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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휠 운동의 피동 모드와 비-피동 모드간의 전환을 이루기 위하여, 휠의 구동하도록 맞물림/분리(engageme

nt/disengagement)하기에 적합한 클러치를 포함하는 차량용 일체형 휠 단부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한 지지부가 차

량의 프레임에 연결되고, 가늘고 긴 스핀들이 상기 지지부의 베어링에 장착된다. 스핀들의 외측 단부는 그 위에 장착

된 휠을 지니며, 스핀들의 내측 단부는 그 주변에 배열된 맞물림 요소를 지니는 반경방향 외향으로 연장하는 플랜지를

지닌다. 피동 샤프트는 스핀들의 플랜지에 인접한 주위에 배열된 복수개의 맞물림 요소를 갖는다. 활주 클러치 부재

는, 샤프트와 스핀들 플랜지상의 맞물림 요소들을 동시에 맞물리게 하여 이들 사이에 구동 연결부를 제공하는 구동 

위치와 이러한 동시적인 맞물림 존재하지 않는 비-구동 위치 사이에서 전위 가능하다. 구동 위치와 비-구동 위치 사

이에서 상기 클러치 부재를 이동시키도록 선택적으로 작동되는 액추에이터가 제공된다.

대표도

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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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에 합체되는 차량 구동 시스템의 개략도.

도 2는 본 발명의 한 실시예에 따른 휠을 장착하는 휠 단부 시스템 또는 유닛을 제시하는 도 1의 선 2-2 를 따라 취해

진 확대 개략도.

도 3은 도 1의 선 2-2 를 따라 본 발명의 한 실시예에 따라 구성된 일체형 휠 단부 시스템 또는 유닛의 확대 횡단면도

.

도 4는 본 발명에 따른 일체형 휠 단부 시스템 또는 유닛의 다른 실시예의 도 3과 유사한 확대 횡단면도.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2 : 후방 휠 38 : 내측 원통형 보어

3 : 트랜스미션 40 : 원주형 리브

5 : 트랜스퍼 케이스 42, 44 : 베어링 조립체

6 : 전방 프로펠러 샤프트 48 : 롤러

7 : 차동장치 50 : 스핀들

8 : 구동 샤프트 축 54 : 나사산

10 : 전방 휠 56 : 스플라인

12 : 휠 장착용 회전자 74 : 링 기어

14 : 휠 단부 시스템 82 : 전자 액추에이터

16 : 도로면 84 : 인디케이터 링

20 : 중심선 182 : 다이어프램

22 : 지지부 190 : 도관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차량용의 일체형 휠 단부 시스템 또는 유닛에 관한 것이며, 보다 구체적으로는, 선택된 휠을 멈추거나 움직

이게 하기 위하여 구동 부품과 피동 부품을 연결 및 분리하기 위한 위치 사이에서 전위(轉位)가능한 클러치를 포함하

는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은 특히 전방 휠 또는 후방 휠이 필요한 경우에만 구동 트레인(drive train)에 의해 구동되도록 맞물리는 4륜

구동 차량에 적용된다. 설명을 위하여, 후방 휠은 항상 구동되는 것으로 가정하고, 전방 휠은 구동 트레인에 의해 구동

되도록 선택적으로 맞물리는 휠 세트로 언급된다. 차량 트랜스미션에 연결된 트랜스퍼 케이스는 필요에 따라 맞물리

게 하거나 또는 분리되도록 하기에 적절한 전동장치(傳動裝置)를 갖는다. 트랜스퍼 케이스의 전동장치의 맞물림은, 

전방 휠을 구동하는 전방 구동 트레인에 선택적으로 동력을 공급한다. 전방 구동 트레인이 동력을 받고 있을 때는 전

방 휠을 전방 구동 트레인과 맞물리게 하고, 전방 구동 트레인이 아이들(idle)상태에 있을 때는 상기 휠을 분리시킬 수

있다면 바람직하다. 상기와 같이 구동 트레인으로부터 전방 휠을 분리시키는 것은, 차량이 추진됨에 따라 전방 휠이 

구동되는 결과로서, 구동 트레인의 강제 회전을 방지한다.

