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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자동차 부품 중 드라이브 샤프트는 엔진에서 발생하는 토크를 바퀴에 전달하는 동력 전달장치의 

핵심 부품이다. 엔진에서 입력되는 비틀림 하중과 주행 중 발생하는 실동하중에 의한 부품의 파손을 방

지하기 위해, 고주파 열처리로 강도 및 피로수명이 개선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고주파 열처리에 따

른 드라이브 샤프트의 피로수명을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피로수명 평가기법을 구축하였다. 드라이

브 샤프트의 소재인 SAE10B38M2 강재로 모재 및 경화깊이가 서로 다른 고주파 열처리 시편 두 종을 

제작하여 비틀림 하중 하에서의 전단 변형률 제어 피로시험을 진행하였고, 변형률-수명 피로수명 평가

에 필요한 피로 물성값을 구하였다. 얻어진 피로 물성값을 이용하여 드라이브 샤프트의 변형률 기반 피

로해석을 진행하였으며, 얻어진 피로수명 결과를 시제품 피로시험 결과와 비교하여 해석기법의 타당성

을 검증하였다.

Abstract: The drive shaft of passenger vehicle has an important role in transmitting the torque between the power 
train system and the wheels. Torsional fatigue failures occur generally in the connection parts of the spline edge 
of the drive shaft, when there is significant fatigue damage under repeated twisting loads. A heat treatment, an 
induction hardening process, has been adopted to increase the torsional strength as well as the fatigue life of the 
drive shaft. However, it is still unclear how the extension of the induction hardening process in a used material 
relates to its shear-strain fatigue life range. In this study, a shear-strain controlled torsional-fatigue test with a 
specially designed specimen was conducted by an electro-dynamic torsional fatigue test machine. A finite element 
analysis of the drive shaft was carried out using the results obtained by the fatigue experiment. The estimated 
fatigue life was verified through a twisting load test of the real drive shaft in a test r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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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자동차 부품 중 드라이브 샤프트는 자동차의 

진행방향을 제어하는 조향 장치 역할을 보조함과 

동시에 엔진에서 발생하는 토크를 바퀴에 전달하

는 동력 전달 장치의 핵심부품이다. 드라이브 샤

프트는 자동차 엔진에서 발생하는 높은 토크와 

주행 중 발생하는 노면 충격 및 여러 환경 하중

에 대하여 높은 강도 및 강성 성능과 더불어, 피
로파괴에 대하여 충분한 저항성을 가져야 하며, 
아울러 부품의 신뢰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이러

한 기계적 요구 성능을 만족시키기 위해 드라이



김태영 · 김태안 · 한승호568

C Si Mn Ni Cr Mo V B

/100 (%) /1000 (%) xPPM

39~43 15~35 67~85 20↓ 97~120 5↓ 15~50 15~40

Table 1 Chemical compositions of SAE10B38M2 

Fig. 1 Specimen configuration

브 샤프트의 제조과정에서 후공정 일환으로 고주

파 열처리(Induction-hardening process)가 진행된다.
고주파 열처리에 따른 재료 특성 변화와 관련

된 선행연구로 강대현 등(1)은 고주파 열처리가 

고려된 액슬 샤프트의 정적 비틀림 거동을 유한

요소해석을 통해 예측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고준빈 등(2)은 자동차 등속 조인트에 사용하는 

