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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구동축(drive shaft)은 자동차의 엔진과 변속장치에서 생성 ․ 변

환된 구동력을 구동바퀴로 전달시키는 역할을 수행하며, 그 중에서

도 전륜(前輪)구동차량은 구동력의 전달과정에서 발생하는 각도와 

길이변화를 가능하게 해주는 등속조인트(constant velocity joint, 
이하 CVJ)가 핵심부품이라 할 수 있다.
구동축에 의해 유발되는 차량의 진동소음현상으로는 주로 엔진

의 공회전 진동현상과 함께 비교적 급격한 출발이나 과도한 가속과

정에서 발생하는 차량 좌우방향의 셔더(shudder) 진동현상이 가장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구동축과 등속조인트에 대한 연구

로는 ADAMS를 이용하여 Double Offset Joint(DOJ) 내부 부품 

간의 접촉력에 대한 해석사례[1]를 비롯하여, 등속조인트의 축력

(axial force)과 셔더현상에 대한 이론 및 수치해석적인 연구[2-4]와 

트라이포드 조인트(tripod joint, 이하 TJ) 내부 부품인 튜립

(tullip)의 반경, 튜립과 스파이더(spider 또는 trunnion이라고도 

함)에 장착되는 롤러(roller) 간의 작용력에 대한 해석수식을 유도

하고 내부 마찰을 고려한 셔더 진동 현상을 모사한 연구사례[5,6] 

등이 있다. 또한 구동축 자체의 고유 진동수 상승을 위한 중공(中
空)축[7] 및 구동축의 강도설계에 대한 연구[8] 및 등속조인트 내부 

부품인 스파이더의 위치에 따른 공회전 진동특성 연구[9]와 작용력

에 대한 연구[10]가 진행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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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연구들은 등속조인트 내부 부품의 설계인자나 접촉응력

의 해석 및 구동축의 축력 저감방안을 해석적으로 도출하는 것이 

주요 관심사항이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대표적인 등속조인트(TJ)
에 대한 진동특성연구[10]가 진행되었을 뿐, 다양한 등속조인트에 

대한 연구는 미진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전륜구동 

승용차량의 공회전 진동현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축력(axial 
force)을 다양한 등속조인트 타입별로 단품상태에서 직접 측정하

였으며, 이를 실차에 적용해서 공회전 및 주행시험을 통해서 각 등

속조인트별 진동특성을 파악하였다. 또한 구동축의 진동시험 데이

터를 활용해서 축력을 계산하는 기법을 제안하여 그 타당성을 비교 

․ 검토하였다.

2. 등속조인트의 운동특성
2.1 기본 구조 및 오프셋(offset)
구동축은 동력기관의 출력축과 구동바퀴 중심 간의 높이 차이에 

따른 보상뿐만 아니라, 노면조건에 의한 축방향의 길이변화와 함께 

조향과정에 따른 다양한 각도변화에도 대응해야 한다. 등속조인트

는 이러한 요구조건을 만족시키는 구동축의 핵심 부품으로, 대표적

인 TJ 방식의 등속조인트는 Fig. 1과 같이 120° 간격으로 위치한 

3개의 스파이더와 그 끝에 롤러가 장착되는 기본 구조를 갖는다.
여기서 구동축의 장착각도에 따라 스파이더 끝에 위치한 롤러가 

니들 베어링을 따라서 튜립의 반경방향으로 이동하게 되고, 구동축

의 길이방향 변화에 대해서는 롤러가 튜립 내부에서 회전함과 동시

에 축방향으로 이동하는 구조이다. 또한 구동바퀴가 장착되는 너클

(knuckle) 부위에 적용되는 등속조인트는 구동축의 회전각도만을 

보완해주는 버필드 조인트(Birfield joint 또는 Rzeppa joint, 이하 

BJ)로 구성된다.
등속조인트는 Fig. 2와 같이 모델링할 수 있으며, 구동축의 장착

각도와 함께 스파이더의 위치(회전각)에 따라서 튜립의 중심축과 

스파이더의 중심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오프셋(offset)이 발생하게 

된다[2,3,9]. Fig. 2에서 스파이더의 위치가 ‘Y’와 ‘역 Y’ 형태를 가

질 때 발생하는 오프셋 개념을 알 수 있으며, 이때 구동축의 장착각

도는 각각 최대 및 최소값을 가진다. 여기서 과 는 각각 스파이

더 위치에 따른 구동축의 최소 및 최대 장착각도를, r은 튜립의 반

경, I1과 I2는 각각 최소 및 최대 장착각도에서의 스파이더 중심을 

나타낸다. 또한 x, y, z는 BJ를 기준으로 각각 차량의 진행, 좌우 

및 상하방향의 좌표축을 의미한다. 오프셋의 발생원인은 구동축의 

장착각도에 대응하기 위해서 스파이더 끝에 위치한 롤러가 반경방

향으로 이동하면서 각 스파이더의 원호운동에 따른 반경차이를 보

상하기 위함이다.