따라서, 여기에 주어진 예에서는, 연결/분리 기구를 필요로 하는 구동 트레인에 2가지의 위치가 있음을 알 수 있을 것

이다. 설명을 위해, 이후로 본 발명은 단순히 차량의 단부 유닛에 관하여만 설명하지만, 차량의 어느 부분이 주 구동 

작용(primary drive function)을 하는지에 따라, 전방 휠 또는 후방 휠을 위한 용도 중 어느 것으로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연결/분리 허브(hub)시스템을 구비한 4륜 구동 차량에서, 차량은 허브용 베어링을 형성하는 차량의 프레

임에 연결된 지지부를 가지며, 휠은 상기 지지부로부터 차량의 측면 바같쪽으로 장착된다. 종래의 연결/분리 허브 시

스템은 보통 지지부로부터 측면 바깥쪽으로 또한 휠의 중심 영역내에 장착된다.

이러한 종래의 장치는 일반적으로 연결/분리 특성을 제공하는데 필요한 작동 기구를 수용하기 위하여 차량을 넘어서 

측방향 외향으로 연장하는 유닛을 필요로 하여왔다. 상기 유닛은 휠의 중심부분의 영역내에 꼭 맞아야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분리 위치에서 상호 상대적으로 회전하는 작은 직경의 부품을 가지며, 또한 피동 작동을 위하여 그것을 

체결하도록 상호연결하는 스플라인 또는 기타 다른 체결 수단을 갖는다. 부품 직경의 제한으로 인하여, 관련된 종래의

장치는 구동 상태에 있는 휠에 필요한 토크를 전달하기 위하여 상당히 무거운 요소를 필요로 하였다.

더욱이, 그러한 종래의 허브는 눈에 거슬리거나 또는 다른 단점을 갖는 측면 바깥쪽으로 연장하는 부분을 갖고 있다.

종래의 연결/분리 허브 유닛에서는, 지지부와 허브사이에 제공된 베어링 세트는, 허브 유닛의 윤곽에 기인하여, 종종 

특별히 설계된 베어링과 지지부를 필요로 해왔다. 더욱이, 종래의 허브 유닛의 축방향 크기는 종종 바람직한 스크럽(s

crub) 반경 또는 스티어링 오프셋(steering offset)을 얻는 것이 곤란하였다. 부연 설명하면, 스크럽 반경 또는 스티어

링 오프셋은 킹 핀 축의 연장선이 도로 면과 교차하는 점과 타이어와 도로간의 접촉영역 또는 패치(patch)의 중심 사

이의 거리로 정의된다. 킹 핀 축선이 타이어와 도로면간의 접촉영역 중심과 교차할 때, 제로 오프셋 또는 스크럽 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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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얻어진다. 정(positive)의 오프셋은, 킹 핀 축 선이 타이어/도로 접촉영역의 중심으로부터 차량에 대하여 측면 안쪽

으로 이격되어 있을 때 얻어진다. 부(negative)의 오프셋은 킹 핀 축선이 타이어/도로 접촉영역의 중심을 넘어서 차량

에 대하여 측면 바깥쪽으로 도로와 교차할 때 얻어진다. 종래의 장치로는 적당한 스티어링 오프셋 또는 스크럽 반경을

얻는 것이 곤란하였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의 일반적인 목적은, 종래의 시스템의 상기의 결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휠 운동의 피동 모드(driven mode)와 

비-피동 모드(non-driven mode)간의 전환을 이루도록, 휠의 구동하도록 맞물림/분리(연결/분리)하기에 적합한 클러

치 시스템을 포함하는 신규한 일체형 휠 단부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본 발명의 목적은 휠을 그 위에 장착하기 위하여 적용되는 외측 단부 부분과, 차량의 중심으로 향하

여 내향으로 배치되어, 플랜지가 그곳으로부터 반경방향 외향으로 연장하며 그 위에 형성된 맞물림 요소를 지니는 내

측 부분을 지니는 가늘고 긴 스핀들과, 플랜지에 인접하여 동력 회전되도록 적용되며, 그 주위에 배치된 맞물림 요소

들을 지니는 구동 요소와, 스핀들이 구동 요소의 동력 회전에 의해 구동되는 맞물림 위치와 그들 사이를 연결하여 구

동시키지 않는 비-맞물림 위치 사이를 전위가능한 클러치 부재를 포함하는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종래의 장치보다 축방향에 있어서 보다 소형화되고 또한 표준의 저렴한 베어링 조립체를 사

