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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틀림 모멘트가 부가되는 일체형 중공 드라이브 샤프트의 구조
안정성 분석 

 

Investigation of Structural Safety of Monobloc Tubular Drive Shaft Subjected to Torq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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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drive shaft is used to transmit torque and rotation through the connection of components of a drive 

train. Recently, a monobloc drive shaft without welding regions is developed to improve the safety of 

the drive shaft. The drive shaft bears the shear stress induced by torque. The objective of this paper 

is to investigate into the structural safety of a monobloc tubular drive shaft subjected to torque. 

Elasto-plastic finite element (FE) analysis is performed to estimate the deformation behavior of the 

drive shaft and stress-strain distribution in the drive shaft. Several techniques are used to create 

finite element (FE) model of the monobloc tubular drive shaft subjected to torque. Through the 

comparison of the results of FE analyses with those of experiments from the viewpoint of rotational 

angle, appropriate correction coefficients for different load conditions are estimated. The safety of 

the tubular drive shaft is examined using the results of FE analyses for different load conditions. 

Finally, it is noted that the designed tubular drive shaft has a sufficient structural safety. 

 

KEYWORDS: Integrated tubular drive shaft (일체형 중공 드라이브 샤프트), Torque (비틀림 모멘트), Structural safety 

(구조 안정성), Elasto-Plastic finite element analysis (탄소성 유한요소해석) 

 

 

기호설명 

 

Di = representative external diameters of drive shaft 

σeff = effective stress 

εeff = effective strain 

Ta = applied torque for FE analysis 

α = efficiency coefficient of load 

T = torque 

Tac = applied torque at critical conditions 

η = correction coefficient 

Tc = torque at critical conditions 

Tc,η= corrected torque at critical conditions 

Nfd = designed fatigue life 

Sa = alternating stress 

Sf
′ = fatigue strength coefficient 

Nf = fatigue life 

β = fatigue strength exponent 

Nfe = fatigue limit cycle 
 

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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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
′ = modified endurance limit 

Se = endurance limit 

κs = modification factor for size 

κr = modification factor for surface roughness 

κe = modification factor for reliability 

κh = modification factor for hardening 

Seq = equivalent fully reversed stress 

σa = stress amplitude 

σm = mean stress 

σt = ultimate strength 

σp,max = maximum principal stress 

 

1. 서론 

 

드라이브 샤프트 (Drive shaft) 는 자동차의 조향 

(Steering)기능을 수행함과 동시에 엔진에서 발생한 

비틀림 모멘트와 회전력을 바퀴에 전달하는 동력

전달장치 (Power transmission system) 의 주요 부품

이다.1,2 드라이브 샤프트의 무게를 감소시킴과 동

시에 비틀림 강성과 굽힘 강성 향상 및 NVH 

(Noise, vibration and harshness) 억제를 위하여 중공

형 드라이브 샤프트가 적용되기 시작하고 있다.2-5 

선진 자동차 기업들에서는 중공형 드라이브 샤프

트를 실제 차량에 적용하여 기존 중실형 드라이브 

샤프트 대비 약 30 % 의 강성증대와 약 23 % 의 

중량 절감을 이루었다.2 

중공형 드라이브 샤프트는 마찰 용접 (Friction 

welding) 공정과 체적 성형 (Bulk forming)공정을 이

용하는 2가지 방법으로 제작되고 있다.2-7 마찰 용

접 공정을 사용하는 방법의 경우 중공형 봉재에 

끝단부 봉재를 마찰 용접하여 제작한다.2,3,6 마찰 

용접 공정으로 제작된 드라이브 샤프트의 구조 안

정성 및 내구성등이 용접부 특성에 따라 크게 달

라진다. 체적 성형 공정을 이용한 중공형 드라이

브 샤프트 제작 방법으로는 전단 스피닝 (Shear 

spinning), 단조 (Forging), 냉간 압연 (Cold rolling) 

