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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허브유닛용 축의 가공방법

요약

본 발명은, 축본체부(2)와 그 일단부에 형성된 반경방향바깥쪽플랜지(3)를 가진 허브유닛용 축의 가공방
법을 개시한다.   이 가공방법은, 상기 플랜지(3)의 뿌리부(5)에 축본체부(2)의 축선X-X방향으로 뻗고 또
한 축본체부(2)와는 반대방향으로 뻗은 환상부(6)의 내경면(7) 및 측면(8)을 선삭가공하는 공정과, 이 환
상부(6)의 측면(8)을 기준으로 해서 내경면(7)을 클램프하고, 이 클램프상태에서 상기 환상부(5)쪽의 플
랜지측면(9) 및 축본체부의 외주면(10)을 선삭마무리하는 공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표도

도1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일실시예의 허브유닛용 축의 가공방법의 설명도

도 2는 종래예의 허브유닛의 단면도

도 3A 및 도 3B는 종래예에 의한 허브유닛용 축의 가공방법의 설명도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 축                              2: 축본체부

3: 플랜지                         5: 플랜지의 뿌리부

6: 환상부                         7: 환상부의 내경면

8: 환상부의 측면                  9: 플랜지의 측면

10: 외주면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허브유닛, 예를 들면 자동차용 허브유닛의 축의 가공방법에 관한 것이다.

종래의 허브유닛으로서, 도 2에 표시한 것이 알려져 있다.   축(20)은, 축본체부(21)와 그 일단부에 형성
한 반경방향바깥쪽 플랜지를 가지고 있다.   이 축(20)의 축본체부(21)의 외주면(21a)에 구름베어링(23)
이 장착되고, 축본체부(21)의 축단부에 나사식붙이기된 너트(24)에 의해 고정되어 있다.   상기 플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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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의 뿌리부(25)에 축본체부(21)와는 반대방향으로 뻗는 환상부(環狀部)(26)가 형성되어 있다.   상기 
축(20)은 단조에 의해 형성되어 있으며, 이 환상부(26)의 내경면(27)은 경사면의 단조면상태인 동시에, 
그 단조시에, 회전용 돌리개(carrier)(28)가 형성되어 있다.   이 회전용 돌리개(28)는, 상기 플랜지(22) 
및 축본체부(21)의 외주면(21a)을, 양센터구멍(29),(30)을 기준으로해서 선삭(旋削)가공 또는 연마가공할
때에 사용되는 것이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이 허브유닛에 있어서는, 축(20)은, 상기한 바와 같이 단조에 의해 가공된다.   그리고, 그후, 도시하지 
않는 상대부재에의 장착면이되는 상기 환상부(26)쪽의 플랜지(22)의 측면(22a)과, 구름베어링(23)의 장착
면인 축본체부(21)의 외주면(21a)이 선삭가공되어서 가공이 완료하는 경우와, 또 선삭가공후에 연마가공
되어서 가공이 완료하는 경우가 있다.

상기 선삭가공이 행하여지는 경우, 축본체부(21)의 양축단부면에 형성된 센터구멍(29),(30)을 선삭가공장
치의 센서(31),(32)에서 클램프하고, 상기 환상부(26)의 돌리개(28)를 통해서 축(20)을 회전시켜서, 플랜
지측면(22a)과 축본체부(21)의 외주면(21a)이 선삭가공된다.   또 연마가공이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이 
연마가공은, 도 3A 및 도 3B에 표시한 바와 같이, 2공정에 의해 행하여진다.   즉, 도 3A에 있어서, 축본
체부(21)의 양축단부면에 형성된 센터구멍(29),(30)을 연마가공장치의 센터(31),(32)에서 클램프하고, 상
기 환상부(26)의 돌리개(28)를 통해서 축(20)을 회전시켜서 플랜지측면(22a)이 먼저 연마가공되고, 1공정
째가 완료한다.   다음에 2공정째로서, 도 3B에 있어서, 연마가공후의 플랜지측면(22a)을 뒷받침판(33)에 
의해서 지지하고,  슈(34)에  의해서 받쳐,  이  플랜지측면(22a)을  기준으로해서,  축본체부(21)의 외주면
(21a)이 연마가공된다.

이 상기 각 가공방법에 있어서는, 충분히 가공기준의 관리를 행하지 않으면 다음 문제가 발생하는 일이 
있다.   즉, 선삭가공에 있어서는, 축본체부(21)의 양축단부에 형성된 센터구멍(29),(30)의 축선이 어긋
났을 경우, 안정적으로 회전하지 않고, 플랜지측면(22a) 및 축본체부(21)의 외주면(21a)이 선삭가공된다.   
이 때문에, 축본체부(21)에 대한 플랜지측면(22a)의 흔들림을 억제할 수 없다고 하는 일이 발생한다.