  

cos

  (1)

오프셋은 식 (1)과 같이 정의되며, 여기서 는 오프셋을, 는 

구동축의 대표적인 장착각도를 각각 나타낸다. 즉, 구동축의 장착

각도는 구동축의 회전과정에서 스파이더의 위치(각도)에 따라서 

최소와 최대 장착각도 사이에서 변화되므로, 오프셋 역시 주기적

인 특성을 가지게 되어 등속조인트의 진동전달특성에 영향을 미

친다[6,9].

2.2 구동축의 축력(axial force) 및 등속조인트 적용사례
구동축은 동력기관에서 생성된 회전력을 구동바퀴까지 전달하는 

과정에서 장착각도로 인한 축력(axial force)이 발생하게 된다. 그 

주된 이유는 장착각도에 의한 등속조인트 내부의 오프셋 존재와 

함께 스파이더의 회전에 따른 롤러들의 축방향으로 이동하기 때문

이다.
이러한 구동축에 발생하는 축력은 엔진 공회전 상태와 주행과

정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구동바퀴가 회전하지는 않지만, 자
동변속기 D위치에서 정차한 경우에는 동력기관의 회전력이 구동

축을 통해서 구동바퀴까지 작용하면서 차체진동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때 동력기관의 진동현상으로 인한 구동축의 축력이 

너클 부위를 통해 현가장치로 전달되는데, 이를 PF (plunging 

Fig. 1 Schematic diagram of constant velocity joint Fig. 2 Offset of the typical spider ang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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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ce)라 한다.
또한 주행과정에서 동력기관의 구동력을 전달하는 회전과정

에서 발생하는 축력을 GAF (generating axial force)라 하며, 
차량 좌우방향으로 흔들리는 셔더(shudder)진동 발생에 크게 

기여한다. 따라서 구동축에 의한 차체 진동현상은 공회전에서는 

구동축의 PF가, 주행과정에서는 GAF가 주요 원인이라 할 수 

있다[2-4,9,10].
Fig. 3은 등속조인트 내부의 롤러와 튜립 그루브(groove) 간의 

운동방향과 이에 따른 작용력(축력)을 보여주며, 셔더 진동의 저감

을 위해 자유링(free ring)을 롤러에 추가시키는 경우도 있다. 자동

차 제작 및 부품회사에서는 구동축의 동력전달과정 중에 차체로 

전달되는 진동현상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종류의 등속조

인트들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였다. 가장 기본적인 TJ 방식의 등속

조인트를 기본으로 하여 Fig. 4와 같이 내부 부품들의 추가 및 형상

변경 등을 통해서 셔더 진동현상을 개선시킨 FTJ (free ring type 
joint), SFJ (shudderless free ring joint), PTJ (pillow type 
tripod joint), UTJ (u type tripod joint) 등의 등속조인트들이 다

양한 차량에 선별적으로 적용되는 추세이다.

2.3 등속조인트의 축력 측정
다양한 방식의 등속조인트가 적용된 구동축을 선별하여 차량에 

효과적으로 적용시키기 위해서는 구동축 각각의 단품상태에서 축

력을 측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이유는 단품상태에서의 측정값이 

실제 차량에 장착되어 진동특성에 끼치는 상관성을 파악하기 위함

이다. 본 연구에서 고려한 앞바퀴 굴림 방식의 대상차량은 좌우 구

동축의 길이가 상이한 방식이므로 차량의 진행방향을 기준으로 좌

측(LH) 구동축이 단축(short shaft)이며, 우측(RH)이 장축(long 

shaft)인 특성을 가지며, 공차중량의 정차상태에서 좌측 구동축의 

장착각도(joint angle)는 5도 내외, 우측 구동축은 3도 내외의 값을 

갖는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등속조인트 간의 특성비교를 위해서 4기

통 가솔린 엔진과 자동변속기가 장착된 중형 승용차량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TJ 방식과 셔더진동 억제를 위한 SFJ 및 UTJ 방식을 