용할 수 있는 동시에 상기 유닛에 대한 충분한 지지를 제공할 수 있는, 휠 운동의 피동 모드와 비-피동 모드간의 전환

을 이루기 위하여 휠의 맞물림/분리를 위한 신규한 클러치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피동 모드와 비-피동 모드간에 맞물림/분리를 이루기 위한 작동기구가 내측에서 비교적 

보호된 영역에서 주요 지지부상에 장착되어, 동작이 간단하고 효과적인 신규한 클러치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여러가지 동작 특성을 감지하도록 휠 단부 시스템내에서 회전 기구의 일부로 향하는 밀폐

된 감지 수단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부가적인 목적 및 이점은, 최적의 구동 성능을 제공하도록, 스크럽 반경 또는 스티어링 오프셋을 감소시킬 

수 있는 신규한 일체형 휠 단부 유닛을 제공하는 것이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본 발명의 한 실시예에 따르면, 상기 스핀들은, 차량의 프레임에 연결된 지 지부에 베어링에 의해 지지되며, 베어링 

지지부로부터 차량의 중심을 향하여 내향으로 배치된 스핀들의 반경방향으로 향한 플랜지를 지니는 스핀들이다. 상기

플랜지는 구동 부재에 선택적으로 그것을 상호 연결하는 클러치 부재에 의해 맞물리도록 스핀들의 나머지 부분으로

부터 반경방향 바깥쪽으로 연장한다. 상기 시스템내의 그 위치로 인해, 상기 반경방향 바깥쪽으로 향한 플랜지는 종

래의 허브 클러치 시스템에서 일반적으로 발견되는 것보다도 더 큰 직경을 이룰 수 있으며, 보다 큰 회전 토크를 가하

여, 요구되는 것보다 가벼운 부품을 지니는 휠 조립체에 그 토크를 전달하는 것이 가능하다. 부연 설명하자면, 상기 시

스템에 대하여 필요한 토크를 발생하도록 보다 적은 접선력이 플랜지의 보다 큰 직경의 맞물림 위치에서 요구되며, 

따라서 종래에 가능했던 것보다 더 가벼운 스핀들 재료와 커넥터 부재를 사용할 수 있다.

이제, 도 1을 참조하면, 파트타임식 4륜구동 차량용의 구동 기구가 도시되어 있다. 후방 프로펠러 샤프트(4)를 회전시

키는 트랜스미션(3)은 차량 엔진(E)의 회전동력을 후방 휠(2)에 전달한다. 도시된 실시예에서는, 후방 휠(2)은 주 구

동 휠이고, 일반적으로 풀타임 구동된다.

엔진(E)의 회전동력은 트랜스미션(3)에 연결된 트랜스퍼 케이스(5)에 의해 전방 휠(10)에 전달되며, 상기 트랜스미션

(3)은 전방 차동장치(7)에 연결된 전방 프로펠러 샤프트(6)를 회전시킨다. 구동 샤프트 축(8)는, 전방 휠(10)을 회전시

키기 위하여 차동장치(7)로부터 측방으로 차량 중심의 반대측에서 외향으로 향하여 연장한다. 휠(10)은 허브의 일체

형 휠 단부 조립체(14)에 장착된다. 상기 조립체는 도 1에는 도시되어 있지 않으나, 다음 도면에서 도시되어 있으며, 

후술된다.

공지된 바와 같이, 트랜스퍼 케이스(5)는, 전위 기구(shift mechanism)를 갖는데, 이것은, 전방 프로펠러 샤프트(6)에

회전동력을 공급하기 위하여 또는 이러한 회전동력을 공급하지 않기 위하여, 참조번호 (9)로 도시된 셀렉터(selector

)를 통하여 차량상의 원격장소로부터 오퍼레이터에 의해 작동된다. 그러므로, 상기 차량은 트랜스퍼 케이스의 전위 

선택에 따라, 2륜 구동(이 경우에는 후방 휠(2)만 구동됨)방식으로, 또는 4륜 구동(이 경우에는 휠(2, 10)이 전부 구동

됨)방식으로 작동된다.

