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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풍력발전기용 기어박스는 중량이 수십 톤에 이르는 대형 기어박스로 설치 및 정비

가 어려워 유지보수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고장 시 정지기간이 길어 풍력발전기의

발전단가를 높이는 주요 요소이다. 오랫동안 산업용 대형 기어박스를 제작해 온 경험

에도 불구하고 풍력발전기용 기어박스의 고장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하나의 원인으로

최근 비토크 하중이 지목되고 있다. 비토크 하중은 토크를 제외한 나머지 하중들을

말하며 풍력발전기 블레이드의 자중 및 공력 등에 의해 주로 발생한다. 이러한 비토

크 하중은 동력전달축을 통해 기어박스로 전달되지만 현재 이를 설계나 시험에 반영

해 주지 못하고 있다. 또한 이에 대한 국제 규격이나 가이드라인이 없으며 관련된 연

구도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비토크 하중이 풍력발전기용 기어박스의 수명에 미치는 정량적인 영향

을 실험적으로 구명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대상 기어박스는 풍력발전기에서 흔히 사

용되고 있는 타입인 3점 지지 드라이브트레인용 기어박스로 용량은 2 MW급이다.

토크를 포함한 하중조건에 의하여 기어치에서 발생하는 응력은 기어의 강도(하중

용량)를 가늠하는 중요한 척도이다. 국제규격의 기어치 응력 계산식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응력 상사 축소모형의 사양을 결정하였으며 상용 기어해석 프로그램을 이용

하여 축소모형의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축소모형 시험을 위해 비토크 하중을 가력할 수 있는 시험장비를 개발하였다. 회

전속도와 토크를 제어하기 위해 110 kW 용량의 구동 모터와 부하용 다이나모미터를



사용하였다. 비토크 하중은 5개(축방향 3개, 반경방향 2개)의 선형 유압 엑츄에이터로

가력하는데 5자유도의 하중을 독립적으로 가력해 줄 수 있다. 그리고 대상 드라이브

트레인에서와 같은 형태의 메인 베어링을 삽입하여 3점 지지 레이아웃을 모사하였다.

기어치 응력은 주로 기어 치폭방향의 하중분포 및 유성기어들 간의 하중분할 특성

에 영향 받는다. 축소모형의 저속 유성기어단과 고속 유성기어단의 링기어 이뿌리부

에 여러 개의 스트레인 게이지를 부착하여 하중조건에 따른 기어 치폭방향 하중분포

및 유성기어들 간의 하중분할 특성을 계측하였다. 계측 시 제작오차 및 스트레인 게

이지 부착위치 오차로 인한 영향을 보상해주었으며, ISO 규격의 계산식을 이용하여

측정된 하중분포 및 하중분할 특성으로부터 기어치의 응력 및 수명을 도출하였다.

축소모형 시험은 토크만 적용했을 경우와 토크와 비토크 하중을 동시에 적용한 경

우의 비교시험으로 수행하였다. 비토크 하중은 손상등가하중으로 크기는 축력 16.5

kN, 반경방향 힘 40 kN, 모멘트 14.6 kNm이다. 또한 설계 입력토크는 22 kNm이다.

주요 시험결과는 다음과 같다.

1) 토크수준이 증가하면 치폭방향 하중분포 및 유성기어들 간의 하중분할이 균일

해지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유성캐리어의 핀홀 위치오차는 치폭방향 하중분포 및 유

성기어들 간의 하중분할 특성에 큰 영향을 미쳤는데 이들은 알려진 연구결과와 일치

하는 특성이다.

2) 하중분할계수는 반경방향 힘 부가 조건에서 가장 크게 나타나 반경방향 힘이

유성기어들 간의 하중분할을 불균일하게 만드는 주요 비토크 하중 성분이었다.

3) 한 게이지 그룹에서도 통과하는 유성기어에 따라 치면하중계수가 다르게 나타

났다. 또한 비토크 하중이 부가될 때 치폭방향 하중분포 특성이 크게 변화되지는 않

았으며 일부 게이지 그룹에서는 토크만 작용할 때보다 비토크 하중이 부가될 때 치폭

방향 하중분포가 균일해지기도 하였다. 이는 치면하중계수가 외부 하중조건 뿐만 아

니라 기어의 제작오차, 백래쉬, 미스얼라인먼트 등의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

기 때문인데 이들이 비토크 하중보다 치면하중계수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4) 물림하중계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비토크 하중 성분은 반경방향 힘과 모

멘트였다. 물림하중계수는 100% 토크 대비 반경방향 힘과 모멘트가 부가되는 경우에



는 약 3%, 복합하중이 부가되는 경우에는 약 1.5% 증가하였으며 축력이 부가되는 경

우에는 유의한 차이가 발생하지 않았다. 이는 메인베어링에서 대부분의 비토크 하중

성분을 흡수하고 일부만이 시험 기어박스로 전달되는데 하중의 특성상 반경방향 힘과

모멘트가 축력보다 큰 반경방향의 기어 물림 미스얼라인먼트를 발생시켜 유성기어들

간의 하중분할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복합하중이 작용할 때의 물

림하중계수는 반경방향 힘 및 모멘트가 부가되는 경우보다 작았는데 이는 여러 비토

크 하중 성분들이 동시에 작용하면 그 영향이 서로 상쇄되는 성분이 있기 때문인 것

으로 판단된다.

5) 치면하중계수와 물림하중계수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 유성기어 및 게이지 그룹

위치는 서로 달랐다. 따라서 기어의 제작오차, 조립오차 등의 영향이 물림하중계수와

치면하중계수에 서로 다른 방식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

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6) 치면하중계수와 물림하중계수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유성기어의 응력 및 수명

에 영향을 미쳤다. 반경방향 힘과 모멘트가 유성기어의 응력 증가 및 수명 감소에 영

향을 미치는 주요 비토크 하중 성분이었다. 축력의 경우 유성기어의 수명을 소폭 증

가시켰으며 복합하중의 경우 수명을 크게 증가시키는데 축력은 메인 베어링의 강성에

따라, 복합하중은 작용하는 비토크 하중 성분들의 상대 크기(위상)에 따라 영향도가

달라질 것으로 판단된다.

7) 동일한 컨벤셔널 타입 기어박스에서도 기어 재료의 물성을 포함한 기어의 상

세, 윤활을 포함한 운전조건 및 토크와 비토크 하중의 크기 등에 따라 기어박스의 수

명이 달라지게 되므로 응력 증가에 의한 수명 감소량은 적용되는 기어박스의 제반조

건에 맞추어 도출해야 한다.

비토크 하중이 부가되면 기어 치폭방향의 하중분포 및 유성기어들 간의 하중분할

특성이 변화하여 기어치 응력이 증가한다. 이러한 응력의 증가는 기어박스의 수명을

감소시키게 되며 감소량은 기어 재료의 물성을 포함한 기어의 상세, 윤활을 포함한

운전조건 및 토크와 비토크 하중의 크기 등에 따라 달라진다.

비토크 하중이 부가될 때의 응력 증가로 인한 기어박스의 조기 파손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측면에서의 접근이 가능하다. 첫 번째는 기어박스 내부로 전달되는

비토크 하중의 크기를 줄이는 것으로 메인 베어링 및 기어박스 토크암의 강성

(stiffness) 및 감쇠(damping) 특성 등을 조정하는 방법이다. 두 번째는 더 큰 강도를

가지도록 기어의 설계를 변경하는 것으로 기어 치폭, 모듈 및 잇수 증가, 정밀도 향상

및 전위계수(profile shift coefficient) 조정 등이다. 이러한 두 가지 접근법을 상황에

따라 적절히 활용함으로써 비토크 하중의 영향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주요어 : 기어박스, 비토크 하중(非토크 하중), 상사이론, 컨벤셔널 타입,

풍력발전기, 하중분할, 하중분포

학 번 : 2010-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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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1.1. 연구 배경

기어는 회전형태의 동력을 전달해주는 장치로서 벨트와 체인을 포함한 각종 기계

적 동력전달 수단 가운데 일반적으로 가장 튼튼하고 내구성이 뛰어나 여러 분야에 널

리 사용되고 있다(Juvinall and Marshek, 2000).

안정적으로 동력을 전달하기 위해 맞물리는 두 기어는 항상 일정한 각속도비를 가

져야 하는데 이를 만족시키기 위한 치형으로 인벌류트(involute)와 사이클로이드

(cycloid)가 있다. 인벌류트는 원 위에 감긴 실이 팽팽하게 당겨진 상태에서 풀어질 때

실 위의 한 점이 생성하는 곡선이며 사이클로이드는 평면상의 한 직선을 따라 원이

미끄러지지 않고 굴러갈 때 원주상의 한 점이 그리는 궤적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제작이 용이하고 중심거리에 작은 오차가 발생해도 매끄럽게 맞물리는 장점이 있는

인벌류트 치형이 사이클로이드 치형보다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사이클로이드 치형은

시계와 같이 높은 정밀도가 요구되는 분야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다. 또한 기어의 분

류에 있어서는 맞물리는 두 기어축의 상대위치에 의한 것이 가장 일반적이다. 두 축

이 평행하게 배열된 평행축 기어(gear pair with parallel axes)에는 스퍼 기어(spur

gear), 헬리컬 기어(helical gear) 등이 있고 두 축이 교차하는 교차축 기어(gear pair

with intersecting axes)에는 베벨 기어(bevel gear)가 있으며 평행하지도, 교차하지도

않는 엇갈림축 기어(gear pair with non-parallel and non-intersecting axes)에는 웜

기어(worm gear), 나사 기어(screw gear), 하이포이드 기어(hypoid gear) 등이 있다.

동력 전달 요구사항과 기어축의 위치에 따라 목표 시스템에 적합한 기어가 선택될 수

있다.

기어는 그 목적상 독립적으로 사용될 수 없고 축과 베어링, 커플링 등을 포함한

다양한 동력전달 장치들과 함께 사용된다. 동력원으로부터 최종 목표지점까지 동력을

전달하기 위한 연결장치들을 총칭하여 드라이브 트레인(drive train)이라 하며, 자동차

의 경우 기어박스, 드라이브 샤프트(drive shaft), 디퍼런셜(differential) 등이 포함되고

풍력발전기의 경우 메인 베어링, 주축, 기어박스, 고속축 등이 포함된다. 동일한 기어

박스를 사용하더라도 기어박스의 수명은 해당 기어박스가 장착되는 드라이브 트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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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구성에 따라 달라지므로 기어시스템의 성능을 바르게 평가하기 위해서는 드라이브

트레인의 모든 구성요소들을 고려한 전체 시스템 수준에서의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

다.

국제적으로 공인된 기어 부하용량(load capacity of gears) 평가방법은 기어치의

접촉에 대한 면압강도(surface durability)와 이뿌리 굽힘에 대한 굽힘강도(tooth

bending strength)를 고려하여, 기어축에 가해지는 토크 하중으로부터 기어치의 접촉

응력 및 이뿌리응력을 유도하고 이를 기어재료의 허용응력과 비교하여 안전계수로 도

출하는 것이다(ISO standard 6336-(1:5), 2003-2007). 또한 기어의 피로수명은 토크 하

중만으로 구성된 부하 스펙트럼을 사용하여 Palmgren-Miner의 누적손상법으로 기어

의 총 손상을 계산하여 평가한다(ISO standard 6336-6, 2006). 이와 같이 토크 하중만

을 사용하여 부하용량 및 피로수명을 평가하므로 기어의 성능 및 수명 검증을 위한

시험에도 주로 토크 하중만을 적용하며, 특히 수명시험의 경우 시험시간을 줄이기 위

해 축의 회전속도 또는 토크 하중 수준을 높인 가속시험을 실시하기도 한다(Ashmore

et al., 1992). 실제로 자동차 트랜스미션, 산업용 증속기 및 감속기 등의 여러 적용분

야에서 토크 하중만을 이용한 성능 및 수명 평가와 검증시험이 높은 신뢰도를 가지고

오랫동안 시행되어 왔다.

대부분의 적용분야에서 베어링 등 비토크 하중을 흡수할 수 있는 컴포넌트들을 시

스템에 포함시켜 비토크 하중이 기어박스로 전달되지 않도록 구성하며, 또한 기어박

스 설계 시 충분히 큰 안전계수를 적용하여 일정 수준의 비토크 하중이 전달되더라도

그에 대한 영향을 무시할 수 있었다. 그러나 기어박스의 적용분야 및 작동환경이 다

양해지고 중량 최소화의 최적설계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비토크 하중이 기어박스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하는 경우가 생겨나고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예로는 풍력발

전기용 기어박스가 있다. 풍력발전기용 기어박스는 길이가 수 미터, 중량이 수십 톤에

이르는 대형 기어박스로 높은 설치비용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고장으로 인한 정지기

간이 길어 풍력발전기의 유지보수 비용을 크게 증가시키는 요소 중 하나이다(Ribrant

and Bertling, 2007; Tegen et al., 2013; Wind Directions, 2007; Wind Stats

Newsletter, 2003-2009). 오랫동안 산업용 대형 기어박스를 제작해 온 경험 있는 제조

사들이 설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측치 못한 기어박스의 고장이 빈번히 일어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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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실정이며 기본적인 기어박스 설계의 문제, 치수효과(size effect), 기어축에 작용

하는 입력하중의 과소평가 등 다양한 요인들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지만 근래에 가

장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요인은 비토크 하중(non-torque loadings)의 영향이다

(Link et al., 2011; Link et al., 2013).

비토크 하중은 토크를 제외한 5 자유도 하중들을 의미한다. 풍력발전기의 특성상

블레이드의 자중 및 불균일한 풍하중에 의한 비토크 하중 성분들이 필연적으로 생겨

나며 로터축(rotor axis)을 통해 드라이브 트레인으로 전달된다. 이 때 주축에 장착되

는 메인 베어링이 대부분의 비토크 하중을 흡수하지만 100% 완벽하게 흡수하지는 못

하여 수 %의 하중들은 메인 베어링을 거쳐 기어박스로 입력된다. 풍력발전기에서 로

터축을 통해 전달되는 비토크 하중은 수십 kN(또는 kNm) 에서 수천 kN(또는 kNm)

에 이르므로 수 %의 하중이라도 그 절대값은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다. 따라서 이러

한 비토크 하중이 풍력발전기용 기어박스의 수명에 영향을 미치게 되지만 실제 설계

에는 이를 반영해 주지 못하고 있다. 기어박스의 설계에 비토크 하중의 영향을 고려

할 수 있는 국제규격이나 가이드라인은 아직 없으며, 관련된 연구도 부족한 실정이다.

1.2. 연구 목적

본 연구에서는 비토크 하중이 풍력발전기용 3점 지지 기어박스의 수명에 미치는

정량적인 영향을 실험적으로 구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연구대상 풍력발전기용 기어박스의 특성을 상사하는 축소모형을 구성하고 시

험을 통해 비토크 하중의 영향을 구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2) 축소모형 시험을 통해 비토크 하중의 영향을 구명한다. 3점 지지 드라이브 트

레인을 모사한 시스템에 축소모형을 장착하는 형태로 전체 시험장치 레이아웃을 구성

하며, 축소모형의 기어 이뿌리부에 여러 개의 스트레인 게이지를 부착하여 비토크 하

중에 따른 기어 치폭방향의 하중분포 및 유성기어들 간의 하중분할 특성을 정량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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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측정하고 이를 통해 비토크 하중이 풍력발전기용 3점 지지 기어박스의 수명에 미

치는 영향을 평가한다.

1.3. 문헌 연구

육상 풍력발전기에서 가장 높은 설치비용이 소요되는 구성요소는 드라이브 트레인

이며 그 중 가장 고가의 컴포넌트는 기어박스이다(Tegen et al., 2013; Wind

Directions, 2007).

Ribrant(2007) 등은 스웨덴에 설치된 육상 풍력발전기 중 1997 - 2004년에 운전된

723기, 1989 - 2005년에 운전된 786기를 대상으로(용량: ∼1.5 MW) 컴포넌트들의 고

장에 대한 통계적 연구를 실시하였다. 2000 - 2004년 동안 고장으로 인한 정지기간의

비율은 기어박스가 전체의 약 20%로 가장 길었으며 제어 시스템, 전기 시스템, 요 시

스템, 블레이드가 순서대로 뒤를 이었다. 기어박스의 고장형태는 베어링의 파손이 가

장 빈번했고 오일 시스템, 씨일 시스템, 기어의 파손 순이었다. 핀란드와 독일에서의

육상 풍력발전기의 고장에 대한 통계결과도 함께 기술하였는데 고장으로 인한 정지기

간은 핀란드에서는 기어박스, 블레이드, 유압시스템 순이었고, 독일에서는 발전기, 기

어박스, 기타 드라이브 트레인 컴포넌트 순이었다.

2003 – 2009년 동안 500 kW - 5 MW 용량 육상 풍력발전기 27,000기를 분석한

결과 고장으로 인한 정지기간이 가장 긴 컴포넌트는 기어박스, 전기 시스템, 발전기

순이었고 연간 고장빈도가 가장 높은 컴포넌트는 전기 시스템, 기어박스, 발전기 순이

었다(Wind stats newsletter, 2003-2009). 용량별로는 풍력발전기의 발전용량이 커질수

록 각 컴포넌트들의 고장으로 인한 정지기간이 늘어나는 경향을 보였다(Argyriadis et

al., 2009).

이와 같이 풍력발전기용 기어박스는 고가이고 고장으로 인한 정지기간이 길며 유

지보수를 위한 재설치 비용도 많이 소요되는 컴포넌트이다. 풍력발전기 단가에는 기

어박스의 고장에 의한 위험부담금이 포함되므로 풍력발전기 자체의 단가 및 그와 연

관된 에너지 생산단가를 줄이기 위해서는 요구수명을 만족시킬 수 있는 기어박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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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성 확보가 필수적이다. 미국 신재생에너지연구소(National Renewable Energy

Laboratory, NREL)는 풍력발전기용 기어박스의 신뢰성 향상을 목표로 연구자, 컨설턴

트, 베어링 제조사, 기어박스 제조사, 풍력발전기 제조사, 풍력발전기 소유 및 운영업

체들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연구 프로젝트(Gearbox Reliability Collaborative, GRC)를

기획하였다(Musial et al., 2007). 기어박스 고장은 주로 베어링부의 파손으로부터 유

발되는데 설계단계에서 최적의 설치위치 및 베어링 타입을 선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필드 작동 시에는 많은 고장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는 베어링 뿐만 아니라 기어박스 및 전체 드라이브 트레인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필

요하므로 관련된 여러 기관들이 서로 협력하여 연구결과물을 공유하면서 동시에 개별

적인 지적재산권은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성하였다. 또한 기어박스의 모델링 및

해석(modeling and analysis), 실물 크기의 다이나모미터시험(full scale dynamometer

testing), 그리고 필드시험(field testing)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접근을 통해 외부조건에

대한 기어박스 내부요소들의 거동특성을 밝혀 신뢰성을 향상시키고자 하였다.

GRC 프로젝트는 750 kW급 육상 풍력발전기를 대상으로 하는데 이 풍력발전기는

하나의 유성기어단(planetary gearset)과 두 개의 평행축 기어단(parallel shaft

gearset)으로 구성되는 기어박스가 3점 지지 드라이브 트레인(3 point suspension

drive train)에 장착되는 레이아웃을 가진다. 수년 간 진행해 온 CRC 프로젝트의 연구

성과들은 기술보고서(technical report) 등의 형태로 출판되었다. 세 가지 접근법 중

모델링 및 해석에 있어서는 다양한 해석 프로그램을 동시에 사용하여 해석을 수행함

으로써 각 프로그램의 특성을 비교하고, 모델 복잡성(complexity)에 따른 해석결과의

정확성을 구명하였다(Guo et al., 2013; Keller et al., 2012; LaCava et al., 2012(a);

LaCava et al., 2012(c); Link et al., 2011; Oyague, 2008). 유성기어단의 유성베어링

하중을 검증기준으로 하였을 때, 전체 유연체 모델(fully flexible model)이 다이나모미

터 및 필드시험 결과를 가장 잘 예측할 수 있었다. 전체 유연체 모델은 과도하중

(transient event) 하에서의 결과를 높은 정확도로 예측할 수 있었으며 일반적으로 모

델의 복잡성이 증가할수록, 즉, 유연체(flexible body)의 수가 증가할수록 과도현상에

서의 결과를 잘 예측할 수 있었다. 그러나 총 기어치 접촉력(total integrated gear

contact force)의 경우 전체 강체 모델(fully rigid model)을 사용해도 높은 정확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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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측할 수 있었다. 전체 유연체 모델은 해석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므로 하중조건

및 확인하고자 하는 결과의 종류에 따라 적절한 복잡도의 모델을 선택해야 한다. 기

어박스 하우징, 유성캐리어, 링기어 등은 유성기어단의 기어 미스얼라인먼트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소들이므로 유연체로 모델링하는 것을 추천하고 있다.

다이나모미터시험에 있어서는 NREL에 설치된 정격출력 2.5 MW급 전기적 백투백

(electric back-to-back) 타입 시험장비를 사용하여 시험을 수행하였다(Keller et al.,

2012; LaCava et al., 2011; Link et al., 2011; Musial and McNiff, 2000; Oyague et

al., 2010). 시험장비는 실제 풍력발전기 드라이브 트레인의 구성요소와 작동특성을 구

현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특히 유압실린더를 이용한 비토크 하중 가력이 가능하

다. 시험결과에 의하면 비토크 하중 중 굽힘 모멘트는 기어축의 미스얼라인먼트를 유

발하여 유성기어 간 불균일한 하중분할 및 치폭방향 접촉패턴 악화를 야기하고 이는

기어박스의 수명에 영향을 미친다. 고주파 축력(axial force)은 기어박스 내부요소들의

동적거동을 유발하여 기어박스의 수명에 영향을 미친다. 또한 유성기어단에서의 베어

링 운전틈새(operational clearance)와 미스얼라인먼트도 기어박스의 수명에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현재까지 GRC 프로젝트의 다이나모미터시험은 한 방향의

굽힘 모멘트와 축력만을 대상으로 그러한 비토크 하중이 미치는 영향의 경향만을 확

인하였는데 다양한 종류의 비토크 하중이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구명하기 위한

시험을 계획하고 있다(Link et al., 2013).

GRC 프로젝트에서 타겟 기어박스를 필드에 적용하여 모니터링하고 고장원인을

분석한 결과 베어링은 주로 마모(wear)에 의해, 기어치는 주로 스커핑(scuffing)과 프

레팅 부식(fretting corrosion)에 의해 파손이 발생하였다(Errichello and Muller, 2012).

이는 부적절한 윤활 및 조립, 그리고 기어축의 미스얼라인먼트가 원인인 것으로 판단

된다.

NREL의 2.5 MW급 다이나모미터 시험장비와 함께 Hansen Transmission사의 정

격출력 13.2 MW급 전기적 백투백 타입의 시험장비도 널리 알려져 있다(Marrant et

al., 2010; DeConinck et al., 2010; Helsen et al., 2011(b)). 시험장비는 실제 풍력발전

기 드라이브 트레인의 구성요소들을 시험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나 NREL의 시험장

비와 달리 비토크 하중은 가력해 줄 수 없다. 또한 Clemson 대학은 Renk사와 합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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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7.5 MW급과 15 MW급 드라이브 트레인 시험장비를 설치하였다. 이 시험장비는

베드플레이트 등 나셀을 포함한 전체 드라이브 트레인을 시험할 수 있고, 토크 및 비

토크 하중을 포함한 6자유도의 하중을 가력해 줄 수 있다.

최근 새로운 드라이브 트레인의 형식으로 제시되고 있는 "PURE TORQUE

concept"은 비토크 하중이 기어박스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형식으로서, 주

축에 작용하는 비토크 하중은 두 개의 메인 베어링을 통하여 타워로 바로 전달되고

기어박스로는 순수 토크 하중만 입력되도록 하였다. 주축에 작용하는 굽힘 모멘트의

크기는 전통적인 3점 지지 드라이브 트레인에서 순수 토크 대비 35% 수준이지만

PURE TORQUE concept에서는 5% 수준으로 매우 낮았다(LaCava et al., 2012(b)).

기어박스를 포함한 풍력발전기 드라이브 트레인 구성요소들의 동적상태를 해석하

기 위한 시뮬레이션 기법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었다(Peeters et al., 2005; Helsen et

al., 2011(a)). 시뮬레이션 기법은 복잡도에 따라 기어물림 강성 및 내부 컴포넌트들의

비틀림만을 고려한 1자유도의 비틀림 모델(torsional multibody model), 컴포넌트를 6

자유도의 강체 모델로 표현하고 기어물림과 베어링 강성의 영향을 고려한 강체 다물

체 모델(rigid multibody model), 모든 요소들을 유한요소로 모델링하여 시간에 따라

연속적으로 응력과 변형량 등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한 유연 다물체 모델(flexible

multibody model)로 나누어진다. 비틀림 모델에서 유연 다물체 모델까지 복잡도가 증

가할수록 드라이브 트레인의 내부 동적상태에 대한 보다 더 정확하고 많은 정보를 얻

을 수 있지만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다. 강체 다물체 모델의 빠른

계산시간과 유연 다물체 모델의 정확하고 세부적인 해석결과의 장점을 모두 취하기

위해 강체 다물체 모델을 기초로 하고 일부 중요한 컴포넌트만을 유연 다물체 모델로

구성하는 방법이 흔히 사용된다. 해당 모델에서는 베어링의 강성에 따라 해석결과가

크게 달라지므로 합리적인 베어링 강성값을 사용하는 것이 해석에 있어서 매우 중요

하다.

Thaler(2011)는 3D 기어해석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풍력발전기용 기어박스를 전체

유연체 모델로 구성하여 해석을 수행하였으며, 시험결과와 비교하여 해석의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순수 토크 및 비토크 하중조건을 포함한 정상상태 시험 케이스에서의 기

어치 하중분포 특성은 정적해석만으로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으며, 유성기어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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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캐리어 베어링의 강성을 바르게 모델링 하는 것이 해석의 정확도에 큰 영향을 미

쳤다.

유성기어단에서 유성기어들(planet gears) 사이의 하중분할 특성은 기어치 응력에

큰 영향을 미치며 이에 대한 연구가 다수 진행되었다. Kahraman(2001) 등은 해석을

통해 링기어 연성(flexibility)이 유성기어들 간의 하중분할 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하여, 링기어의 연성이 커질수록 링기어치에서 발생하는 최대응력은 증가하나 유성기

어들 간의 하중분할은 균일해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Kahraman(1994)은 임의의 유성

기어 수를 가지는 유성기어단에 적용할 수 있는 해석모델을 개발하였다. 개발된 모델

은 기어치 분리(tooth separation), 주기적인 물림강성 변동(mesh stiffness variation)

및 제작오차들의 영향을 고려해 줄 수 있으며, 이를 사용하여 해석을 수행한 결과 유

성기어단에서 선기어, 유성캐리어, 링기어 중 최소 하나의 요소가 플로팅(floating)되어

있는 경우 유성기어들 간의 하중분할이 균일해지며 또한 입력토크가 증가할수록 유성

기어들 간의 하중분할이 균일해지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제작오차들은

하중분할의 불균일성을 증가시켰다. Bodas(2004) 등은 제작오차를 시불변

(time-invariant) 조립의존적(assembly dependent) 오차, 시불변 조립독립적(assembly

independent) 오차, 그리고 시변(time varying) 조립의존적 오차로 구분하였으며 각각

기어 이두께 오차(tooth thickness error), 캐리어 핀홀 위치오차(carrier pinhole

position error), 런아웃 오차(run-out error)가 해당된다고 하였다. 또한 해석모델을 통

해 해석을 수행한 결과, 조립의존적 오차들은 동일한 유성기어를 사용하더라도 조립

위치나 순서에 따라 하중분할 특성을 크게 변화시키며 유성기어의 수가 증가하면 동

일한 제작오차를 가지더라도 유성기어 간 하중분할이 불균일해짐을 확인할 수 있었

다. Singh(2005)은 기어시스템 해석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유성기어의 수와 캐리어 핀

홀 위치오차가 유성기어들 간의 하중분할 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구명하였다. 접선방

향(tangential) 핀홀 위치오차는 하중분할에 큰 영향 미치나 반경방향(radial) 핀홀 위

치오차의 영향은 미미하였다. 또한 동일한 접선방향 핀홀 위치오차에 대해 유성기어

의 수가 증가할수록 하중분할이 불균일해졌다. Ligata(2008) 등은 1.81 mm의 치직각

모듈을 가지는 유성기어단에 대해 링기어의 이뿌리부에 스트레인 게이지를 부착하여

유성기어들 간의 하중분할 특성을 측정하였으며 Singh(2008) 등은 이 시험결과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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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여 기어시스템 해석 프로그램을 검증하였다. 이러한 시험 및 해석은 이전 연구에

서와 동일한 결과를 도출시켜 주었다. 즉, 입력토크가 증가할수록, 제작오차가 작을수

록 유성기어들 간의 하중분할은 균일해지며 동일한 크기의 캐리어 핀홀 위치오차에

대해 유성기어의 수가 증가하면 하중분할은 불균일해졌다.

Prueter(2011) 등은 두 개의 유성기어단과 하나의 평행축 기어단으로 구성된 3.6

MW급 해상 풍력발전기용 기어박스의 링기어 이뿌리부에 스트레인 게이지를 부착하

여 시험하고 이를 이용하여 해석 프로그램을 검증하였다. 시험 및 해석 결과, 유성캐

리어 편심이 기어치 응력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Zundel(2011)은 풍력발전기용 기어박스 제조사인 Winergy AG의 제품개발 과정에

서 시행되는 가장 중요한 프로토타입 시험(prototype testing)들에 대해 기술하였다.

프로토타입 시험을 통해 확인해야 하는 항목으로 기어 치폭방향 하중분포, 소음, 윤활

을 꼽고 있으며 특히 기어 이뿌리부에 스트레인 게이지를 부착하여 기어 치폭방향 하

중분포를 측정할 때의 유의사항들에 대해 기술하였다.

Park(2013) 등은 두 개의 유성기어단과 하나의 평행축 기어단으로 구성된 2 MW

급 풍력발전기용 기어박스를 대상으로 해석을 통해 비토크 하중의 영향을 분석하였

다. 해석 결과, 비토크 하중은 유성기어들 간의 하중분할 및 기어의 치폭방향 하중분

포를 불균일하게 만들어 기어박스의 수명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

나 비토크 하중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량적인 분석은 시행하지 못하고 경향만을 확

인하는데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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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풍력발전기용 3점 지지 기어박스

2.1. 풍력발전기의 구조

설치되는 지역의 특색, 설계 우선 고려사항 등의 제반 여건에 따라 다양한 형태가

있을 수 있으나 일반적인 풍력발전기의 주요 구성은 아래에서와 같다(김 등, 2010).

2.1.1. 로터부

로터부(rotor system)는 바람의 운동에너지를 기계적 회전동력으로 변환시켜주는

블레이드(blade), 바람의 세기(속도)에 따라 블레이드의 각도를 조절해 주는 피치시스

템(pitch system), 여러 매의 블레이드를 연결해 주는 허브(hub)로 구성된다(그림 2.1).

그 중 피치시스템은 바람의 세기에 따라 블레이드 피치각(pitch angle)을 조절하여 풍

력발전기의 출력을 제어하는 기능을 한다. 일반적으로 드라이브 모터, 피치 감속기 및

피치 베어링 등으로 구성되며, 제어시스템을 통해 바람의 세기에 따라 드라이브 모터

의 회전을 조절해주면 연결된 피치 감속기와 피치 베어링을 거쳐 최종적으로 원하는

각도만큼 블레이드를 회전시켜 주게 된다. 이 때 피치 베어링과 블레이드는 볼트로

연결된다. 피치시스템의 형태는 그림 2.2에서와 같다.

Fig. 2.1 Feature of rotor system in a wind turbine.

(Citation: HYDAC international Home page, http://www.hyda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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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2 Configuration of a pitch system.

(Citation: DNV GL Home page, http://www.dnvgl.com)

2.1.2. 나셀 및 타워부

로터부로부터 전달된 기계적 회전동력을 이용하여 전기적 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한

모든 기계 및 전기장치들이 포함되어 있는 하우징을 나셀(nacelle)이라 하며, 나셀을

지지하는 원통형 지지부를 타워(tower)라 한다. 나셀 내부에 포함되어 있는 구성요소

는 허브와 기어박스를 연결하는 주축(main shaft 또는 low speed shaft), 주축으로부

터 전달되는 저속 고토크의 동력을 고속 저토크의 동력으로 변환하는 기어박스

(gearbox), 블레이드의 회전을 정지시키기 위한 브레이크(brake), 기어박스 출력을 발

전기로 전달하는 고속축(high speed shaft), 기어박스 출력축과 고속축을 연결하기 위

한 커플링(coupling), 고속축의 회전동력을 전기적 에너지로 변환시켜 주는 발전기

(generator), 나셀을 수송 또는 설치할 때 주축의 회전을 방지하고 내부부품을 보호하

기 위한 잠금장치(locking device), 나셀의 회전방향을 조절해 주는 요시스템,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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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에 직접 연결되어 나셀 구성요소들을 지지하는 바닥면인 베드플레이트(bed plate)

가 있다. 요시스템은 바람의 방향에 따라 나셀을 회전시켜주어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

는 굽힘 피로하중(bending fatigue loadings)을 최소화하는 기능을 하며 일반적으로

드라이브 모터, 요 감속기, 요 베어링 등으로 구성된다. 요시스템의 작동방식은 피치

시스템과 유사하다. 즉, 제어시스템을 통해 바람의 방향에 따라 드라이브 모터의 회전

을 조절해주면 연결된 요 감속기와 요 베어링을 거쳐 최종적으로 원하는 각도만큼 나

셀을 회전시켜 주게 된다. 드라이브 모터와 요 감속기 연결체를 요 드라이브라고 부

르기도 한다. 나셀 및 타워부의 형상은 그림 2.3에서와 같다.

Fig. 2.3 Nacelle and tower system in a wind turbine.

(Citation: HYDAC international Home page, http://www.hydac.com)

2.1.3. 냉각시스템

냉각시스템(cooling system)은 나셀 내부의 각종장치들이 작동할 때 발생되는 열

을 소산(dissipation)시켜 과열로 인한 고장을 방지하고 원활한 작동을 가능하게 해주

는 시스템으로서 기어박스, 발전기, 인버터, 메인 베어링 등에 설치된다(그림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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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4 Cooling system in a wind turbine.

(Citation: HYDAC international Home page, http://www.hydac.com)

2.2. 좌표시스템 및 하중 분류

풍력발전기의 좌표시스템은 기준이 되는 컴포넌트에 따라 블레이드 좌표계(blade

coordinate system), 코드 좌표계(chord coordinate system), 허브 좌표계(hub

coordinate system), 로터 좌표계(rotor coordinate system), 요 베어링 좌표계(yaw

bearing coordinate system), 타워 좌표계(tower coordinate system) 등이 있으며

(Germanischer Lloyd, 2010) 본 연구에서는 허브 좌표계를 적용하였다(그림 2.5). 허브

좌표계에서 x축은 동력이 전달되는 방향으로 주축의 길이방향을 의미하고, z축은 수

직 위쪽방향으로 타워의 길이방향을 의미하며, y축은 x축 및 z축과 동시에 수직을 이

루는 방향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z축 방향을 요 방향(yaw direction), y축 방향을 피

치 방향(pitch direction), x축 방향을 축방향(axial direction)이라 하며 z축을 기준으로

한 굽힘 모멘트를 요 모멘트(yaw moment), y축을 기준으로 한 굽힘 모멘트를 피치

모멘트(pitch moment)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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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력발전기 드라이브 트레인에는 x, y, z축 세 방향의 힘(force) 및 모멘트

(moment)를 합해서 총 6자유도의 하중(loading)이 존재한다. 발전에 사용되는 하중은

풍력에 의한 순수 토크로서 축방향 모멘트에 해당된다(x축 모멘트). 순수 토크를 제외

한 나머지 5 자유도의 하중 즉, x/y/z축 힘과 피치 및 요 모멘트를 비토크 하중으로

정의한다(Link et al., 2011). 축방향 하중인 추력(thrust force, x축 힘)은 풍하중의 블

레이드 면외성분(out of plane components of wind loadings)에 의해 발생하고, 피치

및 요 모멘트(y축 및 z축 모멘트)는 각각 블레이드의 상부면과 하부면, 좌측면과 우측

면에 작용하는 불균등한 공력하중에 의하여 발생한다. 수직 및 수평전단력(z축 및 y

축 힘)은 각각 블레이드의 자중과 요 모멘트에 의하여 발생한다. 기어박스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비토크 하중 성분은 피치 및 요 모멘트와 추력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Link et al., 2011).

