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 대한민국특허청(KR)
(12) 특허공보(B1)

(51) Int. Cl.
6

B60C 23/00

(45) 공고일자   1995년10월16일

(11) 공고번호   특1995-0012257

(21) 출원번호 특1990-0000625 (65) 공개번호 특1990-0011614
(22) 출원일자 1990년01월19일 (43) 공개일자 1990년08월01일

(30) 우선권주장 299,926  1989년01월19일  미국(US)  

(71) 출원인 이턴 코오포레이숀    프랑크. 엠. 사죠백.

미합중국 오하이오 44114 크리브랜드 이턴센터

(72) 발명자 게리 리차드 슐츠

미합중국 미시간 갈라마쥬 스프링우드 드라이브 9920

데일 리 과스니우스커

미합중국 미시간 갈라마쥬 킬로왓트 드라이브 7663
(74) 대리인 최재철, 김기종, 권동용

심사관 :    민병호 (책자공보 제4174호)

(54) 타이어 팽창시스템용 회전조립체

요약

내용 없음.

대표도

도1

명세서

[발명의 명칭]

타이어 팽창시스템용 회전조립체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1도는 본 발명의 회전조립체에 있어서의 제1실시예를 표시한 중앙종단면도.

제2도는 본 발명의 제2 실시예를 표시한 제1도와 같은 중앙종단면도.

제3도는 본 발명의 제3 실시예를 표시한 제1도와 같은 중앙종단면도.  

*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2 : 차륜                                     6 : 개방끝구멍

16 : 차축허브                            22 : 환상표면

26 : 원판상부재                         28 : 제1실

30 : 돌출부                               34 : 탄성밀봉부재

36 : 통로                                  38 : 출구

40 : 관통공                               42 : 덮개부재

44 : 탄성밀봉부재                     46 : 제2실

48 : 포위부재                            51 : 개구

80,90,100 : 회전조립체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은  차량탑재형의  타이어  공기압  조정장치로서  알려져  있는  중앙  타이어  팽창시스템(이하, 
CTIS라  함)에  사용되는  하나의  회전조립체에  관한  것이다.  특히,  본  발명의  회전조립체는 고정차륜
의  휘일허브(wheel  hub)에  부착되게  되어  있고,  또  타이어와  차축  사이에  공기  등의  유체를 이송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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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하여 작동함과 동시에 적절한 오일 등의 유체윤활제를 제공함을 특징으로 한다.

CTIS에  있어서  하나  이상의  차량타이어의  공기압은,  차에  탑재한  가압  액체원을  사용하여 원격위치
(통상은  운전대)로부터  제어된다.  이  가압  액체는  일반적으로  차량의  에어브레이크  압축기  및/또는 
압축공기탱크에서의 압축공기이다.

차량과  타이어  사이의  공기를  이송하기  위하여  다양한  바퀴단부(wheel  end)의  밸브조립체가  미국 특
허  제2,634,781호,  제2,989,999호,  제3,276,502호,  제4,434,833호,  제4,437,504호,  제4,640,331호, 
제4,676,017호  및  제4,724,879호에  기술되어  있는  바와  같이  발전하여  왔으며,  이  기술내용은  본 명
세서에서 인용되어 있다.

이러한  종래의  조립체는  차량과  타이어  사이의  공기를  이송하는데에  효과적이지만,  설계상  특히 복
잡하여  고가이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단순한  설계로  저렴하였으나,  회전조립체와  고정차축  사이의 
마찰을  감소하기  위한  오일  등의  액체윤활제를  제공하기  위한  회전조립체를  공급하려고  하는  문제는 
제거되지 아니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여,  본  발명은  종래의  결점을  제거하여  고정차축과  마찰을  감소함과  동시에 
단순한 설계로 저렴한 회전조립체를 제공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은  특허청구의  범위  제1항  내지  제10항에  기재한  구성으로 되
어  있다.  구체적으로는  고정차축을  지지하는  휘일허브의  환상표면에  대하여  원판상부재가  부착되어 
있으며,  이  부재는  고정차축의  개방끝구멍에  끼워지는  돌출부를  가지고  있다.  이  돌출부의  외주면과 
차축구멍의  사이는  밀봉되어  있다.  휘일허브와  원판상부재  사이에  제1실을  형성하여,  이  안에 윤활
제를  보유하여  돌출부를  윤활하게  해서  회전조립체와  차축  사이의  회전마찰을  감소하도록  되어 

있다. 

