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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자동차용 휠 베어링은 차량의 하중을 

지지하고 엔진의 구동력을 바퀴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부품이다. 최근 들어 자동차의 
승차감 및 안정성이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고 
있으며, 휠 베어링의 강성이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휠 베어링은 
1970 년대 이후부터 베어링에 허브가 결합된 
베어링 유닛의 형태로 생산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베어링의 강성을 쉽게 계산할 수 없게 
되었다. 최근의 급속한 컴퓨터의 발달과 
유한요소법의 개발로 인하여 휠 베어링의 
강성을 해석적인 방법으로 예측하는 방법이 
개발되었다. 

휠 베어링은 Fig. 1 에서 알 수 있듯이 
축(shaft), 디스크(disc), 너클(knuckle), 휠(wheel) 
등과 결합되어있다. 따라서, 베어링계의 정확한 
강성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베어링, 축, 디스크, 
너클, 휠로 구성되는 코너 모듈(corner 
module)의 강성을 예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연구에서는 베어링, 축, 디스크, 너클, 
휠 등을 고려한 코너 모듈에 대한 강성해석을 
수행하였고, 각 부품에 대한 강성 영향을 
평가하였다. 해석 결과, 전체 코너 모듈의 
변형량은 베어링 자체의 변형량보다 약 23% 
가량 크게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2. 강성해석  

휠 베어링을 포함한 디스크, 너클, 휠 등의 
부품에 대하여 강성해석을 수행하였다. 해석은 
상용 소프트웨어인 MSC.MARC(1)를 

사용하였다. 볼과 궤도부의 거동을 보다 
정확히 모사하기 위하여 탄소성 해석과 접촉 
해석을 수행하였다. 볼은 등가의 스프링으로 
모델링 하였다. 베어링 내륜의 물성치는 
STB2 이며, 외륜과 허브의 물성치는 
SM55C 이다. 디스크와 휠의 물성치는 
일반적인 스틸이고, 너클의 물성치는 
알루미늄이다. 해석을 위한 경계조건으로 
외륜의 볼트 구멍을 고정하였다.(2),(3) 

 
Fig. 1 Configuration of corner module 

    
Table 1 Number of nodes and elements to perform 

stiffness analysis 
 

 No. of Node No. of Element 

Bearing 89,709 94,591 

Bearing and disc 104,865 145,604 

Bearing, disc and 
knuckle 

114,568 179,866 

Bearing, disc, 
knuckle and wheel 

150,902 287,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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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은 해석 시 사용된 절점(node)과 
요소(element)의 개수를 나타낸다. Table 1 에서 
알 수 있듯이 부품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절점과 요소의 수가 증가함을 알 수 있다. Fig. 
2 는 해석 결과, 축 방향의 변위(x directional 
displacement)를 나타낸다. 또한, Fig. 3 은 코너 
모듈에 대한 변형량을 나타낸다. Fig. 
3 으로부터 알 수 있듯이 전체 코너 모듈의 
변형량은 베어링 자체의 변형량보다 약 23% 
가량 크게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베어링, 축, 디스크, 너클, 
휠 등을 고려한 코너 모듈에 대한 강성해석을 
수행하였다. 해석 결과, 전체 코너 모듈의 
변형량은 베어링 자체의 변형량보다 약 23% 
가량 크게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결과는 향 후 베어링을 포함한 코너 모듈의 
강성 설계 기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a) Bearing        (b) Bearing and disc 

 

 
(c) Bearing, disc and knuckle 

 

 
(d) Bearing, disc, knuckle and wheel 

Fig. 2 X directional displacement 
 

 
Fig. 3 Bearing deflection graph 

 
참고문헌 

 
1. MARC 2008 r1, Volume B: Element Library, pp. 

152~155, MSC.Software Corporation, 2008. 
2. Lee, S.P., Lee, I.H., Kim, Y.C., Kim, H.W., Bae, 

H.U., and Park, J.Y., “Structural Design and 
Analysis of Automotive Wheel Bearing using 
Parametric Method,” KSME 2010 fall conference, 
pp.574~577, 2010. 

3. Lee, S.P., Lee, I.H., and Jang, H.S., “Study of 
rolling element modeling technique for analysis 
for wheel bearing stiffness,” KSPE 2011 spring 
conference, pp. 877~878. 
 

 

9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