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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자동차의 클러치는 페달의 동작에 의해 마스터 

실린더(master cylinder)를 작동시키고, 마스터 실린

더에 의해 릴리스 실린더(release cylinder)를 동작시

키며, 릴리스 실린더의 작동에 따라 압력판에 의해 

클러치 디스크(Clutch Disk)를 플라이 휠(Fly 

Wheel)과 차단/접속하여 엔진으로부터 변속기로 

전달되는 회전력을 단속하는 장치이다. 상용차의 

경우 연료비 및 장거리 운행의 편이성을 위해 세미

오토 클러치가 개발되었으며, 이는 수동 변속기 차

량에서 클러치 페달 조작 없이 브레이크 페달의 동

작 또는 기어봉에 부착된 스위치의 On/Off 동작으로 

차량의 동력전달을 간편하게 차단/접속함으로써 

기어변속이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는 클러치 제어

장치이다.

최근 소비자들의 자동차의 품질, 안전성과 편리

함의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기능안전 품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차량 제품에 대한 Fail-safety에 

대한 신뢰도 확보가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어, 이에 

대한 컨트롤러의 소프트웨어 검사가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으며, 제품출하 및 장착 전에 품질검사

는 매우 중요한 과정이지만 이에 대한 검사시스템 

부재로 인해 단순 동작상태 및 전원상태 확인으로 

출하하여 현장에서의 불량발생에 대한 우려가 있

어 출하 전 컨트롤러에 대한 검사과정이 필수적으

로 요구되어지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HILS  

기능의 시뮬레이션 기법과 H/W를 접목시킨 시스

템 해석기법을 이용하여 상용차용 세미오토클러

치의 콘트롤러의 기능을 검사할 수 있는 PC기반의 

검사시스템을 개발하였다.

Fig. 1 Controller development process “V Model”

2. PC기반의 검사시스템 H/W설계

2.1 상용차용 세미오토 클러치 콘트롤러

세미오토 클러치의 콘트롤러는 AT90CAN128 

MCU를 이용하여 개발하였으며, 주요 구성은 CAN

통신부, 센싱부, 조작부, 구동부로 이루어져 있다. 차

량의 정보를 ECU로부터 CAN통신으로 수집하고 

이를 기반으로 세미오토 클러치의 구동실린더를 동

작시키는 기능을 가진다.

Fig. 2 Semi-auto clutch controller Structure diagram

2.2 모드 동작신호 검사시스템 설계

세미오토 클러치 콘트롤러의 동작검사를 위해 

콘트롤러가 요구하는 차량의 정보를 PC에서 가상의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제공하고, 콘트롤러가 주는 

신호를 받아 분석하도록 하기위하여 NI Compact 

DAQ 기반으로 검사시스템을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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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Inspection system layout

Table 1 Specification of System
Section Specification

cDAQ 9188 CompactDAQ 8-slot Ethernet chassis

NI 9269 10V Analog Output Module

NI 9476 32ch. 24V Digital Sourcing Output Module

NI 9861 CAN Module

3. 모드 검사 프로그램 

세미오토 클러치 콘트롤러의 검사프로그램은 

LabVIEW 2010을 기반을 개발하였으며, 콘트롤러

의 동작모드별 시나리오를 순차적으로 실행하는 

방식으로 개발하였다.

3.1 모드 검사 입력신호와 출력

세미오토 클러치 콘트롤러의 기능시나리오는  

10가지 모드로 시험이 구성되며, 각각의 모드별로 

CAN통신 데이터와 I/O의 출력조건을 Fig.4와 같이 

타이밍 선도로 만들었다. 

Fig. 4 Inspection signal for Input/Output data

3.2 모드 검사 프로그램

검사프로그램은 사용자에게 최대한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화면을 구성하였으며, 콘트롤러

가 가져야하는 기능 구현을 위해 미리 작성한 시나

리오를 순차적으로 불러서 검사를 진행하고 이에 

대한 결과값을 가지고 양불을 판단하도록 구성하

였다. 또한 각각의 모드별 시험에서의 검사결과에 

분석을 통해 불량요인을 유추하여 작업자가 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였다. 

Fig. 6 Main page of inspection program

4. 결론

최근 소비자들의 자동차의 품질, 안전성과 편리

함의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기능안전 품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차량 제품에 대한 Fail-safety에 

대한 신뢰도 확보가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이를 

위해 상용차의 세미오토 클러치에 대한 품질검사

를 위해 PC기반으로 HILS형태의 검사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주요 기능에 대한 시나리오 구조로 

검사함으로서 콘트롤러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량

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Fig. 6 Inspection system

후기 

본 과제는2012년 산학연기술개발사업의 일환

으로 개발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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