한 연구가 

Hasebe 등14)과 Imai 등15)에 의해 수행되었다. 클러치 
작동 성능에 한 성능 지표는 진동  소음에 한 

것 외에도 운 자가 운   느끼는 답력과 클러치

의 동 인 응답 특성에 한 성능도 포함한다. 
Fraysse와 Cheze16), 그리고 Wang 등17)은 운 자가 

클러치 페달을 밟을 때 느끼는 답력을 인체공학

으로 다루었다. 
답력은 운 자가 클러치 작동시 발을 통해서 느

끼며, 밟을 때와 땔 때의 답력에 차이에 의해 생기는

Fig. 2 Typical clutch pedal travel vs. foot effort graph

변 -하  이력 상이 존재한다. 클러치 응답 특성
에 향을 미치는 이력 상을 이해하고 특성을 개

선하기 해 마찰을 포함하는 클러치 릴리즈 시스

템의 응답 특성에 한 모델링  해석이 필요하다. 
이력 특성을 잘 보여주는 그래 가 Fig. 2에 있다. 그
래 의 수평 축은 페달의 변 , 수직 축은 페달에 가
해지는 힘 혹은 페달의 반력인데 수평 축에서 오른

쪽이 가압이며, 왼쪽이 반환 동작에 해당하며 만일 
마찰 등에 의한 이력 상이 없다면 가압과 반환의 

선도는 일치할 것이다.
본 연구의 목 은 수동 트랜스미션용 클러치 릴

리즈 시스템의 답력 이력 상을 이해하고 측하

기 해 모든 주요 구성 요소에 한 수학  모델을 

제시하고, 클러치 릴리즈 시스템 모델을 만든 후 시
뮬 이션 해석을 수행하는 것이다. 모델을 얻는데 
시험 등을 통한 측정 값을 사용하지 않고 클러치 주

요 구성품에 한 재까지 보고된 측 모델과 설

계 라미터만을 사용한다.

2. 클러치 시스템의 동  모델

본 장에서는 앞에 열거한 클러치 시스템의 구성 

부품  요소의 수학  모델을 제시한다.

2.1 페달 어셈블리

페달 어셈블리는 페달의 답력을 지렛 를 통해 

메스터 실린더에 달하며, 탄성을 띄고 있어서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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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A model for an automotive clutch system analysis and hysteresis characteristics prediction

력에 의한 변형을 가정할 수 있다. 한 탄성은 집
되어 있다고 가정하며 선형 스 링으로 모델링한

다. 탄성은 측정하거나 혹은 해석을 통해서 구할 수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페달의 탄성에 한 이력

상에 기여하는 바가 거의 미미하다고 단하여 아

주 큰 값을 정하여 강체처럼 작동하도록 하 다.

2.2 유압 실린더 씨일 마찰

마스터 실린더와 릴리즈 실린더는 압축성 유압유

로 채워진 로에 의해 연결되며 로 내의 압력은 

동일하다고 가정하 다. 한 실린더 내에서 피스
톤이 운동 할 때 고무 컵 씨일과 내벽 사이에 마찰이 

발생하며 마찰 계수는 압력의 함수로 가정하 다. 
즉, 축방향 마찰력은 고무 씨일과 실린더 내벽과의 
수직 방향 력에 마찰 계수를 곱한 값이고 

력은 압력에 씨일의  단면을 곱한 값으로 한다. 
동작 인 실린더 내부의 고무 씨일과 내벽과의 

력 등을 직  측정하기 불가능하기 때문에 마찰 

계수 역시 직  측정할 수 없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
기 해 이병수13)는 클러치 유압 시스템의 모델을 

작성하고 시뮬 이션 해석을 수행한 후 시험 결과

와 비교 분석하여 마찰 계수를 추정하는 연구를 수

행하 다.
자동차 수동 트랜스미션 용 클러치의 유압 실린

더에 사용되는 고무 씨일과 실린더 내벽 사이의 마

찰계수를 측정한 연구가 이재천 등6)에 의해 수행되

었다. 이 연구에서 이재천 등은 피스턴 씨일에 사용
되는 고무와 같은 재질의 고무 시편을 만들고 실린

더 내벽과 같은 상 재를 평면으로 만들어 마찰계

수 측정 실험을 수행하여 여러 력 조건에서의

Fig. 4 Friction coefficient as a function of contact pressure 
suggested

마찰 계수를 제시하 다. 이재천10) 등은  압력

의 함수로 마찰계수를 제시하지 않았으므로 마찰계

수를 추산하기 해서는 력을 압력으로 변환할 

필요가 있다. 마찰계수 측정에 사용된 고무 시편은 
단면이 원형이며 직경이 6.4mm이므로 력을 단

면 으로 나  압력으로 변환하고 이병수
9)
의 결과

와 비교하기 해 Fig. 4에 보 다. 한 이병수9)는 

모델의 신뢰성을 검증하기 하여 유압실린더 특성

시험장치의 측정 값과 시뮬 이션 결과를 비교 제

시하 다. 본 연구에서는 상 으로 높은 압력 범

까지 마찰계수를 제시하고 신뢰성을 실험으로 검

증한 이병수
9)
의 마찰 계수를 사용한다.