Fig. 2.5 Feature of hub coordinate system used in this study.

(Citation: Germanischer Lloyd,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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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드라이브 트레인의 구조

2.3.1. 기어박스 형태에 따른 분류

풍력발전기 드라이브 트레인은 적용되는 기어박스의 타입에 따라 간접구동식

(geared type), 직접구동식(gearless type), 혼합식(hybrid type)의 세 가지 형태로 구

분된다.

간접구동식은 전세계에서 85% 이상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대다수의

풍력발전기에서 채택하고 있는 형태로서, 그림 2.6에서와 같이 주축과 발전기 사이에

다단 기어박스를 설치하여 주축으로부터 입력되는 저속 고토크의 동력을 발전에 적합

한 고속 저토크의 동력으로 변환시켜 준다. 발전기는 주로 어떠한 역률조건에서도 운

전이 가능하고, 유, 무효 전력을 분리제어할 수 있으며 비교적 구조가 간단하여 가격

이 저렴한 이중여자 유도발전기(Doubly Fed Induction Generator, DFIG)를 사용한다.

기어박스의 증속비는 약 1:100 정도이며 발전기의 속도는 1200 - 1800 rpm이다. 상대

적으로 제작비용이 저렴하고 내부부품에 대한 공급망(supply chain)이 구축되어 있어

신뢰도 높은 부품을 사용함으로써 높은 시스템 신뢰도를 얻을 수 있으나 시스템의 구

성이 복잡하고 기어박스 고장으로 인한 유지보수 비용이 높은 단점이 있다.

Fig. 2.6 Feature of geared type drive train.

(Citation: Nordic Windpower Home page, http://www.nordicwindpow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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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구동식은 그림 2.7에서와 같이 기어박스가 없고 주축이 직접 발전기와 연결되

는 구조로서, 저속 고토크의 주축 입력동력을 이용하기 때문에 발전기는 가변속 운전

방식의 다극형 동기발전기를 채택하고 있다. 기어박스가 없으므로 발전기의 속도는

블레이드의 회전속도와 같은 12 - 30 rpm이다. 동기발전기의 전기주파수는 계통주파

수와 맞지 않기 때문에 전력계통과 연계하기 위해서는 인버터를 추가로 설치해야 한

다. 기어장치 등의 기계부품이 적기 때문에 구조가 간단하며 유지보수 및 소음측면에

서 유리하나, 인버터가 포함되어 가격경쟁력이 낮고 전력 변환효율도 낮으며 발전기

직경 및 무게가 크게 증가하는 단점이 있다.

Fig. 2.7 Feature of gearless type drive train.

(Citation: Enercon Home page, http://www.enercon.de)

혼합식은 간접구동식과 직접구동식의 장점을 살린 하이브리드 시스템으로서, 소형

의 1단 기어박스와 저속의 영구자석 발전기를 사용한다(그림 2.8). 기어박스의 증속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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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약 1:10 - 1:40 정도이며 발전기의 속도는 150 - 400 rpm이다. 다단 기어박스의

빈번한 고장과 나셀부 중량 증가문제, 다극형 동기발전기의 크기와 가격문제를 최소

화하면서 직접구동식과 간접구동식의 장점을 모두 채택한 형태이다. 그러나 저속 영

구자석 발전기에 대한 신뢰성의 문제가 있다.

Fig. 2.8 Feature of hybrid type drive train.

(Citation: Areva Wind Home page, http://www.areva-wind.com)

2.3.2. 간접구동식 드라이브 트레인의 분류

간접구동식 드라이브 트레인은 주축으로 입력되는 하중을 지지하는 방식에 따라

다시 3가지 형태로 나누어진다(김 등, 2010; Argyriadis et al., 2009). 크게 모듈형 드

라이브 트레인(modular drive train)과 통합형 드라이브 트레인(integrated drive train)

이 있으며, 모듈형 드라이브 트레인은 다시 2점 지지 드라이브 트레인(2 point

suspension drive train)과 3점 지지 드라이브 트레인(3 point suspension drive train)

으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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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듈형 드라이브 트레인 중 2점 지지 드라이브 트레인은 그림 2.9에서와 같이 주

축에 장착된 두 개의 메인 베어링이 비토크 하중을 흡수하여 베드플레이트로 직접 전

달하며 기어박스로는 순수 토크 하중만 입력되도록 설계한다. 세부구성은 그림 2.10에

서와 같다.

모듈형 드라이브 트레인 중 3점 지지 드라이브 트레인은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

는 형태로서, 2점 지지 드라이브 트레인과 유사한 구조로 구성되어 있으나 하나의 메

인 베어링만을 사용하여 메인 베어링과 기어박스 하우징의 좌우 양쪽 토크암(트러니

언(trunnion)이라고도 부름)이 비토크 하중을 지지하게 된다(그림 2.11). 기어박스 하

우징 토크암은 탄성중합체(elastomer)로 구성되어 있으며 비토크 하중뿐만 아니라 구

조기인 소음 및 진동을 흡수하여 베드플레이트(bed plate)로 전달한다. 상대적으로 설

계가 간단하고 주축의 길이가 짧아 안정성이 높은 장점이 있으나 기어박스로 일부 비

토크 하중이 전달되므로 높은 기어박스 강도가 요구된다. 세부 구성은 그림 2.12에서

와 같다.

Fig. 2.9 Concept diagram of 2 point suspension drive train.

(Citation: 김 등, 2010; Argyriadis et al.,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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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10 Detailed configuration of 2 point suspension drive train.

(Citation: Romax Technology Home page, http://www.romaxtech.com/)

Fig. 2.11 Concept diagram of 3 point suspension drive train.

(Citation: 김 등, 2010; Argyriadis et al.,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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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12 Detailed configuration of 3 point suspension drive train.

(Citation: Romax Technology Home page, http://www.romaxtech.com/)

GRC 프로젝트도 3점 지지 드라이브 트레인에 장착된 기어박스를 대상으로 한다.

GRC 프로젝트의 드라이브 트레인 형상은 그림 2.13에서와 같다(Link et al., 2011).

Fig. 2.13 A view of 3 point suspension drive train used for GRC project.

(Citation: Link et al.,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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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형 드라이브 트레인은 그림 2.14에서와 같이 기어박스 하우징이 기어들의 보

호 케이스 역할 뿐만 아니라 타워 상부에 있는 모든 요소들의 지지프레임 기능을 하

며, 메인 베어링은 하우징 내부로 통합된다. 비토크 하중은 기어박스 하우징을 통해

베드플레이트로 전달되어 소산되고 기어들로는 순수 토크 하중만 입력되도록 설계된

다. 일반적으로 모듈형 드라이브 트레인에 비하여 길이가 짧고 컴팩트하여 중량을 줄

일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베어링이나 기어가 고장날 경우 전체 기어박스 하우징을

들어내야 하므로 베어링과 기어박스가 각각 독립적으로 구성되는 모듈형 드라이브 트

레인에 비하여 유지보수 측면에서 불리하다. 통합형 드라이브 트레인은 발전기를 개

별유닛으로 설치하는 모듈형 발전기 타입과 발전기까지 기어박스 하우징에 연결시킨

통합형 발전기 타입이 있으며 세부구성은 그림 2.15에서와 같다.

Fig. 2.14 Concept diagram of integrated drive train.

(Citation: 김 등, 2010; Argyriadis et al.,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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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Modular generator type

(b) Integrated generator type

Fig. 2.15 Detailed configuration of integrated drive train.

(Citation: Romax Technology Home page, http://www.romaxtec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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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상용 다단 기어박스의 구조

현재 상용화되어 있는 풍력발전기용 기어박스는 기어의 종류, 동력분배 및 유압장

치 사용 여부에 따라 표 2.1에서와 같은 여러 형태의 구조를 가진다. 여러 개의 유성

기어를 사용함으로써 제한된 공간에서 높은 동력전달 용량을 가질 수 있는 유성기어

단이 대부분의 기어박스 구조에서 사용되고 있다.

컨벤셔널 타입은 두 개의 유성기어단(링기어 고정 타입)과 하나의 평행축 기어단

으로 구성되며 장기간의 필드적용을 통해 검증받은 구조로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

다. 컴파운드 타입은 하나의 축에 크기가 다른 2개의 유성기어가 설치된 형태이며, 커

플드 타입은 두 개 또는 그 이상의 유성기어가 서로 인접하여 배열된 형태이다. 디퍼

런셜 타입은 컨벤셔널 타입에 비해 1단의 유성기어열이 더 추가된 형태로서 동력이 1

단과 2단에 배분되어 입력되므로 동력분배를 통해 전체중량을 줄일 수 있다(컨벤셔널

타입 대비 약 2/3의 무게). 동적유압 및 정적유압 디퍼런셜 타입은 유압을 이용하여

기어박스의 기어비를 변화시켜 전력변환장치 없이 가변속이 가능한 형태이다.

간접구동식 드라이브 트레인의 기어박스는 일반적으로 세 개의 단으로 제작되며

기어배열은 주로 2.1 MW급 이하에서는 하나의 유성기어단과 두 개의 평행축 기어단

으로, 그 이상에서는 두 개의 유성기어단과 하나의 평행축 기어단으로 구성된다

(Argyriadis et al., 2009).

2.5. 연구대상 기어박스의 정보

풍력발전기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드라이브 트레인 및 기어박스의 형태는

각각 간접구동식 3점 지지 드라이브 트레인과 컨벤셔널 타입 기어박스이다. 또한 풍

력발전기 용량의 경우 현재 멀티 메가와트급(multi-MW class)이 가장 일반적으로 사

용되고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멀티 메가와트급 풍력발전기의 3점 지지 드라이브

트레인에 장착되는 컨벤셔널 타입의 기어박스를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연구대상

프로토타입 기어박스의 정보는 아래에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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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1 Classifications of commercial wind turbine gearboxes

컨벤셔널 타입 컴파운드 타입 동력분배형(다수 발전기)

다중입력(로터) 커플드 타입 디퍼런셜 타입

유압 토크제어 동적유압 디퍼런셜 타입 정적유압 디퍼런셜 타입

저속 유성기어단(low speed planetary gearset, LSPG), 고속 유성기어단(high

speed planetary gearset, HSPG), 그리고 평행축 기어단(parallel shaft gearset, PSG)

의 3개 단으로 구성된 2 MW급 풍력발전기용 기어박스이다(그림 2.16). 블레이드로부

터 전달된 저속, 고토크 동력은 저속 유성기어단의 유성캐리어로 입력되며 고속 유성



25

기어단과 평행축 기어단을 거치면서 고속, 저토크 동력으로 변환되어 평행축 기어단

의 피니언을 통해 출력된다. 정격속도는 15.3 rpm, 변속비(transmission ratio)는 1/72

이며 저속 및 고속 유성기어단의 유성기어 수는 각각 4개와 3개이다. 선기어(sun

gear), 유성기어(planet gear), 링기어(ring gear), 휠(wheel), 피니언(pinion) 등의 모든

기어들은 나선각을 가지는 헬리컬 기어이다. 각 단 기어들의 정보는 표 2.2에서와 같

다. 표에서 디덴덤계수(dedendum coefficient), 어덴덤계수(addendum coefficient) 및

이뿌리계수(root radius factor)는 기어 가공장치의 치형과 관계되는 변수이다. 또한

전위계수(profile shift coefficient)는 맞물리는 기어치의 미끄럼율(specific sliding)이

최소가 되도록 설정하였고, 작용면(plane of action)에서 균일한 물림을 가지도록 치형

수정(profile modification)을 적용하였다. 팁 릴리프(tip relief)는 적용하지 않았다.

Fig. 2.16 Structure of the prototype gearb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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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s

LSPG HSPG PSG

Units

Sun Planet Ring Sun Planet Ring Wheel Pinion

Accuracy

grade by

DIN 3961

5 5 6 5 5 6 5 5 -

Dedendum

coefficient
1.411 1.411 1.187 1.414 1.418 1.208 1.706 1.392 -

Addendum

coefficient
1.0 1.0 0.991 1.0 0.951 0.917 1.141 1.324 -

Root radius

factor
0.38 0.38 0.38 0.38 0.38 0.38 0.2 0.2 -

Normal

module
16 16 16 10 10 10 9 9 mm

Number of

teeth
25 31 87 24 42 108 88 30 -

Face width 370 370 370 200 200 200 220 220 mm

Normal

pressure

angle

20 20 20 20 20 20 17.5 17.5 deg.

Helix angle 8 8 8 9 9 9 14 14 deg.

Profile

shift

coefficient

0.29 0.3538 -0.998 0.29 0.3571 -1.004 0.212 0.1 -

Tooth

thickness

(arc)

28.51 29.254 13.514 17.819 18.308 8.397 15.34 14.705 mm

Tooth

height
38.573 38.576 34.851 24.135 23.689 21.25 25.621 27.143 mm

Pitch circle

diameter
403.93 500.87 -1405.68 242.99 425.23 -1093.46 816.25 278.27 mm

Table 2.2 Specifications of the prototype gearbox



27

제 3 장 상사이론을 통한 축소모형 선정

3.1. 연구배경 및 목적

멀티 메가와트급 풍력발전기용 기어박스는 길이가 수 미터, 중량이 수십 톤에 이

르는 대형 기어박스로서 큰 하중, 한정된 설치공간 등 가혹한 운전조건 하에 있으므

로 수명 및 성능 등의 요구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한 설계와 제작에 많은 시간과 비용

이 소요된다. 또한 설계검증을 위한 실물 크기의 기어박스 시험에는 대형 시험장비가

요구된다. 그림 3.1은 멀티 메가와트급 풍력발전기용 기어박스를 시험하기 위한

Hansen transmission사와 Winergy사의 시험장비를 보여준다(DeConinck, et al., 2010;

Winergy AG, 2013). 이들은 각각 13.2 MW, 14 MW 용량으로 기어박스의 운전조건

을 구현해 주기 위해 대형 모터와 인버터, 커플링 등 고가의 기계요소들이 사용된다.

이와 같이 멀티 메가와트급 풍력발전기용 기어박스의 설계와 시험에는 많은 시간

과 비용이 소요되나 아직까지 외부조건에 대한 거동특성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작은 실수가 있거나 중요한 영향인자가 간과되기 쉬운데 그러한 경우 고장이

발생하여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 만약 대형 기어박스의 거동특성을 상사하는 축

소모형을 구성할 수 있다면 상대적으로 간단한 축소모형 시험을 통해 대형 기어박스

의 거동을 파악할 수 있으므로 설계나 시험 중 발생할 수 있는 시행착오를 줄여 손실

을 방지하고 설계측면의 유용한 정보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상사이론(similarity

theory)은 이러한 축소모형을 구성하기 위한 방법론을 제공하며 유체 역학, 토양 역

학, 구조 해석 등의 분야에 주로 사용되고 있다(Baker et al., 1991; Langhaar, 151).

본 장에서는 프로토타입 기어박스의 거동을 상사할 수 있는 축소모형을 선정하기

위해, 먼저 상사이론에 대해 살펴보고 기어박스의 주요 설계평가 기준을 검토하여 상

사기준을 결정하였다. 그 후 상사이론을 적용하여 프로토타입 기어박스를 상사할 수

있는 축소모형의 상세를 결정하고 해석을 통해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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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Test rig of Hansen Transmission(13.2 MW capacity)

(Citation: DeConinck, et al., 2010)

(b) Test rig of Winergy(14 MW capacity)

(Citation: Winergy AG, 2013)

Fig. 3.1 Test rigs for multi-MW wind turbine gearbox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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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재료 및 방법

3.2.1. 상사이론

3.2.1.1. 개괄

에너지, 속도, 응력, 힘, 온도 등의 물리적 변수는 객관적인 수치값을 가지며 관련

된 역학적인 현상을 대변한다. 순수한 해석적 연구에서는 미지의 변수를 도출하기 위

해 방정식을 사용한다. 그러나 현상이 너무 복잡하여 방정식을 세우거나 해를 구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 구조해석, 열역학, 토양 역학, 유체역학, 공기역학 등의

많은 문제들이 이에 해당되며, 이 경우 실험적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상사이론 또는 차원해석(dimensional analysis)은 현상에 대한 정보를 도출하기 위

한 기법으로 특정 현상은 그 현상을 대표하는 변수들 간의 차원적으로 동일한 관계식

으로 표현될 수 있다는 가정에서 출발하며, 하나 이상의 개별변수를 조합하여 차원적

으로 동일한 시스템변수들을 구성한 후 이들의 관계를 이용하여 현상의 특성을 구명

한다. 즉, 현상을 대표하는 개별변수 a, b, c, d, e, f를 조합하여 차원적으로 동일한 시

스템변수 ab/c와 d/(ef)를 구성하고 시스템변수들 간의 함수관계로 현상의 특성을 표

현하는 것이다. 이 때 시스템변수의 수는 항상 개별변수의 수보다 적으므로 상사이론

은 현상을 나타내는 변수의 수를 감소시켜 적은 수의 실험으로 현상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한다. 거의 모든 현상에 대한 부분해(partial solution)는 쉽게 얻을 수

있으나 완전해(complete solution)의 도출이나 현상의 내부 메커니즘 구명은 불가능하

므로 상사이론은 이론적으로 해석하기 어려운 복잡한 현상을 실험적으로 구명하거나

시스템이 대형인 경우 작은 크기의 모형시험으로 시스템의 특성을 구명하기 위해 주

로 사용된다. 상사이론의 첫 번째 단계이자 가장 중요한 부분은 현상에 영향을 미치

는 변수들을 정확히 나열하는 것이다. 너무 많은 변수들이 포함되면 해석이 복잡해질

뿐만 아니라 시간이 많이 소요되며, 포함된 변수의 수가 너무 적어지면 중요한 변수

가 제외되어 올바른 해석결과를 얻을 수 없다. 따라서 상사이론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현상에 대한 깊이 있는 이론적, 경험적인 이해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가. 단위계

과학적 추론은 힘, 질량, 길이, 시간, 가속도, 속도, 온도, 비열, 전하 등과 같은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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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적인 개념에 기초한다. 이들은 측정단위를 가지고 있으며 그 가운데 질량, 길이, 시

간, 온도, 전하 등의 단위는 서로 독립적이며 그들을 이용하여 다른 모든 개념들의 단

위를 결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다른 모든 물리량들의 단위를 표현할 수 있는 독립

적인 측정단위를 기본단위(fundamental unit)라 하고 기본단위를 이용하여 표현되는

종속적인 단위를 유도단위(derived unit)라 한다. 일반적으로 세 개의 기본단위가 사용

되는데 물리학적 연구(physical investigation)에서는 길이, 질량, 시간이, 공학 연구

(engineering investigation)에서는 길이, 힘, 시간이 주로 사용된다. 에너지, 속도, 가속

도, 점도, 밀도 등과 같은 물리량들은 유도단위를 가지며 그 형태는 사용되는 기본단

위에 따라 달라진다.

기본단위는 특정 단위시스템에서 규정하는 단위계에 의해 표현된다. 모든 물리량

들을 표현할 때 하나의 단위계만 사용하며 두 가지 이상의 단위계를 혼동하여 사용하

지 않는다. 그 중 힘과 질량은 뉴턴의 법칙에 의해 연결되는 상호종속 변수이므로 둘

중 하나의 단위가 결정되면 나머지 물리량의 단위는 저절로 정해된다. 대표적으로 사

용되는 단위계는 아래에서와 같다.

1) CGS 시스템(CGS system): 길이의 단위로 센티미터(centimeter, cm), 질량의

단위로 그램(gram, g), 그리고 시간의 단위로 초(second, sec)를 사용하는 단위계이다.

뉴턴의 법칙에 따라 단위힘은 1 g의 질량에 1 cm/sec2의 가속도를 발생시키는 힘이며

이 단위를 다인(dyne)으로 정의한다. 즉, 1 dyne = 1 g × 1 cm/sec2이다. 표준 중력가

속도 값은 980.665 cm/sec2이므로 지구에서 1 g 질량의 무게는 981 다인이다.

2) MKS 질량 시스템(MKS mass system): 길이의 단위로 미터(meter, m), 질량의

단위로 킬로그램(kilogram, kg) 그리고 시간의 단위로 초를 사용하는 단위계이다. 뉴

턴의 법칙에 따라 단위힘은 1 kg의 질량에 1 m/sec2의 가속도를 발생시키는 힘이며

이 단위를 뉴턴(Newton, N)으로 정의한다. 즉, 1 N = 1 kg × 1 m/sec2이다. 정의에

따라 1 N = 100,000 dyne이다.

3) MKS 힘 시스템(MKS force system): 길이와 시간의 단위는 MKS 질량 시스

템에서와 동일하나 킬로그램은 질량이 아닌 힘의 단위로 사용된다. 킬로그램 힘

(kilogram force)은 표준 중력가속도 하에서의 1 kg의 질량에 해당하는 무게로 정의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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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결과적으로 1 kg force = 980,665 dyne이 된다. 뉴턴의 법칙에 따라 단위질량은

표준 중력가속도에서 9.81 킬로그램 힘을 발생시키는 질량으로 정의되며 단위는

kg×sec2/m가 된다.

4) 영국 질량 시스템(British mass system): 길이의 단위로 피트(feet, ft), 질량의

단위로 파운드(pound, lb) 그리고 시간의 단위로 초를 사용하는 단위계이다. 1 파운드

질량은 0.4536 킬로그램 질량으로 정의된다. 뉴턴의 법칙에 따라 단위힘은 1 lb의 질

량에 1 ft/sec2의 가속도를 발생시키는 힘이며 이 단위를 파운달(poundal)로 정의한다.

즉, 1 poundal = 1 lb × 1 ft/sec2이다.

5) 미국 공학 시스템(American engineering system): 길이와 시간의 단위는 영국

질량 시스템에서와 동일하나 파운드는 질량이 아닌 힘의 단위로 사용된다. 뉴턴의 법

칙에 따라 단위질량은 표준 중력가속도에서 1 lb의 힘을 발생시키는 질량으로 정의되

며, 이를 슬러그(slug)로 정의한다. 즉, 1 slug = 1 lb × 1 sec2/ft이다.

나. 차원

기본단위들을 이용하여 표현된 유도단위를 차원(dimension)이라 한다. Maxwell(18

71)은 힘, 질량, 길이, 시간의 기본단위를 나타내기 위하여 각각 [F], [M], [L], [T]와

같은 기호를 사용하였으며, 이들의 자승의 곱 혹은 나눗셈 등과 같은 관계식으로 차

원을 표현하였다. 특정 변수의 차원은 정의 또는 물리적 법칙을 따른다. 예를 들어,

속도는 거리의 시간에 대한 미분값이므로 속도의 차원은 [LT-1]이 된다. 유사한 방법

으로 가속도의 차원은 [LT-2]이 된다. 힘을 기본단위로 사용하는 힘 시스템에서 힘과

가속도는 각각 [F], [LT-2]의 차원을 가지므로 뉴턴의 법칙에 의해 질량의 차원은

[FT2L-1]이 된다. 반대로, 질량을 기본단위로 하는 질량 시스템에서는 질량과 가속도

가 각각 [M], [LT-2]의 차원을 가지므로 뉴턴의 법칙에 의해 힘의 차원이 [MLT-2]이

된다. 단위계에 따라 질량, 거리 등의 단위가 달라지므로 하나의 단위계를 선택하여

그 단위계에서 사용하는 단위들로 각 차원을 나타내어야 한다. 즉, MKS 질량 시스템

에서는 질량, 길이, 시간을 나타내는 기본단위가 각각 kilogram, meter, second이며 이

들 단위가 질량, 길이, 시간의 차원인 [M], [L], [T]에 대응한다. 차원은 기본단위가

변할 때 상응하는 물리량들의 수치값이 어떻게 변하는지 알려주는 코드이며 상사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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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연관되는 중요한 특성이다.

3.2.1.2. 배경

가. 차원적 동일성

방정식의 형태가 기본단위에 독립적이라면 그 방정식은 차원적으로 동일

(dimensionally homogeneous)하다고 한다. 예를 들어, 단진자의 진동주기를 나타내는

방정식인 T=2π√(L/g)는 길이를 feet, meter 또는 mile 중 어느 단위를 사용하더라도,

시간을 minutes, days 또는 seconds 중 어느 단위를 사용하더라도 동일한 단위계 내

에서 사용한다면 유효하므로 차원적으로 동일한 방정식이다. 그러나, 만약 중력가속도

g의 위치에 32.2 ft/sec2의 정해진 값을 사용한다면 방정식은 T=1.11√L이 되고 또한

지구에서의 단진자 운동을 표현하는 방정식이지만 길이와 시간에 각각 feet와

seconds의 단위를 적용할 때만 유효하므로 차원적으로 동일한 방정식은 아니다. 결과

적으로 방정식을 구성하는 어떠한 변수에도 고정된 값을 할당하지 않으면 그 방정식

은 차원적으로 동일한 방정식이 된다.

나. 일반적 사항

수학적 분석에서 사용되는 일반적 형태의 함수와 비교하여 차원적으로 동일한 함

수는 특수한 형태의 함수이다. 상사이론은 차원적으로 동일한 함수를 사용하는 수학

적 이론이며 순수하게 대수적인 이론이다. 상사이론의 적용은 문제의 해를 차원적으

로 동일한 방정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가정에 기초하고, 이 가정은 물리학의 기본

방정식들은 차원적으로 동일하며 따라서 그러한 기본 방정식으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해의 관계식들도 차원적으로 동일하다는 사실에 의해 입증된다.

상사이론을 이용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 단계는 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들을 결정하는 것이다. 필요 이상으로 많은 변수들이 포함되면 최종 관계식에 너무

많은 항들이 나타나며 반면 중요한 변수들이 누락되면 바른 결과를 얻을 수 없다. 중

력 가속도와 같이 실제로는 상수값을 가지는 항목들도 다른 비상수 변수들과 결합하

여 무차원계수(dimensionless product)를 형성할 수 있으므로 변수로 간주된다. 전체

변수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특정 변수가 “왜” 그리고 “어떻게” 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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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에 대한 충분한 이론적, 경험적 이해가 필요하다. 재료의 측정가능한 어떠한 특성과

도 연관되어 있지 않은 피로한도(endurance limit)와 같이 현재의 지식으로는 관련 변

수들을 도출할 수 없는 분야에는 상사이론을 적용할 수 없다.

올바른 변수들이 결정되면 변수들을 이용하여 서로 독립적인 무차원계수들을 구성

해야 한다. 두 개 이상의 변수들을 조합하여 하나의 계수를 구성할 수 있는데 무차원

계수는 조합된 계수의 차원이 [1]이 되는 경우를 일컫는다. 예를 들어, 속도, 길이, 질

량 밀도, 점도를 나타내는 변수를 각각 V, L, ρ, μ라 하면 MKS 질량 시스템에서 각

변수의 차원은 각각 [LT-1], [L], [ML-3], [ML-1T-1]이므로 VLρ/μ라는 새로운 계수를

정의하면 이 계수의 차원은 [LT-1LML-3]/[ML-1T-1]=[1]이 되어 VLρ/μ 는 무차원계수

가 된다(유체역학에서는 이 계수를 레이놀즈수라고 부른다). 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모

든 변수들로부터 도출된 무차원계수들이 서로 독립적이고 그들을 조합하면 주어진 변

수로 구성할 수 있는 모든 무차원계수들이 구현될 때 그 무차원계수들을 완전한 세트

의 무차원계수들(complete set of dimensionless products)이라 부른다.

다. 버킹엄의 파이 이론(Buckingham Pi Theorem)

무차원계수들로 구성된 방정식은 차원적으로 동일하다. 버킹엄은 차원적으로 동일

한 물리적 방정식은 완전한 세트의 무차원계수들 간의 관계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상사이론의 기본원리를 도출하였다. 그 후 추가적인 연구가 진행되어 주어진 변수들

로부터 무차원계수들을 도출하는 방법은 정립이 되었으나 접근법에 따라 여러 형태의

무차원계수들이 도출될 수 있으며 물리적으로 가장 유의한 무차원계수가 무엇인지와

무차원계수들로 표현되는 방정식의 정확한 형태도 알 수 없어 실험을 통해 구명해야

한다. 또한 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들을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이론적

해법이 없어 주로 경험적 지식을 이용하여 선정해야 한다.

버킹엄의 정리에 따른 상사이론 방정식의 형태는 아래에서와 같다.

     ···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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π로 표현되는 변수들은 완전한 세트의 무차원계수들을 의미한다. 무차원계수들은

시험체의 절대적인 사이즈와는 무관한 값이므로 상기의 방정식은 모형과 프로토타입

에 모두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 즉, 무차원계수들은 특성상 “A 부분의 길이/B 부

분의 길이” 또는 “C 부분의 질량/D 부분의 질량” 등과 같이 동일한 물리량의 비율로

존재하게 되므로 프로토타입과 모델에서 모두 동일한 값을 가질 수 있다. 모형시험을

통해, 알고자 하는 무차원계수 π와 기타 다른 무차원계수들 π1, π2... 간의 관계를 도출

하면 그 관계가 프로토타입에도 그대로 적용되므로 모형시험을 통해 프로토타입의 원

하는 특성을 구명할 수 있게 된다.

상사이론 방정식에 포함된 모든 무차원계수들의 크기가 프로토타입과 모형에서 서

로 동일한 경우를 완전상사(completely similar)라고 하며, 이 경우 모형시험의 결과가

프로토타입의 특성을 가장 잘 대변할 수 있다. 상사이론에서는 가능하면 완전상사된

환경을 실현하는 것이 중요하나 완전상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도 많은데 그러

한 경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는 무차원계수부터 먼저 상사시켜야 한다.

프로토타입과 모형에서 변수의 영향도가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표면장력은 파랑(ocean wave)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항만모형에서의 물결특성에

는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또한 동일한 방식으로 제작할 경우 표면거칠기는 프로토타

입에서보다 모형에서 상대적으로 큰 값을 가지게 되어 영향도가 다르게 나타난다. 이

와 같이 프로토타입과 모형의 스케일 차이로 인해 나타나는 오차를 스케일효과(scale

effect)라 한다. 스케일효과는 대부분의 모형시험에서 발생하며 이를 줄이기 위해서는

가능하면 프로토타입과 유사한 크기의 모형을 제작해야 한다.

3.2.1.3. 상사모델

가. 모형시험의 특성

프로토타입을 상사한 소규모 모형의 시험은 프로토타입의 특성을 나타내는 정량적

또는 정성적 지표들을 제공하여 대형 시스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설계와 시험에 대한

시행착오를 줄이고 손실을 방지한다. 선형 또는 비선형 시스템에 모두 적용가능하며

모형시험의 주요결과는 단일 수치값으로 제공된다. 예를 들어, 구조파괴 시험의 경우

구조물이 견딜 수 있는 극한 하중값이 도출된다. 연구하고자 하는 현상에 대한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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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이해가 없으면 적합한 모형시험의 수행 및 결과의 해석이 불가능하며, 현상특성

이 알려져 있다 해도 원하는 정보를 얻기 위한 모형의 생성이 불가능한 경우도 많다.

모형시험은 구조해석, 열역학, 토양역학, 유체역학, 공기역학 등의 분야에서 흔히 사용

된다.

나. 여러 가지 상사모델

모형시험을 통해 프로토타입의 속도, 가속도, 응력, 변형량 등의 물리량을 추정할

수 있다. 적합한 상사모델을 적용하여 특정 시간과 위치에서 측정된 모형의 물리량을

상응하는 시간과 위치에서의 프로토타입의 물리량으로 변환하며 이 때 모형과 프로토

타입의 물리량의 비인 스케일계수(scale factor)가 사용된다. 상사모델에 따라 스케일

계수를 적용해야 하는 물리량들이 달라진다.

1) 기하학적 상사, 기구학적 상사 및 동적 상사

모형이 프로토타입의 상응하는 부분과 동일한 형상을 가지는 경우 모형과 프로토

타입은 기하학적으로 상사(geometrically similar)되었다고 한다. 기하학적 상사는 가

장 기본적인 상사조건으로 대부분의 상사모델에서 모형은 기하학적 상사를 만족시켜

야 한다. 직교 좌표계에서 프로토타입과 모형의 상응하는 부분의 좌표를 각각 (x, y,

z), (x＇, y＇, z＇)라 하면 기하학적 상사는 아래에서와 같은 방정식으로 표현될 수 있다.

  ′ ′ ′ (3.2)

여기서, Kx : x축 방향의 길이에 대한 스케일계수(scale factor for size

of x axis direction)

Ky : y축 방향의 길이에 대한 스케일계수(scale factor for size

of y axis direction)

Kz : z축 방향의 길이에 대한 스케일계수(scale factor for size

of z axis direction)

Kx = Ky = Kz인 경우, 즉 모형과 프로토타입의 가로, 세로 및 높이비가 모두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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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경우에만 기하학적 상사를 만족시키게 된다. 모든 형태의 조립구조물(fabricated

structure) 모형은 기하학적 상사를 만족시키도록 설계되나 강이나 항만과 같은 유체

구조물의 경우 표면장력의 영향 등으로 인해 모형에서 유체를 채우는 높이는 기하학

적 길이비보다 더 높게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프로토타입과 모형에서 두 방향의 길

이비만 서로 같은 경우를 왜곡모형(distorted model)이라 한다. 즉, 왜곡모형에서의 스

케일계수는 Kx = Ky ≠ Kz이며 이 때 Kz/Kx를 왜곡률(distortion factor)이라 한다.

기하학적 상사를 만족시키는 경우 모형과 프로토타입은 대응점(homologous point)

이라 부르는 서로 상응하는 지점이 존재한다. 대응점들이 모여 모형의 일부나 전체를

이루는 경우 대응부(homologous parts) 또는 대응체(homologous figure)를 정의할 수

있으며 시간에 따라 변하는 과도현상의 경우 대응시간(homologous time)을 정의할 수

있다. 주기성을 가진 현상에서 모형과 프로토타입의 대응시간은 한 주기에서 동일한

분율(fraction)을 가지는 시간이며, 주기성이 없는 현상에서는 상응하는 입자가 상응하

는 궤적을 그리는데 걸리는 시간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원형 축 형상인 모형과 프로

토타입의 회전속도가 각각 10 rpm, 5 rpm이라 하면 1회전 시 소요시간은 모형이 프

로토타입보다 1/2배 짧으므로 프로토타입의 1시간에 해당하는 모형의 대응시간은 30

분이다. 이 경우 동일한 회전분율에 대해 모형에서의 시간이 프로토타입의 시간보다

1/2배 작으므로 시간에 대한 스케일계수는 1/2이 된다. 프로토타입의 특정시간 및 위

치에서 발생하는 현상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모형의 대응시간 및 대응점에서 발생하는

현상을 살펴보면 된다.

기하학적 상사 이외에도 여러 가지 형태의 상사가 가능하다. 강성 상사(stiffness

similarity)와 질량분포 상사(mass distribution similarity)는 모형과 프로토타입에서

대응단면(homologous cross section)의 강성비 및 대응부의 질량비가 모두 동일한 경

우를 의미한다.

기구학적 상사(kinematic similarity)는 운동의 상사(similarity of motions)를 의미

하며, 모형과 프로토타입의 대응입자(homologous particles)가 대응시간에 대응점에

위치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기하학적 상사가 성립해야 기구학적 상사를 만족시킬

수 있으며, 기구학적 상사가 만족된다면 모형과 프로토타입의 모든 대응부의 속도와

가속도는 동일한 방향 및 크기비를 가지게 된다. 기구학적 상사의 스케일계수를 살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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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위해 (x＇, y＇, z＇)의 좌표상에 위치해 있던 모형의 입자가 dt＇의 시간 동안 (x＇+dx＇,

y＇+dy＇, z＇+dz＇)의 위치로 이동하였다고 하면 아래에서와 같은 관계식이 성립된다.