선정하였다. 이를 편의상 A, B, C 타입으로 각각 구분한다. 각 등

속조인트 방식에 따른 구동축의 세부 제원은 Table 1과 같다.
각 방식의 등속조인트가 적용된 구동축을 Fig. 5와 같이 전용 

시험기(MTS)로 축력(PF, GAF)을 측정하였다. 각각의 구동축을 

전용 시험기에 장착한 후, 일정한 토크를 적용시킨 상태에서 장착

각도(꺾임각)을 변화시키면서 구동바퀴 쪽으로 전달되는 축력을 

측정하였다.
구동축의 축력 중에서 PF 측정은 공회전에 해당되는 진동수로 

구동축의 축방향으로 가진시키며, GAF 측정에서는 일정한 RPM
으로 구동축을 회전시킬 때 구동바퀴 쪽으로 전달되는 축력을 각각 

측정하였다. Fig. 6은 공회전 진동과 연관되는 PF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각 타입별 등속조인트가 적용된 구동축(4개 샘플)을 측정하

여 평균값을 취한 결과를 나타낸다.
PF 측정결과를 살펴보면 구동축의 장착각도에 비례하여 증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구동축의 장착각도가 커질수록 Fig. 
2에서 언급한 오프셋 또한 커지기 때문에 구동축이 체결되는 너

클이나 현가장치로 전달되는 엔진의 진동전달력이 상대적으로 

증가되어 차량의 공회전 진동특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는 점을 시사한다. 세 가지 타입의 등속조인트가 적용된 구동축에

서는 장축(RH)에 비해서 단축(LH)의 PF 특성값이 조금 큰 경향

Fig. 3 Schematic diagram of offset, GAF and PF

Fig. 4 Photograph of different types of constant velociy joints

Length (mm) Weight (kgf)
LH RH LH RH

A type
543±5 834±5

6.48 8.92
B type 7.17 9.56
C type 6.41 8.88

Table 1 The specification of each constant velocity joints

Fig. 5 Experimental apparatus for measuring PF and G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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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가짐을 알 수 있다. 이는 실제차량에 적용되는 단축과 단축의 

장착각도 차이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겠으며, 동일한 장착각도

를 고려한다면 구동축 길이에 따른 특성변화로 사려된다. 특히 

A 타입의 등속조인트는 PF 특성값이 상대적으로 낮은 경향을 가

지고 있다.
하지만, B 타입의 등속조인트가 적용된 구동축은 단축과 장축의 

구분 없이 다른 타입에 비해서 비교적 높은 특성을 나타낸다. 따라

서 B 타입의 구동축이 적용된 차량에서는 공회전 진동악화를, A와 

C 타입에서는 상대적으로 양호한 결과를 예측할 수 있으며, 이는 

뒤에서 언급하는 실차 공회전 진동시험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구동축의 구동력 전달과정에서 발생하는 셔더진동에 영향

을 끼치는 GAF도 동일한 샘플 4개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Fig. 
7은 측정결과를 비교한 것으로 구동축의 GAF 특성값이 커질수록 

차량의 셔더 진동현상이 크게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3,4]. 본 

연구에서 선정한 구동축은 장착각도를 기준으로 할 때 단축(LH)은 

10도 내외, 장축(RH)은 7도 내외의 GAF 특성값이 중요 점검항목

이라 할 수 있다. 측정결과를 살펴보면 PF 특성값이 큰 경향을 가

졌던 B 타입의 구동축이 GAF 특성값에서는 오히려 타 방식에 비
해서 상당히 양호한 특성을 나타냄을 알 수 있다. 특히, 단축의 

GAF 특성을 비교한 Fig. 7(a)에서 구동축의 장착각도가 7-10도 

영역에서는 GAF 값이 크게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다가 그 외의 

장착각도에서는 증대되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다른 타입

에 비해서 B 타입의 등속조인트가 적용된 구동축을 장착할 경우에

는 셔더 진동현상의 뚜렷한 감소효과를 예측할 수 있다. 이는 추후

에 언급할 주행시험에서 동일한 결과를 가짐을 확인하였다.