강의 고주파 열처리에 따른 피로강도 영향을 파

악하여 피로수명 증대에 가장 적합한 경화깊이를 

분석하였으며, 이와 비슷한 연구로 김우강 등(3)은 

중공 드라이브 샤프트 설계에 관한 연구에서 경

화깊이에 따른 피로수명을 고찰하였다. 국대선 

등(4)은 비틀림 모멘트가 작용되는 중공 드라이브 

샤프트의 구조 안정성 분석 연구에서 고주파 열

처리 효과를 표면 경화 보정 계수를 이용하여 유

한요소해석을 통해 피로수명을 평가하였다. 허만

대 등(5)은 열처리를 고려한 파워트레인 부품의 

피로수명 평가를 위해 단축 인장 · 압축 피로시험

을 진행하여 피로 물성값을 구하였고, 변형률 기

반 피로수명 평가방법을 이용하여 피로수명을 유

한요소해석을 통해 평가하였다. 그러나, 고주파 

열처리에 따른 재료 특성 변화와 피로수명에 관

련된 선행연구가 많이 이루어졌지만, 주로 응력 

기반 피로수명 평가방법이 적용되었고, 변형률 

기반 피로수명 평가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도 인장 

성분을 고려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드라이브 샤

프트의 경우 자동차 주행 시 발생하는 높은 비틀

림 하중으로 노치부에 응력집중에 의한 높은 응

력이 발생하여 국부적으로 비선형 거동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전단변형률 기반 피로수명 평가가 

진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고주파 열처리에 따른 자동차 

드라이브 샤프트의 비틀림 하중에 대한 피로수명

을 평가하였다. 고주파 열처리에 따른 피로 특성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모재와 경화깊이가 서로 

다른 고주파 열처리 시편 두 종류를 제작하여 비

틀림 전단변형률 제어 피로시험을 진행하였고, 
변형률 기반 피로수명 평가방법에 필요한 피로 

물성값을 구하였다. 얻어진 피로 물성값을 유한

요소해석 프로그램인 ANSYS nCode DesignLife(6)

에 적용하여 드라이브 샤프트의 변형률 기반 피

로해석을 진행하였다. 피로해석으로 얻어진 결과

를 시제품을 이용한 피로시험의 결과와 비교하여 

해석 기법의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2. 시험방법

2.1 재료, 시편 및 비틀림 전단변형률 추정법

드라이브 샤프트의 사용 재료는 SAE10B38M2
로서 화학조성비는 Table 1과 같다. 비틀림 전단

변형률 제어실험을 위해 Fig. 1과 같은 시편을 제

작하였다.
제작된 시편의 표점간거리(Gage length) 단면이 

일정하지 않아 일반적인 계산방법으로는 비틀림 

각  및 비틀림 전단변형률 을 추정하기 어렵

다. 따라서 기존의 계산식을 아래 식과 같이 보

정하였다.

 


                 (1)

  
 
⋅                (2)

여기서,    



               

         















상식에서 는 시편 중앙에서 길이 방향 임의

의 위치,  는   위치의 단면 2차 모멘트,  
는 단면이 일정한 시편의 단면 2차 모멘트, 
는   위치에서 단면의 반지름, 그리고 는 형상

보정계수이다. 형상보정계수는 시편의 표점간거

리와 단면 2차 모멘트의 관계를 고려하여 단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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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ffective hardening depth : 0.9 mm

(b) Effective hardening depth : 1.7 mm
Fig. 2 Vickers hardness test results Fig. 3 Monotonic stress-strain curves

일정한 시편과 사용된 시편 형상에 대한 비율을 

나타낸다. 비틀림 전단변형률 추정식의 정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서로 다른 토크가 부과되는 조

건에서 유한요소해석을 수행하였다. 서로 간의 

오차가 5% 내외로, 제안한 비틀림 전단변형률 추

정식이 유효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2 고주파 열처리

경화깊이가 서로 다른 고주파 열처리 시편을 

만들기 위해, 시편에 맞는 가열코일(Coil)을 별도

로 제작하고 고주파 열처리가 진행되었다. 이후 

4시간 동안 템퍼링(Tempering)을 진행하여 열처리 

과정을 마무리하였다. 조직검사 과정에서 비커스 

경도 기준치 400 Hv를 만족하는 유효 경화깊이는 

각각 0.9 mm 및 1.7 mm로 측정되었으며, 이는 시

편 최소반경 4 mm 대비 22.5% 및 42.5% 깊이로 

경화되었음을 의미한다. Fig. 2는 비커스경도시험

의 결과이다.