  ′′
′

 ′′
′

 ′′
′

(3.3)

여기서, u' : 모형의 x축 방향의 속도벡터(velocity vector of x axis

direction of scale-down model), m/s

v' : 모형의 y축 방향의 속도벡터(velocity vector of y axis

direction of scale-down model), m/s

w' : 모형의 z축 방향의 속도벡터(velocity vector of z axis

direction of scale-down model), m/s

시간에 대한 스케일계수를 Kt, 각 방향 길이에 대한 스케일계수를 Kx, Ky, Kz라 하

면 모형과 프로토타입의 속도벡터 사이에는 아래에서와 같은 관계식이 성립한다. (u,

v, w)는 프로토타입의 속도벡터를 의미한다.

  ′ 


 ′ 


 ′ 


 (3.4)

모형과 프로토타입이 기하학적 상사를 만족시킨다고 하면 Kx = Ky = Kz (= KL)

이 되므로 기구학적 상사에서 속도에 대한 스케일계수 KV = KL/Kt이 된다. 동일한

방법으로, 가속도에 대한 스케일계수 Ka = KL/Kt
2 = KV

2/KL이 된다. 따라서 기구학적

상사를 만족시키고 길이 및 시간에 대한 스케일계수를 알고 있는 경우 모형시험을 통

해 프로토타입의 속도 및 가속도를 추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KL = 1/4, Kt = 1/2이

고 모형시험을 통해 측정한 특정지점의 속도와 가속도가 각각 1 m/s, 1 m/s2이었다

면, 속도와 가속도에 대한 스케일계수는 각각 1/2, 1이 되므로 프로토타입 대응부의

속도와 가속도는 각각 1÷(1/2) = 2 m/s, 1÷1 = 1 m/s2이 된다.

동적 상사(dynamic similarity)는 힘의 상사를 의미하며 모형과 프로토타입 대응부

에 작용하는 힘의 비가 모두 동일한 경우에 해당한다. 질량분포 상사와 기구학적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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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를 모두 만족시키는 경우에만 동적 상사가 성립된다. 모형과 프로토타입 대응부의

질량분포에 대한 스케일계수를 Km이라 하면 스케일계수의 정의 및 뉴턴의 법칙에 의

해 아래에서와 같은 관계식이 성립한다.

  ′ (3.5)

  ′′′ ′′′ ′′′ (3.6)

여기서, a'x : 모형의 x축 방향의 가속도 벡터(acceleration vector of x

axis direction of scale-down model), m/s2

a'y : 모형의 y축 방향의 가속도 벡터(acceleration vector of y

axis direction of scale-down model), m/s2

a'z : 모형의 z축 방향의 가속도 벡터(acceleration vector of z

axis direction of scale-down model), m/s2

m' : 모형의 질량(mass of scale-down model), kg

m : 프로토타입의 질량(mass of prototype), kg

F'x : 모형의 x축 방향의 힘 벡터(force vector of x axis

direction of scale-down model), N

F'y : 모형의 y축 방향의 힘 벡터(force vector of y axis

direction of scale-down model), N

F'z : 모형의 z축 방향의 힘 벡터(force vector of z axis

direction of scale-down model), N

기구학적 상사를 만족시킬 때 아래에서와 같은 관계식이 성립한다.

  

′


′


′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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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Fx : 프로토타입의 x축 방향의 힘 벡터(force vector of x axis

direction of prototype), N

Fy : 프로토타입의 y축 방향의 힘 벡터(force vector of y axis

direction of prototype), N

Fz : 프로토타입의 z축 방향의 힘 벡터(force vector of z axis

direction of prototype), N

KF : 힘에 대한 스케일계수(scale factor for force)

KL : 길이에 대한 스케일계수(scale factor for size)

Km
: 질량분포에 대한 스케일계수(scale factor for mass

distribution)

Kt : 시간에 대한 스케일계수(scale factor for time)

동적 상사에서 모형과 프로토타입의 힘에 대한 스케일계수 KF = KmKL/Kt
2이 된

다. 동적 상사의 스케일계수는 극소입자에서부터 전체 질량에 이르기까지 모형과 프

로토타입의 모든 질량범위에 적용가능하며, 동적 상사를 이용하면 질량분포에 대한

스케일계수, 길이에 대한 스케일계수 및 시간에 대한 스케일계수를 알고 있는 경우

모형시험을 통해 프로토타입에 작용하는 힘을 추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Km = 1/64,

KL = 1/4, Kt = 1/2이고 모형시험을 통하여 측정한 특정 지점의 힘이 1 N이었다고 하

면, 힘에 대한 스케일계수는 1/64이 되므로 프로토타입 대응부에 작용하는 힘은

1÷(1/64) = 64 N이 된다.

2) 대변형 또는 미소변형이 발생하는 탄성구조물의 상사

탄성이론에서는 힘과 변형량의 관계가 비선형일 때의 변형을 대변형(large

deflection)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굽힘을 받고 있는 얇은 판에서 힘과 변형량의 관

계는 비선형이므로 이 경우 대변형이 발생했다고 할 수 있다. 대변형이 선형영역을

넘어선 변형이라고 한다면 미소변형(small deflection)은 전통적인 선형탄성이론으로

예측할 수 있는 영역의 변형을 의미한다.

정적 힘에 의한 대변형을 받는 탄성구조물의 길이, 탄성계수, 포아송비를 각각 L,

E, ν, 구조물의 특정위치에 작용하는 힘, 모멘트, 응력, 변형량을 각각 F, M, σ, δ 이

라 하면 아래에서와 같은 관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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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

       (3.9)

상사이론으로부터 도출된 각 물리량들의 관계는 아래에서와 같다.

   


 





  (3.10)

  


 





  (3.11)

모형과 프로토타입은 모두 상기의 관계식을 만족시킨다. 함수 f1과 f2의 정확한 형

태는 알 수 없지만 만약 모형과 프로토타입에서 함수 f1과 f2에 포함되는 무차원계수

들의 크기를 동일하도록 조정한다면 함수의 결과값도 같게 되므로 모형과 프로토타입

의 스케일계수에 대한 아래에서와 같은 관계식을 도출할 수 있다. 즉, 포아송비에 대

한 스케일계수가 1, 힘에 대한 스케일계수가 탄성계수에 대한 스케일계수와 길이에

대한 스케일계수의 제곱과의 곱, 모멘트에 대한 스케일계수가 힘에 대한 스케일계수

와 길이에 대한 스케일계수와의 곱인 관계가 성립한다면 응력에 대한 스케일계수는

탄성계수에 대한 스케일계수와 같게 되고 변형량에 대한 스케일계수는 길이에 대한

스케일계수와 같게 된다. 따라서 대변형이 발생하는 탄성구조물에서 모형과 프로토타

입이 기하학적 상사, 탄성계수에 대한 상사, 포아송비에 대한 상사, 그리고 힘 및 모

멘트에 대한 상사조건을 만족시킨다면 길이, 탄성계수, 포아송비, 힘, 모멘트에 대한

스케일계수를 조정함으로써 모형시험으로부터 프로토타입의 응력과 변형량을 도출할

수 있다. 이 때 탄성계수, 포아송비, 힘, 모멘트에 대한 상사는 모형과 프로토타입의

상응하는 부분의 탄성계수, 포아송비, 힘, 모멘트가 모두 동일한 크기비를 가지는 경

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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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여기서, KE : 탄성계수에 대한 스케일계수(scale factor for elastic

modulus)

KF : 힘에 대한 스케일계수(scale factor for force)

KL : 길이에 대한 스케일계수(scale factor for size)

KM : 모멘트에 대한 스케일계수(scale factor for moment)

Kσ : 응력에 대한 스케일계수(scale factor for stress)

Kδ : 변형량에 대한 스케일계수(scale factor for deformation)

Kν : 포아송비에 대한 스케일계수(scale factor for Poisson's

ratio)

미소변형이 발생할 때 정정구조물(statically determinate structure)에서 발생하는

응력은 탄성계수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모든 부분의 탄성계수가 동일하며 보-기둥

작용(beam column action)과 같은 2차 효과가 크지 않은 부정정구조물의 경우에도 응

력은 탄성계수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따라서 특정위치에서 발생하는 응력은 길이, 힘

및 모멘트에 의해서만 결정된다. 작용하는 힘을 이용하여 모든 모멘트를 계산할 수

있다면 모멘트 요소도 무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변수들 사이의 관계식은 아래에서와

같다.

   


(3.13)

k는 포아송비에 의해 결정되는 무차원계수를 의미한다. 미소변형이 있는 탄성구조

물에서 발생하는 응력은 작용하는 힘에 비례한다. 또한 응력은 변형률(strain)에 비례

하고 변형률은 변형량에 비례하므로 결과적으로 아래에서와 같이 변형량도 힘에 비례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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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

응력 및 변형량을 도출하는 방정식에서 포아송비에 의해 결정되는 무차원계수만이

미지의 물리량이므로 스케일계수에 대한 아래에서와 같은 관계식을 도출할 수 있다.

    

  



  


(3.15)

여기서, KE : 탄성계수에 대한 스케일계수(scale factor for elastic

modulus)

KF : 힘에 대한 스케일계수(scale factor for force)

KL : 길이에 대한 스케일계수(scale factor for size)

Kσ : 응력에 대한 스케일계수(scale factor for stress)

Kδ : 변형량에 대한 스케일계수(scale factor for deformation)

Kν : 포아송비에 대한 스케일계수(scale factor for Poisson's

ratio)

즉, 포아송비에 대한 스케일계수가 1이라면 응력에 대한 스케일계수는 힘에 대한

스케일계수를 길이에 대한 스케일계수의 제곱으로 나눈 값이 되고 변형량에 대한 스

케일계수는 힘에 대한 스케일계수를 탄성계수에 대한 스케일계수와 길이에 대한 스케

일계수와의 곱으로 나눈 값이 된다. 따라서 미소변형이 발생하는 탄성구조물에서 모

형과 프로토타입이 기하학적 상사, 탄성계수에 대한 상사, 포아송비에 대한 상사, 그

리고 힘에 대한 상사조건을 만족시킨다면 길이, 탄성계수, 포아송비, 힘에 대한 스케

일계수를 조정함으로써 모형시험으로부터 프로토타입의 응력과 변형량을 도출할 수

있다.

3) 항복점 이상의 정적 힘을 받는 구조물의 상사

재료가 항복점 이상의 힘을 받으면 힘이 제거되었을 때 영구변형이 발생한다.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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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적으로 영구변형이 발생하는 영역에서는 응력과 변형률의 상호 연관관계가 없으나,

크리프가 발생하지 않고 응력이 단조적으로 서서히 증가하는 조건에서는 응력으로부

터 변형률을 도출할 수 있다.

본 미세스(Hencky-von Mises)의 소성학에 의하면 단조 증가하는 힘 조건에서 재

료의 응력-변형률 관계는 인장응력-변형률 곡선 및 탄성영역에서의 포아송비를 이용

하여 결정할 수 있다. 재료의 인장응력-변형률 곡선을 무차원 형태로 표기하기 위해

인장 응력 σ와 탄성계수 E를 조합한 σ/E 의 무차원계수를 사용한다. 무차원으로 표기

한 응력-변형률 곡선이 동일하다면 재료들은 동일한 형태의 응력-변형률 특성을 가진

다고 할 수 있다. 응력-변형률 곡선의 형태를 알고 있다면 응력-변형률 관계는 탄성

계수와 포아송비를 통해서만 결정된다. 응력-변형률 곡선이 동일하며 탄성 혹은 비탄

성 재료들의 변형경화(strain-hardening)가 발생하는 영역에서의 상사법칙은 다음과

같은 관계를 만족시킨다.

    
  



    
(3.16)

여기서, KF : 힘에 대한 스케일계수(scale factor for force)

KL : 길이에 대한 스케일계수(scale factor for size)

KM : 모멘트에 대한 스케일계수(scale factor for moment)

Kσ : 응력에 대한 스케일계수(scale factor for stress)

Kδ : 변형량에 대한 스케일계수(scale factor for deformation)

즉, 힘에 대한 스케일계수가 길이에 대한 스케일계수의 제곱, 모멘트에 대한 스케

일계수가 길이에 대한 스케일계수의 세제곱인 관계가 성립한다면 변형량에 대한 스케

일계수는 길이에 대한 스케일계수와 같게 되고 응력에 대한 스케일계수는 1이 된다.

토크는 모멘트와 동일한 단위를 가지므로 토크가 존재하는 경우 토크에 대한 스케일

계수도 길이에 대한 스케일계수의 세제곱이 되었을 때 상사조건을 만족시키게 된다.

따라서 항복 힘 이상의 정적 힘이 작용하는 구조물에서 모형과 프로토타입이 기하학

적 상사, 힘 및 모멘트(또는 토크)에 대한 상사조건을 만족시킨다면 길이, 힘 및 모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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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또는 토크)에 대한 스케일계수를 조정함으로써 모형시험으로부터 프로토타입의 응

력과 변형량을 도출할 수 있다. 이는 재료의 응력-변형량 곡선의 형태와 변형량의 크

기에 관계없이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법칙이다.

4) Mass-spring-damper 시스템의 상사

많은 기계시스템은 그림 3.2에서와 같은 mass-spring-damper 시스템으로 근사될

수 있다. 이 시스템에서 mass는 질량관성에 의한 관성력을, spring은 스프링상수에 의

한 스프링 힘을, damper는 감쇠계수에 의한 감쇠력을 발생시켜 외력과 함께 힘의 평

형을 이루게 된다. Mass-spring-damper 시스템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시

스템을 나타내는 운동방정식(equation of motion) 및 이론적인 해법이 정립되어 있으

며 운동방정식을 이용하여 상사모델을 구성할 수 있다.

Fig. 3.2 Feature of a mass-spring-damper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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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s-spring-damper 시스템의 운동방정식은 아래에서와 같다. 식에서 m은 질량,

b는 감쇠계수, k는 스프링상수, p(t)는 시스템에 작용하는 외력, t는 시간, x는 변위량

을 의미한다. 운동방정식은 차원적으로 동일한 방정식이며 해는 시간에 대한 변위량

의 형태로 나타난다. 초기조건은 dx/dt(0) = x(0) = 0으로 가정한다.

  





  (3.17)

운동방정식에 포함된 변수는 6개이므로 총 6개의 스케일계수가 정의될 수 있으며

경험적으로 각 변수에 대한 스케일계수를 식 (3.18)에서와 같이 정의한다. 즉, 스프링

상수 및 시간에 대한 스케일계수가 길이에 대한 스케일계수와 같고, 질량에 대한 스

케일계수가 길이에 대한 스케일계수의 세제곱, 그리고 감쇠계수 및 힘에 대한 스케일

계수가 길이에 대한 스케일계수의 제곱과 같은 관계를 가정한다.

     
  

  
   (3.18)

여기서, Kb : 감쇠계수에 대한 스케일계수(scale factor for damping

coefficient)

Kk : 스프링상수에 대한 스케일계수(scale factor for spring

constant)

KL : 길이에 대한 스케일계수(scale factor for size)

Km : 질량분포에 대한 스케일계수(scale factor for mass

distribution)

Kp : 힘에 대한 스케일계수(scale factor for force)

Kt : 시간에 대한 스케일계수(scale factor for time)

식 (3.18)의 관계들을 이용하여 식 (3.17)의 운동방정식을 아래와 같이 전개할 수

있다. 아래첨자 o와 p는 각각 모델과 프로토타입에서의 물리량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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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

  

   





 

 


 

식 (3.18)에서와 같은 스케일계수를 적용했을 때 모형과 프로토타입은 초기조건을

포함한 전체 운동방정식을 동일하게 만족시키므로 기구학적 상사가 성립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mass-spring-damper 시스템을 따르는 모형과 프로토타입이 식 (3.18)에

서와 같은 기하학적 상사, 스프링상수에 대한 상사, 질량분포에 대한 상사, 감쇠계수

에 대한 상사, 힘에 대한 상사, 그리고 시간에 대한 상사조건을 만족시킨다면 길이,

스프링상수, 질량, 감쇠계수, 힘, 시간에 대한 스케일계수를 조정함으로써 모형시험으

로부터 프로토타입의 변위량, 속도 및 가속도를 추정할 수 있다.

3.2.2. 기어박스의 상사

3.2.2.1. 기어 설계평가 기준

특정 적용분야에서 기어장치가 성공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하중용량(l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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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acity)이 충분히 커야 하고, 작동조건에 맞는 적절한 윤활을 제공해야 하며 적정

범위의 작동온도를 가져야 한다(Radzevich, 1951). 국제표준화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ISO)는 대수적인 수식을 이용하여 이들 항목을 정량

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국제규격을 제정하였으며(ISO standard 6336-(1:6),

2003-2007; ISO standard 10300-(1:3), 2001; ISO technical report 14521, 2010; ISO

technical report 13989-(1:2), 2000; ISO technical report 14179-(1:2), 2001) 현재 기어

설계평가를 위한 지침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하중용량은 기어치의 하중 지지능력을 의미하며 이뿌리 굽힘하중 및 치면 접촉하

중에 대한 지지능력을 나타내는 이뿌리 굽힘강도(tooth bending strength)와 치면 면

압강도(surface durability)로 구분된다. 부적절한 이뿌리 굽힘강도 및 치면 면압강도로

인한 파손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산업용 기어들에서 가장 빈번히 발생하는 고장모드

이다. 윤활조건과 관련해서는 맞물리는 기어치들 사이의 윤활유가 기화되어 금속 접

촉(metal to metal contact)이 발생하여 표면이 손상되는 현상을 스커핑(scuffing) 또

는 스코링(scoring)이라 하며 스퍼와 헬리컬, 베벨, 그리고 하이포이드 기어에 대한 계

산법이 규정되어 있으나 그 효용성과 정확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국제적으로 충분한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ISO standard 6336-1, 2006). 작동온도의 경우 기어치와 베

어링, 오일 씨일, 축, 커플링 등의 기어장치 하부 컴포넌트들에서의 동력손실로 인해

발생하는 열량이 기어장치의 표면을 통해 발산되는 열량과 평형을 이루게 되는 입력

동력 또는 오일온도를 계산하여 고온에 의한 영향을 평가한다. 그러나 계산식상에 복

사율(emission ratio), 열전달계수(heat transfer coefficient) 등의 실험적으로 도출해야

하는 변수들이 포함되어 있어 일반적인 기어장치에 적용하기는 어렵다.

3.2.2.2. 상사기준 결정

기어 설계평가 기준 중 윤활 및 작동온도에 대한 규격들은 효용성에 한계가 있으

며, 기어치 설계 변수들 뿐만 아니라 윤활, 냉각 등의 운전조건에 크게 의존하므로 작

동조건에 맞는 최적의 윤활 및 냉각상태를 가정하면 이들이 기어박스의 거동에 미치

는 영향은 하중용량에 비해 작은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어

설계평가 기준 중 하중용량을 상사의 기준으로 선정하여, 프로토타입 기어박스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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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리 굽힘강도와 치면 면압강도를 상사할 수 있도록 축소모형의 상세를 결정하였다.

부적절한 하중용량에 의한 파손은 기어박스의 가장 빈번한 고장모드이므로 이들의 상

사는 기어박스 수명에 대한 상사로 이어질 수 있다.

3.2.2.3. 하중용량 계산식

하중용량의 상사를 위해서는 먼저 하중용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파악해야

한다. 프로토타입 기어박스는 헬리컬 기어들로 구성되므로 스퍼 및 헬리컬 기어에 대

한 하중용량 계산법이 규정되어 있는 규격(ISO standard 6336-(1:6), 2003-2007)을 살

펴봄으로써 영향인자들을 파악하였다. 해당 규격은 25° 이하의 치직각 압력각(normal

pressure angle) 및 기준 나선각(reference helix angle), 1.0과 2.5 사이의 정면 물림률

(transverse contact ratio)을 가지며, 맞물리는 기어치들의 간섭으로 인한 언더컷이 없

고 백래쉬가 존재하는 기어장치에 적용되는데 프로토타입 기어박스는 이 조건들을 모

두 만족시킨다. 규격에서는 이뿌리 굽힘강도와 치면 면압강도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

들을 도출하기 위한 세 가지 방법을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다.

1) Method A: 실제 운전조건에서 실물 기어박스의 실부하 시험, 검증된 경험에 기

초한 기어장치 시스템의 종합적인 수치해석 또는 정밀한 측정결과를 이용한다. 가장

정확하지만 많은 시간과 비용, 노력이 소요되므로 특별한 경우 이외에는 거의 사용되

지 않는다.

2) Method B: 문헌 또는 통제된 환경에서의 시험결과를 기초로 하여 충분한 정확

도로 계산식이 정의되고 계수들의 값이 도출된다. 계산식 구축을 위해 몇 가지 기초

적인 가정들이 적용되므로 대상 기어장치 시스템이 이 가정들을 충족시키는지 확인해

야 한다.

3) Method C: 많은 가정들을 적용한 단순화된 계산식을 사용한다. 가정들을 모두

충족시키는 기어장치 시스템에만 적용 가능하므로 일반적인 기어장치 시스템에 사용

하기는 어렵다.

이상의 세 가지 방법 중 Method B가 가장 흔히 사용되므로 Method B에 의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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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용량 계산법을 살펴본다.

가. 이뿌리 굽힘강도

이뿌리부에서 시작되는 균열(fracture)은 기어치의 절손(breakage of tooth)을 유발

하며 하나의 기어치가 절손되면 인접 기어치가 추가적인 부하를 받게 되어 또 다시

절손되는 등 결과적으로 모든 기어치들이 절손될 수 있다. 이뿌리 굽힘강도는 기어치

의 이뿌리부에서의 허용 굽힘응력을 기초로 도출되는 하중용량이며 이뿌리 절손에 대

한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해 사용된다. 이뿌리 굽힘강도에 대한 안전계수는 아래와 같

이 정의된다.

   


(3.20)

SF는 이뿌리 굽힘강도에 대한 안전계수, σFG는 이뿌리응력 한도(tooth root stress

limit), σF는 이뿌리응력(tooth root stress)을 의미한다. 이뿌리응력은 이뿌리에서 발생

하는 최대 인장응력이다. 이뿌리응력 한도와 이뿌리응력을 도출하기 위한 계산식은

한쌍 이물림의 최고위치점(outer point of single pair tooth contact)에 하중이 작용할

때 기어치 절손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적인 이뿌리응력이 발생한다는 가정을 포함하며

헬리컬 기어의 경우 가상 스퍼 기어(virtual spur gear)의 한쌍 이물림의 최고위치점

에 치직각 하중이 작용할 때에 해당한다. 휠과 피니언에 대해 각각 안전계수를 도출

해야 하며, 계산된 안전계수는 재료 및 하중 데이터의 신뢰도, 제작 공차, 얼라인먼트

공차 등을 고려하여 기어장치 공급자와 주문자 사이에 합의된 최소 안전계수 이상의

값을 가져야 한다.

1) 이뿌리응력

이뿌리응력 계산식은 아래에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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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1)

여기서, σF : 이뿌리응력(tooth root stress), MPa

σF0 : 공칭 이뿌리응력(nominal tooth root stress), MPa

KA : 적용계수(application factor)

Kγ : 물림하중계수(mesh load factor)

KV : 동하중계수(dynamic factor)

KFβ : 이뿌리응력에 대한 치면하중계수(face load factor for tooth

root stress)

KFα : 이뿌리응력에 대한 정면하중계수(transverse load factor for

tooth root stress)

가) 공칭 이뿌리응력

공칭 이뿌리응력은 정적 공칭토크(nominal static torque)가 작용하는 오차가 없는

기어쌍의 이뿌리부에서 발생하는 최대 국부 주응력을 의미하며 아래에서와 같이 계산

된다.

   


 (3.22)

여기서, σF0 : 공칭 이뿌리응력(nominal tooth root stress), MPa

Ft : 공칭 정면 접선하중(nominal transverse tangential load), N

b : 치폭(face width), mm

mn : 치직각 모듈(normal module), mm

YF : 치형계수(tooth form factor)

YS : 응력수정계수(stress correction factor)

Yβ : 나선각계수(helix angle factor)

YB : 림두께계수(rim thickness factor)

YDT : 높은이계수(deep tooth factor)

공칭 정면 접선하중은 공칭토크와 피치원 직경을 이용하여 아래와 같이 계산된다.



51

   


(3.23)

여기서, Ft : 공칭 정면 접선하중(nominal transverse tangential load), N

T : 공칭토크(nominal torque), Nm

d : 피치원 직경(pitch circle diameter), mm

치형계수는 한쌍 이물림의 최고위치점에 하중이 작용할 때 치형이 공칭 이뿌리응

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준다. 이뿌리 필렛상의 두 점의 위치를 기준으로 굽힘에

대한 위험단면을 정의하는데, 외접기어에서는 이뿌리 필렛에 접하는 30° 접점들(그림

3.3)이며, 내접기어에서는 60° 접점들(그림 3.4)이다. 두 접점 사이의 위험단면을 기준

으로 치형계수를 도출하며 계산식은 식 (3.24)에서와 같다. 헬리컬 기어의 경우 가상

스퍼 기어에 대한 값들을 입력해야 한다. hFe, sFn, αFen은 기어치 가공에 사용된 기준

래크의 형상, 피니언 커터의 정보(내치기어), 기어치 전위계수, 가상 스퍼 기어의 잇

수, 치직각 모듈, 치직각 압력각, 기준원 및 이끝원 직경 등 기어치 형상과 관련된 인

자들을 이용하여 도출할 수 있다.

   



cos






(3.24)

여기서, YF : 치형계수(tooth form factor)

hFe : 한쌍 이물림의 최고위치점에 작용하는 하중에 대한

이뿌리응력의 굽힘모멘트 암(bending moment arm for

tooth root stress relevant to load application at the outer

point of single pair tooth contact), mm

mn : 치직각 모듈(normal module), mm

sFn : 위험단면에서의 현 이두께(tooth root chord at the critical

section), mm

αFen : 한쌍 이물림의 최고위치점에 작용하는 하중에 대한

하중방향각(load direction angle, relevant to direction of

application of load at the outer point of single pair tooth

contact), degree

αn : 치직각 압력각(normal pressure angle), deg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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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 Reference points to derive the tooth form factor for external gears.

(Citation: ISO 6336-3, 2006)

Fig. 3.4 Reference points to derive the tooth form factor for internal gears.

(Citation: ISO 6336-3,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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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력수정계수는 한쌍 이물림의 최고위치점에 하중이 작용할 때 공칭 이뿌리응력을

국부 이뿌리응력으로 변환시켜 주기 위해 사용된다. 국부 이뿌리응력의 크기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들 및 이뿌리 필렛에서의 응력증가를 고려한다. 응력수정계수 계산식

은 식 (3.25)에서와 같다. ρF는 위험단면에서의 이뿌리 반경(tooth root radius at the

critical section)을 의미하며(그림 3.3 및 3.4) 기준 래크의 형상, 피니언 커터의 정보

(내치기어), 기어치 전위계수, 가상 스퍼 기어의 잇수, 치직각 모듈, 치직각 압력각 등

의 기어치 형상 관련 인자들을 이용하여 도출할 수 있다.

    









(3.25)

여기서, YS : 응력수정계수(stress correction factor)

L = sFn/hFe

qs : 노치 파라미터(notch parameter, = sFn/(2ρF))

나선각계수는 헬리컬 기어에서 나선각이 이뿌리응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주며

계산식은 아래에서와 같다. 중첩 물림률이 1.0 이상인 경우와 나선각이 30° 이상인 경

우에는 각각 1.0과 30° 의 값을 대입해준다.

   


(3.26)

여기서, Yβ : 나선각계수(helix angle factor)

εβ : 중첩 물림률(overlap ratio)

β : 나선각(helix angle), degree

기어의 림두께가 이뿌리를 확실히 지지할 수 있도록 충분히 크지 않으면 이뿌리가

아닌 림부에서 굽힘 피로 파손이 발생할 수 있다. 림두께계수는 이러한 영향을 고려

해주기 위한 것으로 외접기어에서는 림두께와 이높이에 따라, 내접기어에서는 림두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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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축직각 모듈에 따라 각각 식 (3.27), (3.28)에서와 같이 결정된다.

    ≥ 

 

   and   

 ln




   ≤   

(3.27)

여기서, YB : 림두께계수(rim thickness factor)

sR : 림두께(rim thickness), mm

ht : 이높이(tooth height), mm

    ≥ 

 

   and   

 ln




   ≤   

(3.28)

공칭 이뿌리응력은 한쌍 이물림의 최고위치점에 하중이 작용할 때의 이뿌리응력이

므로 2쌍 이상의 기어치들이 물리는 고정밀도 기어에 대해서는 보정이 필요하다. 높

은이계수는 2.0 이상의 정면 물림률을 가지는 정밀도 등급 4 이하의 고정밀도 기어에

대해 공칭 이뿌리응력값을 보정해주며 식 (3.29)에서와 같이 정밀도 등급과 정면 물림

률의 크기에 따라 계산된다.



55

    ≤ or    and      

 

   ≤ and    ≤ 

 

   and    ≤ 

 

(3.29)

여기서, YDT : 높은이계수(deep tooth factor)

εαn : 가상 스퍼 기어의 정면 물림률(transverse contact ratio of

a virtual spur gear)

나) 기타 영향인자들

① 적용계수

적용계수는 외부요인에 의한 기어하중 증가를 보상해주기 위해 사용되며 구동기와

피동기의 특성, 축과 커플링 등을 포함한 전체 시스템의 질량 및 강성에 영향 받는다.

ISO 6336-6에서는 기어장치에 작용하는 하중 스펙트럼을 알고 있는 경우 등가토크와

공칭토크의 비로써 적용계수를 계산하는 계산식을 제공하고 있으며(식 (3.30)), 또한

하중 스펙트럼을 모르는 경우에는 피동기와 구동기의 작동특성에 따라 적용계수를 추

정할 수 있는 표를 제공하고 있다. 등가토크는 내구한도(endurance limit) 이상의 모든

작용토크에 의한 손상과 동일한 손상을 가지게 하는 정적토크를 의미하며 토크의 크

기별 작용 싸이클수, 기어재료의 S-N 곡선의 기울기 및 내구한도 싸이클수

(endurance limit cycles)에 대한 함수이다. 표는 피동기 및 구동기의 충격특성을 네

가지 수준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조합에 대한 적용계수를 제공한다.

   


(3.30)

여기서, KA : 적용계수(application factor)

Teq : 등가토크(equivalent torque), Nm

Tn : 공칭토크(nominal torque), 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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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물림하중계수

유성기어단의 경우 이론적으로 총 전달하중이 여러 개의 유성기어(planet gear)로

균등하게 분할되어야 하지만 캐리어 핀홀 위치오차와 같은 제작오차 등으로 인해 유

성기어들 간의 하중분할의 불균형이 일어나게 된다(Bodas and Kahraman, 2004;

Kahraman, 1994; Ligata et al., 2008; Singh, 2005; Singh et al., 2008). 물림하중계수

는 유성기어단과 같이 여러 개의 동력전달경로가 있는 기어장치에서 동력전달경로 간

의 불균등한 하중분할 효과를 고려해 주기 위해 사용된다. 유성기어단에서의 물림하

중계수 계산식은 아래에서와 같다(ANSI/AGMA standard 6123-B06, 2006).

   


(3.31)

여기서, Kγ : 물림하중계수(mesh load factor)

NCP : 유성기어의 수(number of planet gears)

Tbranch : 여러 개의 유성기어가 받는 토크 중 최대값(the largest

value among torque of planet gears), Nm

Tn : 공칭토크(nominal torque of planet gear), Nm

③ 동하중계수

동하중계수는 기어장치가 작동할 때 발생하는 내부 동하중의 영향을 고려해 주기

위한 것으로 피치선속도, 기어치의 하중 및 강성 변동, 연결된 회전요소의 강성 등과

같은 설계관련 변수들과 피치 및 치면 편차(pitch and tooth flank deviation), 런아웃

(run-out), 베어링 끼워맞춤 등과 같은 제작관련 변수들에 영향 받는다.

내부 동하중은 주로 전달오차(transmission error)에 의해 발생한다. 전달오차는 맞

물리는 기어쌍이 회전할 때 이론적인 상대 각운동량과 실제 상대 각운동량과의 오차

를 의미한다. 전달오차는 맞물리는 기어치들의 탄성변형에 영향 받고 기어물림에서

소음과 진동의 주원인이 된다(최 등, 1997; Tavakoli and Houser, 1986). 또한 입력하

중과 속도가 일정한 경우에도 기어물림의 진동을 유발하여 기어치 동하중을 발생시킨

다. 동하중계수는 작동속도에서의 실제 물림토크와 완벽한 기어의 물림토크와의 비로



57

써 정의되며, 완벽한 기어는 공칭토크가 작용할 때 준정적 전달오차(quasi-static

transmission error)가 없는 기어로 정의된다. 정밀도 등급이 높은 기어는 정밀도 등급

이 낮은 기어보다 더 작은 동하중계수를 가지며, 하중조건에 맞는 최적의 프로파일

수정을 적용하고 큰 중첩 물림률과 치폭상의 균일한 하중분포를 가지는 고정밀도의

기어에서는 동하중계수의 크기가 1.0에 근접한다.

규격에서는 기어쌍을 휠과 피니언의 질량 및 접촉하는 기어치의 물림강성으로 구

성된 단일 질량 스프링 시스템(single mass and spring system)으로 가정한다. 또한

기어물림의 감쇠는 평균값을 사용하며 다단기어의 경우 서로 다른 단이 미치는 영향

은 무시한다. 운전조건이 시스템의 공진조건에 근접할수록 기어치 동하중의 크기가

증가하므로 공진속도와 피니언속도의 비로 정의된 공진비(resonance ratio)의 크기에

따라 아임계 영역(subcritical range), 주공진 영역(main resonance range), 그리고 초

임계 영역(supercritical range)으로 나누어 각 영역별 동하중 계산식을 제공한다. 이

때 기어쌍의 공진속도 계산식은 기어쌍의 기초원 반경, 단위 치폭당 관성모멘트, 피니

언 잇수의 함수이며 동하중계수 계산식은 전달하중, 공진비, 물림률, 정면 법선피치편

차(transverse base pitch deviation), 치형 형상편차(profile form deviation), 팁 릴리

프(tip relief), 치폭당 치강성의 최대값(maximum tooth stiffness per unit face

width), 치폭, 적용계수, 길들이기 허용량의 함수이다.

④ 이뿌리응력에 대한 치면하중계수

치면하중계수는 기어 치폭방향의 불균일한 하중분포가 접촉응력(접촉응력에 대한

치면하중계수) 또는 이뿌리응력(이뿌리응력에 대한 치면하중계수)에 미치는 영향을 고

려해 주기 위해 사용된다. 치폭방향의 불균일한 하중분포는 기어와 하우징의 하중기

인 탄성변형, 베어링의 변위, 그리고 제작편차 및 열변형에 의한 물림 평면상의 등가

물림 미스얼라인먼트(equivalent mesh misalignment in the plane of action)로 인해

발생한다. 영향을 미치는 인자들은 기어치의 제작정밀도, 기어요소들의 탄성변형 및

얼라인먼트, 베어링 틈새, 하중 및 온도에 의한 기어치 변형, 기어치 크라우닝과 엔드

릴리프(end relief)를 포함한 나선수정(helix modification), 길들이기 효과(running-in

effect)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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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에서는 컴퓨터를 이용한 계산(computer aided calculation)을 통해 치폭방향의

하중분포를 결정한다. 이 방법은 하중기인 탄성변형, 정적변위 및 전체 탄성시스템의

강성에 영향 받는데 기어물림에서의 하중분포와 탄성시스템의 변형은 서로 영향을 미

치게 되므로 반복계산법(iterative method)이 사용되어야 한다. 전체 탄성시스템의 강

성은 기어치, 기어 본체(gear body), 베어링, 하우징, 기초부(foundation) 등의 탄성 요

소들을 모두 고려한 것이며 기어물림 강성은 물리고 있는 모든 기어치 강성의 평균값

을 사용한다.

이뿌리응력에 대한 치면하중계수는 접촉응력에 대한 치면하중계수를 이용하여 계

산되며 계산식은 아래에서와 같다. 식에서 치폭과 이높이의 비 b/ht는 피니언과 휠의

값 중 작은 값을 사용하며, 3 이하일 경우에는 3을 적용한다.