2.3 릴리즈 포크  릴리즈 베어링

릴리즈 실린더의 피스톤의 푸시로드는 탄성체인 

클러치 릴리즈 포크 지렛 의 한 쪽 끝을 며, 다른 
끝은 릴리즈 베어링을, 한 릴리즈 베어링은 클러



Automotive Manual Transmission Clutch System Modeling for Foot Effort Hysteresis Characteristics Prediction

Transactions of the Korean Society of Automotive Engineers, Vol. 16, No. 5, 2008 167

치 다이어 램 스 링 핑거를 가압하여 클러치 디

스크를 라이휠에 결합 는 분리시킨다. 그리고 
릴리즈 베어링과 다이어 램 스 링 핑거 사이에는 

결합의 불완 에 의한 간극이 존재하며 본 연구에

서는 릴리즈 베어링의 유격만을 가정하 지만, 이
런 간극은 클러치 시스템의 여럿 곳에 존재하며 이

런 간극이 클러치 페달의 유격으로 나타난다. 유격
에 의한 페달의 변 -답력 특성의 향을 Fig. 2에서 
살펴볼 수 있다. 페달이 기 치에서 변 를 시작

할 때 답력이 거의 증가하지 않는 기 구간을 식별

할 수 있는데 이 게 변 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답

력이 변동하지 않는 구간이 있는 것은 유격 때문인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푸시로드  릴리즈포크의 탄성은 한 곳에 집

된다고 가정하 고 본 연구에서는 탄성이 클러치 

이력 상에 미치는 향이 미미하다고 가정하고 

임의의 큰 값을 사용하여 강체처럼 모델링 하 다.

2.4 다이어 램 스 링 모델

클러치의 다이어 램 스 링이 변형할 때  스

링과 압력 , 핑거와 릴리즈 베어링 등에 마찰력
이 발생하는데 모두 합쳐져서 릴리즈 변 -릴리즈 
힘의 이력 상을 만든다(Fig. 5, 6 참조). 이를 릴리
즈 베어링에 한 겉보기 마찰력으로 나타낼 수 있

으며 Fig. 3에는 표시하지는 않았지만 마찰력이 다
이어 램 스 링 모델에는 포함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병수

13)
가 제시한 릴리즈 하  

식을 사용한다. 기본 인 우력들이 외력에 의한 우

력과 평형상태를 이루므로 다음과 같이 원추형 

스 링의 평형 방정식을 제시하 다.

   

  


  

  

 


    

 

    


 
 




   




   

 (1)

여기서

     하중을 가할 때
 하중을 제거할 때.

Fig. 5 Diaphragm spring plane view(pivot is located at the 
circumference around slot)

Fig. 6 Schematic of a diaphragm spring in deformation around 
fixed support or pivot

릴리즈 하  에 의한 다이어 램 스 링의 핑

거 끝 부분의 변 는 다음의 세 변 를 합한 것과 같

다. 첫째는 닫힌 원추형 스 링의 각변 에 의한 것

으로     이다. 두 번째는 원추형 스 링 

부분의 각변 에 의한 핑거 부분의 변 로 

    . 세 번째는 릴리즈 하 에 의한 핑거

의 처짐 이며, 세 변 를 더하여 릴리즈 하 에 의

한 핑거와 릴리즈 베어링의 부 의 변  를 다

음과 같이 구한다.1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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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3)

그리고 ν프와송비, 영율, 핑거 갯수, 
   이며 핑거의 끝 부분의 폭과 뿌리 부분의 

폭의 비이다. 이병수13)는 제시한 다이어 램 스 링

의 하  특성 모델의 정확성을 검증하기 해 실험

을 수행했으며 모델의 측 값이 실험치와 잘 일치

하는 연구 결과를 제시하 다.

2.5 마찰  기타

마찰은 다음과 같이 모델링 하 다. 마찰력이 마

찰 표면의 상  속도 의 함수인 기 인 모델은 

Fig. 7과 같으며 건마찰, 쿨롱 마찰, 혹은 고착-미끌

림 마찰로 알려져 있다. 이런 마찰력은  인 역
에서 매우 비선형 이며 이 역에서 마찰력은 

와  범  내에서 마찰 표면이 서로 미끄러지지 않

게 하기 한 임의의 값을 가질 수 있는 다가(multi- 
valued) 함수이다. 그리고 마찰력이 최 치  를 넘

을 때만 마찰 표면은 서로 상  운동을 시작한다.
쿨롱 마찰과 같이 비선형성과 비연속성은 컴퓨터 

시뮬 이션에 매우 합하지 않다. 이러한 이유로 
컴퓨터 시뮬 이션에 합한 모델이 여럿 개발되어 

제안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Reset integrator18) 모델
을 사용하 다.