2.3 비틀림 전단변형률 제어시험

비틀림 전단변형률 제어시험을 위하여 450 N·m 

용량의 서보전기모터 구동 방식의 비틀림 시험기

가 이용되었다. 본 연구에서 다음과 같은 3가지 

종류의 시험이 수행되었다. 첫 번째 시험은 정적 

비틀림 시험(Monotonic twisting test)으로 재료의 

정적 비틀림 거동을 살펴보고, 전단탄성계수 

를 구하였다. 두 번째 시험은 반복 변형률 제어 

증분단계시험(Cyclic strain-controlled incremental 
step test)으로 반복변형에 따른 재료의 경화·연화 

현상을 관찰하고, 반복 응력-변형률 선도(Cyclic 
stress-strain response curve)를 구하여 커브피팅을 

통해  ′와 ′을 얻어낸다. 마지막 시험은 반

복변형률 제어 피로시험(Cyclic strain-controlled 
fatigue test)으로 피로해석에 적용되는 변형률-수
명(   ) 선도의 재료물성치인 ′ , ′ ,   및 

을 구한다.

3. 시험결과

3.1 정적 비틀림 시험

Fig. 3은 정적 비틀림 시험의 결과이다. 모재의 

경우 뚜렷한 항복응력과 전단강도가 나타났으며, 
전단탄성계수 는 78.7 GPa로 얻어졌다. 고주파 

열처리 시편의 경우 유효 경화깊이가 커짐에 따

라 전단강도가 크게 증가하였으며 취성 거동이 

강하게 나타나면서 파단될 때까지의 변형률이 급

격히 감소하였다.

3.2 반복변형률 제어 증분단계시험

반복변형률 제어 증분단계시험을 위하여 7단계

의 변형률 증가·감소가 포함된 1개 블록이 설정

되었고, 경화·연화 현상이 안정화 될 때까지 여러 

번 진행되었다. 이를 통하여 아래 식과 같은 반

복 응력-변형률 선도가 얻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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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Cyclic stress-strain response curves (a) Base material

(b) Effective hardening depth : 0.9 mm

(c) Effective hardening depth : 1.7 mm
Fig. 5 Cyclic strain-life curves


∆
 

∆
  ′

∆

′


              (3)

모재의 경우 반복변형에 따라 경화현상이 발생

하였고 7개 블록 이후 반복 응력-변형률 선도가 

안정화되었으며, 고주파 열처리 시편의 경우 3개 

블록 이후 안정화 되었다. Fig. 4는 안정화 된 이

후 블록에서 얻어진 반복 응력-변형률 선도이다. 
모재의 반복 응력-변형률 선도는 변형률 폭이 넓

은 형태를 보여주고 있으며, 고주파 열처리 시편

의 경우 좁은 폭의 반복 응력-변형률 선도가 나

타났다. 반복 응력-변형률 선도의  ′와 ′를 그

림에 같이 표기하였다.

3.3 반복변형률 제어 피로시험

반복변형률 제어 피로시험을 위해 각 시편의 

종류에 따라 8~10개의 시편이 사용되었다. 시험

기 속도를 1 Hz로 일정하게 유지하였으며 무한수

명 기준(Run-out)은 2,000,000 cycles로 설정하였

다. 실험결과를 아래 식과 같이 Basquin의 탄성변

형률과 Manson-Coffin의 소성변형률의 합으로 표

현되는 반복 변형률-수명(   ) 선도(7~9)로 커브

피팅하였다.