     


























(3.32)

여기서, KFβ : 이뿌리응력에 대한 치면하중계수(face load factor for tooth

root stress)

KHβ : 접촉응력에 대한 치면하중계수(face load factor for contact

stress)

b : 치폭(face width), mm

ht : 이높이(tooth height), mm

접촉응력에 대한 치면하중계수는 아래 식에서와 같이 계산된다. (F/b)max는 치폭을

10개의 동일한 구간으로 나누었을 때 구간별 국부 최대하중을 구간의 길이로 나눈 값

중 최대값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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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x

(3.33)

여기서, KHβ : 접촉응력에 대한 치면하중계수(face load factor for contact

stress)

Fm : 평균 정면 접선하중(mean transverse tangential load)

[= FtKAKV], N

b : 치폭(face width), mm

⑤ 이뿌리응력에 대한 정면하중계수

정면하중계수는 동시에 접촉하는 몇 쌍의 기어치 사이의 불균일한 정면(축직각)

방향 하중분포가 접촉응력(접촉응력에 대한 정면하중계수) 또는 이뿌리응력(이뿌리응

력에 대한 정면하중계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주기 위해 사용되며, 기어쌍 물림에

서 속도가 0에 근접할 때의 최대 기어치 하중과 오차가 없는 유사한 기어쌍의 최대

기어치 하중과의 비로 정의된다. 하중기인 변형, 치형수정, 기어치 제작정밀도, 길들이

기 효과 등이 영향을 미치는 인자들이며 하중조건에 맞는 최적의 치형수정을 적용하

고 높은 제작정밀도와 치폭상으로 균일한 하중분포를 만족시키는 경우 정면하중계수

의 크기는 1.0의 값에 근접한다.

규격에서는 전물림률의 크기에 따라 이뿌리응력에 대한 정면하중계수를 결정할 수

있는 계산식을 제공하고 있으며, 접촉응력에 대한 정면하중계수는 이뿌리응력에 대한

정면하중계수와 동일한 크기를 가지게 된다(식 (3.34)). 계산식에서 1.0보다 작은 정면

하중계수가 도출된 경우 1.0의 값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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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

여기서, KFα : 이뿌리응력에 대한 정면하중계수(transverse load factor

for tooth root stress)

KHα : 접촉응력에 대한 정면하중계수(transverse load factor for

contact stress)

εγ : 전물림률(total contact ratio)

cγα : 단위 치폭당 물림강성의 평균값(mean value of mesh

stiffness per unit face width), N/(mm·um)

fpb : 정면 기초피치편차(transverse base pitch deviation), um

yα : 길들이기 허용량(running-in allowance), um

FtH : 결정적인 정면 접선하중(determinant tangential load in a

transverse plane)[= FtKAKVKHβ], N

2) 이뿌리응력 한도

기준 시험조건(reference test condition) 하에서 기준 시험기어(reference test

gear)에 대한 부하 또는 펄세이터 시험(pulsator test)을 통해 공칭 굽힘응력을 도출하

고, 이를 실제 기어의 치수와 운전조건에 맞도록 조정하는 계수들을 적용하여 이뿌리

응력 한도를 도출한다. 계산식은 아래에서와 같다.

      (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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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σFG : 이뿌리응력 한도(tooth root stress limit), MPa

σFlim : 공칭 굽힘응력(nominal stress number(bending)), MPa

YST : 응력수정계수(stress correction factor)

YNT : 이뿌리응력에 대한 수명계수(life factor for tooth root

stress)

YδrelT : 상대노치민감도계수(relative notch sensitivity factor)

YRrelT : 상대표면상태계수(relative surface factor)

YX : 이뿌리강도에 관련된 치수효과계수(size factor relevant to

tooth root strength)

가) 공칭 굽힘응력

ISO 6336-5에서는 흔히 사용되는 여러 기어재료(gear material)와 품질등급

(quality grade), 열처리공정에 대해 99%의 신뢰도를 가지는 공칭 굽힘응력을 제공한

다. 공칭 굽힘응력 도출에 사용되는 기준 시험기어의 정보는 표 3.1에서와 같다.

Table 3.1 Specifications of the reference test gear for nominal stress number(bending)

Helix angle(β), degree 0

Module(m), mm 3 – 5

Stress correction factor(YST) 2.0

Notch parameter(qST) 2.5

Mean peak to valley roughness

at tooth root(RZ), um
10

Gear accuracy grade by ISO 1328-1 4 - 7

Face width(b), mm 10 - 50

Influence factors KA = KV = KFβ = KFα = 1.0

나) 기타 영향인자들

① 응력수정계수

YST는 기준 시험기어의 치수와 연관된 응력수정계수로 표 3.1에서와 같이 2.0의

값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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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이뿌리응력에 대한 수명계수

대부분의 기어재료의 S-N 곡선에서 3×106 싸이클에 해당하는 응력을 이뿌리 절손

에 대한 내구한도로 생각한다. 공칭 굽힘응력은 3×106 싸이클에 해당하는 응력이며,

요구수명이 3×106 싸이클보다 작은 경우에는 더 높은 응력이 허용가능한데 수명계수

는 이 영향을 고려한다. 부하 싸이클이 3×106 이상인 경우에는 1.0의 수명계수가 사용

된다. 규격에서는 기어재료와 열처리, 부하 싸이클 수에 따라 수명계수를 결정할 수

있는 표를 제공한다.

③ 상대노치민감도계수

피로 또는 과부하 파손(fatigue or overload breakage)을 야기하는 것으로 간주되

는 이뿌리응력이 재료의 내구한도를 초과하는 정도는 동적 또는 정적 민감도계수

(sensitivity factor)로 표현된다. 이는 재료의 노치민감도를 나타내며 재료 및 응력구

배(stress gradient)에 영향 받는다. 상대노치민감도계수는 실제 기어의 민감도계수와

기준 시험기어의 민감도계수의 비로 정의된다.

규격에서는 노치 파라미터, 응력수정계수를 이용하여 상대노치민감도계수를 도출

할 수 있는 계산식을 제공한다. 노치 파라미터와 응력수정계수는 식 (3.25)에서와 같

으며 실제 기어의 노치 파라미터, 응력수정계수가 기준 시험기어와 같은 경우 상대노

치민감도계수는 1.0이 된다. 기준 시험기어의 노치 파라미터와 응력수정계수는 일반적

인 기어설계에서 사용하는 중간범위에 있기 때문에 실제 기어의 상대노치민감도계수

는 1.0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④ 상대표면상태계수

표면상태계수는 이뿌리에서의 표면상태가 이뿌리응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며,

재료 및 이뿌리 필렛에서의 표면거칠기에 영향 받는다. 상대표면상태계수는 실제 기

어의 표면상태계수와 기준 시험기어의 표면상태계수와의 비로 정의된다. 규격에서는

이뿌리 필렛에서의 표면거칠기를 이용하여 상대표면상태계수를 도출할 수 있는 계산

식을 제공하며, 추가적으로 압축잔류응력이나 화학적 효과의 영향이 존재할 때에는

계산된 상대표면상태계수보다 조금 더 크거나 작은 값이 사용되어야 한다. 실제 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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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재료와 이뿌리 필렛에서의 표면거칠기가 기준 시험기어에서와 같은 경우 상대표면

상태계수는 1.0이 된다. 기준 시험기어의 표면거칠기는 일반적인 기어설계에서 사용하

는 평균값이기 때문에 실제 기어의 상대표면거칠기계수는 1.0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

는다.

⑤ 이뿌리강도에 관련된 치수효과계수

이뿌리 강도에 관련된 치수효과계수는 기어치수가 재료구조 내의 취약점(weak

point)들의 확률적 분포, 응력구배, 재료품질, 결함의 존재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주기 위해 사용된다. 주요 영향인자는 재료, 청정도, 열처리, 모듈 등이다. 규격에서는

기어재료와 열처리, 모듈에 따라 치수효과계수를 도출할 수 있는 계산식을 제공한다.

치직각 모듈이 5 이하인 경우에는 재료와 열처리에 관계없이 치수효과계수로 1.0의

값이 사용된다.

나. 치면 면압강도

기어치면의 허용 접촉응력(헤르츠 압력)에 따라 결정된 하중용량을 치면 면압강도

(surface durability)라 한다. 맞물리는 치면의 면압강도가 초과되면 치면으로부터 작은

입자(particle)들이 떨어져 나와 피트(pit)를 남긴다. 피트의 면적이 커지면 기어의 작

동 중 과도한 진동 및 동하중이 발생하고 또한 피트들이 균열(crack)의 시작점이 되

어 기어치의 절손을 유발하게 된다. 허용되는 피트들의 크기와 개수는 적용분야에 따

라 달라진다. 저경도강으로 구성된 대형(모듈 25 이상) 저속 산업용 기어의 경우 초기

에 발생하는 큰 피팅(pitting)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둔화되고 치면은 가공경화 되어

표면경도가 오히려 증가하게 되므로 큰 피팅도 허용되는 반면, 항공기 트랜스미션과

같이 인간의 안전과 직접 연관되는 장치에서는 작은 피팅도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적용분야에 상관없이, 운전조건이 변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트의 전체면적이 선형

적 또는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치면 면압강도에 대한 안전계수는 아래에서와 같이 정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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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

SH는 치면 면압강도에 대한 안전계수, σHG는 피팅응력 한도(pitting stress limit),

σH는 접촉응력(contact stress)을 의미한다. 접촉응력 σH는 피치점(pitch point)과 한쌍

이물림의 안쪽점(inner point of single pair tooth contact)에서의 응력 중 큰 값을 사

용한다. 휠과 피니언에 대해 각각 안전계수를 도출해야 하며, 계산된 안전계수는 재료

및 하중 데이터의 신뢰도, 제작공차, 얼라인먼트 공차 등을 고려하여 기어장치 공급자

와 주문자 사이에 합의된 최소 안전계수 이상의 값을 가져야 한다.

1) 접촉응력

접촉응력 계산식은 아래에서와 같다.

    (3.37)

여기서, σH : 접촉응력(contact stress)

σH0 : 피치점에서의 공칭 접촉응력(nominal contact stress at the

pitch point), MPa

ZB,D : 한쌍 이물림계수(single pair tooth contact factor)

KA : 적용계수(application factor)

Kγ : 물림하중계수(mesh load factor)

KV : 동하중계수(dynamic factor)

KHβ : 접촉응력에 대한 치면하중계수(face load factor for contact

stress)

KHα : 접촉응력에 대한 정면하중계수(transverse load factor for

contact stress)

가) 피치점에서의 공칭 접촉응력

피치점에서의 공칭 접촉응력은 오차가 없는 기어쌍이 정적 공칭토크에 의해 부하

될 때 발생하는 응력을 의미하며 아래에서와 같이 계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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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8)

여기서, σH0 : 피치점에서의 공칭 접촉응력(nominal contact stress at the

pitch point), MPa

Ft : 공칭 정면 접선하중(nominal transverse tangential load), N

b : 치폭(face width), mm

d1 : 피니언의 기준원 직경(reference diameter of pinion), mm

u : 기어비(gear ratio)

ZH : 영역계수(zone factor)

ZE : 탄성정수계수(elasticity factor), (N/mm2)0.5

Zε : 물림률계수(contact ratio factor)

Zβ : 나선각계수(helix angle factor)

영역계수는 피치점에서의 치면곡률(tooth flank curvature)이 접촉응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주며 기준원통(reference cylinder)에서의 접선하중을 피치원통(pitch

cylinder)에서의 법선하중으로 변환시켜준다. 계산식은 아래에서와 같다.

   


cossin

coscos
(3.39)

여기서, ZH : 영역계수(zone factor)

αt : 정면 압력각(transverse pressure angle), degree

αwt : 피치원통상의 압력각(pressure angle at the pitch cylinder),

degree

βb : 기초원통상의 나선각(base helix angle), degree

탄성정수계수는 탄성계수와 포아송비가 접촉응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주며 계

산식은 아래에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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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Zβ : 나선각계수(helix angle factor)

β : 나선각(helix angle), degree

   

















(3.40)

여기서, ZE : 탄성정수계수(elasticity factor), (N/mm2)0.5

E1, E2 : 피니언 및 휠의 탄성계수(modulus of elasticity for pinion

and wheel, respectively), N/mm2

ν1, ν2 : 피니언과 휠의 포아송비(Poisson's ratio for pinion and

wheel, respectively)

나선각계수는 헬리컬 기어에서 나선각이 치면 면압강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주며 아래에서와 같이 계산된다.

   cos (3.41)

물림률계수는 정면 물림률과 중첩 물림률이 치면 면압강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

해 주며 계산식은 아래에서와 같다.

   

 






 

 





 

 for 

 



 for ≥

(3.42)

여기서, Zε : 물림률계수(contact ratio factor)

εα : 정면 물림률(transverse contact ratio)

εβ : 중첩 물림률(overlap ra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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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타 영향인자들

한쌍 이물림계수는 피치점에서의 접촉응력을 한쌍 이물림 안쪽점에서의 접촉응력

으로 변환시켜 주며 한쌍 이물림 안쪽점에서의 접촉응력이 피치점에서의 접촉응력보

다 큰 경우에만 1.0 이외의 값을 가지게 된다. 규격에서는 정면 물림률과 중첩 물림률

의 크기, 압력각, 피니언과 휠의 이끝원과 기초원 직경, 그리고 잇수에 따라 한쌍 이

물림계수를 도출할 수 있는 계산식을 제공한다. 정면 물림률과 중첩 물림률이 모두

1.0 이상인 헬리컬 기어, 내접기어, 그리고 기어비가 1.5 미만인 휠에 대한 한쌍 이물

림계수는 항상 1.0이다.

접촉응력에 대한 적용계수, 물림하중계수, 동하중계수 및 정면하중계수는 이뿌리응

력에 대한 값들과 동일하며 접촉응력에 대한 치면하중계수는 식 (3.33)으로부터 도출

된다.

2) 피팅응력 한도

기준 시험조건(reference test condition) 하에서 기준 시험기어(reference test

gear)에 대한 부하시험(loading test)을 통해 허용응력(allowable stress number)을 도

출하고, 이를 실제 기어의 치수와 운전조건에 맞도록 조정하는 계수들을 적용하여 피

팅응력 한도를 도출한다. 계산식은 아래에서와 같다.

    (3.43)

여기서, σHG : 피팅응력 한도(pitting stress limit), MPa

σHlim : 접촉에 대한 허용응력(allowable stress number(contact)),

MPa

ZNT : 접촉응력에 대한 수명계수(life factor for contact stress)

ZL : 윤활계수(lubricant factor)

ZR : 거칠기계수(roughness factor)

ZV : 속도계수(velocity factor)

ZW : 가공경화계수(work hardening factor)

ZX : 접촉응력에 대한 치수효과계수(size factor for contact

st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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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접촉에 대한 허용응력

ISO 6336-5에서는 흔히 사용되는 여러 기어재료(gear material)와 품질등급

(quality grade), 열처리공정에 대해 99%의 신뢰도를 가지는 허용응력을 제공한다. 허

용응력은 기준 시험기어의 부하시험 시 치면에 진행성 피팅(progressive pitting)을 발

생시키지 않고 정해진 싸이클 동안 견딜 수 있는 접촉압력으로부터 도출된다. 전경화

기어의 경우 총 작용치면의 2%, 표면경화 기어의 경우 총 작용치면의 0.5%, 또는 한

기어치 작용치면의 4%가 피팅 손상되면 기준 시험기어는 피팅에 의해 파손된 것으로

간주된다. 허용응력 도출에 사용되는 기준 시험기어의 정보는 표 3.2에서와 같다.

Table 3.2 Specifications of the reference test gear for allowable stress number(contact)

Center distance(a), mm 100

Helix angle(β), degree 0

Module(m), mm 3 – 5

Mean peak to valley roughness

at tooth flank(RZ), um
3

Tangential velocity(v), m/s 10

Lubricant viscosity at 50°C(ν50), mm
2/s 100

Meshing gear materials the same

Gear accuracy grade by ISO 1328-1 4 - 6

Face width(b), mm 10 - 20

Influence factors KA = KV = KHβ = KHα = 1.0

나) 기타 영향인자들

① 접촉응력에 대한 수명계수

허용응력은 재료에 따라 최소 2×106 - 5×107의 부하 싸이클을 견딜 수 있는 접촉

응력으로부터 도출된다. 기어의 요구수명이 이러한 부하 싸이클보다 작은 경우에는

더 높은 접촉응력이 허용가능한데 수명계수는 이 영향을 고려해 준다. 규격에서는 기

어재료와 열처리, 부하 싸이클 수에 따라 수명계수를 결정할 수 있는 표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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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윤활계수

윤활계수는 윤활유 점도가 유막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주며 규격에서는

40°C에서의 공칭 윤활유 점도, 50°C에서의 공칭 윤활유 점도 및 기어의 허용응력에

따라 윤활계수를 도출할 수 있는 계산식을 제공한다. 기어재료와 열처리, 그리고 사용

하는 윤활유가 서로 동일하다면 기어쌍의 윤활계수도 서로 같게 된다.

③ 거칠기계수

거칠기계수는 길들임 후 치면의 표면거칠기가 유막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주며 규격에서는 피니언과 휠의 기초원 직경(base diameter), 압력각, 길들임 후의 치

면거칠기 및 허용응력에 따라 거칠기계수를 도출할 수 있는 계산식을 제공한다.

④ 속도계수

속도계수는 피치선속도가 유막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주며 피치선속도와 허

용응력에 따라 결정된다.

⑤ 가공경화계수

가공경화계수는 강 재료의 휠이 부드러운 치면을 가진 고경도 피니언과 맞물릴 때

치면 면압강도가 증가하는 현상을 고려해 준다. 규격에서는 맞물리는 피니언과 휠의

열처리기법에 따라 치면거칠기, 피치선속도, 40°C에서의 공칭 윤활유 점도, 치면경도,

기어비 등을 이용하여 가공경화계수를 도출할 수 있는 계산식을 제공한다.

⑥ 접촉응력에 대한 치수효과계수

치수효과계수는 요소 크기가 증가하면 피로손상응력 수준이 감소(구조 내에 더 많

은 취약점들이 존재하므로)하는 통계적 현상을 고려한다. 영향인자로는 재료품질, 열

처리, 경화 깊이, 치면 곡률반경, 모듈 등이 있으나 규격에서는 이러한 인자들의 크기

에 관계없이 1.0의 고정된 값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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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축소모형 선정

3.3.1. 상사조건

상사기준인 이뿌리 굽힘강도와 치면 면압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은 이뿌리응

력, 이뿌리응력 한도, 접촉응력 및 피팅응력 한도이다. 그 중 이뿌리응력 한도와 피팅

응력 한도는 각각 공칭 굽힘응력과 접촉에 대한 허용응력에 주로 영향 받는데 이들은

동일한 재료와 열처리, 품질등급을 적용함으로써 상사시킬 수 있다. 또한 이뿌리응력

과 접촉응력은 공칭 이뿌리응력과 공칭 접촉응력에 주로 영향 받는데 이들은 두 기어

치가 서로 맞물릴 때 발생하는 이론적인 정적응력이므로 응력상사 조건을 적용하여

상사시킬 수 있다.

일반적으로 기어치는 탄성구조물로 간주되므로 3.2.3장에서 논의한 여러 상사모델

중 “대변형 또는 미소변형이 발생하는 탄성구조물의 상사” 모델을 적용하여 기어치의

응력을 상사시킬 수 있다. 축소모형과 프로토타입 기어박스가 동일한 재료 및 열처리

로 제작된다고 가정하면 탄성계수에 대한 스케일계수가 1.0이 되므로 식 (3.44)에서와

같은 관계가 성립한다. 즉, 동일한 재료 및 열처리를 적용하여 제작된 축소모형과 프

로토타입 기어박스가 기하학적 상사를 만족시키고, 힘에 대한 스케일계수가 길이에

대한 스케일계수의 제곱, 모멘트 및 토크에 대한 스케일계수가 길이에 대한 스케일계

수의 세제곱인 관계를 만족시킨다면 응력에 대한 스케일계수는 1.0이 되어 프로토타

입 기어박스와 축소모형에 작용하는 응력이 서로 동일해진다. 이 때 힘은 정적 힘

(static force)이며, 응력은 공칭 이뿌리응력 및 공칭 접촉응력에 해당된다.

    
   



  
(3.44)

여기서, KF : 힘에 대한 스케일계수(scale factor for force)

KL : 길이에 대한 스케일계수(scale factor for size)

KM : 모멘트에 대한 스케일계수(scale factor for moment)

KT : 토크에 대한 스케일계수(scale factor for torque)

Kσ : 응력에 대한 스케일계수(scale factor for st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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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축소모형 조건

프로토타입 기어박스의 크기를 고려하여 상용 소형모터를 사용하여 축소모형을 시

험할 수 있도록 길이에 대한 스케일계수를 1/4로 선정하였다. 즉, 축소모형은 프로토

타입 기어박스와 동일한 재료 및 열처리로 제작되며, 프로토타입 기어박스 대비 기어

치들은 형상이 동일하고 크기는 1/4이 되도록 구성한다. 또한 기어열도 프로토타입 기

어박스에서와 동일하게 구성하며, 상사조건에 따라 힘에 대한 스케일계수는 1/16, 모

멘트 및 토크에 대한 스케일계수는 1/64이 되어야 한다. 축소모형과 프로토타입 기어

박스에서 입력축 회전속도는 동일한 것으로 가정한다.

3.3.3. 축소모형 상세

축소모형은 프로토타입 기어박스 대비 1/4의 치수를 가지며 전체 기어열 구조 및

형상은 동일해야 한다. 즉, 축소모형도 프로토타입 기어박스에서와 동일하게 저속 유

성기어단, 고속 유성기어단, 그리고 평행축 기어단으로 구성된다. 또한 입력축의 회전

속도가 동일하므로 정격동력은 입력토크에 정비례하여 축소모형의 정격동력은 프로토

타입 기어박스 대비 1/64이 된다.

축소모형이 길이에 대한 스케일계수 1/4인 기하학적 상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디덴덤계수, 어덴덤계수, 이뿌리계수 등의 기준 프로파일(reference profile), 전위계수,

잇수, 치직각 압력각 및 나선각은 동일하고 치직각 모듈, 치폭 및 이두께는 프로토타

입 기어박스 대비 1/4이 되어야 한다. 이 조건에서 축소모형의 이높이, 피치원 직경

및 피치선속도는 프로토타입 기어박스 대비 1/4의 크기를 가지게 된다. 또한 탄성계

수, 이뿌리응력 한도 및 피팅응력 한도의 상사를 위해 기어재료, 열처리, 품질등급 및

치형수정을 프로토타입 기어박스에서와 동일하도록 설정하며 운전조건에 맞는 최적의

윤활을 적용한다. 두 기어박스는 기어재료 및 열처리가 동일하므로 표면거칠기도 서

로 같게 된다. 축소모형의 3D 형상 및 각 단 기어들의 주요정보는 각각 그림 3.5, 표

3.3에서와 같다. 표 3.3에서 모든 물리량의 단위는 프로토타입 기어박스에서와 동일하

다(표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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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 축소모형 검증

선정된 축소모형을 검증하기 위해 ISO 규격의 계산식에 따라 기어의 하중용량을

계산해주는 상용 기어해석 프로그램(KISSSoft AG, 2013)을 사용하였다. 프로토타입

기어박스와 축소모형의 형상정보를 입력하고 프로토타입 기어박스에는 공칭토크를,

축소모형에는 프로토타입 공칭토크 대비 1/64의 토크를 입력했을 때 각 기어박스에서

의 반력힘 및 응력들의 크기를 비교하였다. 치면하중계수의 경우 기어 뿐만 아니라

베어링과 축 등 하부 구성요소들의 강성과 변형 등에도 영향 받으므로(Cheon and

Parker, 2004) 이의 상사를 위해서는 관련 요소들에 대한 광범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두 기어박스의 치면하중계수는 동일한 크기를 가지는 것으로

가정하였으며, 치면하중계수 이외의 다른 영향인자들은 모두 규격의 계산식으로부터

도출하였다.

Fig. 3.5 3D shape of the scale-down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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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s

LSPG HSPG PSG Ratio to

the

prototypeSun Planet Ring Sun Planet Ring Wheel Pinion

Accuracy

grade by

DIN 3961

5 5 6 5 5 6 5 5 1

Dedendum

coefficient
1.411 1.411 1.187 1.414 1.418 1.208 1.706 1.392 1

Addendum

coefficient
1.0 1.0 0.991 1.0 0.951 0.917 1.141 1.324 1

Root

radius

factor

0.38 0.38 0.38 0.38 0.38 0.38 0.2 0.2 1

Normal

module
4 4 4 2.5 2.5 2.5 2.25 2.25 1/4

Number of

teeth
25 31 87 24 42 108 88 30 1

Face

width
92.5 92.5 92.5 50 50 50 55 55 1/4

Normal

pressure

angle

20 20 20 20 20 20 17.5 17.5 1

Helix

angle
8 8 8 9 9 9 14 14 1

Profile

shift

coefficient

0.29 0.3538 -0.998 0.29 0.3571 -1.004 0.212 0.1 1

Tooth

thickness

(arc)

7.1276 7.3132 3.3784 4.4547 4.577 2.0995 3.8351 3.6763 1/4

Tooth

height
9.643 9.644 8.713 6.034 5.922 5.313 6.405 6.786 1/4

Pitch

circle

diameter

100.98 125.22 -351.42 60.748 106.31 -273.366 204.06 69.56 1/4

Table 3.3 Specifications of the scale-down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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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1. 반력힘 및 응력 비교

프로토타입 기어박스와 축소모형의 각 기어단에서의 반력힘의 크기는 표 3.4에서

와 같다. 유성기어단의 경우 하나의 유성기어에 작용하는 힘을, 평행축 기어단의 경우

휠과 피니언 사이에 작용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소모형의 반력힘의 크기는 프로토타

입 대비 1/16로 상사모델에서 규정하는 힘에 대한 스케일계수와 부합하는데 이는 기

하학적 상사와 토크에 대한 스케일계수 조건이 모두 충족될 때 얻을 수 있는 결과이

다. 따라서 선정된 축소모형은 프로토타입 기어박스에 대해 기하학적 상사를 만족시

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프로토타입 기어박스와 축소모형의 각 기어단에 작용하는 이뿌리응력과 접촉응력

은 표 3.5, 이뿌리응력 한도와 피팅응력 한도는 표 3.6에서와 같다. 프로토타입 기어박

스 대비 축소모형에서의 각 응력값의 오차도 함께 표시하였다. 공칭 접촉응력과 공칭

이뿌리응력은 프로토타입 기어박스와 축소모형의 모든 기어단에서 서로 동일했다. 또

한 두 기어박스에서 접촉응력과 이뿌리응력은 각각 최대 0.9%와 1.8% 의 오차를 보

였다. 공칭 굽힘응력과 접촉에 대한 허용응력은 프로토타입 기어박스와 축소모형의

모든 단에서 서로 동일했다. 기어단별로 피팅응력 한도는 5 - 7% 의 오차를 보였고

이뿌리응력 한도는 4 - 12% 의 오차를 보였다.

Table 3.4 Reaction forces acting on the both gearboxes

Items LSPG HSPG PSG Ratio

Prototype

Nominal transverse

tangential load, N
389303.014 156884.383 140110.7 Ref.

Axial force, N 54713 24848 34933.5 Ref.

Radial force, N 143087.224 57813.02 45529.1 Ref.

Model

Nominal transverse

tangential load, N
24331.438 9805.274 8756.9 1/16

Axial force, N 3419.6 1553 2183.3 1/16

Radial force, N 8942.952 3613.314 2845.6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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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5 Stresses of the both gearboxes

Items Prototype Model

Nominal tooth

root stress(σF0),

MPa

LSPG

(error, %)

Sun 177.71 (Ref.) 177.71 (0)

Planet 175.93 (Ref.) 175.93 (0)

Ring 120.26 (Ref.) 120.26 (0)

HSPG

(error, %)

Sun 210.98 (Ref.) 210.98 (0)

Planet 205.98 (Ref.) 205.98 (0)

Ring 149.57 (Ref.) 149.57 (0)

PSG

(error, %)

Wheel 186.93 (Ref.) 186.93 (0)

Pinion 193.88 (Ref.) 193.88 (0)

Tooth root

stress(σF),

MPa

LSPG

(error, %)

Sun 379.52 (Ref.) 378.56 (0.25)

Planet 375.70 (Ref.) 374.75 (0.25)

Ring 256.83 (Ref.) 256.18 (0.25)

HSPG

(error, %)

Sun 365.21 (Ref.) 360.60 (1.26)

Planet 356.55 (Ref.) 352.04 (1.26)

Ring 259.05 (Ref.) 255.77 (1.26)

PSG

(error, %)

Wheel 305.89 (Ref.) 300.41 (1.79)

Pinion 317.27 (Ref.) 311.59 (1.79)

Nominal

contact

stress(σH0),

MPa

LSPG

(error, %)

Sun 772.73 (Ref.) 772.73 (0)

Planet 772.73 (Ref.) 772.73 (0)

Ring 401.59 (Ref.) 401.59 (0)

HSPG

(error, %)

Sun 812.89 (Ref.) 812.89 (0)

Planet 812.89 (Ref.) 812.89 (0)

Ring 377.04 (Ref.) 377.04 (0)

PSG

(error, %)

Wheel 584.97 (Ref.) 584.97 (0)

Pinion 584.97 (Ref.) 584.97 (0)

Contact

stress(σH),

MPa

LSPG

(error, %)

Sun 1146.96 (Ref.) 1145.52 (0.13)

Planet 1146.96 (Ref.) 1145.52 (0.13)

Ring 596.08 (Ref.) 595.33 (0.13)

HSPG

(error, %)

Sun 1089.08 (Ref.) 1082.18 (0.63)

Planet 1088.91 (Ref.) 1082.01 (0.63)

Ring 505.06 (Ref.) 501.86 (0.63)

PSG

(error, %)

Wheel 758.62 (Ref.) 751.79 (0.90)

Pinion 758.62 (Ref.) 751.79 (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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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6 Stress limits of the both gearboxes

Items Prototype Model

Nominal stress

number for

bending(σFlim),

MPa

LSPG

(error, %)

Sun 520 (Ref.) 520 (0)

Planet 520 (Ref.) 520 (0)

Ring 425 (Ref.) 425 (0)

HSPG

(error, %)

Sun 520 (Ref.) 520 (0)

Planet 520 (Ref.) 520 (0)

Ring 425 (Ref.) 425 (0)

PSG

(error, %)

Wheel 520 (Ref.) 520 (0)

Pinion 520 (Ref.) 520 (0)

Tooth root

stress

limit(σFG), MPa

LSPG

(error, %)

Sun 800.02 (Ref.) 898.90 (12.36)

Planet 579.42 (Ref.) 651.03 (12.36)

Ring 673.23 (Ref.) 756.44 (12.36)

HSPG

(error, %)

Sun 829.04 (Ref.) 872.67 (5.26)

Planet 601.95 (Ref.) 633.63 (5.26)

Ring 705.14 (Ref.) 742.26 (5.26)

PSG

(error, %)

Wheel 861.18 (Ref.) 897.06 (4.17)

Pinion 835.22 (Ref.) 870.02 (4.17)

Allowable

stress number

for

contact(σHlim),

MPa

LSPG

(error, %)

Sun 1510 (Ref.) 1510 (0)

Planet 1510 (Ref.) 1510 (0)

Ring 1250 (Ref.) 1250 (0)

HSPG

(error, %)

Sun 1510 (Ref.) 1510 (0)

Planet 1510 (Ref.) 1510 (0)

Ring 1250 (Ref.) 1250 (0)

PSG

(error, %)

Wheel 1510 (Ref.) 1510 (0)

Pinion 1510 (Ref.) 1510 (0)

Pitting stress

limit(σHG), MPa

LSPG

(error, %)

Sun 1368.64 (Ref.) 1301.29 (4.92)

Planet 1437.55 (Ref.) 1366.81 (4.92)

Ring 1178.84 (Ref.) 1120.83 (4.92)

HSPG

(error, %)

Sun 1323.23 (Ref.) 1245.75 (5.86)

Planet 1392.27 (Ref.) 1310.75 (5.86)

Ring 1173.01 (Ref.) 1104.32 (5.86)

PSG

(error, %)

Wheel 1415.52 (Ref.) 1314.99 (7.1)

Pinion 1375.82 (Ref.) 1278.11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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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토타입 기어박스와 축소모형에서의 응력 차이를 발생시키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각 기어단별로 응력 계산식에 나타나 있는 영향인자들의 크기를 분석한 결과는

표 3.7 - 3.9에서와 같다. 프로토타입 기어박스와 축소모형에서 서로 다른 크기를 가

지는 인자들은 볼드체로 표시하였다.

접촉응력 및 이뿌리응력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 중 적용계수는 등가토크와 공칭토

크의 비로 정의되는데, 축소모형 선정 시 토크에 대한 스케일계수를 적용하여 등가토

크와 공칭토크가 모두 동일한 비만큼 감소하게 되므로 축소모형에서의 적용계수는 프

로토타입 기어박스에서와 동일한 값을 가지게 된다. 다른 인자들의 크기도 두 기어박

스에서 대부분 동일했으나 동하중계수만이 고속 유성기어단에서 약 1%, 평행축 기어

단에서 약 2% 의 차이를 보였다. 동하중계수는 기어장치가 작동할 때 발생하는 내부

적인 동하중의 영향을 고려하기 위한 것으로 피치선속도, 기어치의 하중 및 강성 변

동 등과 같은 설계관련 변수들 및 기어치 피치 및 치면 편차(pitch and tooth flank

deviation), 런아웃(run-out) 등과 같은 제작관련 변수들에 영향 받는다. 규격의 계산

식에 따라 두 기어박스에서 기어치의 강성은 서로 동일한 값을 가지며 피치선속도와

하중도 일정한 크기비로 상사되나, 동일한 가공기계를 사용하여 기어를 가공하더라도

피치 및 치면 편차가 서로 상사되지 않기 때문에 오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상대적으로 낮은 회전속도를 가지는 저속 유성기어단에서는 내부 동하중에 의한 영향

이 거의 없어 축소모형과 프로토타입 기어박스의 동하중계수는 모두 1.0 이었다.