또,  다른  구성에서는  회전조립체는  덮개부재를  지니며,  원판상부재와의  사이에  제2실을  형성한다. 
제1실과  제2실에는  윤활제를  보유한다.  이  덮개부재에는  폐쇄  가능한  개구가  있고,  여기에는 탄성적
으로  폐쇄가능한  개구(開口)를  가진  포위부재가  부착되어  있다.  이때문에  덮개부재를 원판상부재로
부터 떼어내는 일이 없이 제2실에 윤활제를 넣을 수가 있다.

본  발명의  실시예를  도면에  의하여  설명한다.  제1도에  있어서  회전조립체(80)는  이것에  대면하는 차
축허브(16)의  환상표면(22)에  보울트(24)등의  수단에  의하여  고정되어  있다.  이  허브(16)는  또한, 
휘일허브로서  비회전의  차축스핀들(2)상의  적당한  베어링(12)에  따라서  회전이  자유롭게  부착되어 
있다.  차축스핀들(2)은  그  축부  외경에  나사부(8)가  형성되었으며,  이것에  너트(10)를 나합(螺合)하
였다.  이  나사부(8)에  따라서,  너트(10)을  전진회전시키면,  와사(14)가  아압되어,  베어링(12)을 소
정위치로  유지함과  동시에  허브(16)를  차축스핀들(2)의  둘레에서  회전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차축스
핀들(2)은  통상  나사부(8)를  관통하는  횡단  개구(18)를  지니고,  코터핀(cotter  pin)  또는  동등의 것
을  수용하는  너트(19)를  소정위치로  유지한다.  도면에  표시되어  있지  않지만,  타이어림  및  타이어는 
차축허브(16)에 고정되어, 이것과 일체로 차축스핀들(2)의 둘레를 회전한다.

차축스핀들(2)은  차량의  비회전차축이며,  이  차량은  상술한  바와  같은  가압유체원(통상  공기)을 포
함하는  중앙타이어  팽창시스템(CTIS)을  지닌다.  차축스핀들(2)은  이것을  통해서  채널(4)이  형성되어 
있으며,  이  채널끝에  있는  차축구멍인  개방끝구멍(6)에  연통되어  회전조립체(80)을  향해서  화살표로 
표시되어  있는  가압원으로부터  액체를  옮기도록  되어  있다.  차축스핀들(2)은  비회전이므로, 차축스
핀들(2)에  채널(4)이  있는  것이  특히  필요할  뿐만  아니라  액체가  개방끝구멍(6)으로  유체  통과하고 
있는 외부도관(導官)에 따라서 개방끝구멍(6)으로 옮기도록 되어 있으면 좋다.

회전조립체(80)는  원판상부재(26)를  지니고  있으며,  이  회전조립체(80)가  환상표면(22)에 고정되었
을때,  환상표면(22)내에는  차축허브(16)와  원판상부재(26)의  표면  사이에  제1실(28)이  형성되어 있
다.

회전조립체(80)는  개방끝구멍(6)의  안쪽으로  뻗은  대략  원통부분을  가진  돌출부(30)를  구비하고 있
다.  이  돌출부(30)는  회전조립체(80)가  개방끝구멍(6)  및  차축스핀들(2)에  대하여  회전할  수  있게 
한다.

차축스핀들(2)의  내주면에  있는  돌출부(30)의  외주면에는  유체누설을  방지하기  위한  밀봉수단을 구
비함과 동시에 회전조립체(80)가 개방끝구멍(6) 및 차축스핀들(2)에 대하여 회전하도록 되어 있다.

밀봉수단의  바람직한  것은  돌출부(30)의  외주에  있는  환상홈에  마련한  탄성  O링  등의  적어도  하나의 
탄성밀봉부재(34)로 구성되어 있다.

개방끝구멍(6)은  탄성밀봉부재(34)에  대한  마찰표면으로  통상  라이너  및  슬리이브로  되어  있으며, 
이것에  의하여  개방끝구멍(6)으로  통과하는  횡공(18)의  입구에  발생하는  어떠한  손상도  방지된다. 
또한, 슬리이브(29)는 개방끝구멍(6)으로부터 상술한 횡공(18)을 밀봉하는 수단으로 되어 있다.