∆
 

′
 

  ′             (4)

여기서, ′와 ′는 피로전단강도계수 및 피로

전단연성계수이며, 와 은 비틀림 전단성분에 

대한 피로강도지수 및 피로연성지수이다. 파괴수

명은 ASTM E606/E606M(10) 규격에서 제안된 초

기하중 대비 하중전달능력의 50% 감소로 정의하

였다. Fig. 5는 실험결과 및 이를 커브피팅한 

    선도와 재료물성치 ′ , ′ ,   및 를 

나타낸 결과이다.
모재의 경우 약 3,600 cycles에서 탄성변형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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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3D CAD model of drive shaft

(a) Load case : 0~134 kgf·m

(b) Load case : 0~188 kgf·m

Fig. 7 Results of fatigue life estimation

소성변형률 선도가 교차하는 천이수명이 뚜렷하

게 나타나는 것에 비하여 고주파 열처리 시편에

서는 이러한 현상이 관찰되지 않았다. 이는 고주

파 열처리 시편의 강한 취성거동으로 전 수명영

역에 걸쳐 탄성변형률이 피로수명에 지배적인 역

할을 하기 때문이다. 유효 경화깊이 0.9 mm 및 

1.7 mm 시편에 대한 변형률-수명 선도는 유사하

였다. 극한강도 및 표면경도가 일정 이상 확보될 

경우 비슷한 피로수명을 갖는다는 이론과 일정 

유효 경화깊이 이상부터 피로거동이 유사하다는 

연구결과(2,3)와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4. 드라이브 샤프트의 피로수명 평가

4.1 드라이브 샤프트

드라이브 샤프트는 Fig. 6과 같이 Tripod Joint 
(TJ)와 Birfield Joint(BJ)에 체결되는 축(Shaft)과 

관(Tube)으로 구성되어 있다. 축과 관은 마찰용접

으로 접합되어 있고 피로강도는 충분히 고려하여 

설계되어 있다. TJ 및 BJ에 체결되는 축은 스플

라인 가공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고주파 열처리가 

되어 있다. 해당 드라이브 샤프트의 열처리 경화

깊이는 5 mm이며, 경화깊이 비율은 축의 평균직

경 25 mm 기준으로 40% 수준이다.

4.2 피로수명 평가 

피로해석은 ANSYS nCode DesignLife(6)을 이용

하여 수행되었으며, 드라이브 샤프트에 적용된 

피로물성값은 축의 경화깊이 비율 40%와 유사한 

유효 경화깊이 1.7 mm 시편의 것이 적용되었다. 
하중경계조건으로 TJ 체결 축의 스플라인 부분은 

고정하였으며, BJ 체결 축의 스플라인 부분에는 

토크가 부과되었다. 부과된 토크는 가속시험 조

건인 0~134 kgf · m 및 0~188 kgf · m이다. 응력조합

방법으로 Maximum Shear Strain 이론이 적용되었

고, 탄소성변형률 보정을 위하여 Hoffmann과 

Seeger가 제안한 등가응력-변형률기법이 적용되었

고, 평균응력 효과를 고려하기 위해 SWT이론(11)

이 사용되었다. 크기효과(Size effect) 계수(12)는 축

의 평균직경을 고려하여 0.87로 하였고, 표면마무

리 효과(Surface roughness effect)는 드라이브 샤프

트 제조공정의 가공 표면거칠기 값을 이용하

여 FKM-Richtlinie(13)에서 제안된 관계식으로 고려

되었다.
유한요소해석을 위하여 메시 크기가 1.5mm이

고 평균 메시 품질이 0.87인 유한요소모델을 만

들었다. TJ 및 BJ 체결 축은 테트라 메시로 그리

고 Tube는 헥사 메시로 형성되었다. 이때, 노드와 

요소는 각각 585,654개 및 376,740개이다. Fig. 7
은 유한요소해석으로 얻어진 드라이브 샤프트 피

로수명 결과이다. 0~134 kgf · m 및 0~188 kgf · m 
하중조건에서 최소수명은 각각 1,884,000 및 

125,900 cycles로 계산되었으며, 최소수명이 나타

난 부위는 두 경우 모두 BJ 체결 축 스플라인 가

공이 시작되는 곳에서 나타났다.