이뿌리응력 한도와 관련된 인자들 중에는 치수효과계수가 두 기어박스에서 서로

차이를 보였다. 치수효과계수는 기어치수가 재료구조 내의 취약점(weak point)들의 확

률적 분포, 응력구배, 재료품질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주기 위해 사용되며 계산

식은 식 (3.45)에서와 같다. 모듈의 크기에 따라 치수효과계수가 결정되는데 두 기어

박스는 모듈이 서로 다르므로 치수효과계수가 차이를 보이게 된다. 모듈 차이가 가장

큰 저속 유성기어단에서 치수효과계수의 차이도 가장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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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 stress Factors
Prototype Model

Sun Planet Ring Sun Planet Ring

Contact and

tooth root

stresses(σH, σF)

KA 1.30 　 1.30 1.30 1.30　 1.30 1.30　

Kγ 1.25 1.25 1.25 　 1.25 1.25 1.25 　

KV 1.00 1.00 1.00 1.00 　 1.00 1.00

KHβ 1.35 1.35 1.35 1.35 1.35 1.35

KFβ 1.31 1.31 1.31 1.31 1.31 1.31

KHα 1.00 　 1.00 1.00 　1.00 1.00 1.00

KFα 1.00 1.00 1.00 　1.00 1.00 1.00

ZB, ZD 1.00 1.00 1.000 1.00 1.00 1.00

Nominal tooth

root stress(σF0)

YF 1.49 1.41 0.84 1.49 1.41 0.84

YS 1.95 2.03 2.33 1.95 2.03 2.33

Yβ 0.93 0.93 0.93 0.93 　 0.93 0.93

YDT 1.00 1.00 1.00 1.00 　 1.00 1.00

YB 1.00 1.00 1.00 1.00 1.00 1.00

Tooth root

stress

limit(σFG)

YδrelT 1.00 1.00 1.00 1.00 1.00 1.00

YRrelT 0.99 0.99 0.99 0.99 0.99 0.99

YX 0.89 0.89 0.89 1.00 1.00 1.00

YNT 0.88 0.90 0.90 0.88 0.90 0.90

YST 2.00 2.00 2.00 2.00　 2.00 2.00　

Nominal

contact

stress(σH0)

ZH 2.29 　 2.29 2.29 2.29 　 2.29 2.29

ZE 189.81 189.81 189.81 189.81　 189.81 189.81

Zε 0.82 0.82 0.79 0.82 0.82 0.79

Zβ 1.00 1.00 1.00 1.00　 1.00 1.00

Pitting stress

limit(σHG)

ZL 1.05 1.05 1.05 1.05 1.05 1.05

ZV 0.96 0.96 0.96 0.95 0.95 0.95

ZR 1.02 1.02 1.05 0.98 0.98 1.01

ZW 1.00 1.00 1.00 1.00 1.00 1.00

ZNT 0.89 0.94 0.90 0.89 0.94 0.90

ZX 1.00 1.00 1.00 1.00 1.00 1.00

Table 3.7 Influence factors in the LSPG of the both gearbox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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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 stress Factors
Prototype Model

Sun Planet Ring Sun Planet Ring

Contact and

tooth root

stresses(σH, σF)

KA 1.30 1.30 1.30 1.30 1.30 1.30

Kγ 1.00 　 1.00 1.00 　 1.00 1.00 1.00

KV 1.01 1.01 1.02　 1.00 1.00 1.01

KHβ 1.35 1.35 1.35 1.35 1.35 1.35

KFβ 1.30 1.30 1.30 1.30 1.30 1.30

KHα 1.00　 1.00 1.00　 1.00 1.00 1.00

KFα 1.00　 1.00 1.00 1.00 1.00 1.00

ZB, ZD 1.00　 1.00 1.00 1.00 1.00 1.00

Nominal tooth

root stress(σF0)

YF 1.50 1.36 0.87 1.50 1.36 0.87

YS 1.94 2.09 2.37 1.94 2.09 2.37

Yβ 0.93 0.93 0.93 0.93 0.93 0.93

YDT 1.00 1.00 1.00 1.00 1.00 1.00

YB 1.00 1.00 1.00 1.00 1.00 1.00

Tooth root

stress

limit(σFG)

YδrelT 1.00 1.00 1.00 1.00 1.00 1.00

YRrelT 0.99 0.99 0.99 0.99 0.99 0.99

YX 0.95 0.95 0.95 1.00 1.00 1.00

YNT 0.85 0.88 0.88 0.85 0.88 0.88

YST 2.00 2.00 2.00 2.00 2.00 2.00

Nominal

contact

stress(σH0)

ZH 2.31 2.31 2.31 2.31 2.31 2.31

ZE 189.81 189.81 189.81 189.81 189.81 189.81

Zε 0.82 0.82 0.81 　0.82 0.82 0.81

Zβ 1.01　 1.01　 1.01　 1.01　 1.01　 1.01　

Pitting stress

limit(σHG)

ZL 1.05 1.05 1.05 1.05 1.05 1.05

ZV 0.98 0.98 0.98 0.96 0.96 0.96

ZR 1.01 1.01 1.05 0.97 0.97 1.01

ZW 1.00 1.00 1.00 1.0 1.00 1.00

ZNT 0.85 0.90 0.88 0.85 0.90 0.88

ZX 1.00 1.00 1.00 1.00 1.00 1.00

Table 3.8 Influence factors in the HSPG of the both gearbox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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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 stress Factors
Prototype Model

Wheel Pinion Wheel Pinion

Contact and tooth

root stresses(σH, σF)

KA 1.30 1.30 1.30 1.30

KV 1.04 1.04 1.02 1.02

KHβ 1.25 1.25 1.25 1.25

KFβ 1.22 1.22 1.22 1.22

KHα 1.00 1.00 1.00 1.00

KFα 1.00 1.00 1.00 1.00

ZB, ZD 1.00　 1.00 1.00 1.00

Nominal tooth root

stress(σF0)

YF 1.27 1.70 1.27 1.70

YS 2.36 1.82 2.36 1.82

Yβ 0.88 0.88 0.88 0.88

YDT 1.00 1.00 1.00 1.00

YB 1.00 1.00 1.00 1.00

Tooth root stress

limit(σFG)

YδrelT 1.01 0.99 1.01 0.99

YRrelT 0.99 0.99 0.99 0.99

YX 0.96 0.96 1.00 1.00

YNT 0.87 0.85 0.87 0.85

YST 2.00 2.00 2.00 2.00

Nominal contact

stress(σH0)

ZH 2.51 2.51 2.51 2.51

ZE 189.81 189.81 189.81 189.81

Zε 0.69 0.69 0.69 0.69

Zβ 1.02 1.02 1.02 1.02

Pitting stress

limit(σHG)

ZL 1.05 1.05 1.05 1.05

ZV 1.02 1.02 0.98 0.98

ZR 1.01 1.01 0.97 0.97

ZW 1.00 1.00 1.00 1.00

ZNT 0.88 0.85 0.88 0.85

ZX 1.00 1.00 1.00 1.00

Table 3.9 Influence factors in the PSG of the both gearbox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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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3.45)

여기서, YX : 이뿌리강도에 관련된 치수효과계수(size factor relevant to

tooth root strength)

mn : 치직각 모듈(normal module), mm

공칭 이뿌리응력 및 공칭 접촉응력과 관련된 인자들은 두 기어박스에서 모두 동일

한 크기를 가졌다.

피팅응력 한도와 관련된 인자들 중에는 거칠기계수와 속도계수가 두 기어박스에서

서로 차이를 보였다. 거칠기계수는 표면거칠기가 유막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속도계수

는 피치선속도가 유막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주며 계산식은 아래에서와 같다.

거칠기 계수의 경우 동일한 기어재료 및 열처리를 적용하여 표면거칠기는 서로 동일

하나 기어의 치수에 따라 상대 곡률반경이 달라지므로 두 기어박스에서 차이가 발생

했으며 오차수준은 모든 기어단에서 약 4% 였다. 속도계수의 경우 기어의 치수에 따

라 피치선속도가 달라지므로 두 기어박스에서 차이가 발생했으며 저속 유성기어단에

서 약 1%, 고속 유성기어단에서 약 2%, 평행축 기어단에서 약 4% 의 오차를 보였다.

평행축 기어단에서 피치선속도 차이가 가장 크므로 속도계수의 차이도 가장 크게 나

타났다.

    












(3.46)

여기서, ZR : 거칠기계수(roughness factor)

RZ : 평균 peak-to-valley 거칠기(mean peak-to-valley

roughness), um

ρred : 상대 곡률반경(radius of relative curvature),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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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7)

여기서, ZV : 속도계수(velocity factor)

v : 피치선속도(pitch line velocity), m/s

3.3.4.2. 안전계수 비교

표 3.5와 3.6에서의 응력값을 사용하여 프로토타입 기어박스와 축소모형의 각 기어

단에서의 이뿌리 굽힘강도 및 치면 면압강도에 대한 안전계수를 도출한 결과는 표

3.10에서와 같다. 프로토타입 기어박스 대비 축소모형의 안전계수의 오차도 함께 표시

하였다. 두 기어박스에서 치면 면압강도에 대한 안전계수는 약 4 – 6% 의 오차를 보

였으며, 이뿌리 굽힘강도에 대한 안전계수는 저속 유성기어단에서는 약 13%, 고속 유

성기어단과 평행축 기어단에서는 약 6% 의 오차를 보였다. 저속 유성기어단에서 이뿌

리 굽힘강도에 대한 안전계수 오차가 큰 이유는 치수효과계수의 영향 때문이다.

Table 3.10 Safety factors of the both gearboxes

Items Prototype Model

Safety factors

for tooth

bending strength

LSPG

(error, %)

Sun 2.11 (Ref.) 2.37 (12.32)

Planet 1.54 (Ref.) 1.74 (12.99)

Ring 2.62 (Ref.) 2.95 (12.60)

HSPG

(error, %)

Sun 2.27 (Ref.) 2.42 (6.61)

Planet 1.69 (Ref.) 1.80 (6.51)

Ring 2.72 (Ref.) 2.90 (6.62)

PSG

(error, %)

Wheel 2.82 (Ref.) 2.99 (6.03)

Pinion 2.63 (Ref.) 2.79 (6.08)

Safety factors

for surface

durability

LSPG

(error, %)

Sun 1.19 (Ref.) 1.14 (4.20)

Planet 1.25 (Ref.) 1.19 (4.80)

Ring 1.98 (Ref.) 1.88 (5.05)

HSPG

(error, %)

Sun 1.21 (Ref.) 1.15 (4.96)

Planet 1.28 (Ref.) 1.21 (5.47)

Ring 2.32 (Ref.) 2.20 (5.17)

PSG

(error, %)

Wheel 1.87 (Ref.) 1.75 (6.42)

Pinion 1.81 (Ref.) 1.70 (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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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요약 및 결론

국제규격으로 규정된 기어 설계평가 기준에 대해 살펴보고 그 중 하중용량을 상사

기준으로 결정하여, 프로토타입 기어박스의 정보와 상사이론을 이용하여 하중용량을

상사시키는 조건의 축소모형을 선정하였다.

하중용량과 관련된 국제규격의 내용을 검토하여 이뿌리응력, 이뿌리응력 한도, 접

촉응력 및 피팅응력 한도가 하중용량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인자임을 확인하였으며 이

들을 상사시키기 위해 상사이론의 “대변형 또는 미소변형이 발생하는 탄성구조물의

상사” 모델을 적용하여 프로토타입 기어박스의 기어치 응력을 상사시킬 수 있도록 축

소모형의 상세를 결정하였다. 또한 선정된 축소모형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상용

기어해석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두 기어박스에서의 응력특성을 비교하였다. 해석 시

치면하중계수는 두 기어박스에서 동일한 값을 가지는 것으로 가정하였으며, 그 외의

다른 영향인자들은 규격의 계산식을 통해 도출하였다. 해석 결과, 두 기어박스에서 공

칭 이뿌리응력과 공칭 접촉응력은 서로 동일했고, 이뿌리응력과 접촉응력도 최대 2%

이내의 오차로 잘 상사되었다. 이뿌리응력 한도, 피팅응력 한도에 영향을 미치는 대부

분의 인자들도 두 기어박스에서 서로 같은 값을 가졌으나 기어치의 치수가 작아짐에

따라 발생하는 일부 영향들로 인해 몇몇 인자들에는 차이가 있었으며 결과적으로 이

뿌리 굽힘강도에 대한 안전계수와 치면 면압강도에 대한 안전계수에 10% 내외의 오

차를 발생시켰다. 이 차이는 축소모형 선정 시 적용한 길이에 대한 스케일계수를 조

정하여 더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와 같은 상사모델

을 적용하면 축소모형을 통해 대형 기어박스의 하중용량 특성을 추정할 수 있을 것으

로 판단되며, 부적절한 하중용량으로 인한 파손은 기어박스의 가장 빈번한 고장모드

이므로 이는 수명에 대한 상사로 이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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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비토크 하중 가력이 가능한 시험장비 개발

4.1. 연구배경 및 목적

3장에서 프로토타입 기어박스의 하중용량을 상사할 수 있는 축소모형을 선정하였

다. 하중용량은 기어박스의 수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므로, 축소모형 시험

을 통해 비토크 하중이 축소모형의 하중용량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분석함으로

써 비토크 하중이 프로토타입 기어박스, 즉 풍력발전기용 기어박스의 수명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수 있다.

비토크 하중이 축소모형의 하중용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먼저 축

소모형을 시험할 수 있는 시험장비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축소모형 시험을

위해 비토크 하중을 가력할 수 있는 기어박스 시험장비를 개발하였다.

4.2. 재료 및 방법

4.2.1. 비토크 하중을 가력할 수 있는 기어박스 시험장비 현황

현재까지 개발된 다양한 분야의 기어박스 시험장비들은 주로 기계적 백투백

(mechanical back-to-back) 또는 전기적 백투백(electrical back-to-back)의 형태를 가

지며 토크만을 가력해 줄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Bodenbach, 2008; Hoehn et al., 2008;

Mihailidis and Nerantzis, 2009; Oliveira et al., 2006; Sachidananda et al., 2011).

비토크 하중을 가력할 수 있는 기어박스 시험장비는 풍력발전 분야에서만 일부 사

용되고 있다. 미국 신재생에너지 연구소는 그림 4.1에서와 같은 2.5 MW 용량의 시험

장비를 개발하였다(Link et al., 2011; Link et al., 2013). 시험장비는 전기적 백투백 형

태로, 비토크 하중 가력 및 회전속도 제어가 가능하나 한정된 수의 유압실린더(3개)를

사용하므로 모든 방향의 비토크 하중을 독립적으로 가력해 줄 수 없는 단점이 있다.

미국의 클렘슨 대학은 렌크사와 합작하여 그림 4.2에서와 같은 7.5 MW 용량의 풍력

발전기 드라이브 트레인 시험장비를 개발하였다(RENK test system, 2010). 시험장비

는 전기적 백투백 형태로, 회전속도 제어 및 모든 방향 비토크 하중의 독립적인 가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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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능하나 풍력발전기 나셀(nacelle) 컴포넌트 전체를 시험하기 위한 용도로 만들어

져 기어박스 단품시험에는 적합하지 않다. 이상의 비토크 하중 시험장비들은 멀티 메

가와트급 풍력발전기에 장착되는 대형 기어박스 또는 나셀 컴포넌트 전체를 시험하기

위해 구성되었으므로 풍력, 조선, 항공 등과 같이 대형 기어박스를 사용하는 일부 산

업분야에만 적용할 수 있다. 축소모형 시험과 같은 중소형 기어박스의 비토크 하중

시험을 위해서는 새로운 시험장비가 필요하다.

4.2.2. 시험장비 요구사항

시험 목적상, 시험장비는 축소모형을 시험할 수 있도록 충분히 큰 동력을 가져야

하며 토크를 포함한 6자유도의 설계하중 가력 및 속도제어가 가능해야 한다. 또한 축

소모형을 포함한 3점 지지 드라이브 트레인 시스템의 컴포넌트를 장착하여 시험할 수

있어야 한다.

Fig. 4.1 2.5 MW capacity of test rig of NREL.

(Citation: Link et al., 2011; Link et al.,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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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2 7.5 MW capacity of test rig of Clemson University.

(Citation: RENK test system, 2010)

4.2.3. 설계하중

축소모형의 설계하중은 프로토타입 시스템의 설계하중에 상사이론을 적용하여 도

출하였다. 프로토타입 시스템의 설계하중 도출지점은 메인 베어링이다(그림 4.3). 따라

서 축소모형 시스템의 하중 기준점은 프로토타입 시스템의 메인 베어링과 상응하는

축소모형 시험장비 내의 지점이며, 축소모형 선정 시 적용한 상사모델에 의해 힘에

대한 스케일계수는 1/16, 모멘트 및 토크에 대한 스케일계수는 1/64이므로 축소모형

시스템의 설계하중은 프로토타입 시스템의 설계하중 대비 힘은 1/16로, 모멘트 및 토

크는 1/64로 감소된 크기를 가져야 한다.

허브 좌표계(그림 2.5)를 적용할 때 프로토타입 시스템의 메인 베어링 위치에서의

하중 스펙트럼(load spectrum)은 표 4.1에서와 같다. 이 때 Fyz와 Mxz는 두 반경방향

힘(Fy, Fz) 및 반경방향 모멘트(My, Mz)의 RMS(root mean square) 값으로, 각각 합성

반경방향 힘(resultant radial force) 및 합성 모멘트(resultant moment)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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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3 Design loading point of the prototype system.

(Citation: 김 등, 2010; Argyriadis et al., 2009)

Table 4.1 Load spectrum in the main bearing of the prototype system

Wind

speed, m/s

Working

times, hours

Rotor

speed, rpm
Fyz, kN Myz, kNm Fx, kN

4 25352 7.47 641.8 750.2 112.7

6 30649 10.85 641.5 747 178.2

8 30213 13.95 641.8 849.6 264.2

10 25613 15.16 642.5 911.2 320.1

12 19121 15.27 641.7 945.6 307.1

14 12731 15.29 639.5 1020 265.8

16 7617 15.3 635.7 1105 229.7

18 4115 15.3 632.8 1217 213.1

20 2014 15.31 629.3 1262 198.9

22 895 15.31 625.4 1519 189.1

25 362 15.32 617.1 1802 1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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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lmgren-Miner의 누적손상법(Schijve, 2008)을 적용하여 표 4.1의 하중 스펙트럼

으로부터 손상등가하중(damage equivalent load)을 도출하였다(표 4.2). 손상등가하중

은 하중 스펙트럼의 모든 하중들에 의한 손상과 동일한 손상을 가지게 하는 단일하중

(정하중)을 의미하며 계산식은 식 (4.1)에서와 같다. 계산식의 피로손상지수는 S-N 선

도로 표현되는 재료의 피로특성에 따라 결정되며, 베어링에 대해서는 90% 신뢰도에서

볼 베어링의 경우 3, 롤러 베어링의 경우 10/3의 값을 주로 사용한다. 프로토타입 시

스템의 메인 베어링은 롤러 베어링이므로 10/3의 피로손상지수값을 사용하였다.

표 4.2의 손상등가하중을 이용하여 축소모형 시스템의 설계하중을 도출한 결과는

표 4.3에서와 같다. 이 하중은 정적 비토크 하중(static non-torque loadings)이며, 토

크의 경우 프로토타입 기어박스의 정격토크가 1,408 kNm이므로 축소모형의 정격토크

는 1,408/64 = 22 kNm가 된다. 동일한 입력속도를 가정하였으므로 축소모형의 정격동

력은 프로토타입 기어박스 대비 1/64인 35.25 kW가 된다.

    

∑







(4.1)

여기서, Pe : 손상등가하중(damage equivalent load), kN or kNm

Pi : 하중 스펙트럼의 개별하중(Each load of the load

spectrum), kN or kNm

ti : 개별하중이 작용하는 시간(Working time of each load),

hours

ni : 개별하중이 작용할 때 로터축의 회전속도(Rotor speed for

each load), rpm

λ : 피로손상지수(fatigue damage exponent)

Table 4.2 Damage equivalent loads in the main bearing of the prototype system

Axial force(Fx), kN 264.7

Resultant radial load(Fyz), kN 640.7

Resultant moment(Myz), kNm 9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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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3 Design loads in the main bearing of the scale-down system

Axial force(Fx), kN 16.5

Resultant radial force(Fyz), kN 40

Resultant moment(Myz), kNm 14.6

4.3. 결과 및 고찰

4.3.1. 시험장비 구성

시험장비는 축소모형 시스템의 설계하중인 16.5 kN의 축력, 40 kN의 합성 반경방

향 힘, 14.6 kNm의 합성 모멘트 및 22 kNm의 토크를 안전하게 가력해 줄 수 있어야

한다. 비토크 하중인 두 방향의 반경방향 힘과 두 방향의 모멘트, 그리고 축력을 가력

해 주기 위해 총 5개의 유압실린더를 사용하고 토크 가력 및 회전속도 제어를 위해

두 개의 모터를 사용하는 전기적 백투백(electrical back-to-back) 타입의 시험장비를

개발하였다. 시험장비의 전체 레이아웃은 그림 4.4에서와 같으며 구성요소들은 그림

4.5에서와 같다. 그림 4.5에서 메인프레임은 반투명하게 표현되어 있다.

4.3.1.1. 입력 및 출력 모터

입력 및 출력 모터(input and output motor)는 교류모터로서 인버터에 연결되어

작동하며, 입력 모터는 속도를 제어하고 출력 모터는 부하용 다이나모미터로 사용되

어 토크를 제어한다. 축소모형의 정격동력은 35.25 kW이므로 축소모형 시험에서 요구

되는 동력을 안전하게 공급해 주기 위해 정격동력 110 kW의 4극 모터를 입력 및 출

력 모터로 사용하였다. 입력 및 출력 모터의 형상은 그림 4.6에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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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4 Layout of the developed test r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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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5 Configuration of test rig compon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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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6 A view of input and output motors.

4.3.1.2. 입력 및 출력 토크미터

입력 및 출력 토크미터(input and output torque meter)는 축의 토크와 회전속도를

동시에 측정할 수 있는 타입으로, 입력축의 토크와 속도를 실시간으로 측정하여 해당

값들이 목표치에 도달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출력축의 토크와 속도를 이용하여 기

어박스의 효율을 계측할 수 있다. 입력 및 출력 토크미터의 형상과 제원은 각각 그림

4.7, 표 4.4에서와 같다.

토크미터와 좌우 요소들의 연결에는 큰 축방향 편심(최대 2.5 mm) 및 편각(최대

1°)을 허용하는 더블디스크 타입(double disk type)의 커플링을 사용하여 축의 미스얼

라인먼트가 토크미터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사용된 커플링의

형상은 그림 4.8에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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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7 A view of input and output torque meters.

Table 4.4 Specifications of input and output torque meters

Model MCRT 28000T(1-4)

Company/Nation S. HIMMELSTEIN AND COMPANY/USA

Torque range, Nm 0 - 1,130

Torque overload, Nm 2,260

Speed rating, rpm 0 - 8,500

Accuracy, % 0.1

Output, mV/V 1.5

Excitation voltage ≤ 6 volts rms, 3 kHz ±10%, sine w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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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8 A view of the torque meter coupling.

4.3.1.3. 감속기

감속기(speed reducer)는 입력 모터로부터 전달되는 고속, 저토크 동력을 축소모형

입력축에서 요구하는 저속, 고토크 동력으로 변환시켜 주는 역할을 한다. 감속기는 시

험 대상체인 축소모형과 동일한 제원을 가지는 기어박스로 입력축과 출력축만 서로

바뀐 형태이다. 즉, 감속기는 평행축 기어단의 피니언이 입력축이고 저속 유성기어단

의 유성캐리어가 출력축인 반면 축소모형은 저속 유성기어단의 유성캐리어가 입력축

이고 평행축 기어단의 피니언이 출력축이다.

상사이론을 통해 결정된 축소모형의 제원을 적용하여 감속기를 제작하였다. 감속

기는 프로토타입 기어박스와 전체 기어열 구조 및 기어들의 기하학적 형상은 동일하

고 크기는 1/4로 축소된 형태이며 기어재료, 열처리, 품질등급, 치형수정은 프로토타입

기어박스에서와 동일하다. 또한 베어링 등의 내부요소들도 프로토타입 기어박스에서

와 동일한 위치에 동일한 타입의 제품을 적용하였다. 감속기 어셈블리에 대한 제작도

면과 제작품의 실물형상은 각각 그림 4.9, 4.10에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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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9 Assembly drawing of the speed reduc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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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10 Manufactured product of the speed reducer.

4.3.1.4. 비토크 하중 가력부

시험장비의 비토크 하중 가력부는 유압실린더(hydraulic cylinder), 메인프레임

(main frame) 및 로딩플레이트(loading plate)로 구성된다(그림 4.11). 유압실린더는 비

토크 하중을 직접적으로 가력해주는 컴포넌트이며 메인프레임과 로딩플레이트는 유압

실린더가 장착되는 구조물로서 메인프레임에는 유압실린더의 반력부가, 로딩플레이트

에는 유압실린더의 하중가력부가 연결되어 각각 유압실린더의 반력하중을 지지하고

유압실린더 하중을 축으로 전달해주는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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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11 Components for applying non-torque loadings.

가. 유압실린더

5자유도의 비토크 하중 가력을 위해 반경방향 2개, 축방향 3개의 유압실린더를 사

용하였다. 표 4.3에서와 같은 설계하중을 안전하게 가력해 줄 수 있도록 반경방향 2개

의 유압실린더는 각각 50 kN, 축방향 3개의 유압실린더는 각각 100 kN 용량의 제품

을 사용하였다. 또한 서보밸브(servo valve)와 어큐뮬레이터(accumulator)를 장착하여

동하중 가력 및 정밀한 하중제어가 가능하도록 구성하였다. 유압실린더의 형상은 그

림 4.12, 유압실린더와 서보밸브의 제원은 각각 표 4.5, 4.6에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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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12 A view of hydraulic cylinders.

Table 4.5 Specifications of hydraulic cylinders

Items Radial cylinder Axial cylinder

Model HX21 244.22

Company/Nation KNR/Korea MTS/USA

Force rating, kN 50 100

Rod diameter, mm 80 69.9

Piston area, mm2 2,500 4,884

Cushions, mm 10 7.6

Table 4.6 Specifications of servo valves

Items Radial cylinder Axial cylinder

Model G761-3004 252.25

Company/Nation MOOG/USA MTS/USA

Flow rating, lpm 38 56

Maximum operating pressure, MPa 31.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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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메인프레임

메인프레임은 5개의 유압실린더로부터 발생하는 반력하중을 안전하게 지지하면서

하중이 프레임 내부에서 순환(circulation)하여 베드플레이트(bed plate)로는 최소한의

하중만 전달되도록 설계하였다. 설계된 메인프레임의 형상은 그림 4.13에서와 같으며,

제원은 표 4.7에서와 같다.

Fig. 4.13 Feature of the designed main frame.

Table 4.7 Specifications of the main frame

Material Angular pipe made with structural steel

Pipe size(width/length/thickness), mm 200 / 200 / 12

Total size(width/depth/height), mm 1,750 / 1,925 / 1,928

Total weight, kg 2,950

Tensile strength, MPa 450

Yield strength, MPa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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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프레임은 유압실린더 하중을 지지하는 구조물로서 안전성이 매우 중요하므로

상용 유한요소해석 프로그램(3G author, Plasso Tech, USA)을 사용하여 구조해석을

수행하였다. 경계조건으로 베드플레이트상에 볼트와 클램프로 고정되는 메인프레임의

바닥면을 RBE2 기법으로 완전고정(fixed support) 시켰으며, 축방향 및 반경방향 유

압실린더가 장착되는 면에 각 유압실린더의 최대하중을 동시에 작용시켰다. 해석모델

의 메쉬요소(mesh element)는 총 58,415개이며 위치에 따라 삼각형 또는 육각형 형태

(triangular or hexagonal shape)를 가진다. 평균적인 메쉬요소의 크기는 메쉬 적용부

의 길이 대비 10% 이며, 유압실린더 하중이 가력되는 부분 등의 주요지점에서는 더

조밀한 메쉬를 적용하여 결과를 더 정밀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해석에 적용

된 경계조건들은 그림 4.14에서와 같으며 메쉬요소의 형태는 그림 4.15에서와 같다.

해석 결과, 메인프레임의 최대 등가응력은 하부 프레임의 모서리부에서 발생했으

며 크기는 약 42 MPa이었다(그림 4.16). 최대변위는 축방향 3개의 유압실린더 중 상

부에 장착된 유압실린더의 반력지지부에서 발생했으며 크기는 약 0.63 mm였다(그림

4.17). 메인프레임 재료의 항복응력은 300 MPa이므로 항복응력에 대한 안전계수는

7.14이다. 이 값은 일반적인 구조물에 사용되는 1.5 - 2.0 수준의 안전계수와 비교하여

매우 큰 값이고, 발생하는 최대변위도 해당부의 두께 80 mm의 0.8% 수준으로 매우

작으므로 설계된 메인프레임은 유압실린더들의 반력하중을 충분한 안전도로 지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 로딩플레이트

로딩플레이트는 연결축 상에 플로팅(floating) 되어 있는 요소로, 5개의 유압실린더

가 장착될 수 있도록 충분히 큰 접촉면을 가지며 또한 충분한 강성을 가져 로딩플레

이트의 변형으로 인한 하중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하였다. 효율적으로 하중을

전달할 수 있도록 삼각형(triangular shape) 형상을 가지며 로딩플레이트와 축의 연결

부 사이에는 베어링을 장착하여 축이 회전할 때도 하중을 전달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

다. 로딩플레이트와 베어링 어셈블리의 총 무게는 544 kg이며 형상은 그림 4.18에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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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Fixed support of bottom surfaces

(b) Axial force from axial cylinder

(c) Radial force from radial cylinder

Fig. 4.14 Boundary conditions for the structural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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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15 A view of mesh elements.

Fig. 4.16 Location where the maximum equivalent stress occu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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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17 Location where the maximum equivalent displacement occurs.

Fig. 4.18 Feature of the loading plate assembly.

4.3.1.5. 등속조인트

로딩플레이트를 거쳐 축으로 전달되는 최대하중은 수십 kN(또는 kNm)에 이르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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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축의 변위 및 변형을 발생시키고, 이는 연결된 감속기 출력축의 미스얼라인먼트로

이어져 결과적으로 불균일한 동력전달 및 감속기의 파손을 유발할 수 있다. 이러한

미스얼라인먼트를 보상하고 균일한 동력전달이 가능하도록 감속기 출력축과 하중 전

달축 사이에 등속조인트(constant velocity joint, CV joint)를 연결하였다. 사용된 등속

조인트의 형상 및 제원은 각각 그림 4.19, 표 4.8에서와 같다.

Fig. 4.19 A view of the CV joint.

Table 4.8 Specifications of the CV joint

Model 0.999.139.060

Company/Nation ELBE Gelenkwellen-Service GmbH/Germany

Torque capacity, kNm 40

Angle of deflection, degree 3

Maximum rotational speed, rpm 2,000

Length, mm 370

4.3.1.6. 메인 베어링

메인 베어링은 프로토타입 시스템의 메인 베어링과 동일한 역할을 하는 요소이다.

즉, 비토크 하중을 흡수하여 베드플레이트로 전달하고 축소모형으로는 최소한의 비토

크 하중만 입력되도록 한다. 프로토타입 시스템의 메인 베어링으로는 배면 배열(back

to back configuration)의 복열 테이퍼 롤러 베어링(double-row taper roller bea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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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용되므로 축소모형에도 동일한 형태의 베어링을 사용하였다. 상용제품 중 충분

한 하중지지 능력을 가지는 복열 테이퍼 롤러 베어링을 메인 베어링으로 선정하였으

며 제원은 표 4.9에서와 같다.

테이퍼 롤러 베어링의 경우 축방향 예압량이 베어링의 피로수명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므로 해석을 통해 축방향 예압량을 결정하였다. 해당 베어링 제조사의 인하우스

코드(in-house code)인 BearinX(Schaeffler, Germany)를 사용하여 해석을 수행하였으

며, 표 4.3의 설계하중들이 작용할 때 예압량에 따른 90% 신뢰도의 수명을 도출하였

다. 해석결과는 그림 4.20에서와 같으며, 이 때 x축은 um 단위의 축방향 틈새(음의 값

을 가지는 경우 예압), y축은 hour 단위의 수명을 의미한다. 일반적인 풍력발전기의

요구수명은 20년 등가인 175,000시간이므로 메인 베어링도 175,000시간 이상의 피로수

명을 가져야 한다. 해석 결과, 왼쪽 열의 베어링은 40 um, 오른쪽 열의 베어링은 120

um의 예압이 적용된 경우 최대의 피로수명을 가지며 예압(pre-load)이 커지거나 틈새

(clearance)가 늘어나는 경우 피로수명도 함께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약간의

예압조건에서는 베어링의 모든 롤러가 내, 외륜과 가볍게 접촉하게 되어 롤러들 사이

의 하중분배 특성이 좋아지나 예압이 더 늘어나면 예압으로 인한 하중이 롤러에 부가

되고 또한 틈새가 늘어나면 롤러들 간의 하중분배 특성이 악화되어 일부 롤러에만 큰

하중이 부가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200 um의 예압에서 200 um의 틈새 범위까지는 양

열의 테이퍼 롤러 베어링이 모두 2,000,000시간 이상의 피로수명을 가져 요구수명 조

건을 만족시키므로 이 범위에서는 어떤 크기의 예압이나 틈새를 선택해도 된다. 일반

적으로 예압이 증가하는 경우 설치가 어려워지므로 본 시험장비에서는 설치의 용이성

을 고려하여 축방향 틈새를 약간의 예압조건(30um)으로 선정하였다.

Table 4.9 Specifications of the main bearing

Model 32330A.A350.400.N11CA

Company/Nation Schaeffler/Germany

Bore, mm 150

Outer diameter, mm 320

Width, mm 228

Dynamic load rating, kN 2,270

Static load rating, kN 3,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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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20 Life of main bearing according to pre-load.

4.3.2. 유압실린더를 이용한 설계하중 가력

4.3.2.1. 수식을 통한 유압실린더 하중 계산

개발된 시험장비에서는 유압실린더 가력 하중을 조정하여 하중 기준점인 메인 베

어링에 원하는 설계하중을 입력해 줄 수 있다. 하중계산 시 로딩플레이트와 베어링

어셈블리 및 유압실린더들의 자중으로 인해 축에 부가되는 추가 하중과, 하중입력 지

점인 로딩플레이트와 하중 기준점인 메인 베어링의 축방향 유격으로 인해 부가되는

추가 모멘트도 반드시 고려해 주어야 한다.

각 실린더 위치별 하중기호 및 방향은 그림 4.21에서와 같이 설정하였다. 축방향

유압실린더의 가력하중은 각각 Fa1, Fa2, Fa3, 반경방향 유압실린더의 가력하중은 각각

Fr1, Fr2이며, 하중방향은 인장하중을 양으로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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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21 Symbol and direction of each hydraulic cylinder load.

로딩플레이트 상의 축방향 유압실린더와 반경방향 유압실린더 장착위치는 그림

4.22에서와 같다(축소모형 입력축 기준). 축방향 유압실린더들의 하중가력 중심지점을

연결하면 정삼각형의 꼭지점이 되므로 하중가력 중심지점으로부터 축의 중심부까지의

거리 L은 세 유압실린더에서 모두 동일하다. 또한 반경방향 유압실린더는 수직축(z축)

으로부터 45도 각도에서 하중을 가력한다.

각 방향의 하중평형 조건을 이용하면 메인 베어링 위치에서의 설계 비토크 하중

Fx, Fy, Fz, Mx, My와 각 방향 유압실린더 하중 Fr1, Fr2, Fa1, Fa2, Fa3와의 관계식을 도

출할 수 있다(식 (4.2)). 이 때 축방향 유압실린더의 무게중심은 길이 방향의 가운데

부분에 있어 로딩플레이트와 메인프레임이 각각 유압실린더 자중의 50%씩을 분담하

여 지지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또한 반경방향 유압실린더의 하우징은 메인프레임에

연결되어 지지되므로 피스톤으로부터 스위블 조인트까지를 포함하는 헤드부의 자중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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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축에 추가적인 하중을 부가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D는 로딩플레이트의 중심으로

부터 메인베어링 중심까지의 시험장비 상의 축방향 거리를 의미한다(그림 4.23). 식

(4.2)를 변환하면 메인 베어링 위치에서의 설계 비토크 하중을 가력해주기 위한 각 방

향 유압실린더 하중을 최종적으로 도출할 수 있다(식 (4.3)). 계산식에 사용되는 거리

L과 D는 각각 350 mm, 628.5 mm이며 축방향 유압실린더 및 반경방향 유압실린더

헤드부의 자중은 각각 186 kg, 46.42 kg이다.

Fig. 4.22 Front view of the loading plate assembly.

Fig. 4.23 Axial distance between the main bearing and the loading pl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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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여기서, Fa1, Fa3, Fa3 : 축방향 유압실린더의 가력하중(axial hydraulic cylinder

forces), kN

Fr1, Fr2 : 반경방향 유압실린더의 가력하중(radial hydraulic

cylinder forces), kN

FX : 축력(axial force), kN

FY, FZ : 반경방향 힘(radial forces), kN

MY, MZ : 반경방향 모멘트(radial moments), kNm

D : 로딩플레이트와 메인 베어링의 축방향 거리(axial

distance of main bearing from loading plate), m

L : 축방향 유압실린더의 하중가력 중심점으로부터 축의

중심까지의 거리(distance from loading plot of axial

hydraulic cylinder to shaft center), m

W1 : 로딩플레이트와 베어링 어셈블리의 자중(self-weight

of loading plate and bearing assembly), kN

W2 : 축방향 유압실린더의 자중(self-weight of a single

axial hydraulic cylinder), kN

W3 : 반경방향 유압실린더 헤드부의 자중(self-weight of

the free moving part of a single radial hydraulic

cylinder), k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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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4.3.2.2. 유압실린더 하중 보정

하중을 가력해 주는 유압실린더와 하중 기준점인 메인 베어링 사이에는 로딩플레

이트를 포함한 여러 연결구조물들이 존재하므로 유압실린더 하중이 전달될 때 이러한

요소들에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식 (4.3)의 유압실린더 가력하중(Fr1, Fr2, Fa1, Fa2,

Fa3)은 이러한 영향들을 고려해 주지 않은 값이므로 메인 베어링에 실제로 가해지는

하중은 식에서 도출된 하중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차이를 보정해 주기 위해

이론적인 입력하중과 축에 실제로 전달되는 하중의 크기를 비교하였다.