회전조립체(80)는 돌출부(30)와 원판상부재(26)를 개재하여 출구(38)에 연통된 통로(36)가 
마련되어,  이  출구(38)는  공급유체(공기)를  타이어에  이송할  수  있게  연결부로서  적당한  나사  또는 
동등한  수단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회전조립체(80)의  원판상부재(26)는  적어도  하나의  관통공(40)을 
지니고,  이  조립체가  보울트의  나사부  또는  다른  수단에  따라  폐쇄  가능하게  되었으며, 관통공(40)
이 밀폐한 채로 허브와 회전조립체(80)가 차륜의 둘레를 회전하도록 되어 있다.

관통공(40)은  거기에  보유할  수  있는  적당한  윤활유  등의  윤활제를  제1실(28)내에  옮길  수  있게 하
여, 베어링(12), 탄성밀봉부재(34) 및 돌출부(30)를 윤활한다.

회전조립체(80)는  이렇게  하여  차축허브(16)의  환상표면에  작동  가능하게  부착되어서, 차축스핀들끝
을  동심적으로  둘러싸고,  또  이것에  대면하도록  되어  있다.  회전조립체(80)는  차축스핀들(2)에 대하
여  회전작동할  수  있고,  공기  등의  가압유체를  차축스핀들(2)과  타이어  사이에  전달함과  동시에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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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제를  보유하는  제1실(28)  등을  포함하여,  돌출부(30)를  윤활하여  회전조립체(80)와  차축스핀들(2) 
사이의 회전마찰을 감소한다.

제2도에  있어서,  회전조립체(80)는  상술한  회전조립체(80)와  거의  동일한  구성이지만,  이하의 점에
서는  다르다.  이  회전조립체(90)는  덮개부재(또는  판)(42)을  지니고,  차축허브(16)로부터  떨어져서 
대면하는  원판상부재(26)의  일측에  간격을  두고  고정되므로,  그  사이에  제2실(46)을  형성하도록 되
어 있다.

덮개부재(42)의  바람직한  것은  회전조립체(90)를  표면(22)에  고정하는데  사용되고  스페이스링(43)과 
보울트(24)에 따라서 원판상부재(26)에 고정되어 있다.

제1실(28)과  같이  제2실(46)도  유체윤활제를  보유하도록  되어  있다.  적어도  하나의  관통공(40)은 원
판상부재(26)를  관통하여  뻗어  있으며,  윤활제를  제2실(46)로부터  제1실(26)에  흐르도록  되어  있다. 
윤활제가  덮개부재(42)와  원판상부재(26)  사이의  누설,  즉  제2실(46)로부터  누설하는  것을  방지하는 
수단으로서,  O링  등의  탄성밀봉부재(44)가  설치되어  있다.  이  탄성밀봉부재(44)는  원판상부재(26), 
스페이스링(43) 및 덮개부재(42) 사이를 압압상태로 유지한다.

덮개부재(42)는  적어도  하나의  폐쇄  가능한  개구(41)를  지니며,  이  개구(41)는 원판상부재(26)로부
터  덮개부재(42)를  떼어내는  일  없이  제2실(46)내에  윤활제를  옮길  수  있도록  한다.  바람직한  것은 
이  폐쇄  가능한  개구(41)에는  여기를  횡으로  끊어서  고정되는  포위부재(48)가  설치되어  탄성적으로 
폐쇄  가능한  개구(50)를  지니고  있다.  포위부재(48)는  떼어내어서  윤활제를  제2실(46)에  넣을  수가 
있고,  그리고,  이  포위부재를  원위치로  장치하여  제2실(46)내에  윤활제를  수용할  수  있다.  또한,  이 
포위부재(48)는  통기용  개구(50)로서  작용하도록  작동되고,  제2실(46)내에  발생하는  어떠한  과도의 
압력도  배기된다.  덮개부재(또는  판)(42)의  바람직한  것은  원판상부재(26)로부터  덮개부재(42)를 떼
어내는 일없이 제2실(46)내의 윤활제의 양을 결정할 수 있게 적당한 투명재료로 만들어져 있다.