2.4 스파이더의 회적각도 및 축력의 계산
구동축의 PF 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오프셋의 변화에 따른 진동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Fig. 8과 같은 장착각도를 선정하였다. 차
량의 정차 상태에서는 구동축의 등속조인트 내부 스파이더들이 임

의의 각도를 가지고서 정지된 상태이지만, 본 연구에서는 일관성 

있는 스파이더의 각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Fig. 8과 같이 특정한 

각도로 스파이더의 위치(각도)를 구분하였다. Fig. 8(a)와 같이, 세 

개의 스파이더가 역 Y 형태(이를 0°라 칭한다)를 기준으로 하여 

Fig. 8(b)와 같이 45°씩 좌우 구동축을 동일하게 회전시킨 상태에

서 차량의 공회전 진동특성을 각각 측정하였다.
또한 구동축의 진동시험에서 얻은 데이터를 이용하여 축력을 

산출하고자 한다. 즉 구동축 단품의 충격시험(impact test)에서 

겉보기 질량(apparent mass)을, 공회전 시험에서 얻은 가속도

(acceleration) 정보를 이용하여 구동축에서 발생되는 축력(PF)을 

계산하여 전용시험기에 의한 측정값과 비교하였다. 이러한 시도는 

동흡진기(dynamic vibration absorber)가 적용되지 않은 구동축

(a) Short shaft

(b) Long shaft
Fig. 6 Comparison of plunging force with each constant velocity 

joints: (a) short shaft, (b) long shaft

(a) Short shaft

(b) Long shaft
Fig. 7 Comparison of GAF with each constant velocity joints: 

(a) short shaft, (b) long sh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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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만 가능[10]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단축의 경우에 한하여 실시

하였다.

3. 실차 적용시험
3.1 공회전 진동특성
단품시험에서 파악한 등속조인트들의 축력과 실제 차량에 장착

된 상태의 연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공회전 진동시험을 진행하였

다. A, B, C 타입의 세 가지 등속조인트가 적용된 구동축을 동일 

차량에 각각 장착하여 자동변속기 D 위치의 공회전 진동특성을 확

인하였다. 측정부위는 동력기관의 출력부위라 할 수 있는 차동

(differential)기어 부위와 구동바퀴가 체결되는 너클(knuckle) 부
위 등이다. 선행 연구[9,10]에서는 공회전 진동의 주요 가진원이라 

할 수 있는 차동기어 부위의 진동특성은 등속조인트 방식에 따른 

영향이 없는 것과 차량 좌우에 해당되는 y축 방향의 진동특성이 

지배적인 영향임을 확인한 바 있다.
Fig. 9는 공회전 진동현상에 지배적인 영향을 끼치는 y축 방향 

너클부위의 진동특성을 각 등속조인트 방식별로 나타낸다. 각 구동

축 모두 20-120 Hz 영역에서 진동특성이 불리함을 확인할 수 있는

데, 특히 B 타입 방식의 구동축에서는 진동 저감효과가 매우 불량

함을 알 수 있다. 이는 구동축의 PF 측정결과(Fig. 6)에서도 이미 

예측한 바와 같이 A와 C 타입의 등속조인트 방식은 너클부위에서 

비교적 양호한 진동저감효과플 파악할 수 있다. 반면에, 축력발생

이 심한 등속조인트 방식(B 타입)이 적용된 구동축에서는 차량의 

공회전 진동현상에 악영향을 주고 있음을 입증한다.
등속조인트의 스파이더 위치를 Fig. 8과 같이 45° 간격으로 변화

시키면서 공회전 진동시험을 진행하였다. 측정결과인 Fig. 10에서 

A와 C타입에서는 스파이더 각도변화에 따른 너클부위의 진동특성

에는 거의 변화가 없었다. 그러나 Fig. 10(b)과 같이 B 타입에서는 

스파이더 회전각도에 따라서 너클부위에서 진동특성의 변화가 크

게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다른 타입에 비해서 PF 특성

이 불리했던 B 타입의 구동축이 내부 스파이더의 각도변화에 따라 

차량의 공회전 진동특성을 크게 악화시키고 있음을 확인한 셈이다. 
A 타입의 등속조인트가 적용된 구동축의 또 다른 축력인 GAF

에서는 유리한 특성을 가져서 차량의 셔더진동에서는 효과적이라 

하더라도, PF 특성이 나쁠 경우에는 차량의 공회전 진동특성을 악

화시킴을 알 수 있다.
Fig. 11은 공회전 진동특성이 불리한 B 타입의 등속조인트 

에 대해서 스파이더의 회전각도를 변화시키면서 너클부위를 측

(a)