공정, 냉간 압출 (Cold extrusion), 로터리 스웨징 

(Rotary swaging), 로터리 단조 (Rotary forging) 공정 

등이 있다.2,3,5,7 또한 체적 성형 공정으로 제작된 

드라이브 샤프트는 용접부가 존재하지 않아 용접 

하여 제작된 드라이브 샤프트 보다 내구성과 강도

가 우수하다.2,3,5 

국내에서도 중공형 드라이브 샤프트 개발과 관

련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Lim 등은 로터리 스

웨징 공정으로 제작된 일체형 (Monoblic) 중공 드

라이브 샤프트의 제작과 고유진동/강도/강성 특성 

및 내구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2,3 Kim 등은 

마찰 용접된 중공형 드라이브 샤프트의 내구성을 

고찰하였다.6 Seol 등은 다단 인발 공정을 이용한 

일체형 중공 드라이브 샤프트 제조에 대한 기초 

연구를 수행하였다.7 선행 연구들에서는 대부분 실

험적 기법으로 중공형 드라이브 샤프트의 정적 안

정성과 내구성을 고찰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비틀림 모멘트가 부가되는 일체

형 중공 드라이브 샤프트의 구조 안정성을 고찰하

였다. 탄소성 유한요소해석 기법을 이용하여 일체

형 중공 드라이브 샤프트의 변형 및 드라이브 사

프트 내부의 응력-변형율 분포를 예측하였다. 해석 

결과와 실험 결과의 비교를 통하여 비틀림 모멘트 

보정 계수를 도출하였다. 보정 비틀림 모멘트를 

적용한 유한요소해석 결과를 이용하여 3가지 드라

이브 샤프트 설계 조건에 대한 파단 및 내구성 특

성을 분석/고찰하였다. 

 

2. 일체형 중공 드라이브 샤프트 

 

이 연구의 대상이며 국내 D사에 개발되고 있

는 일체형 중공 드라이브 샤프트는 Fig. 1과 같다. 

일체형 중공 드라이브 샤프트 제작에 적용된 재료

는 15B36M 보론강 (Boron steel) 이다. 일체형 중공

드라이브 샤프트의 길이와 최대 직경은 각각 

738.6 mm 와 38.0 mm 이다. 

일체형 중공 드라이브 샤프트는 Fig. 2와 같은 

공정으로 제작한다. 일체형 중공 드라이브 샤프트 

제작시 열처리된 열간성형용 보론강 파이프를 유

Fig. 1 Design and product of a monobloc tubular drive 

sh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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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열 공정으로 가열 한 후, 열간 로터리 단조 

공정으로 1차 제품을 성형한다. 유도 가열 공정은 

열간 로터리 단조가 적용되는 부분에만 적용된다. 

1차 제품 제작시 유도 가열 공정과 열간 로터리 

단조는 CV (Constant velocity) 조인트부와 TP 

(Tripod) 조인트부에 대해서 각각 1회씩 독립적으

로 적용된다. 1차 제품의 열간 로터리 단조부에 대

하여 외관과 내경을 기계가공하여, 최종 제품의 

형상을 구현한다. 최종적으로 일체형 중공 드라이

브 샤프트의 내구성을 향상 시키기 위하여 침탄 

(Carburizing) 열처리 공정을 수행 한다. 

 

3. 유한요소해석 

 

일체형 중공 드라이브 샤프트의 형상과 비틀림 

모멘트가 부가조건을 구현하기 위하여 Fig. 3과 같

은 유한요소해석 모델을 도출하였다. 실제 비틀림 

실험 조건과 유사한 유한요소해석 모델을 구현하

기 위하여 Fig. 3과 같이 D사에서 제공된 각 조인

트부 형상을 유한요소해석 모델에 추가하였다. 드

라이브 샤프트의 형상중 국부 응력이 높게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코너들과 단차 발생부들에는 유한

요소격자를 조밀하게 생성하였다. 각 조인트들과 

드라이브 샤프트의 연결부는 일체형으로 유한요소

격자를 생성하였다. 그러나 유한요소해석시 연결

부 기어의 하중전달효율이 고려된 비틀림 모멘트 

값을 적용하여, 드라이브 샤프트에 전달되는 비틀

림 모멘트에는 연결부의 특성이 고려될 수 있도록 

하였다. 유한요소해석 모델은 94,840 개의 격자와 

81,912 개의 절점으로 구성된 육면체 입체 요소로 

표현되었다. 비틀림 모멘트를 부가하기 위하여 Fig. 