이론적인 입력하중은 식 (4.2)로부터 계산되는 하중(Fx, Fy, Fz, Mx, My)을 의미하

며 축에 실제로 전달되는 하중은 축부에 스트레인 게이지를 부착하여 계측하였다. 스

트레인 게이지 부착부는 로딩플레이트 이후의 축부이며 동일한 제원을 가지는 스트레

인 게이지 6개를 축의 원주방향으로 배치하여 굽힘 모멘트 및 축력에 의한 변형률을

계측하였다. 축에 스트레인 게이지를 부착한 형상은 그림 4.24에서와 같으며, 스트레

인 게이지의 제원은 표 4.10에서와 같다. 식 (4.4) 및 (4.5)를 이용하여 스트레인 게이

지로 계측한 변형률을 축력과 모멘트로 환산해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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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24 A view of strain gauges attached on the shaft.

Table 4.10 Specifications of strain gauges attached on the shaft

Model KFG-5-350-C1-11L1M2R

Company/Nation Kyowa/Japan

Gauge pattern Single element

Gauge factor 2.12

Maximum strain, um/m 50,000

Nominal resistance, ohms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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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여기서, PA : 축력(axial force), kN

εA : 축방향 변형률(axial strain), m/m

Es : 축재료의 탄성계수(elastic modulus of shaft material), kN/m2

As : 축의 단면적(cross sectional area of shaft), m2

ds : 축의 직경(shaft diameter), m

   







(4.5)

여기서, MS : 축에 작용하는 굽힘 모멘트(bending moment of shaft), kNm

εM : 굽힘 변형률(bending strain), m/m

Es : 축재료의 탄성계수(elastic modulus of shaft material), kN/m2

Is : 축의 단면 2차 모멘트(moment of inertia of area), m4

y : 축의 중립면으로부터 굽힘 변형률 측정지점까지의

거리(distance from neutral surface to bending strain

measurement spot), m

ds : 축의 직경(shaft diameter), m

하중조건으로는 메인 베어링 위치에 설계 축력 및 합성 모멘트(표 4.3)를 발생시키

는 유압실린더 하중을 가력해 주었다. 유압실린더 하중의 크기는 식 (4.3)을 이용하여

도출하였으며 합성 모멘트는 y축 방향(그림 4.21)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이 때 스트레인 게이지 부착부에서의 이론적인 입력하중과 실제로 가력되는 하중의

크기를 비교한 결과는 표 4.11에서와 같다.

연결구조물들에서의 손실에 의해, 실제로 가력되는 하중은 이론적인 입력하중보다

작게 나타났다. 100% 하중조건에서 이론적인 입력하중 대비 실제로 가력되는 하중의

크기는 축력의 경우 2.9%, 합성 모멘트의 경우 0.8% 작았다. 합성 모멘트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소는 유압실린더의 반경방향 가력하중이며, 반경방향 가력하중은 또한

반경방향 힘(Fy, Fz)의 크기에도 주로 영향을 미치므로 반경방향 힘의 손실도 0.8%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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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할 수 있다. 따라서 식 (4.3)을 이용하여 유압실린더 하중의 크기를 결정할 때 가

력해주고자 하는 하중보다 축력의 경우 2.9%, 합성 모멘트와 반경방향 힘의 경우

0.8% 높은 하중수준을 고려해 주어야 하며, 따라서 식 (4.3)은 식 (4.6)과 같이 보정될

수 있다.

Table 4.11 Comparison of theoretical and actual applied loads

Loads Theoretical, kN(kNm) Actual, kN(kNm) Error, %

Axial force 16.5 16.02 2.9

Resultant moment 14.6 14.48 0.8

  




































 






































 





 

 





 










































(4.6)

4.4. 요약 및 결론

본 장에서는 축소모형 시험을 위해 비토크 하중 가력이 가능한 기어박스 시험장비

를 개발하였다. 시험장비는 110 kW 용량의 입력 및 출력 모터를 사용하여 토크와 회

전속도를 제어하며, 축방향 3개 및 반경방향 2개의 유압실린더를 사용하여 5자유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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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토크 하중을 독립적으로 가력해 줄 수 있다. 정하중과 동하중의 가력이 모두 가능

하며 가력용량은 축력 300 kN, 반경방향 힘 50 kN이다. 또한 이론적인 하중평형 조건

및 축의 변형률 계측을 통해 하중 기준점인 메인 베어링에 원하는 크기의 하중을 가

력해 주기 위한 유압실린더 하중을 산출하였다.

등속조인트를 사용하여 비토크 하중 가력으로 인한 축의 변형이 기어박스에 미치

는 영향을 최소화 하였으며 프로토타입 시스템에서와 같은 형태의 메인 베어링을 삽

입하여 시험대상 시스템인 3점 지지 드라이브 트레인의 레이아웃을 모사하였다.

설계 비토크 하중이 입력될 때 큰 반력을 받게 되는 메인프레임에 대해 구조해석

을 수행한 결과 메인프레임은 강도 및 변형에 대한 충분한 안전성을 가졌으며, 베어

링 제조사의 인하우스 코드를 사용하여 해석한 결과 선정된 메인 베어링도 설계하중

조건에서 충분한 수명을 가짐을 확인하였다.

시험장비의 토크 및 비토크 하중 가력용량은 축소모형 시험에서 요구되는 설계하

중보다 충분히 크다. 따라서 개발된 시험장비는 설계 복합하중과 회전속도 제어를 포

함한 축소모형 시험에서 필요로 하는 운전조건들을 충실히 재현할 수 있으며 풍력발

전기 3점 지지 드라이브 트레인의 레이아웃을 모사하였으므로 풍력발전기용 기어박스

의 축소모형 시험에 적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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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비토크 하중이 수명에 미치는 영향 분석

5.1. 연구배경 및 목적

부적절한 하중용량으로 인한 파손은 기어박스의 가장 빈번한 고장모드이므로 하중

용량은 기어박스의 수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실제 운전환경에서 하중

용량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인자는 접촉응력과 이뿌리응력이며, 이들은 다시 기어 치

폭방향의 하중분포 및 유성기어들 간의 하중분할 특성에 주로 영향 받는다(Link et

al., 2011). 동일한 동력을 전달하는 기어박스에서 기어 치폭방향의 하중분포 및 유성

기어들 간의 하중분할이 불균일할수록 수명에 영향을 미치는 접촉응력과 이뿌리응력

의 크기가 증가한다. 따라서 비토크 하중에 따른 기어 치폭방향의 하중분포 및 유성

기어들 간의 하중분할 특성을 분석함으로써 비토크 하중이 기어박스의 응력 및 수명

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수 있다.

본 장에서는 축소모형 시험을 통해 비토크 하중이 기어 치폭방향의 하중분포 및

유성기어들 간의 하중분할 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또한 계측된 하중분포

및 하중분할 특성과 ISO 규격의 계산식을 이용하여 비토크 하중이 기어치의 응력 및

수명에 미치는 영향을 도출하였다. 축소모형은 프로토타입 기어박스, 즉 풍력발전기용

기어박스의 하중용량 특성을 상사하도록 구성되었으므로 본 장의 시험결과는 비토크

하중이 풍력발전기용 기어박스의 응력 및 수명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준다.

5.2. 재료 및 방법

5.2.1. 시험체 및 시험장비

시험체는 프로토타입 기어박스에 길이에 대한 스케일계수 1/4을 적용하여 구성한

축소모형으로서 상사이론과 프로토타입 기어박스의 정보를 이용하여 제원을 결정하였

다(3장). 축소모형은 프로토타입 기어박스와 전체 기어열 구조 및 기어들의 기하학적

형상은 동일하고 크기는 1/4로 축소된 형태이며 기어재료, 열처리, 품질등급, 치형수정

은 프로토타입 기어박스에서와 동일하다. 또한 베어링 등의 내부요소들도 프로토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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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어박스에서와 동일한 위치에 동일한 타입의 제품을 적용하였다. 결정된 제원을 바

탕으로 제작된 축소모형의 형상은 그림 5.1에서와 같다.

축소모형 시험을 위해, 풍력발전기 3점 지지 드라이브 트레인의 레이아웃을 모사

하고 110 kW 용량의 입력 및 출력 모터와 5개의 유압실린더(축방향 3개, 반경방향 2

개)를 사용하여 회전속도 제어 및 토크를 포함한 6자유도의 하중을 독립적으로 가력

해 줄 수 있는 기어박스 시험장비를 사용하였다(4장). 사용된 시험장비의 형상은 그림

5.2에서와 같다.

Fig. 5.1 Manufactured product of the scale-down model(test pie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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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2 A view of the test rig for the scale-down model test.

5.2.1.1. 유성캐리어 3차원 측정

유성캐리어의 핀홀 위치오차는 유성기어들 간의 하중분할 특성에 큰 영향을 미치

므로(Bodas and Kahraman, 2004; Kahraman, 1994; Ligata et al., 2008; Singh, 2005;

Singh et al., 2008) 3차원 측정을 통해 유성캐리어의 설계 핀홀 위치와 제작 핀홀 위

치와의 오차를 확인하였다. 축소모형 입력축을 기준으로 반시계방향으로 핀홀 번호를

부여하였으며 측정에 사용된 좌표계는 저속 유성기어단과 고속 유성기어단 유성캐리

어에 대해 각각 그림 5.3, 5.4에서와 같다.

핀홀은 유성캐리어의 전면부와 후면부에 존재하므로 두 핀홀에 대한 위치오차 특

성을 모두 측정하였다. 원주방향 핀홀 위치오차가 하중분할 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

요 요소이므로 원주방향 각도에 대한 핀홀 위치오차를 도출하였으며 결과는 표 5.1에

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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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3 Coordinate system and pin hole number in the planet carrier of LSPG.

Fig. 5.4 Coordinate system and pin hole number in the planet carrier of HSPG.



119

Table 5.1 Pin hole position errors of planet carrier in the circumferential direction

Gear stage Pin hole number Position
Pin hole position error, degree

(design position – actual position)

LSPG

1
Front side -0.0036

Rear side -0.0069

2
Front side 0.0342

Rear side 0.0362

3
Front side -0.0207

Rear side 0.0232

4
Front side -0.0254

Rear side -0.0365

HSPG

1
Front side 0.0007

Rear side 0.0120

2
Front side 0.0203

Rear side 0.0212

3
Front side 0.0342

Rear side 0.0144

실제 핀홀 위치를 그림으로 표현하면 그림 5.5 – 5.8에서와 같다. 핀홀 위치오차

의 크기는 대부분 설계 공차범위 안에 포함되었으며 그림에서는 식별을 위하여 과장

되게 표현하였다. 시계방향 회전을 기준으로 파란색은 설계위치보다 양의 위상을 가

지는 핀홀을, 빨간색은 음의 위상을 가지는 핀홀을 보여준다.

저속 유성기어단 유성캐리어의 경우 후면부는 2번과 3번 핀홀이 양의 위상, 1번과

4번 핀홀이 음의 위상을 가지는 반면 전면부는 2번 핀홀만 양의 위상을 가졌다. 전면

부와 후면부 핀홀의 상대위치는 3번 핀홀에서 가장 큰 차이를 보였으며 그 다음으로

4번, 1번, 2번 핀홀 순이었다. 3번 핀홀의 경우 전면부와 후면부의 상대위치 오차가

가장 크므로 3번 핀홀에 장착되는 유성핀의 편심은 다른 핀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전면부와 후면부에서 가장 큰 양의 위상을 가지는 핀홀은

2번 핀홀이며 가장 큰 음의 위상을 가지는 핀홀은 4번 핀홀이다.

고속 유성기어단 유성캐리어의 경우 후면부와 전면부의 모든 핀홀이 양의 위상을

가졌다. 상대위치는 3번 핀홀에서 가장 큰 차이를 보였으며 그 다음으로 1번, 2번 핀



120

홀 순이었다. 따라서 3번 핀홀에 장착되는 유성핀의 편심이 다른 핀홀들에 비해 상대

적으로 클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전면부에서 가장 큰 양의 위상을 가지는 핀홀은 3

번 핀홀이며 후면부에서 가장 큰 양의 위상을 가지는 핀홀은 2번 핀홀이다. 2번 핀홀

의 경우 전면부와 후면부의 핀홀 위치오차 수준이 유사하여 가장 작은 편심을 가진

다.

Fig. 5.5 Front side pin hole position error in the planet carrier of LS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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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6 Rear side pin hole position error in the planet carrier of LSPG.

Fig. 5.7 Front side pin hole position error in the planet carrier of HS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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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8 Rear side pin hole position error in the planet carrier of HSPG.

5.2.2. 시험세팅

시험의 목적상, 축소모형 시험에서는 비토크 하중에 따른 기어 치폭방향의 하중분

포 및 유성기어들 간의 하중분할 특성을 측정해야 한다. 이를 위해 축소모형의 저속

유성기어단 및 고속 유성기어단 링기어의 이뿌리부에 스트레인 게이지(strain gauge)

를 부착하여 하중조건별 변형률(strain)을 계측하였다. 이 때 저속 유성기어단 및 고속

유성기어단 유성캐리어에 근접센서 또는 변위센서를 부착하여 특정 유성기어의 신호

를 구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축의 회전속도와 가력되는 토크 및 비토크 하중의 크기를 계측하여 원하는

속도 및 하중조건이 구현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비토크 하중의 경우 유압실린더에

일체형으로 부착된 로드셀을 통해 입력되는 하중의 크기를 계측할 수 있으며, 회전속

도와 토크는 입력 및 출력 토크미터를 통해 계측할 수 있다. 축소모형 시험에서의 계

측데이터는 그림 5.9에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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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9 Measurement data for the scale-down model test.

5.2.2.1. 스트레인 게이지 계측세팅

가. 부착위치 및 넘버링

축소모형의 기어 치폭방향 하중분포 및 유성기어들 간의 하중분할 특성을 측정하

기 위해 저속 유성기어단 및 고속 유성기어단의 링기어 이뿌리부에 스트레인 게이지

를 부착하였다.

축소모형의 저속 유성기어단 및 고속 유성기어단 기어들의 사이즈 정보는 표 5.2

에서와 같다. 저속 유성기어단 및 고속 유성기어단 링기어는 각각 모듈 4와 2.5의 작

은 사이즈를 가지므로 기어치에 부착하기 위한 스트레인 게이지로는 크기가 작은 소

형 스트레인 게이지(miniature strain gauge)를 사용하였으며 추가적으로 유성기어 이

끝원 직경을 약 1 mm씩 줄여서 링기어 이뿌리 필렛과 유성기어 이끝 사이의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여 스트레인 게이지와 유성기어치의 간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다.

사용된 스트레인 게이지의 형상과 제원은 각각 그림 5.10, 표 5.3에서와 같다. 스트레

인 게이지 부착위치는 이뿌리 필렛의 곡선부가 시작되기 이전의 이뿌리면(tooth

flank)이며(그림 5.11) 저속 유성기어단과 고속 유성기어단의 링기어 이뿌리부에 스트

레인 게이지를 부착한 형상은 그림 5.12에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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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2 Size information of LSPG and HSPG gears of the scale-down model

Items
LSPG HSPG

Sun Planet Ring Sun Planet Ring

Number of teeth 25 31 87 24 42 108

Normal module, mm 4 4 4 2.5 2.5 2.5

Normal pressure angle, degree 20 20 20 20 20 20

Tip diameter, mm 111.30 136.05 351.47 67.20 112.85 273.80

Root diameter, mm 92.02 116.76 368.90 55.13 101.01 284.43

Center distance, mm 115.5 85.05

Face width, mm 92.5 50

Fig. 5.10 A shape of strain gauges attached on the ring gear teeth.

Table 5.3 Specifications of strain gauges attached on the ring gear teeth

Model EA-06-031EC-350

Company/Nation Micro-Measurements/USA

Resistance, ohms 350

Gauge length, mm 0.79

Overall length, mm 1.07

Overall width, mm 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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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11 Attachment location of strain gauges on the ring gear teeth.

(a) LS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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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HSPG

Fig. 5.12 A view of strain gauges attached on the ring gear teeth.

저속 유성기어단과 고속 유성기어단 링기어에 부착된 스트레인 게이지의 위치 및

번호는 표 5.4에서와 같다. 전체 스트레인 게이지 수는 저속 유성기어단 28개, 고속

유성기어단 9개로 총 37개이며 기어치 번호는 축소모형 입력축 기준으로 시계방향으

로 부가하였다.

고속 유성기어단의 유성기어 수는 3개로, equally spaced 조건을 만족시키며((선기

어 잇수 + 링기어 잇수) ÷ 유성기어 수 = 정수) 링기어의 잇수/유성기어 수 = 정수

(factorizing)이므로 유성기어들은 링기어 원주상에 60도의 동일한 간격으로 조립될 수

있다. 그러나 저속 유성기어단은 equally spaced 조건은 만족시키나 링기어의 잇수/유

성기어 수 ≠ 정수(non-factorizing)이므로 4개의 유성기어가 링기어 원주상에 90도의

동일한 간격으로 조립되지 못하고 약간의 편차가 생기게 된다. 따라서 고속 유성기어

단은 60도 간격에 위치한 1번, 37번, 73번 기어치의 이뿌리부에, 저속 유성기어단은

90도 간격 인근의 1번, 23번, 45번, 66번 기어치의 이뿌리부에 스트레인 게이지를 부

착하였으며 치폭방향 하중분포 특성을 측정하기 위해 저속 유성기어단의 경우 5개,

고속 유성기어단의 경우 3개의 스트레인 게이지를 치폭방향의 동일한 간격으로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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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그림 5.13 – 5.16). 스트레인 게이지 선을 외부로 도출하기 위해 저속 유성기

어단과 고속 유성기어단 링기어의 전체 치폭 중 끝단 3 mm씩을 가공하였는데 이를

고려하여 치폭방향 스트레인 게이지들의 부착 간격을 결정하였다. 또한 유성기어들

간의 하중분할 특성은 링기어와 동시에 물리는 순간의 각 유성기어 위치에서의 스트

레인 게이지 신호를 비교함으로써 확인할 수 있으며, 그를 위해 non-factorizing 조건

인 저속 유성기어단의 경우 1번, 23번, 45번, 66번 기어치의 양 옆에 위치한 기어치들

의 치폭방향 가운데 지점에 하나씩의 스트레인 게이지를 추가적으로 부착하였다(그림

5.13, 5.17). 한 기어치에 여러 개의 스트레인 게이지가 부착되어 있는 경우 스트레인

게이지 번호는 출력축을 기준점으로 하여 순차적으로 부가하였다. 예를 들어, 5개의

스트레인 게이지가 부착되어 있는 경우 출력축과 가장 가까운 지점의 스트레인 게이

지가 1번이고 입력축과 가장 가까운 지점의 스트레인 게이지가 5번이 된다(그림

5.18).

Table 5.4 Location and numbering of the attached strain gauges

Gear

stage

No. of

planets

Angular

position,

degree

Tooth

number

No. of

attached

gauges

Gauge

number

Gauge

group

LSPG 4

0

87 1 7

#L11 5 1 - 5

2 1 6

90

22 1 14

#L223 5 8 - 12

24 1 13

180

44 1 21

#L345 5 15 - 19

46 1 20

270

65 1 28

#L466 5 22 - 26

67 1 27

HSPG 3

0 1 3 1 - 3 #H1

120 37 3 4 - 6 #H2

240 73 3 7 - 9 #H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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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13 Gauge locations on the circumference of ring gear at LSPG(view from input shaft).

Fig. 5.14 Gauge locations on the circumference of ring gear at HSPG(view from input shaft).



129

Fig. 5.15 Gauge locations on tooth face width in the LSPG(1st, 23th, 45th, and 66th tooth).

Fig. 5.16 Gauge locations on tooth face width in the HSPG(1st, 37th, and 73th tooth).

Fig. 5.17 Gauge locations on tooth face width in the LSPG(2nd, 22th, 24th, 44th, 46th,

65th, 67th, and 87th too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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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18 Gauge numbering at gauge group #L1.

나. 제작오차 필터링 방안

스트레인 게이지 측정 시 비토크 하중에 의한 영향만을 고찰하기 위해서는 유성기

어의 제작오차가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

이두께(tooth thickness) 및 런아웃(run-out) 오차를 줄이고 정밀한 치형을 얻을

수 있도록 모든 기어들에 치면연마(grinding) 처리를 하였다. 또한 유사한 수준의 런

아웃 오차를 가진 유성기어들을 사용하고, 조립 시 동일위상(in-phase arrangement)

을 가지도록 함으로써 유성기어의 런아웃 오차가 스트레인 게이지 신호에 미치는 영

향을 최소화하였다. 즉, 유성기어들의 런아웃 오차를 측정하여 가장 큰 런아웃 오차를

가지는 기어치들이 링기어와 동시에 물리도록 조립하였다(그림 5.19). 저속 유성기어

단과 고속 유성기어단의 유성기어 잇수는 각각 31개와 42개이므로, 저속 유성기어단

과 고속 유성기어단의 유성캐리어가 각각 31회전과 42회전을 하면 각 단의 유성기어

기어치는 시작점(starting point)으로 돌아오게 된다. 따라서, 데이터 수집 측면에서는

저속 유성기어단과 고속 유성기어단의 유성캐리어가 각각 31회전, 42회전 하는 동안

의 평균변형률을 사용하여 유성기어의 런아웃 오차들로 인한 영향을 필터링하였다

(Bodas and Kahraman, 2004; Ligata et al.,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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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19 In-phase arrangement of planet gears(LSPG).

다. 특정 유성기어 신호 식별방안

유성기어들 간의 하중분할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스트레인 게이지 신호가 도

출되었을 때 어떤 유성기어에 의한 신호인지 알 수 있어야 한다.

유성기어는 유성캐리어에 장착되어 회전하므로 유성캐리어의 회전위치를 모니터링

함으로써 유성기어들의 위치를 식별할 수 있다. 저속 유성기어단의 경우 유성캐리어

연결축이 기어박스 외부로 돌출되어 있으므로 돌출된 축부에 근접센서를 부착하여 유

성캐리어의 기준위치를 계측하였다. 고속 유성기어단의 경우 유성캐리어 연결축이 기

어박스 내부에 존재하므로 유성캐리어와 인접한 기어박스 하우징에 홀을 가공하여 변

위센서를 삽입한 후 유성캐리어의 기준위치를 계측하였다(그림 5.20). 사용된 근접센

서의 형상은 그림 5.21에서와 같으며, 근접센서 및 변위센서의 제원은 각각 표 5.5,

5.6에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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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20 A view of the displacement sensor attached on a housing.

Fig. 5.21 A view of the proximity sens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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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5 Specifications of the proximity sensor

Model PR12-4DN

Company/Nation Autonics/Korea

Sensing distance, mm 4.0

Hysteresis Max. 10% of sensing distance

Power supply, V 12 - 24

Response frequency, Hz 500

Table 5.6 Specifications of the displacement sensor

Model EX-110V

Company/Nation KEYENCE/Japan

Attachment Threaded type

Measuring range, mm 0 - 2.0

Linearity ±0.3% of full scale

Resolution, um 1.0

Max. sampling rate, kHz 4.0

Power supply, V 24

라. 회전방향 및 유성기어 넘버링

축소모형 입력축의 회전방향은 시계방향을 양으로 설정하였으며 유성캐리어의 원

주상에 위치한 유성기어들의 넘버링은 축소모형 입력축 기준으로 반시계방향으로 지

정하였다. 입력축이 양의 방향(시계방향)으로 회전 시 1번 유성기어가 #L1(또는 #H1)

게이지 그룹 위를 지나갈 때 2번 유성기어는 #L4(또는 #H3) 게이지 그룹, 3번 유성기

어는 #L3(또는 #H2) 게이지 그룹, 4번 유성기어는 #L2 게이지 그룹 위를 지나가게 되

고 이후 회전에 의해 1번 유성기어가 #L2(또는 #H2) 게이지 그룹 위를 지나가면 2번

유성기어가 #L1(또는 #H1) 게이지 그룹 위를 지나가는 등과 같이 시간에 따라 순차적

으로 각 유성기어들이 지정된 위치의 스트레인 게이지 위를 지나게 된다. 또한 고정

된 기어치 위치에는 1번 유성기어, 2번 유성기어, 3번 유성기어, 4번 유성기어가 순차

적으로 지나가게 된다(그림 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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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LSPG

(b) HSPG

Fig. 5.22 A view of rotational direction and numbering of planet g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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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데이터 수집장치 및 스트레인 게이지 신호 형태

스트레인 게이지 신호계측을 위한 데이터 수집장치의 형상 및 제원은 각각 그림

5.23, 표 5.7에서와 같다. 데이터 수집장치로 입력된 스트레인 게이지 신호는 랜선을

통해 노트북으로 전달되고, 노트북의 전용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계측 및 저장되었다.

스트레인 게이지 신호는 입력속도와 하중이 정상상태에 도달한 이후 계측을 시작

하며 유성기어가 스트레인 게이지 위치를 지날 때의 변형률 그래프는 이뿌리 굽힘에

의한 최대변형률(peak strain)과 링기어의 후프응력(hoop stress)에 의한 후프변형률

(hoop strain)의 조합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그림 5.24, Singh et al., 2008). 축

소모형 링기어는 축소모형의 하우징 역할을 하여 상대적으로 큰 두께를 가지므로 계

측되는 후프응력의 크기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Fig. 5.23 A view of the data acquisition system.

Table 5.7 Specifications of the data acquisition system

Model MCGplus AB22A

Plug-in module/connection board ML801B/APB815i

Company/Nation HBM/Germany

Accuracy class, % 0.1

Internal completion resistors, ohms 350

Excitation voltage, V 2.5

Measuring ranges, mv/V ±16

Linearity deviation, % 0.05

Measurement frequency range, kHz 2.4

Operating temperature range, °C -20 ∼ 60



136

Fig. 5.24 Expected shape of a strain signal.

(Citation: Singh et al., 2008)

바. 스트레인 게이지 신호선 연결

스트레인 게이지 신호계측을 위해서는 링기어 이뿌리부에 부착된 스트레인 게이지

의 신호선을 링기어 외부로 빼내어 데이터 수집장치에 연결시켜야 한다.

링기어는 주변의 케이스와 볼트연결로 고정되어 밀폐되어 있으므로 링기어의 치폭

끝부분으로부터 반경방향 외부로 관통되는 홀을 가공하여 스트레인 게이지 선을 빼내

었다. 홀의 위치는 저속 유성기어단의 경우 링기어 상부의 4곳, 고속 유성기어단의 경

우 링기어 상부의 3곳이며 홀을 통한 오일의 유출을 막기 위해 스트레인 게이지 선을

도출한 이후 실리콘으로 밀봉하였다(그림 5.25). 모든 스트레인 게이지는 three wire

quarter bridge 형식으로 결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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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rain gauge wire path holes of LSPG

(b) Strain gauge wire path holes of HSPG

(c) Sealing of wire path holes using silicon

Fig. 5.25 A view of strain gauge wire path holes and sealing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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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2. 스트레인 게이지 신호보정

유성기어의 이두께 및 런아웃 오차, 유성캐리어의 핀홀 위치오차 등과 같은 제작

오차들과 별도로, 스트레인 게이지 부착위치 오차로 인해 동일한 하중을 받고 있더라

도 각 위치별 스트레인 게이지 신호에는 편차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편차들은 시

험결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므로 보정이 필요하다.

기어치의 동일한 상대 위치상에 스트레인 게이지들이 부착되어 있다면 동일한 크

기의 하중이 가력될 때 동일한 변형률이 계측되어야 한다. 만약 이 때 위치별 스트레

인 게이지들의 변형률이 다르게 나타난다면 이는 부착위치 오차에 의한 영향으로 판

단할 수 있다. 따라서 동일한 크기의 하중을 가력하면서 스트레인 게이지 위치별 상

대변형률의 크기를 측정하여 스트레인 게이지 신호를 보정해 주었다. 보정 전 계측되

는 스트레인 게이지 신호는 비토크 하중과 스트레인 게이지 부착위치 오차의 영향이

모두 포함되어 나타나는 결과이나 보정 후에는 비토크 하중만이 스트레인 게이지 신

호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가. 시험장치

시험은 각 스트레인 게이지 위치에 동일한 크기의 하중을 가력해 준 상태에서 스

트레인 게이지 신호를 측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스트레인 게이지 부착위치에 하중을 가력해 주기 위해 강철 볼, 유압실린더 및 로

드셀로 구성된 시험장치를 사용하였다. 기어치의 스트레인 게이지 위치상에 볼을 삽

입하고 유압실린더를 이용하여 볼에 하중을 가력해줌으로써 기어치의 굽힘으로 인한

스트레인 게이지 신호가 도출되도록 하였다. 이뿌리응력 관련 기어규격(ISO 6336-3,

2006)에서 규정하는 하중 기준점인 한쌍 이물림의 최고위치점(outer point of single

pair tooth contact)에서 접촉하도록 볼의 크기를 결정하였으며 유압실린더 가력부에는

로드셀을 부착하여 하중의 크기를 계측하고 각 위치별로 일정한 크기의 하중이 가력

되도록 하였다. 또한 유압실린더 하중을 지지해주기 위해 하중가력에 사용되는 볼과

동일한 크기의 볼 및 볼 홈이 나있는 반력지그를 사용하였다. 하중 가력 컨셉은 그림

5.26에서와 같으며 이 경우 식 (5.1) - (5.2)에서와 같은 계산식을 사용하여 시험하중

의 크기에 따른 기어치 공칭 이뿌리응력을 도출할 수 있다(ISO 6336-3, 2006). 이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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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칭 이뿌리응력의 영향 인자들 중 치형계수를 제외한 응력수정계수, 나선각계수, 림

두께계수, 높은이계수는 모두 1.0의 값을 가지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시험장치의 형상은 그림 5.27에서와 같다. 이 시험의 경우 높은 샘플링 주파수가

필요치 않으므로 50 Hz의 샘플링 주파수를 가지는 데이터 로거를 사용하였다. 스트레

인 게이지 신호선을 데이터 로거에 연결하고 랜선을 통하여 노트북으로 데이터를 계

측하였다. 계측시스템의 형상 및 계측을 위한 데이터 로거의 제원은 각각 그림 5.28,

표 5.8에서와 같다.

Fig. 5.26 Feature of loading concept for strain signal mod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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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Fex : 시험하중(test load), N

Ft : 공칭 정면 접선하중(nominal transverse tangential load), N

b : 치폭(face width), mm

hFe : 한쌍 이물림의 최고위치점에 작용하는 하중에 대한

이뿌리응력의 굽힘모멘트 암(bending moment arm for

tooth root stress relevant to load application at the outer

point of single pair tooth contact), mm

mn : 치직각 모듈(normal module), mm

sFn : 위험단면에서의 현 이두께(tooth root chord at the critical

section), mm

YF : 치형계수(tooth form factor)

αFen : 한쌍 이물림의 최고위치점에 작용하는 하중에 대한

하중방향각(load direction angle, relevant to direction of

application of load at the outer point of single pair tooth

contact), degree

αn : 치직각 압력각(normal pressure angle), degree

σF0 : 공칭 이뿌리응력(nominal tooth root stress), M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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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27 A view of test device for strain signal modification.

Fig. 5.28 A view of strain signal measuremen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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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8 Specifications of the data logger

Model UCAM-550A

Company/Nation KYOWA/JAPAN

Accuracy class, % 0.05

Internal completion resistors, ohms 350

Excitation voltage, V 2

Measuring ranges, um/m ±19,000

Resolution, um/m 1

Sampling frequency, Hz 50

나. 시험결과

1) 저속 유성기어단

스트레인 게이지 위치별 상대변형률의 크기를 확인하기 위해 세 가지 수준의 시험

하중 조건에서 각 스트레인 게이지들의 변형률을 계측하였다. 시험하중은 스트레인

게이지 위치에서 약 150 um/m 의 최대변형률을 발생시키는 1,500 N 및 이 하중의

약 67%, 50% 수준인 1,000 N, 800 N이다. 이 하중들은 각각 4.34 MPa, 2.89 MPa,

2.31 MPa의 공칭 이뿌리응력을 발생시키는 하중수준이다(식 (5.1) - (5.2)). 유압실린

더를 이용하여 점차적으로 하중을 증가시켜 주면서 목표하중에 도달한 이후에는 일정

시간 유지한 다음 순간적으로 하중을 제거해주었다. 데이터 샘플링 주파수를 10 Hz로

설정하여 목표하중에서의 평균변형률을 도출하였으며, 동일한 하중에서 3회 반복 측

정하여 스트레인 게이지 신호의 반복성도 확인하였다. 시간 도메인의 스트레인 게이

지 신호 형태는 그림 5.29에서와 같으며 1,500 N, 1,000 N 및 800 N에서의 시험결과

는 각각 표 5.9, 5.10 및 5.11에서와 같다.

3회 반복 측정 시 동일한 스트레인 게이지에서의 변형률의 최대오차는 1,500 N,

1,000 N 및 800 N의 시험하중에서 각각 7.5%, 6%, 5.5% 수준이었으며 각각 28번, 4

번, 2번 스트레인 게이지에서 발생했다. 최대오차가 발생하는 스트레인 게이지 위치는

시험하중에 따라 다르므로 이 오차는 부착위치 오차에 의한 것이 아니라 반복 측정

시의 하중가력위치 편차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최대오차가 발생하는 스트레

인 게이지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스트레인 게이지에서 반복 측정한 변형률의 오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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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내이므로 스트레인 게이지 신호는 양호한 반복성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3회

반복 측정의 평균변형률을 대푯값으로 사용하였을 때 가장 큰 변형률은 1,500 N의 하

중에서는 12번 스트레인 게이지에서, 1,000 N과 800 N에서는 21번 스트레인 게이지에

서 발생했다.

21번 스트레인 게이지의 변형률을 100%로 설정했을 때 다른 스트레인 게이지들의

상대적인 변형률 크기를 나타낸 결과는 표 5.12에서와 같다. 스트레인 게이지 위치별

상대변형률은 세 가지 하중조건에서 유사한 크기를 보인다. 따라서 세 가지 하중조건

에서의 상대변형률의 평균값을 보정계수로 사용할 수 있다(표 5.13). 실제시험에서 도

출된 스트레인 게이지 위치별 변형률에 이 보정계수들을 나누어 주면 스트레인 게이

지 부착위치 오차가 보정되어 비토크 하중에 의한 영향만이 포함된 변형률이 도출된

다.