도 2를 참조하면, 각각의 휠(10)은 금속 휠 부분(10a)과 타이어 부분(10b)을 포함한다. 휠(10)은 본 발명의 한 실시예

에 따라 제작된 일체형 휠 단부 시스템 또는 유닛(14)에 의해 차량에 장착된 휠 장착용 회전자(12)에 고정되어 있다.

타이어(10b)는 도로면(16) 위에서 주행되며, 일반적으로 참조번호 (18)로 도시된 접촉면 또는 패치에서 도로면에 접

촉한다. 수직의 중심선(20)은 휠과 패치(18)를 이등분한다.

스티어링 너클 또는 지지부(22)는 현가 구조물(24)을 통하여 차량 프레임에 연결되거나 또는 장착된다. 휠이 그 주위

에서 선회 또는 스티어링가능한 축은 킹 핀 축을 의미하며, 참조번호 (30)으로 나타내었다. 본 발명의 휠 단부 유닛의 

구조에서는, 킹 핀 축(30)은 도 2에 도시된 바와 같이, 중심선(20)이 도로와 만나는 곳에서 이 중심선과 교차하도록 

배치된다. 이것은 이른바 제로 오프셋 또는 스크럽 반경을 발생시킨다.

구동 샤프트 축(8)은 그 외측 단부에서 휠 단부 시스템(14)에 연결되고, 샤프트 축의 나머지 부분은 차량의 중심을 향

하여 측면 안쪽으로 연장하여, 차동 장치(7)와 연결되어 작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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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차량의 통상적인 운전은, 1세트의 휠을 항상 구동시키고(예를들면, 후방 휠), 다른 세트의 휠(예를들면, 전방 휠

의 세트)을 필요에 따라 동력 구동하도록 맞물리게 하여 이루어진다. 구동 동력은, 트랜스퍼 케이스에 의해 전방 휠에

전달되며, 상기 트랜스퍼 케이스는, 사용하는 트랜스퍼 케이스의 형식에 따라, 오퍼레이터에 의해 작동되거나 또는 

작동신호가 있는 즉시 자동적으로 작동된다.

도 3은 확대된 횡단면도이며,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일체형 휠 단부 유닛 또는 시스템(14)을 도시하고 있다. 구

동 샤프트 축(8)과 휠(10)은 연결되고, 따라서 상기 차량은 트랜스퍼 케이스의 작동만을 통해서 2륜구동과 4륜구동 

간의 전위가 이루어지는 것이 이해될 것이다. 그러나, 상세히 후술되는 바와같이, 차량이 2륜구동 모드에서 구동될 때

, 만일 휠 단부 유닛중의 클러치 기구가 샤프트에 연결된 상태를 유지한다면, 휠(10)은 구동 샤프트 축(8)의 회전을 강

제할 것이다. 이는, 동력을 소모하고, 구동 샤프트 축(8)에 연결된 구동 트레인의 일부에 불필요한 마모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러므로, 전방 휠(10)은, 바람직하게는 차량을 4륜 구동으로 운전할 때에만, 구동 샤프트

축(8)에 연결되어 구동된다.

도 3은 너클 또는 지지부(22)의 일부, 구동 샤프트 축(8)의 외측 단부 부분, 휠(10)의 일부 및 휠을 샤프트 축에 연결

시키고 분리시키기 위한 클러치 기구를 도 시하고 있다. 휠 장착부는, 여기에서 사용되고 있는 바와같이 밀링 스핀들 

형식(live spindle type)이며, 이것은 스핀들이 휠에 대한 베어링 지지부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상기 조립체는 차

량에 대하여 측방으로 연장하는 중심축(36)을 갖는다.

전술한 바와 같이, 지지부(22)는 일반적으로 참조번호 (24)로 도시한 현가 구조물을 통하여 차량의 프레임상에 지지

된다. 너클 또는 지지부는 베어링 덮개를 형성하는 내측 원통형 보어(38)를 갖는다. 원주형 리브(40)는 보어(38) 양 

단부 사이의 중간에 형성된다.