3과 같이 운동학적 커플링 제한 조건(Kinematic 

coupling constraints) 을 보 요소의 끝 절점과 CV 

조인트부 끝면에 적용하였다. 비틀림 모멘트는 기

준점에 부가하고, 기준점에 연결된 보 요소를 통

하여 끝 절점과 CV 조인트부 끝면 전체에 전달될 

수 있도록 하였다. TP 조인트부의 끝면은 실제 비

틀림 시험 조건과 같이 고정 조건을 적용하였다. 

 

Fig. 3 Model of finite element analysis 

 

Table 1 Mechanical property for FE analysis8 

Yield 
strength
(MPa)

Tensile
strength
(MPa)

Maximum 
elongation 

(%) 

Young’s 
modulus 

(GPa) 

Poisson’s
ratio 

1,200 1,600 6 200 0.3 

 

 

Fig. 4 Estimated stress-strain curve for FE analysis 

 

이단 선형 탄소성 모델 (Bi-linear elasto-plastic 

model) 을 사용하여 응력-변형율 상관관계를 표현

하였다. 재료 모델링을 위한 물성데이터는 Table 1 

과 같이 15B36M 보론강과 유사한 화학적 성분을 

가지는 ruukki 사의 수냉 담금질된 B27 열간 압연 

보론강 (Hot rolled boron steel) 의 물성데이터를 사

용하였다.8 Table 1을 이용하여 Fig. 4와 같은 응력-

변형율 선도를 도출하였다. 

유한요소해석에서는 비틀림 모멘트 보정계수와 

설계 임계조건들에 대한 응력-변형율 분포를 도출 

하였다. 비틀림 모멘트 보정계수 도출에서는 유한

요소해석 결과와 비틀림 실험 결과를 회전 각도 

기준으로 비교하여 임계 설계조건별 유한요소해석

에 적용할 비틀림 모멘트 보정 계수들을 산출 하

Fig. 2 Manufacturing procedure of a monobloc tubular 

drive shaft 



한국정밀공학회지 제 32권 제 12호 pp. 1073-1080 

 

 

December 2015  /  1076

였다. 비틀림 모멘트 보정 계수 도출을 위한 탄소

성 해석시 사용된 비틀림 모멘트 (T) 범위와 하중

계수는 각각 1500 N⋅m - 4,300 N⋅m과 0.74 이었다.9 

유한요소해석 격자는 HyperMesh 8.0 으로 생성하였

으며, 탄소성 해석은 ABAQUS V6.12 를 사용하여 

수행하였다. 

유한요소해석에 실제 적용된 비틀림 모멘트는 

식(1)과 같다. 임계 설계 조건들에 대한 응력-변형

율 특성 데이터 도출 단계에서는 일체형 중공 드

라이브 샤프트의 임계 설계 조건별 보정된 비틀림 

모멘트를 적용하여 탄소성 유한요소해석을 수행하

고 드라이브 샤프트 내부의 응력-변형율 분포를 

도출한다. 또한 이 결과를 이용하여 최대 응력 발

생부와 설계 중요 위치들에 대한 구조 안정성 분

석을 수행한다. 일체형 중공 드라이브 샤프트의 

임계 설계조건들은 Table 2와 같다. 
 

2

a
T Tα= ×                   (1) 

 

4. 구조 안정성 분석 

 

일체형 중공 드라이브 샤프트의 구조 안정성은 

최대 비틀림 모멘트에서 파단 가능성과 저/고 비

틀림 피로하중에 대한 내구성으로 분석하였다. 임

계 하중 조건들에 대한 탄소성 유한요소해석시 해

석 모델에 적용되는 비틀림 모멘트는 식(2)와 같이 

산출되었다. 최대 비틀림 모멘트에서 발생하는 최

대 유효응력과 재료의 인장 강도를 비교하여 정적 

구조 안정성을 분석하였다. 
 