Fig. 5.29 A shape of measured strain signal at number 3 gauge in the LS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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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9 Strain measurement results in the loading level of 1,500 N at LSPG

Gage

number

LSPG

Measured strain, um/m Max. error

between

measurements,

%

Average

strain,

um/m
1st

measurement

2nd

measurement

3rd

measurement

1 142.14 141.52 139.51 1.85 141.06

2 124.56 130.73 128.54 4.95 127.94

3 145.61 145.81 141.23 3.14 144.22

4 136.49 130.81 137.46 5.08 134.92

5 139.26 134.54 137.89 3.39 137.23

6 114.51 110.81 115.05 3.83 113.46

7 147.68 147.87 147.81 0.13 147.79

8 95.66 94.64 95.66 1.08 95.32

9 148.82 144.08 147.22 3.19 146.71

10 143.85 143.78 143.65 0.14 143.76

11 147.87 145.92 142.18 3.85 145.32

12 147.64 147.87 149.58 1.31 148.36

13 120.94 123.25 124.13 2.64 122.77

14 142.38 141.21 139.34 2.14 140.98

15 138.13 137.94 140.77 2.05 138.95

16 140.23 140.30 138.44 1.33 139.66

17 137.44 140.49 138.39 2.22 138.77

18 134.60 136.64 136.70 1.56 135.98

19 149.45 147.49 147.83 1.31 148.26

20 142.66 140.38 145.47 3.63 142.84

21 145.12 149.43 148.82 2.97 147.79

22 130.97 132.70 136.47 4.20 133.38

23 133.15 134.54 132.05 1.85 133.25

24 135.32 139.97 138.35 3.44 137.88

25 136.08 135.53 137.75 1.64 136.45

26 143.78 143.57 149.37 4.04 145.57

27 149.22 147.83 146.66 1.72 147.90

28 115.55 124.13 121.23 7.43 1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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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10 Strain measurement results in the loading level of 1,000 N at LSPG

Gage

number

LSPG

Measured strain, um/m Max. error

between

measurements,

%

Average

strain,

um/m
1st

measurement

2nd

measurement

3rd

measurement

1 103.33 104.19 102.56 1.56 103.36

2 93.28 93.94 94.60 1.42 93.94

3 111.48 110.25 109.99 1.34 110.57

4 98.62 97.63 103.39 5.90 99.88

5 102.37 101.53 99.17 3.13 101.02

6 82.30 80.57 84.36 4.70 82.41

7 108.43 107.28 106.81 1.49 107.51

8 69.62 70.14 70.31 0.99 70.02

9 106.20 103.93 106.12 2.14 105.42

10 103.76 103.99 103.92 0.22 103.89

11 105.94 102.83 102.70 3.06 103.82

12 106.16 106.16 107.09 0.88 106.47

13 85.27 86.26 86.26 1.16 85.93

14 102.35 101.42 103.53 2.08 102.43

15 100.86 101.53 103.71 2.83 102.03

16 104.30 105.12 102.48 2.51 103.97

17 104.01 105.05 101.16 3.70 103.41

18 100.88 102.37 102.35 1.48 101.87

19 112.50 111.16 110.57 1.72 111.41

20 106.63 103.67 108.47 4.63 106.26

21 112.41 112.8 112.31 0.43 112.51

22 96.05 97.54 100.81 4.96 98.13

23 99.14 100.85 99.01 1.82 99.67

24 99.14 102.46 102.07 3.35 101.22

25 100.51 99.53 100.40 0.98 100.15

26 105.60 106.16 108.67 2.91 106.81

27 106.09 105.62 106.14 0.49 105.95

28 86.29 89.12 87.610 3.28 8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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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11 Strain measurement results in the loading level of 800 N at LSPG

Gage

number

LSPG

Measured strain, um/m Max. error

between

measurements,

%

Average

strain,

um/m
1st

measurement

2nd

measurement

3rd

measurement

1 88.65 89.10 88.64 0.52 88.80

2 79.16 75.83 80.07 5.59 78.35

3 93.79 93.87 92.87 1.07 93.51

4 83.38 83.28 87.12 4.61 84.59

5 86.40 87.35 85.29 2.36 86.35

6 69.19 67.26 70.90 5.41 69.12

7 91.83 90.16 88.80 3.30 90.26

8 58.58 56.37 58.28 3.77 57.74

9 89.10 86.13 87.09 3.33 87.44

10 85.81 85.85 87.45 1.91 86.37

11 87.22 84.36 88.02 4.34 86.53

12 88.47 88.93 90.79 2.62 89.40

13 69.01 71.02 71.09 3.01 70.37

14 85.27 84.17 88.78 5.48 86.07

15 85.31 86.22 87.93 3.07 86.49

16 89.06 89.12 88.02 1.23 88.73

17 89.17 88.99 87.28 2.12 88.48

18 87.20 87.20 88.76 1.79 87.72

19 95.79 93.78 93.81 2.10 94.46

20 91.90 90.03 92.89 3.18 91.61

21 97.41 96.33 96.78 1.11 96.84

22 80.59 82.43 85.08 5.57 82.70

23 84.16 84.34 84.79 0.75 84.43

24 84.36 86.10 85.56 2.06 85.34

25 85.12 85.92 85.31 0.94 85.45

26 88.76 88.91 89.82 1.19 89.16

27 89.06 86.22 88.17 3.19 87.82

28 72.99 75.00 72.06 3.92 7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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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12 Relative strain values at LSPG

Gage

number

Relative strain level

for LSPG : 1,500 N

Relative strain level

for LSPG : 1,000 N

Relative strain level

for LSPG : 800 N

1 0.954 0.919 0.917

2 0.866 0.835 0.809

3 0.976 0.983 0.966

4 0.913 0.888 0.874

5 0.929 0.898 0.892

6 0.768 0.732 0.714

7 1.000 0.956 0.932

8 0.645 0.622 0.596

9 0.993 0.937 0.903

10 0.973 0.923 0.892

11 0.983 0.923 0.894

12 1.004 0.946 0.923

13 0.831 0.764 0.727

14 0.954 0.910 0.889

15 0.940 0.907 0.893

16 0.945 0.924 0.916

17 0.939 0.919 0.914

18 0.920 0.905 0.906

19 1.003 0.990 0.975

20 0.966 0.944 0.946

21 1.000 1.000 1.000

22 0.902 0.872 0.854

23 0.902 0.886 0.872

24 0.933 0.900 0.881

25 0.923 0.890 0.882

26 0.985 0.949 0.921

27 1.001 0.942 0.907

28 0.814 0.779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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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13 Strain modification factors at LSPG

Gage number Strain modification factor

1 0.930

2 0.837

3 0.975

4 0.892

5 0.906

6 0.738

7 0.963

8 0.621

9 0.944

10 0.929

11 0.933

12 0.958

13 0.774

14 0.918

15 0.913

16 0.928

17 0.924

18 0.910

19 0.989

20 0.952

21 1.000

22 0.876

23 0.887

24 0.905

25 0.898

26 0.952

27 0.950

28 0.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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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속 유성기어단

저속 유성기어단에서와 동일한 프로세스를 적용하여 고속 유성기어단에서의 스트

레인 게이지 보정계수를 도출하였다. 시험하중은 스트레인 게이지 위치에서 약 200

um/m 의 최대변형률을 발생시키는 600 N 및 이 하중의 75%, 50% 수준인 450 N,

300 N이다. 이 하중들은 각각 5.44 MPa, 4.08 MPa, 2.72 MPa의 공칭 이뿌리응력을

발생시키는 하중수준이다(식 (5.1) - (5.2)). 고속 유성기어단에서의 시간 도메인의 스

트레인 게이지 신호 형태는 그림 5.30에서와 같으며 600 N, 450 N 및 300 N에서의

시험결과는 각각 표 5.14, 5.15 및 5.16에서와 같다.

3회 반복 측정 시 동일한 스트레인 게이지에서의 변형률의 최대오차는 600 N, 450

N 및 300 N의 시험하중에서 모두 4% 수준이었으며 각각 9번, 4번, 6번 스트레인 게

이지에서 발생했다. 이 오차들은 반복 측정 시의 하중가력위치 편차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며, 모든 스트레인 게이지에서 반복 측정한 변형률의 오차는 5% 이내이므로 스

트레인 게이지 신호는 양호한 반복성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3회 반복 측정의 평균

변형률을 대푯값으로 사용하였을 때 가장 큰 변형률은 모든 하중조건에서 7번 스트레

인 게이지에서 발생했다.

7번 스트레인 게이지의 변형률을 100%로 설정했을 때 다른 스트레인 게이지들의

상대적인 변형률 크기를 나타낸 결과는 표 5.17에서와 같다. 스트레인 게이지 위치별

상대변형률은 세 가지 하중조건에서 유사한 크기를 보이므로 세 가지 하중조건에서의

상대변형률의 평균값을 보정계수로 사용할 수 있다(표 5.18). 실제시험에서 도출된 스

트레인 게이지 위치별 변형률에 이 보정계수들을 나누어 주면 스트레인 게이지 부착

위치 오차가 보정되어 비토크 하중에 의한 영향만이 포함된 변형률이 도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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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30 A shape of measured strain signal at number 3 gauge in the HSPG.

Table 5.14 Strain measurement results in the loading level of 600 N at HSPG

Gage

number

HSPG

Measured strain, um/m Max. error

between

measurements,

%

Average

strain,

um/m
1st

measurement

2nd

measurement

3rd

measurement

1 140.79 138.15 135.40 3.83 138.11

2 130.46 131.26 129.48 1.36 130.40

3 126.21 129.32 130.76 3.61 128.76

4 160.95 164.84 160.19 2.82 161.99

5 172.52 172.35 170.14 1.38 171.67

6 174.71 172.51 178.77 3.63 175.33

7 192.48 190.58 188.16 2.24 190.41

8 163.93 167.69 165.84 2.29 165.82

9 176.01 171.77 168.66 4.18 17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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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15 Strain measurement results in the loading level of 450 N at HSPG

Gage

number

HSPG

Measured strain, um/m Max. error

between

measurements,

%

Average

strain,

um/m
1st

measurement

2nd

measurement

3rd

measurement

1 114.69 113.30 111.13 3.10 113.04

2 108.80 106.33 107.39 2.27 107.51

3 105.03 103.84 104.17 1.13 104.35

4 129.60 134.61 131.78 3.87 132.00

5 140.15 140.93 139.49 1.02 140.19

6 144.83 143.13 146.11 2.08 144.69

7 157.72 158.72 157.44 0.81 157.96

8 134.60 137.95 135.62 2.49 136.06

9 145.01 142.18 139.82 3.58 142.34

Table 5.16 Strain measurement results in the loading level of 300 N at HSPG

Gage

number

HSPG

Measured strain, um/m Max. error

between

measurements,

%

Average

strain,

um/m
1st

measurement

2nd

measurement

3rd

measurement

1 85.31 83.86 85.22 1.70 84.80

2 81.26 82.60 79.85 3.33 81.24

3 78.43 77.82 77.29 1.45 77.85

4 102.24 101.38 101.31 0.91 101.64

5 105.23 107.31 104.55 2.57 105.70

6 109.84 108.39 112.68 3.96 110.30

7 117.48 117.40 115.20 1.94 116.69

8 102.37 102.98 103.25 0.86 102.87

9 109.00 108.71 107.11 1.73 1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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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17 Relative strain values at HSPG

Gage

number

Relative strain level

for HSPG : 600N

Relative strain level

for HSPG : 450N

Relative strain level

for HSPG : 300N

1 0.725 0.716 0.727

2 0.685 0.681 0.696

3 0.676 0.661 0.667

4 0.851 0.836 0.871

5 0.902 0.888 0.906

6 0.921 0.916 0.945

7 1.000 1.000 1.000

8 0.871 0.861 0.882

9 0.904 0.901 0.928

Table 5.18 Strain modification factors at HSPG

Gage number Strain modification factor

1 0.723

2 0.687

3 0.668

4 0.853

5 0.899

6 0.927

7 1.000

8 0.871

9 0.911

5.2.2.3. 스트레인 게이지 신호처리

각 스트레인 게이지 위치에서 계측된 최대변형률을 이용하여 유성기어들 간의 하

중분할 및 링기어 치폭방향의 하중분포 특성을 도출할 수 있다.

가. 하중분할계수

유성기어들 간의 하중분할 특성은 총 전달하중 대비 특정 유성기어가 분담하는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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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의 크기로 정의되는 하중분할계수(load sharing factor)로 표현할 수 있다(Bodas

and Kahraman, 2004). 완벽한 하중분할이 이루어지는 경우 저속 유성기어단의 하중분

할계수는 모든 유성기어들에서 1/4, 고속 유성기어단의 하중분할계수는 모든 유성기어

들에서 1/3의 크기를 가지게 된다. 토크만이 작용하고 백래쉬가 작으며 런아웃 오차와

같은 제작오차들이 최소화되는 경우 특정 유성기어의 하중분할계수는 회전위치에 관

계없이 거의 동일한 크기를 가지게 되나(Ligata et al., 2008; Singh et al., 2008) 비토

크 하중이 작용하는 경우에는 하중의 방향에 따라 입력축이 편심되어 회전하므로 동

일한 유성기어에서도 회전위치에 따라 서로 다른 크기의 하중분할계수가 얻어질 수

있다. 따라서 유성기어의 회전위치별 하중분할계수를 도출해야 한다.

1) 저속 유성기어단

저속 유성기어단 링기어의 #L1(1번째 기어치), #L2(23번째 기어치), #L3(45번째 기

어치) 및 #L4(66번째 기어치) 게이지 그룹에서의 하중분할계수는 다음과 같은 식으로

계산된다.

   
  





 


(5.3)

   
 



 


 


(5.4)

여기서, Ljpi : 유성기어들이 링기어의 j번째 기어치 위치를 순차적으로

통과할 때 i번째 유성기어의 하중분할계수(load sharing

factor of ith planet gear at the jth ring gear tooth in the

discretely engaged condition)[i=1-4; j=1, 23, 45, 66]

εjpi : 링기어의 j번째 기어치 위치에 i번째 유성기어가 지나갈

때의 평균 최대변형률(average peak strain when the ith

planet gear is engaged with jth ring gear tooth)

εjpik : 링기어의 j번째 기어치 위치에 i번째 유성기어가 지나갈 때의

치폭방향 k번째 스트레인 게이지의 최대변형률(peak strain

of the kth strain gauge in the tooth face width when ith

planet gear is engaged with jth ring gear tooth)[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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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5.4)는 고정된 게이지 그룹을 각 유성기어들이 순차적으로 통과할 때의 하중분

할계수를 나타내는 관계식이며, 링기어 위치별 하중분할 특성을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반면 유성기어들 사이의 실시간적인 하중분할 특성은 식 (5.5)를 이용하여 도출할

수 있다. 축소모형 입력축이 양의 방향(시계방향)으로 회전할 때 첫 번째 유성기어는

링기어의 #L1, #L2, #L3 및 #L4 게이지 그룹을 순차적으로 지나가고 이 때 다른 유성

기어들도 링기어의 상응하는 게이지 그룹을 지나게 된다. 이와 같이 각 유성기어들은

동일한 시점에서 서로 다른 스트레인 게이지 위치를 지나게 되는데 링기어와 동시에

물리는 순간의 하중분할계수 Lspi는 이러한 동일시점에서의 유성기어들 간의 하중분할

특성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링기어의 치폭방향 중앙부 스트레인 게이지의 최대변형률

을 대푯값으로 하여 Lspi를 도출하였다. 만약 유성기어들이 회전위치에 관계없이 동일

한 Lspi값을 가진다면 유성기어들은 회전위치와 독립적인 하중분할 특성을 가지는 것

으로 판단할 수 있다.

   
 



 


 


(5.5)

여기서, Lspi : 링기어와 동시에 물리는 순간의 i번째 유성기어의

하중분할계수(load sharing factor of ith planet gear when

all the planet gears are simultaneously engaged with

corresponding ring gear teeth)[i=1-4]

εspic : 유성기어들이 링기어와 동시에 물릴 때 i번째 유성기어가

지나는 기어치의 치폭방향 중앙부 스트레인 게이지의

최대변형률(peak strain of central strain gauge in the

tooth face width engaging with ith planet gear when all

the planet gears are simultaneously engaged)

2) 고속 유성기어단

고속 유성기어단도 저속 유성기어단에서와 동일한 방법으로 하중분할계수를 도출

할 수 있으며 계산식은 아래에서와 같다. 유성기어의 수 및 치폭방향 스트레인 게이

지의 수를 의미하는 i와 j의 범위만이 고속 유성기어단의 특성에 맞게 변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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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5.7)

   
 



 


 


(5.8)

[i=1-3; j=1, 37, 73; k=1-3]

나. 물림하중계수

물림하중계수(mesh load factor)는 여러 개의 유성기어가 하중을 전달할 때 유성

기어들 간 하중분할의 균일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유성기어 설계에 사용되는 중요인자

이다(ANSI/AGMA standard 6123-B06, 2006; ISO standard 6336-(1:6), 2003-2007).

물림하중계수는 공칭토크 대비 유성기어가 전달하는 최대토크로 정의되며 계산식은

아래에서와 같다.

   


(5.9)

여기서, Kγ : 물림하중계수(mesh load factor)

NCP : 유성기어의 수(number of planet gears)

Tbranch : 여러 개의 유성기어가 받는 토크 중 최대값(the largest

torque among several planet gears torque), Nm

Tn : 공칭토크(nominal torque), Nm

스트레인 게이지 측정값을 이용하여 고속 유성기어단과 저속 유성기어단에서의 물

림하중계수를 아래 식에서와 같이 도출할 수 있다. 한 case의 하중조건에 대해 하나

의 물림하중계수가 도출되며, 크기가 1.0에 가까울수록 유성기어들 간의 하중분할이

균일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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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10)

다. 치면하중계수

스트레인 게이지에서 계측되는 최대변형률은 스트레인 게이지 부착부에 작용하는

하중(또는 응력)의 크기에 비례하므로, 치폭방향 하중분포는 링기어의 치폭방향에 부

착된 5개(저속 유성기어단) 또는 3개(고속 유성기어단) 스트레인 게이지들의 최대변형

률의 크기를 비교하여 도출할 수 있다. 치폭방향 스트레인 게이지들의 최대변형률의

크기가 서로 유사할수록 치폭방향 하중분포 특성이 균일한 것이며 최대변형률의 차이

가 크면 기어치에 에지하중(edge loading)이 발생하여 하중분포 특성이 불균일한 것으

로 판단할 수 있다. 이러한 기어치 치폭방향 하중분포의 균일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치면하중계수(face load factor)가 사용된다(ISO 6336-(1:6), 2003-2007). 치면하중계수

는 기어치에서 발생하는 접촉응력 또는 이뿌리응력의 크기와 관련이 있으며(치면하중

계수가 클수록 접촉응력 및 이뿌리응력의 크기 증가) 기어의 수명과 성능에 큰 영향

을 미치는 인자이다.

치면하중계수는 기어치가 맞물릴 때 치폭방향으로 발생하는 평균응력 대비 최대응

력의 크기로 정의되며, 응력의 종류에 따라 이뿌리응력에 대한 치면하중계수와 접촉

응력에 대한 치면하중계수로 구분된다. 이뿌리응력에 대한 치면하중계수는 링기어 이

뿌리부에 부착된 스트레인 게이지 측정값을 이용하여 직접적으로 도출할 수 있으며

접촉응력에 대한 치면하중계수는 이뿌리응력에 대한 치면하중계수를 사용하여 수식적

으로 도출할 수 있다(ISO 6336-1, 2006). 두 종류의 치면하중계수 계산식은 아래에서

와 같으며, 크기가 1.0에 가까울수록 치폭방향 하중분포가 균일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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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

여기서, KjFβi : 링기어의 j번째 기어치 위치에서 i번째 유성기어의

이뿌리응력에 대한 치면하중계수(face load factor, for

tooth root stress, of ith planet gear at the jth ring gear

tooth)

KjHβi : 링기어의 j번째 기어치 위치에서 i번째 유성기어의 접촉

응력에 대한 치면하중계수(face load factor, for contact

stress, of ith planet gear at the jth ring gear tooth)

b : 치폭(face width), mm

ht : 이높이(tooth height), mm

5.2.3. 기어 응력 및 수명계산 방법

ISO 규격에서는 특정 재료, 품질등급, 열처리공정을 가지는 기어에 대해 접촉응력

및 이뿌리응력에 대한 피로한도를 S-N 선도의 형태로 제공하며, S-N 선도와 기어치

응력을 이용하여 기어의 수명을 도출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고 있다(ISO standard

6336-(1:6), 2003-2007).

ISO 규격에서는 기준 시험조건(reference test condition) 하에서 기준 시험기어

(reference test gear)에 대한 부하 또는 펄세이터 시험(pulsator test)을 통해 특정 재

료, 품질등급, 열처리 공정을 가지는 기어에 대한 허용응력을 도출하고 이를 실제 기

어의 치수와 운전조건에 맞도록 조정하는 계수들을 적용하여 접촉응력과 이뿌리응력

에 대한 피로한도를 도출한다. 접촉응력 및 이뿌리응력에 대한 S-N 선도의 형태는

그림 5.31에서와 같다.

그림 5.32에서와 같은 S-N 선도를 가지는 기어에 작용하는 최대응력 및 요구수명

이 a 지점에 위치한다면 안전계수와 손상도는 각각 식 (5.13), (5.14)에서와 같이 계산

된다. 수명은 손상도가 100%일 때의 부하 싸이클수 또는 소요시간으로 정의되며 그림

5.32의 a 지점에서와 같은 크기의 응력을 가질 때의 수명은 C cycles가 된다. 부하 스

펙트럼에 의해 서로 다른 여러 응력이 작용하는 경우 각 응력에 의한 손상도의 합이

100%가 될 때까지의 누적 부하 싸이클수 또는 누적 소요시간이 수명으로 정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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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응력 및 이뿌리응력에 대한 S-N 선도 상의 피로한도(허용응력)는 각각 피팅

응력 한도 및 이뿌리응력 한도를 안전계수로 나누어 준 값으로 계산된다(식 (5.15),

(5.16)). 또한 S-N 선도 상의 접촉응력 및 이뿌리응력은 각각 식 (5.17), (5.18)에서와

같이 계산된다. 부하 스펙트럼을 이용하여 누적 손상도로써 수명을 계산할 때는 실제

작용하는 모든 하중들의 영향이 고려되므로 외부요인에 의한 기어하중 증가를 보상해

주기 위해 사용하는 적용계수의 크기가 1.0이 된다.

피팅응력 한도에는 윤활조건, 표면거칠기, 피치선속도의 영향이 포함되며 이뿌리응

력 한도에는 기어치의 크기 및 형태, 표면거칠기의 영향이 포함된다. 또한 비토크 하

중이 입력되면 물림하중계수와 치면하중계수가 변하여 접촉응력 및 이뿌리응력의 크

기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기어의 수명은 기어재료의 물성 뿐만 아니라 하중

조건, 윤활, 기어의 크기 및 형태 등의 복합적인 영향들에 의해 결정된다.

Fig. 5.31 A shape of S-N curve for contact and tooth root stres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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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Fig. 5.32 Example stress spot in the S-N curve.

(Citation: Romax Technology Home page, http://www.romaxtech.com/)

   


 


(5.13)

   


× 

× (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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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5)

여기서, σHP : 허용 접촉응력(permissible contact stress), MPa

σHG : 피팅응력 한도(pitting stress limit), MPa

σHlim : 접촉에 대한 허용응력(allowable stress number(contact)),

MPa

SHlim : 면압강도에 대해 요구되는 최소 안전계수(the minimum

required safety factor for surface durability)

ZNT : 접촉응력에 대한 수명계수(life factor for contact stress)

ZL : 윤활계수(lubricant factor)

ZR : 거칠기계수(roughness factor)

ZV : 속도계수(velocity factor)

ZW : 가공경화계수(work hardening factor)

ZX : 접촉응력에 대한 치수효과계수(size factor for contact

stress)

   

  



(5.16)

여기서, σFP : 허용 굽힘응력(permissible bending stress), MPa

σFG : 이뿌리응력 한도(tooth root stress limit), MPa

σFlim : 공칭 굽힘응력(nominal stress number(bending)), MPa

SFlim : 이뿌리응력에 대해 요구되는 최소 안전계수(the minimum

required safety factor for tooth root stress)

YST : 응력수정계수(stress correction factor)

YNT : 이뿌리응력에 대한 수명계수(life factor for tooth root

stress)

YδrelT : 상대노치민감도계수(relative notch sensitivity factor)

YRrelT : 상대표면상태계수(relative surface factor)

YX : 이뿌리강도에 관련된 치수효과계수(size factor relevant to

tooth root streng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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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7)

여기서, σH : 접촉응력(contact stress)

σH0 : 피치점에서의 공칭 접촉응력(nominal contact stress at the

pitch point), MPa

ZB,D : 한쌍 이물림계수(single pair tooth contact factor)

KA : 적용계수(application factor)

Kγ : 물림하중계수(mesh load factor)

KV : 동하중계수(dynamic factor)

KHβ : 접촉응력에 대한 치면하중계수(face load factor for contact

stress)

KHα : 접촉응력에 대한 정면하중계수(transverse load factor for

contact stress)

    (5.18)

여기서, σF : 이뿌리응력(tooth root stress), MPa

σF0 : 공칭 이뿌리응력(nominal tooth root stress), MPa

KA : 적용계수(application factor)

Kγ : 물림하중계수(mesh load factor)

KV : 동하중계수(dynamic factor)

KFβ : 이뿌리응력에 대한 치면하중계수(face load factor for tooth

root stress)

KFα : 이뿌리응력에 대한 정면하중계수(transverse load factor for

tooth root stress)

5.3. 시험결과 및 고찰

그림 2.5에서와 같은 허브 좌표계를 적용할 때 축소모형 시스템의 메인 베어링 위

치에서의 설계하중은 축력(Fx) 16.5 kN, 합성 반경방향 힘(Fyz) 40 kN, 합성 모멘트

(Myz) 14.6 kNm이며, 축소모형의 설계 입력토크는 22 kNm이다. 시험에서는 합성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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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방향 힘은 z축 방향, 합성 모멘트는 y축 방향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저속 유성기어단 및 고속 유성기어단 링기어의 이뿌리부에 부착된 스트레인 게이

지를 이용하여 하중조건에 따른 기어 치폭방향의 하중분포 및 유성기어들 간의 하중

분할 특성을 도출하였다. 측정된 변형률에서 제작오차들을 필터링하였고 스트레인 게

이지 부착위치 오차로 인한 영향들도 보정해 주었다. 샘플링 주파수는 유성기어 물림

에 의한 최대변형률을 식별할 수 있도록 충분히 커야 하며, 예비시험을 통해 1,200

Hz로 설정하였다. 시험 시 축소모형 입력축의 회전속도는 10 rpm으로 고정하였고, 회

전속도와 하중이 원하는 조건에 도달한 후 측정을 시작하였다. 매 측정 시마다 zero

setting을 해주었으며, 저주파 필터링을 통해 측정된 데이터의 노이즈를 제거해 주었

다. 실제 시험에서 변형률을 계측하는 모습은 그림 5.33에서와 같다.

시험 중 일부 스트레인 게이지 선이 단락되어 저속 유성기어단의 #L1 게이지 그룹

중 1 – 5번, 7번 스트레인 게이지, 고속 유성기어단의 #H1 게이지 그룹의 1 – 3번

스트레인 게이지의 변형률을 측정하지 못했으며 또한 저속 유성기어단의 8번, 20번,

24번, 27번 스트레인 게이지에서의 변형률도 측정하지 못했다. 그에 따라 저속 유성기

어단의 #L1 게이지 그룹 및 고속 유성기어단의 #H1 게이지 그룹에서의 치면하중계수,

그리고 고속 유성기어단에서의 물림하중계수를 도출하지 못했다. 따라서 시험을 통해

서는 저속 유성기어단의 경우 물림하중계수와 #L2 - #L4 게이지 그룹에서의 하중분

할계수 및 치면하중계수, 고속 유성기어단의 경우 #H2 - #H3 게이지 그룹에서의 하

중분할계수 및 치면하중계수를 도출하였다.

각 스트레인 게이지 위치에서 측정된 평균 변형률은 부록 A에 첨부하였으며 이하

의 본문에서는 측정값을 이용해 도출한 하중분포 및 하중분할 특성만을 기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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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33 A view of strain measurement in the test.

5.3.1. 신호 형상

시험에서 도출된 저속 유성기어단과 고속 유성기어단 링기어의 스트레인 게이지

신호 형상은 그림 5.34에서와 같다. 모든 시험조건에서 각 유성기어들에 의한 최대변

형률 신호가 주기성을 가지고 나타나며, 하중조건에 따라 최대변형률의 절대값 및 유

성기어들 간의 상대치만 다르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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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LSPG

(b) HSPG

Fig. 5.34 A shape of measured strain sig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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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2. 토크수준이 하중분포 및 하중분할 특성에 미치는 영향

토크수준이 하중분포 및 하중분할 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설계 입력

토크의 50, 75, 100% 조건에서의 변형률을 계측하였다. 축소모형 입력축이 15회전 하

는 동안의 변형률을 계측하였으며, 계측된 변형률을 이용하여 각 게이지 그룹에서의

하중분할계수, 물림하중계수, 그리고 치면하중계수를 도출하였다. 그림 5.35 및 5.36은

각각 저속 유성기어단의 4번 유성기어, 고속 유성기어단의 2번 유성기어가 각 게이지

그룹을 지날 때의 치면하중계수를 보여주는데, 동일한 게이지 그룹에서도 입력축의

회전수에 따라 치면하중계수의 크기가 주기적으로 변화하므로 15회전의 최대값을 대

푯값으로 사용하였다. 물림하중계수의 경우도 그 정의에 의해 15회전의 최대값을 대

푯값으로 사용하였다. 그러나 하중분할계수는 그 특성상 15회전의 평균 변형률을 이

용하여 계산하였다. 도출된 결과는 각각 표 5.19 – 5.21에서와 같다.

치면하중계수가 입력축의 회전수에 따라 주기성을 띄는 이유는 유성기어의 제작

및 조립오차들이 100% 필터링 되지 못하고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토크수준이 증가할수록 회전수에 따른 오차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는 토크의 크기가 증가하면 맞물리는 기어치들의 접촉면적이 넓어져서 유성기어들

의 물림상태가 균일해지고 제작 및 조립오차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감소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물림하중계수는 50% 토크수준에서 가장 컸으며 100% 토크수준에서 가장 작았다.

50% 토크수준에서의 물림하중계수는 100% 토크수준에서의 물림하중계수 대비 약

135%의 크기를 가졌다. 이는 토크수준이 증가할수록 유성기어들 간의 하중분할이 균

일해짐을 의미하며 알려진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특성이다. 유성기어별로는 4번 유성

기어의 물림하중계수가 가장 크게 나타나 표 5.20의 물림하중계수는 4번 유성기어의

물림하중계수 값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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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50% torque

(b) 75% torq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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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100% torque

Fig. 5.35 Face load factors of planet 4 in the LSPG at different torque levels.

(a) 50% torq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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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75% torque

(c) 100% torque

Fig. 5.36 Face load factors of planet 2 in the HSPG at different torque lev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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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19 Load sharing factors under 50, 75 and 100% torque

A. At discretely engaged condition

(a) 50% torque

Gauge

group

Planet gear number

LSPG HSPG

Planet 1 Planet 2 Planet 3 Planet 4 Planet 1 Planet 2 Planet 3

#L2(#H2) 0.232 0.244 0.230 0.294 0.306 0.369 0.324

#L3(#H3) 0.204 0.251 0.224 0.321 0.313 0.361 0.326

#L4 0.225 0.244 0.238 0.293

(b) 75% torque

Gauge

group

Planet gear number

LSPG HSPG

Planet 1 Planet 2 Planet 3 Planet 4 Planet 1 Planet 2 Planet 3

#L2(#H2) 0.239 0.241 0.232 0.287 0.317 0.371 0.312

#L3(#H3) 0.223 0.259 0.242 0.276 0.314 0.361 0.325

#L4 0.233 0.234 0.241 0.293

(c) 100% torque

Gauge

group

Planet gear number

LSPG HSPG

Planet 1 Planet 2 Planet 3 Planet 4 Planet 1 Planet 2 Planet 3

#L2(#H2) 0.238 0.240 0.240 0.282 0.315 0.370 0.314

#L3(#H3) 0.230 0.259 0.246 0.265 0.318 0.363 0.319

#L4 0.232 0.241 0.244 0.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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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At simultaneously engaged condition

(a) 50% torque

Gauge

group

Planet gear number

LSPG

Planet 1 Planet 2 Planet 3 Planet 4

#L1 0.120 0.211 0.110 0.138

#L2 0.102 0.196 0.145 0.157

#L3 0.192 0.233 0.231 0.283

#L4 0.484 0.491 0.404 0.502

(b) 75% torque

Gauge

group

Planet gear number

LSPG

Planet 1 Planet 2 Planet 3 Planet 4

#L1 0.182 0.247 0.177 0.203

#L2 0.179 0.210 0.207 0.243

#L3 0.219 0.261 0.278 0.304

#L4 0.329 0.297 0.271 0.394

(c) 100% torque

Gauge

group

Planet gear number

LSPG

Planet 1 Planet 2 Planet 3 Planet 4

#L1 0.193 0.243 0.209 0.226

#L2 0.186 0.203 0.214 0.245

#L3 0.218 0.245 0.253 0.277

#L4 0.314 0.309 0.294 0.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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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20 Mesh load factors in the LSPG under 50, 75 and 100% torque

Torque level, % Mesh load factor Fraction, %

50 2.172 135.2

75 1.756 109.3

100 1.607 100

Table 5.21 Face load factors under 50, 75 and 100% torque

A. For tooth root stress

(a) 50% torque

Gauge

group

Planet gear number

LSPG HSPG

Planet 1 Planet 2 Planet 3 Planet 4 Planet 1 Planet 2 Planet 3

#L2(#H2) 2.367 1.859 2.167 2.299 1.744 1.590 1.604

#L3(#H3) 2.072 2.082 2.031 1.735 1.564 1.510 1.651

#L4 1.999 1.963 1.968 1.756

(b) 75% torque

Gauge

group

Planet gear number

LSPG HSPG

Planet 1 Planet 2 Planet 3 Planet 4 Planet 1 Planet 2 Planet 3

#L2(#H2) 2.120 1.852 1.948 2.072 1.493 1.402 1.492

#L3(#H3) 1.609 1.721 1.700 1.483 1.468 1.425 1.437

#L4 1.733 1.766 1.749 1.469

(c) 100% torque

Gauge

group

Planet gear number

LSPG HSPG

Planet 1 Planet 2 Planet 3 Planet 4 Planet 1 Planet 2 Planet 3

#L2(#H2) 2.030 1.791 1.832 1.961 1.384 1.316 1.358

#L3(#H3) 1.424 1.553 1.505 1.376 1.449 1.367 1.351

#L4 1.470 1.600 1.593 1.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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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For contact stress

(a) 50% torque

Gauge

group

Planet gear number

LSPG HSPG

Planet 1 Planet 2 Planet 3 Planet 4 Planet 1 Planet 2 Planet 3

#L2(#H2) 2.587 1.982 2.347 2.505 1.862 1.679 1.696

#L3(#H3) 2.234 2.245 2.185 1.836 1.648 1.585 1.751

#L4 2.147 2.104 2.110 1.861

(b) 75% torque

Gauge

group

Planet gear number

LSPG HSPG

Planet 1 Planet 2 Planet 3 Planet 4 Planet 1 Planet 2 Planet 3

#L2(#H2) 2.291 1.973 2.087 2.234 1.565 1.459 1.564

#L3(#H3) 1.690 1.820 1.796 1.544 1.536 1.486 1.500

#L4 1.834 1.873 1.853 1.528

(c) 100% torque

Gauge

group

Planet gear number

LSPG HSPG

Planet 1 Planet 2 Planet 3 Planet 4 Planet 1 Planet 2 Planet 3

#L2(#H2) 2.184 1.902 1.950 2.102 1.438 1.359 1.408

#L3(#H3) 1.477 1.625 1.570 1.422 1.514 1.418 1.400

#L4 1.530 1.679 1.671 1.417

토크수준에 따라 각 게이지 그룹에서의 하중분할계수를 비교한 그래프는 그림

5.37 – 5.38에서와 같다. 저속 유성기어단의 경우 게이지 그룹 #L2와 #L4에서는 세

토크수준 모두에서 각 유성기어별 하중분할계수의 상대적인 경향이 유사하게 나타났

다. 반면, 게이지 그룹 #L3에서는 75%와 100% 토크수준에서는 유성기어들의 하중분

할계수의 상대 경향이 유사했으나 50% 토크수준에서는 하중분할계수의 편차가 더 크

게 나타났다. 토크수준이 증가할수록 최대 하중분할계수의 크기가 작아져서 유성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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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 간의 하중분할이 균일해지는 경향을 보이며 모든 게이지 그룹 및 토크조건에서 4

번 유성기어의 하중분할계수가 가장 컸다. 고속 유성기어단의 경우 모든 토크수준에

서 최대 하중분할계수의 크기가 유사하게 나타나 토크에 따른 편차가 상대적으로 작

았으며, 모든 게이지 그룹 및 토크조건에서 2번 유성기어의 하중분할계수가 가장 컸

다.

저속 유성기어단에서 토크수준이 증가할수록 유성기어들 간의 하중분할 특성이 균

일해지는 것은 상대적으로 큰 백래쉬를 가진 저속회전의 기어에서 토크의 크기가 증

가하면 맞물리는 기어치들의 접촉면적이 넓어져서 유성기어들의 물림상태가 균일해지

고 핀홀 위치오차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감소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고속

유성기어단에서 토크수준에 따른 하중분할 특성의 편차가 작은 것은 기어비에 의해

저속 유성기어단 토크의 약 22% 만이 입력되며 작은 백래쉬를 가진 고속 회전의 기

어이므로 회전관성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a) Gauge group #L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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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Gauge group #L3

(c) Gauge group #L4

Fig. 5.37 Load sharing factors in the LSPG according to torque level.



