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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서론서론서론 
 
 자동차 구동부의 핵심적인 부품 중 하나

인 휠베어링은 동력을 전달하고 차량의 무게를 

지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최근 휠베어링

은 지금까지 적용되었던 테이퍼 혹은 볼베어링

의 단순한 형태에서 벗어나 경량화, 소형화는 

물론 부품의 모듈화로 인하여 휠베어링 유닛

(Wheel bearing unit)으로 사용되고 있다. [1-2] 

Fig. 1 Geometry of wheel ball bearing unit  

(Gen. 3) [1] 
 

이러한 자동차용 휠베어링 유닛의 강성 및 

내구수명 등의 성능 향상을 위해 휠베어링에 

마이너스 틈새를 만들어 관리하게 된다. 자동

차용 휠베어링은 제조과정에서 축방향 하중(축

력, Thrust load or Axial load)을 통해 마이너스 틈

새를 형성하게 되는데 이 하중을 예압(Preload)

이라고 한다. 이 예압은 기존 볼베어링 및 테

이퍼베어링의 전동 저항토크(Drag torque, 토크)

에 큰 영향을 미치며 저항토크는 연비와 중요

한 영향을 미친다. 

 

2. 축축축축력에력에력에력에 의한의한의한의한 휠베어링휠베어링휠베어링휠베어링의의의의 변변변변위위위위 및및및및 기기기기동동동동

토토토토크크크크의의의의 고찰고찰고찰고찰 
 

2.1 조립과정에서의 축력과 변위 

자동차용 휠 볼베어링의 조립과정에서 부

여되는 축력에 따른 내륜의 이동으로 베어링의 

변위를 측정한 결과 Fig.2와 같았으며 그에 따

른 토크의 변화는 Fig. 3과 같이 측정되었다 

(at 5rpm rev.).  

Fig. 2 Behavior of inner ring by thrust load on 

manufacturing process of automotive wheel bearing. 
 
Fig. 2 에서 휠베어링의 조립과정은 내륜이 

볼에 닿기 전까지의 내륜 가압입구간(A, only 

Interference fit)과 볼만 하중을 받는 구간(B), 그

리고 볼과 허브축까지 함께 하중을 받아 조립

이 완성되는 구간(C)으로 나눌 수 있다. 예압

구간은 B + C이다. 

 Fig. 3 Drag torque with thrust load. 
 
Fig. 3 에서 토크는 내륜이 볼에 닿는 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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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증가하기 시작하여 이후 하중의 증가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C 구간에서의 토크 증가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 Seal 을 제거하여 거동을 살펴본 결과, B

구간에서 하중 증가에 따른 급격한 토크의 증

가가 없었으며, Seal장착시 C 구간에서의 저항

토크의 급격한 증가는 허브에 Seal 이 안착 후 

간섭량을 증대하면서 토크의 증가에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2.2 예압이 발생구간에서의 축력과 변위 

Fig. 2에서 내륜과 허브는 억지 끼워맞춤

(Interference fit)으로 조립되어 내륜과 허브의 

마찰력이 볼에 가해지는 힘보다 커 순수하게 

볼에 가해지는 예압에 의한 변화를 관찰할 수

가 없었다. 이를 관찰하기 위해 허브축을 연마

하여 허브와 내륜의 마찰력을 최소화(loose fit)

하였고 내륜의 단면을 0.3mm 연마하여 볼만 

하중을 받는 구간(B)을 확대하였다. 

Fig. 4 Behavior of inner ring beyond the preload 

process. 
 

Fig. 4 와 같이 B 구간동안 볼은 축력에 의

해 변형했으며 허브와 내륜이 닿으면서 변위의 

증가량이 급격히 감소되는 현상을 보였다. 그

리고 B 구간동안 볼은 궤도륜과 Hertz contact을 

하게 되며 B 구간 동안의 토크를 측정해 본 결

과 Fig. 5와 같았다. 

 

시험 결과, B 구간에서는 하중 증가에 따라 

내륜의 변위 및 토크가 증가되는 경향을 보였

다. 그러나 휠베어링 유닛의 조립과정 중 변위

기준 0.1%, 하중기준 3%정도로 극히 작으며 

Fig. 2에서 B 구간보다 C구간에서 토크의 변화

가 컸던 점으로 미루어 0 세대 베어링과 달리 

순수하게 볼만 예압을 받는 B 구간에서 형성된 

토크가 휠베어링 유닛의 저항토크에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Fig. 5 Drag torque with and without seal at B 

section. 
 

3. 결론결론결론결론 
 

본 연구를 통해 조립과정에서 부여되는 축

력에 의한 자동차용 휠베어링 유닛의 전동 저

항토크를 시험적으로 살펴보았다.  

 

휠베어링 유닛은 B 구간부터 축력의 증가

에 따라 토크도 증가하였으나 볼에만 예압을 

가하는 B 구간이 하중 기준으로 3% 정도이고 

B 구간보다 C 구간에서의 토크 변화가 크기 때

문에 휠베어링 유닛에서는 B 구간에 형성된 토

크가 휠베어링 유닛의 토크를 결정한다고 볼 

수 없으며 Seal 의 간섭량이 Hertz 접촉에 따른 

볼의 회전모멘트 저항보다 전동 저항토크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

서 전동 저항토크의 개선을 위해서는 seal 의 

최적설계가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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