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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전자식 커플링의 주요 부품 중 하나인 

Wheel Shaft는 ECU에 입력되는 각종 센서신

호를 통해 노면 조건 및 주행 상태를 판단하

여 4WD 커플링 다판 클러치의 체결력을 

정밀하게 조정함으로써 후륜으로 전단되는 

구동력의 크기를 가변 제어하는 정밀 장치

로, 프로펠러 샤프트 구동력을 클러치와 연

결하는 핵심 고강도 부품이다. Wheel Shaft의 

플랜지와 체결되는 기어부는 기존에는 전조 

공정을 사용하여 제작하였다. 이는 대량생산 

방식의 냉간단조 보다 생산속도 및 생산비용

이 많이들며, 고속회전이 요구되는 Wheel 
Shaft의 제품 특성에도 불리하다. 따라서 

Wheel Shaft의 고강도 치형 성형을 위한 냉간

단조공법 개발이 필요한 실정이다. Choi 등
[1]은 인벌루트 스퍼기어 기어를 두 가지 

속도장을 사용하여 수치해석하고 이를 실험

과 비교하였다. Kim 등[2]은 내장형 다단 변속 

허브 기어의 냉간단조 시 미세 치형부 파단 

및 접힘 등의 발생 원인을 규명하고 설계 인자

의 영향을 파악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Wheel 
Shaft의 기어 성형부 냉간단조공법을 개발하

 

Fig. 1 The shape of wheel shaft in electronic coupling

기 위하여 금형의 주요 설계변수를 이용하여 

성형성을 평가하고자 한다. 

2. 기어 성형부 금형 형상에 따른 유한요소해석

Wheel Shaft의 기어부는 Fig. 2와 같이 27mm
의 길이로 전·후방에 약2mm의 형상 여유를 

가지고 있다. Fig. 3과 같이 기어부의 치저경은  

∅27.508mm, 치외경은 ∅24.6mm이다. 이같

은 치수를 만족하기 위하여 Fig. 4와 같이 기어 

성형부의 소재 두께를 ∅26mm로 모델링 하였

다. Wheel Shaft의 재질은 S55C이며 기어부 

냉간단조 공정을 유한요소 해석하기 위한 조

건은 Table 1과 같이 나타내었다. 기어부 성형

Fig. 2 Gear forging part of wheel shaft

Fig. 3 Schematic drawing of main dimen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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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Components

Table 1 Conditions of FE-simulation in cold forging 
process

Material S55C

Punch speed 1,000mm/sec

Friction 0.08

section 1/4 Section, Full

(a) material

Fig. 4 Schematic drawing of wheel shaft in cold forging 
process

시 금형과 초기 접촉부위를 랜드부의 유무로 

구분하여 성형해석 하기 위하여 Fig. 4 (b)와 

같이 금형과 소재를 위치시켰으며, 랜드부가 

있는 Case “A”와 랜드부가 없는 Case “B”로 

두어 유한요소해석을 진행하였다.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Wheel Shaft의 기어부를 기

존 전조로 생산하던 방식을 생산속도 및 치형

부 강도 향상을 위하여 냉간단고 공법으로

(a) Case “A”

(b) Case “B”
Fig. 5 The result of  FE-simulation for wheel shaft  in 

cold forging process

생산하기 위하여 유한요소해석을 진행하였

다. 해석 방법으로는 치형 성형 금형을 랜드부

의 유무로 구분하여 진행하였다. 그 결과 Fig. 
5과 같이 랜드부가 존재하는 경우 치외경 ∅
27.45mm, 치저경 ∅24.48mm이며,  랜드부가 

없는 경우 치외경 ∅27.18mm, 치저경 ∅
24.21mm로 나타났다. 이는 소재가 원래 치수

보다 미세하게 작은 랜드부를 통과하면서 치

형부 미충만 현상을 해소할 수 있었기 때문이

라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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