제3도에  표시한  회전조립체(100)는  돌출부(30)[원판상부재(26)로부터  개방끝구멍(6)  안쪽으로  뻗어 
있음에도]가  이것과  함께  일체화  되어  있지  않은  것을  제외하고는  상술한  회전조립체(90)와  대개 동
일구성이다.  

회전조립체(100)의  돌출부(30)는  바람직한  규정의  길이만큼  개방끝구멍(6)  안쪽으로  삽입되어 있으
며,  이  단부에  스페이서(49)를  부착한  회전시일(47)을  포함한  것도  좋다.  이  스페이서(49)는 원판상
부재(26)에  대면하여  원판상부재(26)가  개방끝구멍(6)에  대하여  정지되어  있는  돌출부(30)에  대하여 
회전하도록  그  둘레에  공간(51)을  형성하였으며,  이  공간(51)에  의하여  횡으로  끊어진  통로(36)를 
통과해서 유체를 전달하도록 작동한다.

본  발명의  회전조립체는  유체를  차량의  타이어와  고정차축  사이에  전달하는  수단을  구비하고  이 수
단은  중앙타이어  팽창시스템을  지님과  동시에  회전조립체의  차축과  휘일의  베어링  사이의 회전마찰
을 감소하기 위하여 윤활제를 공급한다.

또한,  이  회전조립체는  강  또는  알루미늄합금  등의  적당한  재료로  만들  수  있다.  바람직한  것은 회
전조립체내에 보유하는 윤활제의 양을 결정하기 위하여 투명의 덮개부재로 형성하여도 좋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몇개의  실시예를  설명하였지만,  본  발명의  특허청구의  범위로부터  이탈되지 않
은 범위에서 여러가지 변경이 채용될 수 있다.

본  발명은  회전조립체가  고정차축에  따라서  회전되고  공기  등의  가압유체를  이  차축과  타이어 사이
에  전달함과  동시에  윤활제를  보유하는  실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돌출부를  윤활하여  회전조립체와 
고정차축 사이의 회전마찰을 감소할 수가 있다.

또,  본  발명은  윤활제를  원판상부재  또는  덮개부재를  직접  떼어내지  않고  조립체실내에  봉입할  수가 
있고, 조립을 용이하게 함과 동시에 원하는 회전조립체를 저렴하게 제조할 수가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비회전차축(2)상에서  회전하도록  저널(journal)된  휘일허브(16)의  환상표면(22)에  고정되고,  상기 
차축(2)이 그 단부에 개방끝구멍(6)을 가진 중앙팽창시스템에 유체연통하는 회전조립체
(80),(90),(100)에  있어서  이  조립체가,  휘일허브의  환상표면(22)에  고정되는  원판상부재(26)로서, 
이  고정에  의하여  서로  대면하는  환상표면(22)내에서  휘일허브(16)와  원판상부재(26)의  표면  사이에 
제1실(28)을  형성한  것과,  상기  원판상부재(26)로부터  개방끝구멍(6)의  안쪽으로  뻗어  있고, 휘일허
브(16)의  회전에  의하여  상기  조립체(80),(90),(100)의  회전운동을  할  수  있게  한  돌출부(30)와, 상
기  개방끝구멍(6)의  내주면과  그  구멍에  배치된  돌출부(30)의  외주면  사이의  유체누설을  밀봉함과 
동시에  상대적으로  상기  조립체(80),(90),(100)의  회전운동을  가능하게  하는  밀봉수단과,  상기 돌출
부(30)를  그  축방향으로  관통하여  원판상부재(26)을  통해서  뻗어  있고,  개방끝구멍(6)을  통해 원판
상부재의  출구(38)에  흐르는  액체를  옮기기  위해  움직이고,  이  액체가 회전조립체(80),(90),(100)로
부터  타이어에  전달하도록  통로(36)를  구비하였으며,  상기  제1실(28)은  그  안에  윤활제를  보유하고, 
돌출부(30)를  윤활하여  조립체(80),(900,(100)와  차축스핀들(2)사이의  회전마찰을  감소하도록 움직

이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회전조립체.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원판상부재(26)가  하나  이상의  관통공(40)을  포함하고,  휘일허브의 환상표면(22)으
로부터 조립체를 떼어내는 일  없이 윤활제를 제1실(28)내에 넣을 수  있게 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회
전조립체.