1쌍의 이격된 롤러 베어링 조립체(42, 44)는 한쪽의 베어링 조립체를 리브(40)의 일측에, 그리고 다른쪽의 베어링 조

립체를 반대측에 배치하여, 베어링 덮개 또는 보어(38)내에 장착되고 지지된다. 베어링 조립체는 내측 베어링 레이스

(42a, 44a)와 외측 베어링 레이스(42b, 44b)를 각각 포함한다. 레이스(42b, 44b)의 반경방향 내측으로 향한 표면은 

상기 조립체의 중심축(36)에 대하여 정반대의 각도를 이루어 경사져 있지만, 내측 레이스(42a, 44a)의 반경방향 외측

으로 향한 면은 각각의 외측 레이스의 대향하는 표면에 평행한 각도를 이루어 경사져 있다.

복수의 롤러(48)는 내측 레이스와 외측 레이스간에 회전가능하게 수용된다. 본 발명의 시스템의 구조는 상업적으로 

입수가능한 표준형 베어링 조립체가 사용될 수 있도록 된 것이다.

가늘고 긴 원통형 스핀들(50)은 내측 레이스(42a, 44a)의 내측 베어링 지지 부 부분내에 수용되어, 지지된다. 스핀들(

50)은 내측 보어(50a)를 갖는 가늘고 긴 중공의 관형 부재이다. 스핀들은 그 최외측 단부에 인접한 나사산(54)과 함

께, 지지부(22)로부터 측면 바깥쪽으로 이격된 외측 단부 부분(50b)을 갖는다. 일련의 스플라인(56)이 나사산(54)에 

인접한 스핀들의 외측 표면 주위의 주변에 배치되어 있으며, 스플라인은 축(36)에 평행하게 연장된다.

휠 장착용 회전자(12)는 관통하여 연장하는 스플라인 보어(58)를 갖는다. 보어(58)내의 스플라인은 스핀들상의 스플

라인(56)과 맞물려, 회전자가 스핀들상에 장착될 때 회전자가 이에 대하여 상대 회전하지 않도록 고정된다. 나사산(5

4)과 나사결합된 장착 너트(60)는 스핀들의 외측 단부 부분에 회전자(12)를 고정시킨다. 이어서, 휠(10)은 예를들면 

참조번호 (57)로 도시된 바와같이 다수의 너트와 볼트 조합체에 의해 회전자(12)에 고정된다.

스플라인(56)이 형성된 부분으로부터 차량의 중심을 향해, 측면 안쪽으로 진행하면, 스핀들의 중심 부분은 베어링 조

립체의 내측 레이스(42a, 44a)내에 들어맞는 직경의 원통형 외측 표면 부분(50c)을 갖는다.

스핀들(50)의 내측 단부 또는 부분에 있어서, 원형 플랜지(50d)가 중심 부분(50c)의 외경을 넘어 반경방향 바깥쪽으

로 연장한다. 상기 도시된 실시예의 플랜지(50d)의 직경은 스핀들의 부분(50c)의 외경보다 적어도 40% 더 크다. 플

랜지(50d)의 외측 주변 림은 그 주위에 배열된 맞물림 요소 또는 바깥쪽으로 향하는 톱니(50e : tooth)를 갖는다.

스핀들(50)의 장착부는, 스핀들 및 그것에 부착된 휠이, 지지부(22)내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회전하도록 베어링 조립

체(42, 44)에 의해 회전가능하게 지지되도록 된다.

도 3을 참조하면, 구동 샤프트 축(8)의 단부 부분(64)은 스핀들의 내측 보어(50a)보다 작은 직경으로 되며, 스핀들내

로 축방향으로 연장한다. 2개의 이격된 롤러-베어링 조립체(66, 68)는, 스핀들내에서 구동 샤프트의 단부 부분을 회

전 가능하게 지지하도록, 스핀들의 보어(50a)와 구동 샤프트 축(8)의 단부 부분(64) 사이에 삽입되어 있다. 그러므로,

구동 샤프트 축(8)과 스핀들(50)은 중심축(36)과 일치하는 실질적으로 공통의 회전축을 갖는다.

구동 샤프트 축(8)은 스핀들의 플랜지(50d)상의 톱니(50e)에 인접한 그 주변 에지 주위에 배열된 복수의 맞물림 요소

또는 톱니(70 : tooth)를 갖는다. 톱니(70, 50e)는 후술되는 목적을 위하여 실질적으로 공통의 형상과 간격을 갖는다.

