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론

등속조인트는 종감속에 나온 구동력을 구동바퀴까지

각의 변화와 길이의 변화를 주어 구동력을 달하며 주

로 FF( 륜 구동)방식, RR(후륜 구동)방식, 4DW(4륜 구

동)방식에서 많이 사용하고 축은 많은 힘을 받고 각의변

화가 크므로 고정형 등속 조인트를 사용하고, 종감속기

어 쪽에는 허용 각도가 작지만 축 방향으로 신축 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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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자동차의 구동방식은 륜구동, 후륜구동, 4륜구동의 방식이 있다. 구동방식에서 운 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환하

는 것과 바퀴에 동력을 달하여 구동하는 두 가지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있어 가장 요한 부품이 등속 조인트이다. 도로상

에서 주행 시에는 노면의 상태에 따라서 동력을 달하는 부품들에 충격이 가해질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각각 샤 트의

길이가 다른 3개의 등속 조인트 각 모델들은 CATIA로 모델링하 고 ANSYS를 이용하여 구조 피로해석을 수행하 다.

본 연구 결과로는 Model 2가 다른 모델 비 뛰어난 내구성을 가짐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이용하여 충격에 한

내구성을 가지는 등속 조인트 설계를 할 때에 유용한 자료가 될 것이라고 사료되며, 등속 조인트의 디자인을 융합기술에

목하여 미 감각을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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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driving methods of car are front wheel drive, rear wheel drive and four wheel drive. At driving 

methods, constant velocity joint is the most important part at carrying out two functions for converting to the 

direction which the driver wants and transferring the power  to wheels. At driving on the road, the impact can be 

applied to the parts transmitting power according to the state of  road surface. In this study, each models of three 

constant velocity joints whose shaft length are different respectively were modelled with CATIA and the structural 

and fatigue analyses were carried out by using ANSYS. This study result is thought to be the useful material at 

designing the constant velocity joint with the durability against impact. And it is possible to be grafted onto the 

convergence technique at the design of constant velocity joint  and show the esthetic se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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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립형 등속 조인트가 사용되는 것이 일반 이다. 본 연

구를 통해 모델링 해석을 하여 최 화된 샤 트의 길

이를 찾아내고 무게 한 경량화 되도록 하고 자동차의

성능에도 향을 어떻게 주는지에 해서도 을 두었

다. 이를 통하여 3가지의 형상의 등속 조인트를 CATIA

로 모델링을하 고, ANSYS로구조 피로해석을통하

여 등속 조인트의 내구성을 검토할 수 있어 설계에 활용

을 할 수 있으며, 이러한 해석결과를 바탕으로 등속조인

트의 설계에 응용하여 이번 연구에서축 된 설계인자를

새로운 설계품에 융합하여 미 인 감각을 나타낼 수 있

다[1-7].

2. 본론 

2.1 연  모델

본 연구 모델은 자동차의 등속 조인트를 모델링을 하

고, Fig. 1에서 보면 Model 1, 2, 3의 순으로 샤 트의

길이가 증가함에 따라서 모델링을 하 으며, 샤 트의

좌우로 고정형 등속조인트와 슬립형 등속조인트를 모델

링 하 다.

(a) Model 1

(b) Model 2

(c) Model 3

Fig. 1. Analysis models

2.2 해  경계 건

해석 경계 조건으로는 2가지를 부여하여 진행하 다.

샤 트 길이 변화에 따른 변형에 한 해석을 진행하기

해 Fig. 2의 그림은 Model 1의 경계조건으로 Model 2,

3도 동일하며 경계조건은 한 바퀴에 걸리는 힘은 고정형

등속 조인트 쪽에서 2000N으로 정하고 동형 등속 조인

트 쪽에는 바퀴에 의해 고정됨을 가정하 다.

Fig. 2. Analysis conditions of models

3. 해  결과

3.1 해

Fig. 3은 3개의 모델에 한Total deformation의 등고

선을 나타낸 그림이고, Fig.4는 3개의 모델에 하여

Equivalent Stress의 등고선을나타낸 그림이다. Model 1

의 샤 트 부분에 6.6652X10⁻³mm의변형이 일어났고 최

0.76524MPa의 응력이 발생하 다. Model 2의 샤 트

부분에 1.3132X10⁻²mm의 변형이 일어났고 최

0.76176MPa의 응력이 발생하 다. Model 3의 샤 트 부

분에 1.9656X10⁻²mm의 변형이 일어났고 최

0.74517MPa의 응력이 발생하 다[8-12].