5-3

특1995-0012257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휘일허브(16)로부터  떨어져서  대면하는  원판상부재(26)의  일측에  고정되는 덮개부
재(42)를  포함하고,  이  덮개부재(42)와  원판상부재(26)  사이에  제2실(46)을  형성하여,  이 제2실(4
6)은  그  안에  윤활제를  보유하고,  윤활제가  제2실(46)로부터  제1실(28)에  원판상부재(26)의 관통공
(40)을 통해서 흐르도록 조작가능하게 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회전조립체.

청구항 4 

제3항에  있어서,  덮개부재(42)가  하나  이상의  폐쇄  가능한  개구(41)를  마련하여,  상기 덮개부재(4
2)를  원판상부재(26)에서  떼어내는  일  없이  윤활제를  제2실(46)내에  넣을  수  있게  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회전조립체.

청구항 5 

비회전자축(2)상에서  회전하도록  저널된  휘일허브(16)의  환상표면(22)에  고정되고,  이 차축스핀들
(2)이  그  단부에  개방끝구멍(6)을  지니고,  중앙타이어  팽창시스템에  유체연통하는  회전조립체(90)에 
있어서,  이  조립체가,  휘일허브의  환상표면(22)에  고정되는  원판상부재(28)로서,  이  고정에  의하여 
서로  대면하는  환상표면(22)내에서  휘일허브(16)와  원판상부재(26)의  표면  사이에  제1실(28)을 형성
한  것과,  개방끝구멍(6)에  끼워지도록  뻗어  있고,  휘일허브(16)의  회전에  의하여  원판상부재(26)의 
회전운동을  가능하게  한  돌출부(30)와,  이  돌출부(30)를  그  축방향으로  관통하여  원판상부재(26)를 
통해서  뻗어  있고,  개방끝구멍(6)을  통하여  원판상부재의  출구(38)로  흐르는  유체를  옮기기  위해 움
직이고,  이  액체가  회전조립체(90)로부터  타이어에  옮겨지도록  하는  통로(36)와, 휘일허브(16)로부
터  떨어져서  대면하는  원판상부재(26)의  일측에  고정되는  덮개부재(42)로서,  이  덮개부재(42)의 원
판상부재(26)  사이에  제2실(46)을  형성하여,  이  제2실(46)내에  윤활제를  저류하도록  하는  것과, 상
기  원판상부재(26)를  관통하여,  제2실(46)로부터,  제1실(28)에  윤활제가  흐르도록  한  상기 조립체
(90)와  차축스핀들(2)  사이의  회전마찰을  감소하기  위해서  돌출부(30)를  윤활하는  하나  이상의 관통
공(40)과,  상기  원판상부재(26)에서  덮개부재(42)를  떼어내는  일  없이  덮개부재(42)를  통하여 제1실
(28)내에  윤활제를  넣을  수  있는  하나  이상의  폐쇄  가능한  개구(41)를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회전조립체.

청구항 6 

제1항에  있어서,  유체누설의  밀봉수단이  개방끝구멍(6)내의  돌출부(30)의  외표면에  하나  이상의 환
상홈과 이 홈내에 배치된 탄성밀봉부재(34)를 포함하고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회전조립체.

청구항 7 

제3항  또는  제5항에  있어서,  덮개부재(42)의  원판상부재(26)  사이의  윤활제의  누설을  밀봉하는 수단
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회전조립체.

청구항 8 

제4항  또는  제5항에  있어서,  덮개부재(42)에  뚫린  개구(41)는  탄성적으로  폐쇄  가능한  개구(50)를 
가진  덮개부재(2)에  고정되어  있는  폐쇄부재(48)에  따라  폐쇄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회전조립체.

청구항 9 

제3항에  있어서,  덮개부재(42)가  투명한  부재이고,  덮개부재(42)를  원판상부재(26)로부터  떼어내지 
않고 제2실(46)에 있어서의 윤활제의 레벨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회전조립체.

청구항 10 

제7항에  있어서,  윤활제를  밀봉하는  수단이  O링형  탄성밀봉부재(44)로  되어  있으며,  이 탄성밀봉부
재(44)는  원판상부재(26)와  덮개부재(42)의  표면이  서로  대면하는  중간에  배치되어,  덮개부재(42)가 
원판상부재(26)에 고정되어 있을때 압압상태에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회전조립체.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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