클러치 부재로서도 인용되는 회전가능한 원통형 링 기어(74)는, 구동 샤프트 축(8)상의 톱니(70) 및 플랜지(50d)상의

톱니(50e)와 맞물리도록 크기 및 위치가 해진 복수의 안쪽방향 맞물림 요소 또는 톱니(76 : tooth)를 갖는다. 링 기어

는 조립체내에서 축방향으로, 또한 축(36)에 평행하게 활주가능하다. 링 기어는 도 3의 상부에서 제 1의 비-구동 위

치에 도시되어 있으며, 여기에서는 링 기어의 톱니(76)는 구동 샤프트 축(8)상의 톱니(70)하고만 맞물려 있다. 톱니(7

6)는 이 위치에서 톱니(50e)와 맞물리지 않는다. 링 기어는 도 3의 하부에 도시된 바와 같이, 제 2의 구동 위치에 축

방향으로 전위가능하며, 이 위치에서 링 기어상의 톱니(76)는 톱니(70, 50e)와 동시에 맞물린다. 이것은 휠(10)을 구

동하기 위해 구동 샤프트 축(8)과 스핀들(50) 사이를 연결한다.

도 3의 실시예에서, 링 기어(74)의 축방향 전위를 발생시키는 작동은 압축 스프링(80) 및 전자(electromagnetic) 액

추에이터(82)에 의해 제공된다. 더 설명하자면, 압축 스프링(80)은, 링 기어를 선택된 스프링 바이어스력하에 샤프트 

및 스핀들과 구동 맞물리는 위치를 향해 도 3의 하부 섹션에 도시된 바와같이 도 3에서 우측으로 밀기 위하여 링 기어

(74)와 구동 샤프트 축(8)상의 숄더(8a)사이에 삽입된다.

전자 액추에이터(82)는 지지부(22)에 고정된 전자 링을 포함하는데, 이 링에 전력이 목적하는 만큼 공급될 것이다. 링

기어(74)는 자력(磁力)을 갖는 재료로 제조된다. 전자석(82)을 작동시키면, 링 기어는 자력에 의해 도 3의 상부에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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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된 위치로 끌려, 스핀들의 플랜지(50d)상의 톱니(50e)와의 맞물림으로부터 벗어난다. 전자석(82)은 링 기어에 상기

제 1의 위치로 향하는 힘을 유도하는데, 이 힘은 스프링(80)에 의해 그것에 부과되는 힘보다 크게 되어, 스프링(80)이

압축되며, 링 기어가 이동하여 스핀들과의 접촉으로부터 벗어난다. 역으로, 전자석이 작동되지 않을 경우에는, 스프링

(80)은 도 2의 하반부에 도시된 바와 같은 연동위치로 링 기어(74)를 추진하여, 구동 샤프트 축(8)과 스핀들(50) 사이

를 연결하여 구동시킨다.

인디케이터 링(84)이 스핀들(50) 상에 장착되며, 스핀들(50)과 함께 회전가능하다. 광학 센서와 같은 센서 유닛(88)

이 지지부(22)내에 장착되며, 인디케이터 링(84) 쪽으로 향한다. 이 센서는 안티로크 브레이킹 시스템을 적당히 작동

시키기 위하여, 또는 스핀들/허브 조립체의 온도 또는 그 밖의 특성을 결정하기 위하여, 스핀들(50)과 그 위에 장착된 

휠의 회전을 감지하도록 될 수 있다. 너클 조립체내에 고정상태로 장착되어 체결됨으로써, 센서 유닛은 손상되지 않

도록 보호되며 요소로부터도 보호된다. 조립체는 전체적으로 밀폐되며, 상기 밀폐구조는 상세히 설명하지는 않지만, 

먼지, 수분 등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회전 부품들 사이를 밀폐한다.

본 발명의 제 2 실시예가 도 4에 도시되어 있다. 이 실시예의 일반적인 구조는 도 3에서 도시된 것과 실질적으로 유사

하다. 그러나, 전자 액추에이터 대신에, 유압 액추에이터가 사용된다. 더 설명하자면, 구동 샤프트 축(108)은 그 주위

에 배열된 톱니(170 : tooth)를 갖는다. 이들 톱니는 스핀들(150)의 플랜지(150d)상의 톱니(150e)에 인접한다.