또, 연마가공에 있어서는, 2공정에 의해 행하여짐으로, 2공정째의 플랜지측면(22a)과 뒷받침판(33)의 사
이에 이물이 침입한 상태에서 연마된 경우는, 플랜지측면(22a)과 축본체부(21)의 축선과의 직각도가 무너
지기 때문에, 축본체부(21)에 대한 플랜지측면(22a)의 흔들림을 억제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한다고 하는 문
제가 있었다.

본 발명의 목적은, 허브유닛용 축본체부에 대한 플랜지흔들림을 억제할 수 있는 가공방법을 제공하는 일
이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본 발명에 의한 허브유닛용 축의 가공방법의 구성은,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축본체부와, 이 축본체부
의 일단부에 형성한 반경방향바깥쪽플랜지로 이루어진 허브유닛용 축의 가공방법으로서, 상기 플랜지의 
뿌리부에, 축본체부와는 반대방향으로 뻗은 환상부의 내경면 및 측면을 선삭가공하는 공정과, 이 환상부
의 측면을 기준으로 그 내경면을 클램프하고, 이 클램프상태에서 상기 환상부쪽의 플랜지측면 및 축본체
부의 외주면을 선삭마무리하는 공정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본 발명에 의한 허브유닛용 축의 가공방법에 있어서는, 이와 같이 구성함으로써 축본체부에 대한 플랜지
의 흔들림이 억제된다.   또, 축본체부의 양축단부에는 센터구멍이 생략되어 있기 때문에, 센서구멍형성
의 가공공수가 삭감된다고 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다음에,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대해서, 도면을 참조해서 설명한다.   또한, 허브유닛전체의 구성은, 종래
장치로서 설명한 도 3과 양센터구멍(29),(30) 및 회전용 돌리개(28)가 형성되어 있지 않는 점을 제외하고 
대략 동일하기 때문에, 중복설명은 생략하고, 본 발명에 의한 허브유닛용 축의 가공방법의 개소에 대해서
만 설명한다.

도 1을 참조해서, 허브유닛용 축(1)은, 축본체부(2)와 그 일단부에 형성한 반경방향바깥쪽 플랜지(3)을 
가지고 있다.   이 축(1)의 축본체부(2)의 외주면(10)에는, 도 2에 표시한 바와 같이, 구름베어링(23)이 
장착되고, 축본체부(2)의 축단부의 나사부(4)에 나사식붙임 되는 너트(24)에 의해서 고정된다.   상기 플
랜지(3)의 뿌리부(5)에, 축본체부(2)의 축선X-X방향이고 또한 축본체부(2)와는 반대방향으로 뻗는 환상부
(6)가 형성되어 있다.   이 환상부(6)의 내경면(7) 및 측면(8)은, 상기 축(1)의 단조형성후에 선삭가공된
다.   그후, 이 환상부(6)의 측면(8)을 지그B에 의해서 지지해서 이 측면(8)을 기준으로 내경면(7)을 지
그A에 의해서 클램프한다.  이 클램프상태에서 상기 환상부(6)쪽의 플랜지(3)의 측면(9)(도시생략의 상대
부재에의 장착면) 및 축본체부(2)의 외주면(10)이 선삭마무리된다.

이 선삭가공방법만으로 축본체부(2)에 대한 플랜지(3)의 흔들림이 억제된다.   또 부수적인 효과로서 연
마가공을 생략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또, 축(1)의 축본체부(2)의 양축단부에는, 종래장치의 축과 같은 센터구멍은 형성되어 있지 않음으로, 센
터구멍가공이 불필요하게 되어, 가공공수를 삭감할 수 있다.

    발명의 효과

이상 설명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의한 허브유니트용 축의 가공방법에 있어서는, 상기한 바와 같이 구성
함으로써 축본체부에 대한 플랜지의 흔들림을 억제할 수 있다.   또, 축본체부의 양축단부에는 센터구멍
이 생략되어 있기 때문에, 센터구멍형성의 가공공수가 삭감된다고 하는 효과가 있다.

(57) 청구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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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 

축본체부와, 상기 축본체부의 일단부에 형성한 반경방향바깥쪽플랜지를 가진 허브유닛용 축의 가공방법으
로서,

상기 플랜지의 뿌리부에, 상기 축본체부의 축선방향이고 또한 상기 축본체부와는 반대방향으로 뻗은 환상
부의 내경면 및 측면을 선삭가공하는 공정과,

상기 환상부의 측면을 기준으로해서 상기 환상부의 내경면을 클램프하고, 이 클램프상태에서 상기 환상부
쪽의 플랜지측면 및 상기 축본체부의 외주면을 선삭마무리하는 공정으로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허
브유닛용 축의 가공방법.

청구항 2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축본체부의 양축단부에 있어서의 센터구멍가공을 불필요로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허브유닛용 축의 가공방법.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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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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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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