2 2

,ac c c
T T T

η
ηα α= × = ×             (2) 

 

응력-수명 (Stress-life: S-N) 피로 해석 기법을 

이용하여 저/고 피로하중에 대한 일체형 중공 드

라이브 샤프트의 내구 수명을 예측하였다. 고 피

로하중 조건의 경우 Table 2와 같이 저주기 피로 

수명 (Low cycle fatigue) 데이터가 포함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내구성 분석을 위한 응력-수명 선도 (S-

N curve) 는 저주기 피로 특성을 고려할 수 있는 

Basquin 모델 기반의 식(3)을 이용하여 도출하였

다.10,11 식(3)의 피로 강도 계수 (Fatigue strength 

coefficient) 와 피로 강도 지수 (Fatigue strength 

exponent) 는 각각 식(4) 및 (5)와 같이 예측되었

다.10 피로 한도 수명 (fatigue limit cycle) 은 Table 3 

과 같이 106 cycles 로 가정하였다.10-12 

 
'( )a f fS S N

β
=                  (3) 

 
'

1.62f tS σ=                   (4) 

 

'log( ) log( )

log( )

f fe

fe

S N

N
β

−

=              (5) 

 

'

e e s r e h
S S κ κ κ κ=                 (6) 

 

0.097
1.189

s
dκ
−

=                 (7) 

 

보정 내구 한도 (Modified endurance limit) 는 식

(6)과 같이 예측되었다.10-12 내구 한도 (Endurance 

limit) 는 참고문헌 11에서 제한한 인장강도 1,379 

MPa 이상 재료의 대한 내구 한도인 689.5 MPa 을 

적용하였다.11 또한 치수 보정 계수는 식(7)과 같이 

예측하였다.11 표면 거칠기 보정계수와 신뢰성 보

정계수는 각각 0.95 과 1.0 을 적용하였다.11,12 침

탄 열처리 공정이 적용된 경우 Q/T (Quenching and 

tempering) 처리한 재료보다 피로 수명이 매우 향

상된다.13-17 선행 연구들의 고찰을 통하여 침탄 열

처리공정이 적용될 경우 Q/T 열처리를 수행한 경

우에 비하여 내구 한도가 20 % 이상 증가하는 것

을 알 수 있었다.14-17 이 연구에서는 침탄 열처리

에 의한 표면 경화 보정 계수를 1.2 로 적용하였

다. 응력-수명 피로 해석을 위한 평균 응력이 고려

된 등가 완전 양진 응력 (Equivalent fully reversed 

stress) 은 식(8)과 같이 Goodman 식을 이용하여 산

출하였다.10-12 
 

1

a

eq

m

t

S
σ

σ

σ

=
⎛ ⎞

−⎜ ⎟
⎝ ⎠

               (8) 

Table 2 Critical conditions for design of the drive shaft

Condition Tc (N⋅m) Nfd (cycles) Failure 
Low load 1,550 20,000 Fatigue 
High load 2,600 100 Fatigue 

Ultimate load 3,300 - Fracture

 

Table 3 Material coefficients and modification factors 

for stress-life analysis10-17 

Sf
′ (MPa) Nfe (cycles) Se(MPa) κr κe κh

2,593 1,000,000 689.5 0.95 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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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과 및 고찰 

 

5.1 회전각 변화 및 보정 계수 

비틀림 모멘트가 부가된 일체형 중공 드라이브 

샤프트의 탄소성 유한요소해석을 수행하여, 비틀

림 모멘트에 따른 드라이브 샤프트의 변형 및 응

력-변형율 분포 특성을 분석/고찰하였다. 

Figs. 5와 6은 탄소성 유한요소해석 결과 도출

된 부가되는 비틀림 모멘트에 대한 CV 조인트부 

끝단의 회전각 변화를 나타내었다. 회전각을 측정

한 위치는 D 사에 실제 비틀림 실험에서 회전각을 

측정한 위치이다. 해석 결과 비틀림 모멘트가 

3,800 N⋅m 이상에서는 측정 위치의 회전각이 급격

히 증가하였다. 그러나 비틀림 모멘트가 3,800 N⋅m 

이하에서는 비틀림 모멘트 증가에 따라 측정 위치

의 회전각이 지수 함수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Table 4 와 같이 탄소성 해석 결과를 비

틀림 실험 결과와 회전각 측면에서 비교하였다. 

비틀림 실험 결과는 D 사에서 제공되었다. 해

석에적용된 비틀림 각도는 D사에서 수행한 실험에 

적용된 각도를 사용하였다. 해석 결과와 실험 결

과를 비교한 결과, Table 4와 같이 각 비틀림 모멘

트 영역별 비틀림 모멘트 보정 계수를 산출하였다. 

또한, Table 5와 같이 비틀림 모멘트 보정 계수를 

이용하여 임계 설계조건별 보정된 비틀림 모멘트

를 계산하였다. 