내향의 톱니(176 : tooth)를 갖는 링 기어(174)는 도 4의 상부와 도 4의 하부에 도시된 2개의 위치사이에서 전위가능

하다. 도 4의 하부에서, 링 기어상의 톱니(176)는 구동 샤프트 축(108)상의 톱니(170)하고만 맞물린다. 링 기어(174)

가 횡방향 외측으로 도 4의 상부에 도시된 위치로 전위되면, 링 기어상의 톱니(176)는 동시에 구동 샤프트 축과 스핀

들상의 톱니(170, 150e)와 맞물리며, 샤프트 축(108)과 스핀들(150) 사이를 상호 연결하여 구동한다.

링 기어(174)를 이들 2개의 위치사이에서 전위시키기 위한 액추에이터는 유압 작동된다. 이것은 지지부(122)에 체결

된 링형의 저장소(180)를 포함한다. 가요성의 다이어프램(182)이 저장소(180)의 외향 가장자리를 둘러싸고 있으며, 

링(184) 에 의해 배접(裵接)되어 있다. 상기 저장소내의 압축 스프링(186)은 링(184)과 다이어프램(182)을 바깥쪽으

로, 도 4의 상반부에 도시된 위치로 강제한다. 링 기어(174)는 다이어프램(182)과 링(184)에 그것과 함께 전위하도록

연결되어 있다.

유압라인 또는 도관(190)은 저장소(180)의 내부와 연통한다. 링 기어(174)를 그 비맞물림 위치로 전위시키고자 할 

때는, 도 4의 하반부에 도시된 바와 같이, 주위보다 더 낮은 압력이 도관(190)과 저장소(180)내로 인입되고, 다이어프

램이 도 4의 하반부에 도시된 위치로 끌려, 링 기어(174)를 그것과 함께 끌어당긴다. 구동 샤프트 축과 스핀들 사이를

연동시키고자 할 때는, 도관(190)내의 주위보다 더 낮은 압력이 해제되고, 스프링(186)이 링(184), 다이어프램(182) 

및 링 기어(174)를 도 4의 상반부에 도시한 맞물림 위치로 추진시킨다.

도시된 각각의 실시예에서, 회전자(12)를 통하여 스핀들(50)상에 장착된 휠은 링 기어가 분리될 때, 지지부(22)의 베

어링 조립체(42, 44)내로 스핀들(50)의 장착에 의해 거의 자유롭게 회전가능하다. 지지부(22)와 스핀들의 설계와 구

조에 따라, 상업적으로 입수가능한 규격품의 베어링 조립체를 사용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스핀들을 충분히 지지할 수 

있는 적절한 공간이 이들 사이에 제공되기 때문이다.

스핀들상의 반경방향 플랜지와 작동 기구가 허브 조립체내에서 적절히 내향으로 위치하고 있으면, 그것들은 보호된

다. 더욱이, 스핀들상의 맞물림 플랜지의 직경 증가에 기인하여, 과도한 질량이 요구되지 않으면서도 증가된 토크의 

전달이 가능하게 된다. 이러한 구조의 추가의 이점은, 클러치용 액추에이터가 비교적 안정 한 지지부에 체결될 수 있

다는 것이다. 따라서, 전자석에 이르는 전도체 또는 저장소(180)에 이르는 도관(190)과 같은 제어도관이 유리하게 장

착되어, 보호된다.

작동시에, 도 3에 도시한 실시예의 전자석(82)을 작동시키거나 또는 도 4의 실시예의 액추에이터중에 주위보다 더 낮

은 압력을 발생시킴으로써, 클러치를 분리시키는 것은 간단하다. 이것은 링 기어(74, 174)를 스핀들의 플랜지상의 톱

니와 맞물리지 않는 위치로 전위시켜, 프리-휠 동작을 가능하게 한다. 샤프트 축과 스핀들사이를 상호 연결하여 구동

하고자 할 때는, 도 3의 실시예의 전자석(82) 또는 도 4의 실시예의 주위보다 더 낮은 압력 공급원(190)이 움직이지 

않게 되고, 이들의 각각의 바이어스 스프링이 링 기어 요소를 샤프트 축 및 스핀들의 주위에 형성된 톱니와 동시에 맞

물리도록 강제한다. 따라서, 구동 샤프트 축, 스핀들 및 휠은 연결되어 구동된다.