(b)

(c)
Fig. 9 Comparison of vibration level at D range condition: (a) 

A type, (b) B type, (c) C type

(a)

(b)
Fig. 8 (a) Photograph and (b) schematic diagram of spider 

pos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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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 데이터이다. 즉, 너클부위의 진동특성(15° 간격의 24개 데

이터)을 0-300 Hz 영역의 진동레벨 RMS 값을 연결한 그래프

를 나타낸다. 동력기관의 진동이 구동축을 통해서 너클에 전달

되는 진동특성은 z 방향(차량 상하방향) 성분이 지배적인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스파이더 1 회전에 해당하는 다양한 위치(각
도)에 따른 진동레벨의 변화를 살펴보면, y 방향(차량 좌우방향)
에서의 RMS 값이 120도 간격을 주기로 해서 매우 심하게 변화되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구동축의 한 회전마다 3번의 급격한 

진폭변화가 발생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엔진의 가진 진동수

(exciting frequency) 성분 중에서 3차(3rd order) 및 6차 성분에 

해당되는 가진력이 크게 변화되면서 차체의 공회전 진동에 상당

한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시사한다.

3.2 진동시험을 이용한 축력 계산
구동축의 축력은 전용시험기를 통한 단품시험에서 얻는 방법이 

일반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구동축의 진동시험 데이터를 이용하여 

PF 값을 예측하고자 한다. 즉 전용시험기를 통하지 않고서 구동축의 

진동시험에서 얻을 수 있는 주파수응답함수(frequency response 
function, 이하 FRF)의 질량 라인(mass line)에서 각 측정지점의 

질량(apparent mass, 이하 겉보기 질량)을 구할 수 있다. 또한 실차 

공회전 시험에서 구동축의 각 측정지점에서 가속도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결국 진동시험에서 얻는 질량과 가속도의 곱으로 측정지

점의 힘을 산출할 수 있는 셈이다.
구동축의 축력을 측정하는 전용 시험기에서는 축 방향(y축 방향)

만 측정하지만, 진동시험의 데이터를 이용한다면 x, y, z축 방향의 

모든 힘을 산출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Fig. 12는 구동축의 진동시

험에서 선정한 각각의 측정점을 나타낸다.
세 가지 타입의 등속조인트가 적용된 구동축의 충격시험(impact 

test)으로 구한 겉보기 질량은 Table 2와 같다.
실제 구동축의 질량과 비교할 때 단축의 경우에는 0.3~2.1% 내

외, 장축에서는 2.4-6.4% 내외의 오차를 갖는다. 특히 동흡진기가 

적용된 장축의 오차가 더욱 크게 발생함은 구동축 자체의 진동자유

(a)

(b)

(c)
Fig. 10 Comparison of vibration level with each spider position: 

(a) A type, (b) B type, (c) C type

Fig. 11 Comparison of vibration level of B type with each spider 
position

Fig. 12 Measuring points of drvie shaft

 CVJ
Point

A Type B Type C Type
LH RH LH RH LH RH

1 2.73 2.47 2.84 2.86 2.80 2.83
2 0.78 0.83 0.83 0.81 0.74 0.66
3 0.88 1.98 1.06 2.04 0.75 2.46
4 2.12 0.67 2.29 0.76 2.10 0.78
5 - 2.35 - 2.50 - 2.36

Total 6.51 8.30 7.02 8.97 6.39 9.09
Real Mass 6.48 8.92 7.17 9.56 6.41 8.88

Table 2 Apparent mass of drive shaft
(unit : 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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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 증가된 영향으로 판단된다.
스파이더의 각도변화에 따른 각각의 공회전 진동시험에서 얻은 

구동축 측정지점의 가속도는 5-30 Hz 범위의 RMS 값을 적용하였

다. Table 3은 공회전 진동시험에서 비교적 양호한 결과를 보인 

A 타입과 불량한 결과를 보인 B 타입의 등속조인트가 적용된 구동

축에서 측정한 가속도와 계산된 축력(PF)를 상호 비교한 내용이다. 
A 타입에 비해서 B 타입의 경우에는 너클부위(4번 측정점)에서 

급격하게 가속도 값이 증대됨을 알 수 있다.
진동시험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계산된 구동축의 축력과 전용시

험기에서 장착각도 5°에서 측정한 축력을 비교한 결과는 Table 4
와 같다. 여기서 2-4번의 측정점에서 계산된 축력의 합과 실제 전

용시험기에서 측정한 PF 값과 비교할 때 ±5% 이내의 오차를 가져

서 신뢰할만한 수준이라 판단된다.