 

5.2 극한 강도 

Fig. 7은 탄소성 유한요소해석결과 도출된 비틀

림 모멘트에 따른 일체형 중공 드라이브 샤프트의 

최대 유효응력과 최대 주응력 변화이다.  

해석 결과 Fig. 7과 비틀림 모멘트가 3,800 N⋅m 

를 초과할 때 드라이브 샤프프의 최대 유효 응력

이 인장 강도 이상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최대 비틀림 모멘트 조건의 보정된 비틀림 모멘트

가 Table 5와 같이 3,672 N⋅m 임을 고려하면, 설계

된 일체형 중공 드라이브 샤프트가 충분한 최대 

비틀림 모멘트 조건에서 구조적으로 안전하고 충

분한 극한 강도를 가짐을 알 수 있었다. 이 조건

에서의 최대 유효 응력, 최대 주응력 및 최대 주

소성변형율은 각각 1,538 MPa, 880 MPa 및 0.00384 

로 예측되었다. 

최대 유효응력과 최대 주응력은 Fig. 8과 같이 

직경이 가장 작고 급격한 단차가 발생하는 R1 영

역에서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Fig. 5 Deformed shapes for different torques 

 

 

Fig. 6 Influence of torque on the rotational angle 

 

Table 4 Comparison of results of FE analysis with those 

of experiments 

Rotational 
angle (o) 

T (N⋅m) 
η 

Experiments Analysis 
16.6 1,523 2059.8 1.35 
25.9 2,401 2767.5 1.15 
62.7 3,760 4185.2 1.11 

 

Table 5 Corrected torques for safety analyses at critical 

conditions 

Condition Tc (N⋅m) Tc,η (N⋅m) 

Low-load 1,550 2,096 
High-load 2,600 2,997 

Ultimate load 3,300 3,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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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Effects of torque on maximum effective and 

maximum principal stresses 

 

 
(a) Effective stress 

 
(b) Maximum principal stress 

Fig. 8 Distributions of effective and maximum principal 

stresses at the ultimate load condition 

 

5.3 내구성 

Figs. 9 및 10과 같이 Tables 2 와 5의 저 하중 

조건과 고 하중 조건에 대한 탄소성 유한요소해석 

결과를 이용하여 내구성 분석 영역을 도출하였다.  

내구성 분석은 국부 응력이 높게 형성되는 영

역에 대해서 수행하였다. 탄소성 유한요소해석 결

과 Figs. 9 및 10과 같이 R1, R2, R3 및 R4 의 영역

에서 높은 국부 응력이 산출되었다. R1 영역은 최

대 응력이 발생하는 위치이며, R2 와 R3 는 드라

이브 샤프트의 직경이 얇고 단차가 발생하는 영역

들이다. R4 는 TP 조인트와 드라이브 샤프트 연결

부 인근 영역이다.  

응력-수명 피로 해석이 적용된 영역의 직경과 

그 영역에 대하여 도출된 피로 강도 지수는 Table 

6과 같다. 피로 강도 지수는 식(4)-(7) 이용하여 산

출하였다. 다축 응력 상태에 대한 등가 응력을 도

출함과 동시에 보수적 내구성 분석을 위하여, 유

효 응력을 등가 응력으로 선택하였다. 응력-수명 

피로 해석에 적용된 영역들의 유효 응력과 교번 

응력 (Alternating stress) 및 평균 응력은 Table 6과 

같다. 각 피로 해석 위치별 교번 응력과 평균응력

을 식(8)에 적용하여 등가 완전 양진 응력을 계산

하였다. 각 피로 해석 위치별 등가 완전 양진 응

력은 Table 7과 같이 산출되었다. 