전자석 액추에이터가 한 실시예에 제시되어 있으며, 주위보다 더 낮은 유압 액추에이터가 제 2 의 실시예에 제시되어

있지만, 다른 형태의 전위 기구 또한 장치에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 이해되어야 한다. 그것들은 유압식, 솔레노이드식,

기타 공압식 장치, 가요성 케이블, 기계적 캠, 포크형 상호연결장치, 그 외의 다양한 형식의 것으로 될 수 있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가 여기에 기술되었지만, 당업계의 숙련자들이 본 발명의 사상에서 벗어나지 않고 변경 및

수정할 수 있을 것임은 자명하다 할 것이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 따르면, 휠 운동의 피동 피동 모드와 비-피동 모드간의 전환을 이루도록, 휠의 구동 맞물림/분리(연결/분리

)를 제공하기에 적합한 클러치 시스템을 포함하는 신규한 일체형 휠 단부 시스템이 제공되고, 종래의 장치보다 축방

향에 있어서 보다 소형화되고 또한 표준의 저렴한 베어링 조립체를 사용할 수 있는 동시에 상기 유닛에 대한 충분한 

지지를 제공할 수 있는, 휠 운동의 피동 모드와 비-피동 모드간의 전환을 이루기 위하여 휠의 맞물림/분리를 위한 클

러치 시스템이 제공되며, 피동 모드와 비-피동 모드간에 맞물림/분리를 이루기 위한 작동기구가 내측에서 비교적 보

호된 영역에서 주요 지지부상에 장착되어, 동작이 간단하고 효과적인 클러치 시스템이 제공되며, 여러가지 동작 특성

을 감지하도록 휠 단부 시스템내에서 회전 기구의 일부로 향하는 밀폐된 감지 수단이 제공되며, 최적의 구동 성능을 

제공하도록, 스크럽 반경 또는 스티어링 오프셋을 감소시킬 수 있는 일체형 휠 단부 유닛이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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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지지부(22), 내측 단부와 외측 단부를 구비하여 내측 단부 부분과 외측 단부 부분을 이루며 상기 내측 단부 부분에서 

상기 지지부(22)에 의해 회전 가능하게 지지되는 스핀들(50) 및 상기 스핀들의 외측 단부 부분에 고정되는 휠 부분(1

0a)을 포함하는 휠 단부 조립체와;

구동 샤프트 축(8)과 링 기어(74)를 포함하는 구동라인으로서, 상기 구동 샤프트 축은 상기 지지부에 의하지 않고 상

기 스핀들에 의해 회전가능하게 지지되며, 상기 구동 샤프트 축과 상기 스핀들의 내측 단부 부분은 서로 인접하여 각

각 톱니(76, 50e : tooth)를 구비하며, 상기 링 기어(74)는 상기 구동 샤프트 축과 스핀들을 연결 및 분리하여 결과적

으로 구동 샤프트 축과 휠 부분(10a)를 연결 및 분리시키기 위해 상기 톱니(76, 50e)에 대하여 맞물림 위치와 분리 위

치 사이에서 이동가능한 구동라인을 구비하는 차량.

청구항 2.
지지부(22), 내측 단부와 외측 단부를 구비하여 내측 단부 부분과 외측 단부 부분을 이루며 스핀들의 내측 단부 부분

에서 상기 지지부에 의해 회전 가능하게 지지되는 스핀들 및 상기 스핀들의 외측 단부 부분에 고정되는 휠 부분(10a)

을 구비하고;

구동 샤프트 축(8)과 링 기어(74)를 구비하여, 구동 샤프트 축(8)과 상기 스핀들의 내측 단부 부분은 서로 인접하여 

각각 톱니(76, 50e)를 구비하며, 상기 링 기어(74)는 상기 구동 샤프트 축과 스핀들을 연결 및 분리하여 결과적으로 

구동 샤프트 축과 휠 부분(10a)을 연결 및 분리시키기 위해 상기 톱니에 대하여 맞물림 위치와 분리 위치 사이에서 이

동가능하며;

상기 링 기어(74)는 스핀들과 구동 샤프트의 외측에서 부분적으로 노출되며, 액추에이터(82)는 상기 맞물림 위치와 

분리 위치 사이에서 링 기어를 이동시키기 위해 지지부에 장착되어 링 기어를 연결하는 차량.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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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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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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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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