3.3 셔더 진동시험
세 가지 방식의 등속조인트가 적용된 구동축을 동일 차종에 적용

하여 주행시험을 실시하였다. 주행조건은 자동변속기 1단 고정으

로 정지상태에서 6,000 rpm 영역까지 급가속(wind up) 주행시험

이며, 주요 측정부위는 BJ 장착부위인 너클, 운전석 레일(seat rail) 
등이다. Fig. 13은 주행시험의 주요 측정부위를, Table 5는 측정된 

진동레벨값을 보여준다.
시험결과인 Table 5를 살펴보면 셔더진동 저감을 목적으로 설

계된 B와 C 타입의 등속조인트에서 너클부위 및 운전석 레일에

서 진동레벨이 A 타입에 비해서 저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GAF 측정결과에서 이미 예측한 바와 같이 낮은 GAF 값을 

가졌던 등속조인트에서 셔더진동의 저감효과를 가짐을 확인한 

셈이다.

4. 결 론
전륜구동형 승용차량에 적용되는 등속조인트 방식에 따른 구동

축의 축력측정과 차체의 적용시험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세 가지 방식의 등속조인트가 적용된 구동축의 축력을 직접 

측정하고, 이를 실차에 장착하여 공회전 진동특성을 파악한 결과, 
축력(PF 및 GAF)이 크게 발생하는 구동축은 차량의 진동특성을 

Fig. 13 Photograph of pickup points

 Measured point
Shaft Knuckle Seat Rail

A type 110.15 108.09
B type 108.79 106.26
C type 108.76 106.61

Table 5 Driving test result of drive shaft
(unit : dB)

 Point

Angle

A Type 
Acceleration (m/s2) Acting Force (N)
2 3 4 2 3 4

0° 10.06 9.75 9.82 7.85 8.58 20.83
45° 9.44 9.51 9.87 7.36 8.37 20.93
90° 10.09 9.57 9.90 7.87 8.42 20.99
135° 9.74 9.73 9.90 7.60 8.57 20.98
180° 9.95 9.49 9.92 7.76 8.35 21.03
225° 9.97 9.66 9.90 7.78 8.50 20.98
270° 10.19 9.79 9.85 7.95 8.61 20.88
315° 9.49 9.71 9.79 7.40 8.55 20.76
Avg. 9.87 9.65 9.87 7.70 8.49 20.92

 Point

Angle

B Type
Acceleration (m/s2) Acting Force (N)
2 3 4 2 3 4

0° 8.11 10.40 22.12 6.73 11.02 50.65
45° 8.19 10.22 22.35 6.80 10.83 51.18
90° 8.18 10.45 22.59 6.79 11.08 51.73
135° 8.11 10.04 22.38 6.73 10.64 51.25
180° 7.74 10.29 22.57 6.42 10.89 51.69
225° 8.41 10.30 22.33 6.98 10.92 51.14
270° 8.38 10.01 22.73 6.96 10.71 52.05
315° 8.01 10.41 22.43 6.64 11.03 51.36
Avg. 8.14 10.27 22.44 6.76 10.89 51.38

Table 3 Acceleration and acting force of A and B type

 CVJ
Point

A Type B Type
LH LH

2 7.70 6.76
3 8.49 10.89
4 20.92 51.38

Total (Calculated Data) 37.11 69.03
Measured Data 38 66

Table 4 Calculated acting force of A and B type 
(unit :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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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화시킬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등속조인트의 개발 및 적용

단계에서 우선적으로 축력발생을 억제시키는 것이 공회전 및 셔더 

진동저감에 필수적임을 시사한다. 
2) 구동축을 통해서 너클이나 차체로 전달되는 동력기관의 공회

전 진동특성은 구동축의 축 방향(y축, 차량 좌우방향)이 지배적임

을 확인하였다. 또한, 등속조인트 내부 부품인 스파이더의 회전각

도에 의한 진동특성에서도 축방향의 주기적인 진동레벨의 큰 변화

가 공회전 진동특성에 악영향을 주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3) 실차의 구동축에 작용하는 축력을 진동시험 데이터를 이용하

여 계산하는 기법을 제안하였으며, 이를 전용시험기의 측정값과 비

교하여 신뢰할만한 결과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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