4.3 시제품 피로시험 및 고찰

피로수명 해석 결과를 검증하기 위해, 드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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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ad case
Rig test Analysis

(cycles)
0~134 kgf·m 1,454,418 1,884,000
0~188 kgf·m 129,721 125,900

Table 2 Fatigue life obtained by rig test and analysis

(a) Load case : 0~134 kgf·m

(b) Load case : 0~188 kgf·m

Fig. 8 Rig tests and fatigue failures occurred at BJ

브 샤프트 시제품을 이용하여 피로시험을 실시하

였다. 시제품 피로시험은 자동차 부품업체에서 보

유하고 있는 유압서보식 비틀림 피로시험기를 이

용하여 진행되었고, 0~134 kgf · m과 0~188 kgf · m
의 하중조건에서 피로수명이 각각 1,000,000 및 

150,000 cycles 이상을 만족하는 가속시험 조건의 

성능시험으로 진행되었다.
Fig. 8은 시제품 피로시험의 결과이다. 두 가지 

하중조건에서 모두 BJ 체결 축 스플라인 시작 부

분에서 피로파손이 발생하였으며, 피로해석에서 

예측된 피로파손 위험도가 가장 높은 부분과 일

치하였다.
시제품의 피로시험 결과와 해석에서 얻은 피로

수명 평가 결과를 Table 2에 정리하였다. 하중조

건이 0~134 kgf·m인 경우 두 결과 모두 가속시험 

조건을 만족하였다. 그러나 피로수명 해석 결과

가 시제품의 피로시험 결과보다 다소 크게 얻어

진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피로한도 영역에서 일

반적으로 나타나는 피로거동의 높은 변동성에 기

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비틀림 하중 

0~188 kgf · m인 경우 시제품 시험과 피로해석을 

통해 드라이브 샤프트는 요구수명을 만족하지 못

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피로해석으로 추정된 

피로수명은 시제품 시험을 통해 얻은 결과와 일

치하였다.
본 연구에서 수행한 피로해석 기법은 시제품 

시험으로 통해 얻은 피로수명과 유사한 결과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를 실무에 적용하면 제품의 

요구수명 만족 여부를 보다 정교하게 추정할 수 

있어 시제품 인증시험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고주파 열처리된 자동차 드라이

브 샤프트의 피로수명을 평가하기 위하여, 열처

리를 통하여 유효 경화깊이가 서로 다른 시편을 

제작하여 비틀림 전단변형률 제어시험을 수행하

였다. 얻어진 재료 물성값을 이용하여 피로해석

을 통한 드라이브 샤프트의 피로수명을 평가하였

으며, 시제품 피로시험 결과와 비교하여 해석결

과를 검증하였다.
(1) 시편의 비틀림 전단변형률 제어시험을 통하

여 드라이브 샤프트 피로수명 평가에 필요한 재

료 물성값  ,  ′ , ′ , ′ , ′ ,   및 을 구하

였다.
(2) 유효 경화깊이 0.9 mm 및 1.7 mm 시편에 대

한 변형률-수명(   ) 선도는 서로 유사하였다.

(3) 드라이브 샤프트의 경화깊이 비율 40%와 

유사한 유효 경화깊이 1.7 mm 시편의 재료물성값

을 이용한 피로수명 평가에서 비틀림 하중조건 

0~134 kgf · m 및 0~188 kgf · m에 추정된 피로수명

은 각각 1,884,000 cycles 및 125,900 cycles이다.
(4) 피로해석 결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실시된 

시제품 피로시험에서는 실제 파손부위가 피로해

석에서 추정된 파손 위치와 일치하였고, 피로해

석을 통해 추정된 피로수명은 시제품 피로시험의 

결과와 비교하여 피로한도 영역에서 다소 길게 

평가되었지만, 그 외의 영역에서는 거의 일치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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