Fig. 7 Friction model

2.6 클러치 시스템의 운동 방정식

클러치 릴리즈 시스템 Fig. 3의 운동방정식은 다

음과 같다.

        

        

     

  

    

 (4)

여기서

 관로 내부압력
 실린더 변위
클러치 패달의 변위입력
 체적탄성계수
유압유 체적

  피스턴 질량
 점성계수
 리턴 스프링상수
패달어셈블리의 스프링상수

  피스턴의 단면적
  피스턴 고무씨일의 마찰력
그리고

 
 


 

   

  

 (5)

이며, 작은 를 가정하 고  는 운동 방향에 따

른 이력 특성을 갖고 있으며 식 (2)와 (3)에 의해 계산
되는 릴리즈 하  이다. 최종 으로 식 (4)와 (5)가 

입력이 인 클러치 시스템의 최종 운동방정식이다.

3. 시뮬 이션 해석

본 연구에서 채용한 Reset Integrator의 라미터 

값은   ×
, ,   18)이다. 메스터 실

린더와 릴리즈 실린더의 고무 씨일의  면 은 

상수로 가정하 으며 그 값은 각각    이다.

운동방정식인 식 (4)~(5)는 수치 분 기울기가 매

우 (stiff)하므로 시뮬 이션 해석 시 가변 스텝의 

Rosenbrock 수치 분 방법을 사용하 으며 상 오

차 제어 값으로 ×을 선택하 다. Table 1, 2의 
라미터 값으로 식 (4)~(5)을 분하여 시뮬 이션 

해석을 수행하 다. Table 1, 2의 수치는 표 인 

승용차의 값이며 특정 차량의 라미터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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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Typical clutch hydraulic system parameters
Parameter Value
  0.1, 0.05 kg
  × ×   m2

  × ×   m2

 0, 0 N/m/s
 280, 20 N/m

 ×   m3

 ×  N/m2

Table 2 Parameter values for a typical diaphragm spring
Parameter Value
 ×

,  0.3, 0.2
, ×  × 

0.00225
 10.9°
, ×  × 

, ×  × 

  ×  × 

n 18

Fig. 8 Time history of clutch release system

Fig. 9 Pedal travel vs. foot effort curve

페달의 선형 변  입력 을 시뮬 이션 해석 시 

처음 0.5 간 150mm를 일정한 속도로 변 시키고 나

머지 0.5 간 역시 일정한 속도로 150mm를 후퇴시켰
다. 시뮬 이션에 소요된 시간은 1 이다. 하지만 유
압 로의 압력은 일정하다고 가정하 으므로 빠른 

페달의 작동에 의해 발생될 수 있는 충격 인 압력 변

동 등을 제외시킨 느린 페달의 작동에 해당한다.
시뮬 이션 결과로 얻은 CMC와 CRC의 변 , 릴

리즈 포크의 각변 , 유압 로의 압력 변동 그리고 
릴리즈 하 의 시간에 한 그래 를 Fig. 8에 보
다. 한 Fig. 9에는 답력과 페달의 변  선도를 그렸

는데 의 선도는 페달을 밟을 때, 그리고 아래의 선
도는 페달에서 발을 뗄 때에 해당하며 답력의 이력 

상을 찰할 수 있다.

4. 결론  토의

자동차용 수동 트랜스미션 클러치 시스템은 왕복 

운동 시 변 -답력 이력 상을 보인다. 이 상은 
클러치 시스템을 구성하는 주요 구성품에서 발생하

는 마찰력과 마찰 토크 때문이다. 즉, 메스터 실린더
와 릴리즈 실린더 내부의 고무 씨일과 내벽과의 마

찰력, 다이어 램 스 링과 압력 의  부 에

서 발생하는 마찰에 기인한 토크, 릴리즈 베어링과 
다이어 램 핑거의  부 에서 발생하는 마찰 

토크 등이며 이런 마찰력이 되어 변 -하  이

력 특성을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자동차용 수동 트랜스미션 클러치 

시스템의 모델을 작성하고 답력 이력 특성 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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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으로 시뮬 이션 해석을 수행하 다. 모델은 
페달, 메스터 실린더, 유압배 , 릴리즈 실린더, 릴리
즈 포크, 다이어 램 스 링, 유격으로 구성되어 있
으며 답력 이력 특성 측을 해서 시험 등을 통한 

실험 값을 사용하지 않고 재까지 발표된 구성품 

측 모델을 사용하 다. 측 모델을 이용하여 제
작 이 에 설계치를 이용한 시물 이션 해석을 수행

하여 페달 답력-변 의 이력 곡선을 측할 수 있었

다. 시험 등으로 얻은 실측치와의 비교를 통한 측 
모델의 신뢰성을 검증하는 연구는 수행하지 않았다.

후    기

본 연구는 산업자원부․한국산업기술평가원 지

정 계명 학교 자화자동차부품기술 신센터의 

지원에 의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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