(a) Total deformation of model 1

(b) Total deformation of model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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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Total deformation of model 3

Fig. 3. Total deformation of models

(a) Equivalent stress of model 1

(b) Equivalent stress of model 2

(c) Equivalent stress of model 3

Fig. 4. Equivalent stress of models 

3.2 피로해

Fig. 6와 Fig. 7은Model 1에 한피로 하 의 내역들

로서 'SAE bracket history', 'SAE transmission'

'Sample history'에 한 lif와 damage의 등고선을 나타

낸 값이다. Fig. 6에서 life의 값은 ‘SAE bracket history’

가 최소 4.8614, ‘SAE transmission’가 최소 39.195,

‘Sample history’가 최소 1046.7 으로 해석 되었으며, Fig.

5에서 damage의 값은 ‘SAE bracket history’가 최

2.057×10⁸, ‘SAE transmission’가 최 2.5514×10⁷,

‘Sample history’가 최 9.5534×10⁵ 으로 해석되었다.

(a) SAE bracket history

(b) SAE transmission

(c) Sample history

Fig. 6. Fatigue life contour of model 1

(a) SAE bracket history

(b) SAE trans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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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Sample history

Fig. 7. Fatigue damage contour of model 1

Fig. 8과 Fig. 9는Model 2에 한피로 하 의 내역들

로서 'SAE bracket history', 'SAE transmission'

'Sample history'에 한 lif와 damage의 등고선을 나타

낸 값이다. Fig. 8에서 life의 값은 ‘SAE bracket history’

가 최소 4.9319, ‘SAE transmission’가 최소 39.763,

‘Sample history’가 최소 1061.5 으로 해석 되었으며, Fig.

9에서 damage의 값은 ‘SAE bracket history’가 최

2.0276×10⁸, ‘SAE transmission’가 최 2.5149×10⁷,

‘Sample history’가 최 9.4205×10⁵ 으로 해석되었다.

(a) SAE bracket history

(b) SAE transmission

(c) Sample history

Fig. 8. Fatigue life contour of model 2

(a) SAE bracket history

(b) SAE transmission

(c) Sample history

Fig. 9. Fatigue damage contour of model 2

Fig. 10과 Fig. 11은 Model 3에 한 피로하 의 내역

들로서 'SAE bracket history','SAE transmission'

'Sample history'에 한 lif와 damage의 등고선을 나타

낸 값이다. Fig. 8에서 life의 값은 ‘SAE bracket history’

가 최소 5.2899, ‘SAE transmission’가 최소 42.646,

‘Sample history’가 최소 1139.1 으로 해석 되었으며, Fig.

11에서 damage의 값은 ‘SAE bracket history’가 최

1.8904×10⁸, ‘SAE transmission’가 최 2.3449×10⁷,

‘Sample history’가 최 8.779×10⁵ 으로 해석되었다.

(a) SAE bracket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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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SAE transmission

(c) Sample history

Fig. 10. Fatigue life contour of model 3

(a) SAE bracket history

(b) SAE transmission

(c) Sample history

Fig. 11. Fatigue damage contour of model 2

3개 모델의 길이변화에 한 피로해석 결과 ‘SAE

bracket history’의 피로하 에서의 수명은 최소 5.2899인

Model 3이 가장 길고 ‘SAE transmission’의 피로하 에

서의 수명은 최소 42.646인Model 3이 가장길고 ‘Sample

history’의 피로하 에서의 수명은 최소 1139.1인 Model

3이 가장긴 것을알 수 있다. ‘SAE bracket history’의피

로하 에서의 손상은 최 2.057×10⁸ 인 Model 1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었고, ‘SAE transmission’의 피로하

에서의 손상은 최 2.5514×10⁷인 Model 1이 가장 많고

‘Sample history’의 피로하 에서의 손상은 최

9.5534×10⁵인 Model 1이 가장 손상을 많이 입었다

[13-15].

3. 결  과

등속 조인트는 엔진의 구동력을 최종 으로 바퀴로

달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고장 시 차량의 구동이 되지

않기 때문에 견고 하여야합니다. 하지만, 자동차는 경량

을 무시할 수 없으므로 강도는 최 한으로 끌어 올리는

구조로하면서경량화 한 할수 있는구조로설계되어

야한다.

1. 길이변화에 따른 구조해석 결과 가장 짧은 Model1

이가장 합하지만, 샤 트 길이가 무 짧게 되면

차륜거리가 짧아져 차량의 안정성에 나쁜 향을

미치기 때문에 가장 짧은 Model 1보다는 Model 2

가 가장 합하다.

2. 피로해석 결과 수명은 모든 피로하 조건에서

Model 3이 가장 길었으며 손상은 모든 피로하 조

건에서 Model 1이 가장 손상이 많았다.

3. 구조 내구성인 면에 있어서, 최 화되어 있는

Model 2의 해석결과를 바탕으로 설계에 응용하여

타모델 비 더뛰어난 내구성을 지닌 등속조인트

설계요소를 축 할수 있었고 이를 융합 기술에

용하여 미 인 감각을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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