(a) R1 and R2 

(b) R3 and R4 

Fig. 9 Distribution of effective stress at the low load 

condition and regions for stress-life analysis 

 

Fig. 10 Distribution of effective stress at the high load 

condition and regions for stress-life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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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Estimated fatigue life exponents, alternating 

stresses and mean stresses 

Load Region 
Diameter 

(mm) β 
σeff 

(MPa) 
σa & σm

(MPa)

Low 

R1 23.8(D1) -0.09529 1,192 596.0
R2 24.2(D2) -0.09542 1,182 591.0
R3 24.2(D3) -0.09542 1,189 594.7
R4 24.2(D3) -0.09542 1,190 595.0

High 

R1 23.8(D1) -0.09529 1,434 717.0
R2 24.2(D2) -0.09542 1,254 627.0
R3 24.2(D3) -0.09542 1.313 656.4
R4 24.2(D3) -0.09542 1,319 659.5

 

Table 7 Estimated equivalent fully reversed stress, 

fatigue life and margin of safety 

Load Region Seq (MPa) Nf (cycles) M.S 

Low 

R1 949.8 37,645 0.88 
R2 937.2 42,704 1.14 
R3 946.6 38,436 0.92 
R4 947.3 38,167 0.91 

High 

R1 1,299.2 1,405 13.06 
R2 1,031.0 15,702 156.02 
R3 1,113.0 7,042 69.42 
R4 1,122.0 6,476 63.76 

 

. 1.0
f

fd

N
M S

N
= −               (9) 

 

각 피로 해석 위치별 피로 수명은 식(3)을 이

용하여 Table 7과 같이 예측하였다. 또한 예측된 

피로 수명과 각 하중 조건별 설계 수명을 비교하

기 위하여 식(8)을 이용하여 피로 수명에 대한 안

전 여유 (margin of safety: M.S) 를 Table 7 과 같이 

계산하였다. 각 위치별 응력-수명 피로 해석 결과 

설계된 일체형 중공 드라이브 샤프트의 경우 저 

하중 조건에서는 37,645 cycles 이상의 수명이 예측

되었고, 설계 요구 수명 대비 약 0.88 의 안전 여

유를 가짐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고 하중 조건에

서는 1,405 cycles 이상의 수명이 예측되었으며, 설

계 요구 수명 대비 안전 여유도 13.06 이상임을 

알 수 있었다. 피로 수명이 가장 짧게 예측된 영

역은 최대 응력이 발생하고 직경이 가장 작으며 

단차부가 존재하는 R1 영역임을 알 수 있었다. 또

한, 저 하중 조건에서는 R3 와 R4 영역의 피로 수

명이 R1 영역의 피로 수명과 거의 유사하게 예측

됨을 알 수 있었다. 이 결과들로부터 설계된 일체

형 중공 드라이브 샤프트는 각 하중 조건별 요구 

수명을 만족 시킬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6. 결론 

 

이 연구에서는 비틀림 모멘트가 부가되는 일체

형 중공 드라이브 샤프트의 구조 안정성에 대한 

분석과 고찰을 수행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비틀림 모멘트가 부가되는 일체형 중공 

드라이브 샤프트의 변형을 적절히 묘사할 수 있는 

탄소성 유한요소해석 모델을 도출할 수 있었다. 

실험과 해석 결과를 회전각 측면에서 비교하여 비

틀림 모멘트 보정 계수를 산출 할 수 있었다. 각 

임계 설계조건별 응력-변형율 분포를 예측하여 극

한 강도 및 내구성 분석을 위한 기초데이터를 취

득 할 수 있었다. 

둘째, 최대 비틀림 모멘트를 일체형 중공 드라

이브 샤프트에 적용한 극한 강도 안정성 분석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극한 강도 설계 조건에서의 

일체형 중공 드라이브 샤프트 내부에 발생하는 최

대 유효응력이 재료의 인장 강도 보다 적게 예측

됨을 알 수 있었다. 이 결과로부터 설계된 드라이

브 샤프트가 극한 강도에서 파단이 발생하지 않음

을 알 수 있었다. 

셋째, 저 하중과 고 하중의 두가지 피로 하중 

조건들에 대한 응력-수명 피로 해석을 수행하여 설

계 일체형 중공 드라이브 샤프트의 내구성을 분석/

고찰하였다. 탄소성 유한요소해석 결과를 이용하여 

피로 해석 위치들과 각 위치별 유효 응력을 도출하

였다. 또한, 각 위치별 응력-수명 관계 계수들과 평

균응력을 고려한 등가 완전 양진 응력을 산출하였

다. 각 위치별 응력-수명 피로 해석을 수행한 결과 

설계된 일체형 중공 드라이브 샤프트가 요구 수명 

조건을 충분히 만족 시킬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추후 추가적인 비틀림 실험을 수행하여 해석 

결과의 타당성과 적용성을 검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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