175

(a) Gauge group #H2

(b) Gauge group #H3

Fig. 5.38 Load sharing factors in the HSPG according to torque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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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큰 하중분할계수를 가지는 저속 유성기어단의 4번 유성기어, 고속 유성기어

단의 2번 유성기어가 각 게이지 그룹을 지날 때 치폭방향으로 부착된 스트레인 게이

지들의 변형률을 나타낸 결과는 그림 5.39 - 5.40에서와 같다. 입력축이 15회전하는

동안의 평균 변형률을 대푯값으로 사용하였으며, 게이지 그룹 #L2는 8번 - 12번 스트

레인 게이지, 게이지 그룹 #L4는 22번 - 26번 스트레인 게이지로 구성되어 있으나 8

번과 24번 스트레인 게이지는 측정 중 신호가 단락되어 그래프에 나타내지 못하였다.

토크수준이 증가할수록 각 스트레인 게이지에서 측정된 변형률의 크기는 증가하나

치폭방향 변형률의 상대적인 경향은 거의 유사하게 나타났으며, 다른 유성기어 및 게

이지 그룹에서도 동일한 경향이 관찰되었다. 저속 유성기어단의 경우 게이지 그룹

#L3와 #L4에서는 치폭의 가운데에 부착된 스트레인 게이지들의 변형률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 기어치 물림이 치폭의 가운데 부분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토크수준이 증가할수록 입력축 쪽에 위치한 스트레인 게이지(번호가 클수록 입

력축 쪽에 위치)의 변형률이 상대적으로 증가하여 기어치 물림이 입력축 쪽으로 옮겨

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게이지 그룹 #L2에서는 기어치 물림이 입력축 쪽으로 편

중되어 나타나 이 위치에서는 미스얼라인먼트에 의한 기어치의 끝단 접촉(edge

contact)이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고속 유성기어단의 경우 게이지 그룹 #H2에

서는 치폭의 가운데 부분에서 기어치 물림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토크수준이 증가할수

록 물림이 치폭의 정가운데로 이동한다. 게이지 그룹 #H3에서는 기어치 물림이 입력

축 쪽으로 편중되어 나타나며 토크수준이 증가할수록 편중량이 커진다. 저속 유성기

어단과 고속 유성기어단 모두 게이지 그룹에 따라 서로 다른 기어치 물림상태를 가짐

을 알 수 있다.

토크수준에 따라 각 게이지 그룹에서의 치면하중계수를 비교한 그래프는 그림

5.41 – 5.42에서와 같다. 입력축이 15회전하는 동안의 최대 치면하중계수를 대푯값으

로 사용하였다. 식 (5.12)에 의해 접촉응력에 대한 치면하중계수는 이뿌리응력에 대한

치면하중계수와 동일한 경향을 보이게 되므로 그래프에서는 이뿌리응력에 대한 치면

하중계수만을 나타내었다. 전체적으로 토크수준이 증가할수록 치면하중계수의 크기가

감소되며 유성기어간 편차도 작아져 치폭방향 하중분포가 균일해짐을 알 수 있다. 또

한 동일한 게이지 그룹에서 유성기어들 간의 치면하중계수의 상대적인 경향은 세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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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토크수준에서 모두 유사하게 나타났다. 저속 유성기어단의 경우, 게이지 그룹별로

는 기어치의 끝단 접촉이 발생하는 게이지 그룹 #L2에서 치면하중계수도 가장 큰 값

을 가졌으며 유성기어간 편차도 가장 크게 나타났다. 유성기어별로는, 토크수준에 따

라 게이지 그룹 #L2에서는 1번 또는 4번 유성기어가, 게이지 그룹 #L3과 #L4에서는 1

번 또는 2번 유성기어가 가장 큰 치면하중계수를 가졌다. 고속 유성기어단의 경우, 게

이지 그룹 #H3에서 입력측 쪽으로 편중된 기어치 물림이 발생하지만, 치폭방향 변형

률의 평균값과 최대값의 편차가 크지 않아 치면하중계수의 크기는 치폭의 중앙부에서

기어치 물림이 이루어지는 게이지 그룹 #H2에서와 큰 차이가 없었다. 유성기어별로

는, 토크수준에 따라 1번 또는 3번 유성기어가 가장 큰 치면하중계수를 가졌다.

(a) Gauge group #L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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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Gauge group #L3

(c) Gauge group #L4

Fig. 5.39 Face load distribution in the LSPG according to torque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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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Gauge group #H2

(b) Gauge group #H3

Fig. 5.40 Face load distribution in the HSPG according to torque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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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Gauge group #L2

(b) Gauge group #L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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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Gauge group #L4

Fig. 5.41 Face load factors in the LSPG according to torque level.

(a) Gauge group #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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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Gauge group #H3

Fig. 5.42 Face load factors in the HSPG according to torque level.

입력축이 15회전하는 동안 저속 유성기어단의 유성기어별 최대 치면하중계수와 물

림하중계수를 나타낸 그래프는 그림 5.43 – 5.44에서와 같다. 치면하중계수의 경우,

게이지 그룹별로는 모든 유성기어가 게이지 그룹 #L2를 통과할 때 가장 큰 치면하중

계수를 가졌으며 유성기어별로는 1번 유성기어의 치면하중계수가 가장 컸고 2번 유성

기어의 치면하중계수가 가장 작았다. 물림하중계수의 경우, 게이지 그룹별로는 게이지

그룹 #L4를 통과하는 유성기어가 동일한 순간의 다른 유성기어들에 비해 가장 큰 하

중을 분담하였으며 유성기어별로는 4번 유성기어의 물림하중계수가 가장 컸고 3번 유

성기어의 물림하중계수가 가장 작았다. 또한 토크가 증가할수록 최대 치면하중계수

및 물림하중계수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므로, 토크가 증가할수록 치폭방향 하중분포

및 유성기어들 간의 하중분할이 균일해짐을 알 수 있다. 물림하중계수와 치면하중계

수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 유성기어 및 게이지 그룹 위치는 서로 다르므로 제작오차,

조립오차 등의 영향이 물림하중계수와 치면하중계수에 서로 다른 방식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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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43 Maximum face load factors in the LSPG according to torque level.

Fig. 5.44 Maximum mesh load factors in the LSPG according to torque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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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3. 비토크 하중이 하중분포 및 하중분할 특성에 미치는 영향

비토크 하중이 하중분포 및 하중분할 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설계

입력토크의 100%를 가력해 준 상태에서 설계 비토크 하중들이 부가될 때의 변형률을

계측하였다. 축소모형 입력축이 15회전 하는 동안의 변형률을 계측하였으며, 계측된

변형률을 이용하여 각 게이지 그룹에서의 하중분할계수, 물림하중계수, 그리고 치면하

중계수를 도출하였다. 그림 5.45 및 5.46은 각각 저속 유성기어단의 4번 유성기어, 고

속 유성기어단의 2번 유성기어가 각 게이지 그룹을 지날 때의 치면하중계수를 보여주

는데, 동일한 게이지 그룹에서도 입력축의 회전수에 따라 치면하중계수의 크기가 주

기적으로 변화하므로 15회전의 최대값을 대푯값으로 사용하였다. 물림하중계수의 경

우도 그 정의에 의해 15회전의 최대값을 대푯값으로 사용하였다. 그러나 하중분할계

수는 그 특성상 15회전의 평균 변형률을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a) 100% torque + axial fo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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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100% torque + radial force

(c) 100% torque + mo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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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100% torque + complex loads

Fig. 5.45 Face load factors of planet 4 in the LSPG at different loading conditions.

(a) 100% torque + axial fo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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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100% torque + radial force

(c) 100% torque + mo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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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100% torque + complex loads

Fig. 5.46 Face load factors of planet 2 in the HSPG at different loading conditions.

5.3.3.1. 축력

축력이 하중분포 및 하중분할 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설계 입력토크

의 100%를 가력해 준 상태에서 100%의 설계 축력을 동시에 입력해주었다. 이 때 계

측된 변형률을 이용하여 각 게이지 그룹에서의 하중분할계수, 물림하중계수, 그리고

치면하중계수를 도출한 결과는 각각 표 5.22 – 5.24에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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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22 Load sharing factors under 100% torque and axial force at the same time

A. At discretely engaged condition

Gauge

group

Planet gear number

LSPG HSPG

Planet 1 Planet 2 Planet 3 Planet 4 Planet 1 Planet 2 Planet 3

#L2(#H2) 0.237 0.241 0.241 0.282 0.320 0.362 0.318

#L3(#H3) 0.236 0.245 0.232 0.286 0.313 0.357 0.330

#L4 0.234 0.240 0.242 0.283

B. At simultaneously engaged condition

Gauge

group

Planet gear number

LSPG

Planet 1 Planet 2 Planet 3 Planet 4

#L1 0.184 0.229 0.200 0.218

#L2 0.195 0.206 0.215 0.249

#L3 0.221 0.244 0.249 0.277

#L4 0.323 0.319 0.300 0.373

Table 5.23 Mesh load factor in the LSPG under 100% torque and axial force

at the same time

Mesh load factor 1.604

Table 5.24 Face load factors under 100% torque and axial force at the same time

A. For tooth root stress

Gauge

group

Planet gear number

LSPG HSPG

Planet 1 Planet 2 Planet 3 Planet 4 Planet 1 Planet 2 Planet 3

#L2(#H2) 1.954 1.768 1.816 1.960 1.365 1.318 1.347

#L3(#H3) 1.417 1.521 1.494 1.377 1.484 1.367 1.337

#L4 1.462 1.591 1.572 1.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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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For contact stress

Gauge

group

Planet gear number

LSPG HSPG

Planet 1 Planet 2 Planet 3 Planet 4 Planet 1 Planet 2 Planet 3

#L2(#H2) 2.094 1.875 1.931 2.101 1.416 1.361 1.395

#L3(#H3) 1.469 1.588 1.557 1.423 1.554 1.418 1.383

#L4 1.520 1.669 1.647 1.427

5.3.3.2. 반경방향 힘

반경방향 힘이 하중분포 및 하중분할 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설계

입력토크의 100%를 가력해 준 상태에서 100%의 설계 반경방향 힘을 동시에 입력해

주었다. 이 때 계측된 변형률을 이용하여 각 게이지 그룹에서의 하중분할계수, 물림하

중계수, 그리고 치면하중계수를 도출한 결과는 각각 표 5.25 – 5.27에서와 같다.

Table 5.25 Load sharing factors under 100% torque and radial force at the same time

A. At discretely engaged condition

Gauge

group

Planet gear number

LSPG HSPG

Planet 1 Planet 2 Planet 3 Planet 4 Planet 1 Planet 2 Planet 3

#L2(#H2) 0.234 0.243 0.245 0.277 0.314 0.374 0.312

#L3(#H3) 0.224 0.241 0.247 0.287 0.316 0.367 0.317

#L4 0.239 0.234 0.241 0.286

B. At simultaneously engaged condition

Gauge

group

Planet gear number

LSPG

Planet 1 Planet 2 Planet 3 Planet 4

#L1 0.192 0.240 0.199 0.214

#L2 0.180 0.205 0.216 0.237

#L3 0.214 0.242 0.264 0.279

#L4 0.327 0.307 0.300 0.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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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26 Mesh load factor in the LSPG under 100% torque and radial force

at the same time

Mesh load factor 1.653

Table 5.27 Face load factors under 100% torque and radial force at the same time

A. For tooth root stress

Gauge

group

Planet gear number

LSPG HSPG

Planet 1 Planet 2 Planet 3 Planet 4 Planet 1 Planet 2 Planet 3

#L2(#H2) 2.035 1.804 1.849 2.032 1.376 1.309 1.364

#L3(#H3) 1.420 1.516 1.481 1.411 1.488 1.394 1.356

#L4 1.488 1.604 1.540 1.344

B. For contact stress

Gauge

group

Planet gear number

LSPG HSPG

Planet 1 Planet 2 Planet 3 Planet 4 Planet 1 Planet 2 Planet 3

#L2(#H2) 2.190 1.917 1.970 2.186 1.429 1.351 1.415

#L3(#H3) 1.472 1.582 1.542 1.462 1.559 1.450 1.405

#L4 1.550 1.684 1.610 1.386

5.3.3.3. 모멘트

모멘트가 하중분포 및 하중분할 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설계 입력토

크의 100%를 가력해 준 상태에서 100%의 설계 모멘트를 동시에 입력해주었다. 이 때

계측된 변형률을 이용하여 각 게이지 그룹에서의 하중분할계수, 물림하중계수, 그리고

치면하중계수를 도출한 결과는 각각 표 5.28 – 5.30에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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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28 Load sharing factors under 100% torque and moment at the same time

A. At discretely engaged condition

Gauge

group

Planet gear number

LSPG HSPG

Planet 1 Planet 2 Planet 3 Planet 4 Planet 1 Planet 2 Planet 3

#L2(#H2) 0.240 0.243 0.236 0.281 0.314 0.367 0.318

#L3(#H3) 0.227 0.251 0.239 0.283 0.318 0.358 0.324

#L4 0.234 0.237 0.245 0.284

B. At simultaneously engaged condition

Gauge

group

Planet gear number

LSPG

Planet 1 Planet 2 Planet 3 Planet 4

#L1 0.195 0.237 0.201 0.228

#L2 0.191 0.207 0.205 0.240

#L3 0.213 0.244 0.251 0.270

#L4 0.322 0.315 0.302 0.379

Table 5.29 Mesh load factor in the LSPG under 100% torque and moment

at the same time

Mesh load factor 1.657

Table 5.30 Face load factors under 100% torque and moment at the same time

A. For tooth root stress

Gauge

group

Planet gear number

LSPG HSPG

Planet 1 Planet 2 Planet 3 Planet 4 Planet 1 Planet 2 Planet 3

#L2(#H2) 1.954 1.730 1.845 1.957 1.389 1.317 1.373

#L3(#H3) 1.430 1.477 1.479 1.398 1.472 1.383 1.346

#L4 1.433 1.522 1.518 1.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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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For contact stress

Gauge

group

Planet gear number

LSPG HSPG

Planet 1 Planet 2 Planet 3 Planet 4 Planet 1 Planet 2 Planet 3

#L2(#H2) 2.094 1.831 1.965 2.097 1.444 1.360 1.425

#L3(#H3) 1.484 1.538 1.540 1.447 1.540 1.437 1.394

#L4 1.487 1.589 1.585 1.439

5.3.3.4. 복합하중

복합하중이 하중분포 및 하중분할 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설계 입력

토크의 100%를 가력해 준 상태에서 100%의 설계 축력, 반경방향 힘, 모멘트를 동시

에 입력해주었다. 이 때 계측된 변형률을 이용하여 각 게이지 그룹에서의 하중분할계

수, 물림하중계수, 그리고 치면하중계수를 도출한 결과는 각각 표 5.31 – 5.33에서와

같다.

Table 5.31 Load sharing factors under 100% torque and complex loads at the same time

A. At discretely engaged condition

Gauge

group

Planet gear number

LSPG HSPG

Planet 1 Planet 2 Planet 3 Planet 4 Planet 1 Planet 2 Planet 3

#L2(#H2) 0.242 0.241 0.237 0.281 0.316 0.368 0.316

#L3(#H3) 0.231 0.247 0.239 0.283 0.319 0.356 0.325

#L4 0.235 0.235 0.247 0.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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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At simultaneously engaged condition

Gauge

group

Planet gear number

LSPG

Planet 1 Planet 2 Planet 3 Planet 4

#L1 0.196 0.232 0.198 0.226

#L2 0.202 0.210 0.214 0.251

#L3 0.216 0.241 0.251 0.269

#L4 0.318 0.302 0.297 0.375

Table 5.32 Mesh load factor in the LSPG under 100% torque and complex loads

at the same time

Mesh load factor 1.629

Table 5.33 Face load factors under 100% torque and complex loads at the same time

A. For tooth root stress

Gauge

group

Planet gear number

LSPG HSPG

Planet 1 Planet 2 Planet 3 Planet 4 Planet 1 Planet 2 Planet 3

#L2(#H2) 1.890 1.723 1.805 1.910 1.385 1.317 1.385

#L3(#H3) 1.405 1.538 1.497 1.408 1.474 1.432 1.348

#L4 1.485 1.591 1.549 1.373

B. For contact stress

Gauge

group

Planet gear number

LSPG HSPG

Planet 1 Planet 2 Planet 3 Planet 4 Planet 1 Planet 2 Planet 3

#L2(#H2) 2.018 1.822 1.918 2.042 1.439 1.360 1.439

#L3(#H3) 1.455 1.608 1.561 1.459 1.543 1.494 1.396

#L4 1.547 1.669 1.620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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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3.5. 영향도 분석

100% 토크에서의 결과와 비교하여 비토크 하중이 부가되는 경우의 하중분포 및

하중분할 특성을 고찰하였다.

하중조건에 따라 각 게이지 그룹에서의 하중분할계수를 비교한 그래프는 그림

5.47 – 5.48에서와 같다. 저속 유성기어단의 경우 반경방향 힘이 부가될 때의 유성기

어들 간 하중분할계수의 상대 경향은 그 외 다른 하중들이 작용할 때와 차이가 있었

다. 반경방향 힘을 제외한 다른 비토크 하중들에서는 유성기어들 간 하중분할계수의

상대 경향이 유사하게 나타났다. 최대 하중분할계수는 게이지 그룹 #L2에서는 축력이

작용할 때, #L3와 #L4에서는 반경방향 힘이 작용할 때 발생하여, 전반적으로 반경방향

힘이 유성기어들 간의 하중분할을 불균일하게 만드는 주요 비토크 하중 성분임을 알

수 있다. 게이지 그룹 #L2에서는 축력, 100% 토크, 모멘트 및 복합하중 조건에서의

최대 하중분할계수의 크기가 거의 유사하게 나타났으며 반경방향 힘 조건에서 가장

낮았다. 또한 최대 하중분할계수의 크기는 게이지 그룹 #L3에서는 반경방향 힘(=축

력), 모멘트(=복합하중), 100% 토크 조건 순으로, 게이지 그룹 #L4에서는 반경방향 힘,

모멘트(=축력=복합하중), 100% 토크 조건 순으로 나타났다. 종합적으로 100% 토크

조건에서 최대 하중분할계수의 크기가 가장 작게 나타나 하중분할이 가장 균일했고,

반경방향 힘 조건에서 최대 하중분할계수의 크기가 가장 크게 나타나 하중분할이 가

장 불균일했다. 또한 모든 게이지 그룹 및 하중조건에서 4번 유성기어의 하중분할계

수가 가장 컸다. 고속 유성기어단의 경우 모든 게이지 그룹 및 하중조건에서 유사한

경향의 유성기어들 간 하중분할계수 특성이 도출되었다. 반경방향 힘이 작용할 때 하

중분할계수의 크기가 가장 컸고 100% 토크 조건이 뒤를 이었다. 게이지 그룹별로 축

력 또는 복합하중 조건에서 하중분할계수가 가장 작게 나타났다. 또한 모든 게이지

그룹 및 하중조건에서 2번 유성기어의 하중분할계수가 가장 컸다.

저속 유성기어단에서 4번 유성기어의 하중분할계수가 가장 큰 이유는 4번 유성기

어가 장착되는 핀홀의 위치오차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즉, 4번 핀홀은 정방향의 회

전을 기준으로 가장 큰 음의 위상의 위치오차를 가지므로 유성캐리어가 정방향으로

회전할 때 4번 유성기어가 링기어와 가장 먼저 접촉하여 다른 유성기어들을 리드

(lead)하는 역할을 하므로 다른 유성기어들보다 더 큰 하중을 전달하게 된다. 고속 유



196

성기어단에서는 2번 유성기어의 하중분할계수가 가장 크게 나타났는데 이는 모든 핀

홀이 양의 위상의 위치오차를 가지나 2번 유성기어가 핀홀 전면부와 후면부의 상대적

인 편심이 적어 기어치들의 물림상태가 더 균일해져 더 큰 하중을 전달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로 고속 유성기어단에서는 2번 유성기어의 치면하중계수가 가

장 작았다.

(a) Gauge group #L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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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Gauge group #L3

(c) Gauge group #L4

Fig. 5.47 Load sharing factors in the LSPG according to loading con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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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Gauge group #H2

(b) Gauge group #H3

Fig. 5.48 Load sharing factors in the HSPG according to loading con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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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큰 하중분할계수를 가지는 저속 유성기어단의 4번 유성기어, 고속 유성기어

단의 2번 유성기어가 각 게이지 그룹을 지날 때 치폭방향으로 부착된 스트레인 게이

지들의 변형률을 나타낸 결과는 그림 5.49 - 5.50에서와 같다. 입력축이 15회전하는

동안의 평균 변형률을 대푯값으로 사용하였으며, 게이지 그룹 #L2는 8번 - 12번 스트

레인 게이지, 게이지 그룹 #L4는 22번 - 26번 스트레인 게이지로 구성되어 있으나 8

번과 24번 스트레인 게이지는 측정 중 신호가 단락되어 그래프에 나타내지 못하였다.

하중조건에 따라 각 스트레인 게이지에서 측정된 변형률의 크기는 다소 차이가 있

었지만 치폭방향 변형률의 상대적인 경향은 거의 유사하게 나타났으며, 다른 유성기

어 및 게이지 그룹에서도 동일한 경향이 관찰되었다. 이는 100% 토크만 작용하는 경

우와 비교하여 비토크 하중이 부가될 때 치폭방향 하중분포 특성이 크게 변화되지는

않음을 의미한다. 저속 유성기어단의 경우 게이지 그룹 #L3와 #L4에서는 치폭의 가운

데에 부착된 스트레인 게이지들의 변형률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며 기어치 물림이

입력축 쪽으로 약간 옮겨져 있음을 알 수 있다. 게이지 그룹 #L2에서는 기어치 물림

이 입력축 쪽으로 편중되어 나타나 이 위치에서는 미스얼라인먼트에 의한 기어치의

끝단 접촉이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고속 유성기어단의 경우 게이지 그룹 #H2

에서는 치폭의 가운데 부분에서 기어치 물림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게이지 그룹 #H3

에서는 기어치 물림이 입력축 쪽으로 편중되어 나타난다. 저속 유성기어단과 고속 유

성기어단 모두 게이지 그룹에 따라 서로 다른 기어치 물림상태를 가짐을 알 수 있다.

하중조건에 따라 각 게이지 그룹에서의 치면하중계수를 비교한 그래프는 그림

5.51 – 5.52에서와 같다. 식 (5.12)에 의해 접촉응력에 대한 치면하중계수는 이뿌리응

력에 대한 치면하중계수와 동일한 경향을 보이게 되므로 그래프에서는 이뿌리응력에

대한 치면하중계수만을 나타내었다. 저속 유성기어단의 경우 하중조건별로는 게이지

그룹 #L2에서는 반경방향 힘, 게이지 그룹 #L3 및 #L4에서는 100% 토크에 의한 치면

하중계수가 가장 컸다. 위치별로는 기어치의 끝단 접촉이 발생하는 게이지 그룹 #L2

에서 치면하중계수가 가장 컸으며 유성기어간 편차도 가장 크게 나타났다. 하중조건

에 따라 게이지 그룹 #L2에서는 1번 또는 4번 유성기어가, 게이지 그룹 #L3 및 #L4에

서는 2번 또는 3번 유성기어가 가장 큰 치면하중계수를 가졌다. 하중조건별 치면하중

계수의 상대 경향은 통과하는 유성기어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데 이는 치면하중계수



200

가 외부 하중조건 뿐만 아니라 기어의 제작오차, 백래쉬, 미스얼라인먼트 등의 복합적

인 요인에 의해 영향 받기 때문이다. 비토크 하중이 부가될 때의 치면하중계수가

100% 토크만 작용하는 경우보다 작은 경우가 많은데 이는 기어치 위치에 따라서는

특정 비토크 하중이 부가될 때 치폭방향 하중분포가 더 균일해질 수도 있음을 의미한

다. 고속 유성기어단의 경우 게이지 그룹 #H2에서는 하중조건에 관계없이 유사한 크

기의 치면하중계수가 도출되었으며, 2번 유성기어의 치면하중계수가 가장 작았다. 게

이지 그룹 #H3에서는 유성기어별로 복합하중과 반경방향 힘에 의한 치면하중계수가

가장 크고 100% 토크와 축력에 의한 치면하중계수가 가장 작았다. 1번 유성기어의 치

면하중계수가 다른 유성기어들보다 상대적으로 컸는데 이는 1번 유성기어의 핀홀 전

면부와 후면부의 상대적인 편심이 커서 불균일한 기어치 물림이 발생하기 때문인 것

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저속 유성기어단의 경우 핀홀 전면부와 후면부의 상대 편심이

큰 3번 유성기어에서의 치면하중계수가 가장 크게 나타나지는 않는데 이는 저속 유성

기어단의 경우 기어 모듈이 커서 백래쉬가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편심에 의한 영향

을 어느 정도 상쇄해 주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a) Gauge group #L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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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Gauge group #L3

(c) Gauge group #L4

Fig. 5.49 Face load distribution in the LSPG according to loading con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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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Gauge group #H2

(b) Gauge group #H3

Fig. 5.50 Face load distribution in the HSPG according to loading con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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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Gauge group #L2

(b) Gauge group #L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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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Gauge group #L4

Fig. 5.51 Face load factors in the LSPG according to loading condition.

(a) Gauge group #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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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Gauge group #H3

Fig. 5.52 Face load factors in the HSPG according to loading condition.

하중조건에 따른 저속 유성기어단에서의 물림하중계수를 비교한 결과는 표 5.34에

서와 같다. 물림하중계수는 100% 토크만 작용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반경방향 힘과 모

멘트가 부가되는 경우에는 약 3%, 복합하중이 부가되는 경우에는 약 1.5% 증가하였

으며 축력이 부가되는 경우에는 유의한 차이가 발생하지 않았다. 이는 메인베어링에

서 대부분의 비토크 하중 성분을 흡수하고 일부만이 시험 기어박스로 전달되는데 하

중의 특성상 반경방향 힘과 모멘트가 축력보다 큰 반경방향의 기어 물림 미스얼라인

먼트를 발생시켜 유성기어들 간의 하중분할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

다. 복합하중이 작용할 때의 물림하중계수는 반경방향 힘 및 모멘트가 부가되는 경우

보다 작았는데 이는 여러 비토크 하중 성분들이 동시에 작용하면 그 영향이 서로 상

쇄되는 성분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물림하중계수의 증가는 유성기어치가 받는 하중의 증가를 의미한다. 대형 풍력발

전기용 기어박스의 경우 기어치가 받는 하중이 일반 산업용 기어에 비해 매우 크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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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의 하중 증가도 유성기어 베어링 등의 주변요소들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

서 비토크 하중이 입력되는 경우 반경방향 힘, 모멘트 및 복합하중에 의해 유성기어

치의 하중 증가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를 고려하여 기어박스를 설계해야 한다.

Table 5.34 Mesh load factors in the LSPG according to loading condition

Loading condition Mesh load factor Fraction, %

100% torque 1.607 100

100% torque + axial force 1.604 99.8

100% torque + radial force 1.653 102.9

100% torque + moment 1.657 103.1

100% torque + complex loads 1.629 101.4

입력축이 15회전하는 동안 저속 유성기어단의 유성기어별 최대 치면하중계수와 물

림하중계수를 나타낸 그래프는 그림 5.53 – 5.54에서와 같다. 그래프의 x축 라벨이

나타내는 하중조건은 표 5.35에서와 같다. 치면하중계수의 경우, 게이지 그룹별로는

모든 유성기어가 게이지 그룹 #L2를 통과할 때 가장 큰 치면하중계수를 가졌다. 유성

기어별로는, 하중조건에 따라 1번 또는 4번 유성기어의 치면하중계수가 가장 컸고 2

번 유성기어의 치면하중계수가 가장 작았다. 비토크 하중이 부가될 때의 치면하중계

수는 토크만 작용하는 조건과 비교하여 명확한 경향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는데 이는

치면하중계수에는 외부 하중조건 뿐만 아니라 기어의 제작오차, 조립오차 등이 복합

적으로 결합되어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물림하중계수의 경우, 게이

지 그룹별로는 게이지 그룹 #L4를 통과하는 유성기어가 동일한 순간의 다른 유성기어

들에 비해 가장 큰 하중을 분담하였으며 유성기어별로는 4번 유성기어의 물림하중계

수가 가장 컸고 3번 유성기어의 물림하중계수가 가장 작았다. 물림하중계수와 치면하

중계수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 유성기어 및 게이지 그룹 위치는 서로 다르므로 제작오

차, 조립오차 등의 영향이 물림하중계수와 치면하중계수에 서로 다른 방식으로 작용

함을 알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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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53 Maximum face load factors in the LSPG according to loading condition.

Fig. 5.54 Maximum mesh load factors in the LSPG according to loading con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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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35 Loading condition corresponding to x-axis labels

Label Loading condition

1.0T 100% torque

1.0T_A 100% torque + axial force

1.0T_R 100% torque + radial force

1.0T_M 100% torque + moment

1.0T_C 100% torque + complex loads

5.3.4. 비토크 하중이 유성기어의 응력에 미치는 영향

저속 유성기어단의 경우, 모든 하중조건에서 4번 유성기어의 물림하중계수와 치면

하중계수가 다른 유성기어들에 비해 크게 나타났으므로 최대 응력은 4번 유성기어에

서 발생한다. ISO 규격의 계산식(식 (5.17), (5.18))을 이용하여 하중조건에 따른 저속

유성기어단 4번 유성기어의 이뿌리응력 및 접촉응력을 도출한 결과는 표 5.36에서와

같다. 물림하중계수와 치면하중계수는 시험에서 측정된 값(최대 물림하중계수 및 최대

치면하중계수)을 사용하였고 적용계수는 1.3의 고정된 값을 입력해 주었으며, 그 외

동하중계수 등의 인자들은 ISO 규격으로 계산하였다.

100% 토크 대비 반경방향 힘과 모멘트가 부가되는 경우 이뿌리응력 및 접촉응력

이 증가하였으며 축력과 복합하중이 부가되는 경우에는 응력이 소폭 감소하였다. 반

경방향 힘이 부가되는 경우 이뿌리응력은 약 7%, 접촉응력은 약 3% 증가하며 모멘트

가 부가되는 경우 이뿌리응력은 약 3%, 접촉응력은 약 1.5% 증가하였다. 따라서 기어

치 응력 증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비토크 하중 성분은 반경방향 힘임을 알 수

있다. 접촉응력보다 이뿌리응력의 증가율이 더 크게 나타난 이유는 이뿌리응력에 미

치는 물림하중계수와 치면하중계수의 영향도가 접촉응력에서보다 크기 때문이다(식

(5.17), (5.18)). 축력이 부가되는 경우의 물림하중계수와 치면하중계수의 크기는 100%

토크에서의 값과 유사하며, 복합하중이 작용하는 경우에는 물림하중계수는 100% 토크

에서보다 더 컸으나 치면하중계수는 더 작아 결과적으로 축력과 복합하중의 부가는

100% 토크에서보다 약간 더 작은 수준의 기어치 응력을 발생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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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36 Tooth root and contact stresses of planet 4 in the LSPG according to

loading condition

Loading condition
Contact stress, MPa

(%)

Tooth root stress,

MPa (%)

100% torque 1185.21 (100) 706.94 (100)

100% torque + axial force 1183.82 (99.9) 705.32 (99.8)

100% torque + radial force 1225.80 (103.4) 753.26 (106.6)

100% torque + moment 1202.03 (101.4) 727.32 (102.9)

100% torque + complex loads 1176.12 (99.2) 698.14 (98.8)

5.3.5. 비토크 하중이 유성기어의 수명에 미치는 영향

비토크 하중이 저속 유성기어단 유성기어의 수명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였다. 가

장 큰 응력이 발생하는 4번 유성기어의 수명을 도출하였으며, 모든 하중조건에서 이

뿌리 굽힘강도에 대한 안전계수가 치면 면압강도에 대한 안전계수보다 낮게 나타나

이뿌리응력에 의한 파손이 먼저 발생하므로 이뿌리응력에 대한 수명을 도출하였다.

사용된 유성기어는 표면침탄 처리된 DIN 18CrNiMo7 재질로 제작되었으며 ISO 규격

따른 품질등급은 MQ이다. 유성기어의 이뿌리응력에 대한 S-N 선도는 그림 5.55에서

와 같으며, 그림에서 반경방향 힘이 부가될 때 발생한 이뿌리응력을 S1, 복합하중이

작용할 때 발생한 이뿌리응력을 S2로 표시하면 두 이뿌리응력에 의한 수명은 각각

L1, L2 싸이클이 된다. 다른 비토크 하중에서의 이뿌리응력은 S1과 S2 사이의 값을

가지므로 수명도 L1과 L2 싸이클 사이의 값을 가진다. 유성기어의 회전속도를 이용하

여 각 하중조건에서의 수명 싸이클을 시간으로 환산할 수 있으며 결과는 표 5.37에서

와 같다. S-N 선도의 가로축인 수명 싸이클은 로그스케일이므로 세로축인 실스케일

응력의 작은 차이에도 큰 편차가 발생할 수 있다. 100% 토크 대비 반경방향 힘 및 모

멘트가 부가되는 경우의 이뿌리응력은 각각 약 7%, 3% 증가하였고 이뿌리응력에 대

한 수명은 각각 약 77%, 70%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축력과 복합하중

이 부가되는 경우에는 100% 토크 대비 이뿌리 응력이 각각 0.2%, 1.2% 감소하였고

이뿌리응력에 대한 수명은 각각 약 12%, 87% 증가하였다. 따라서 반경방향 힘과 모

멘트가 유성기어의 수명 감소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비토크 하중 성분임을 알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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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축력의 경우 유성기어의 수명을 소폭 증가시켰으며 복합하중의 경우 수명을 크게

증가시키는데 축력은 메인 베어링의 강성에 따라, 복합하중은 작용하는 비토크 하중

성분들의 상대 크기(위상)에 따라 영향도가 달라질 것으로 판단된다.

응력의 차이가 동일하더라도 S-N 선도 상에서의 위치 및 S-N 선도의 형태에 따

라 수명의 감소량은 다르게 나타난다. 따라서 수명 감소량에 대해 모든 기어박스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결론을 내릴 수는 없으며 기어박스의 형태, 운전조건 및 토크와

비토크 하중의 크기 등에 따라 조건에 맞는 수명 감소량을 도출해야 한다.

Fig. 5.55 S-N curve for tooth root stress of planet g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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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37 Life for tooth bending strength in the LSPG planet gear

according to loading condition

Loading condition Life, hours (%)

100% torque 3,780 (100)

100% torque + axial force 4,240 (112.2)

100% torque + radial force 850 (22.5)

100% torque + moment 1,120 (29.6)

100% torque + complex loads 7,060 (186.8)

표 5.34, 5.37 및 그림 5.54를 이용하여 저속 유성기어단 4번 유성기어의 물림하중

계수 및 치면하중계수와 유성기어의 이뿌리응력에 대한 수명과의 관계를 나타낸 그래

프는 각각 그림 5.56, 5.57에서와 같다. 축력 부가 조건의 경우 100% 토크에서와 비교

하여 물림하중계수와 치면하중계수의 크기가 모두 유사하여 수명도 유사하게 나타났

다. 복합하중이 작용하는 경우 물림하중계수는 더 컸으나 치면하중계수가 더 작아

100% 토크에서보다 더 작은 수명을 가졌다. 모멘트 부가 조건의 경우 치면하중계수는

유사하나 물림하중계수가 더 크며, 반경방향 힘 부가 조건의 경우 물림하중계수와 치

면하중계수가 모두 더 커서 100% 토크에서보다 더 작은 수명을 가졌다. 따라서 치면

하중계수와 물림하중계수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수명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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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56 Life of planet gear in the LSPG according to mesh load factor.

Fig. 5.57 Life of planet gear in the LSPG according to face load fa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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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요약 및 결론

축소모형 시험을 통해 비토크 하중이 기어 치폭방향의 하중분포 및 유성기어들 간

의 하중분할 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축소모형의 저속 유성기어단과 고속 유성기어단의 링기어 이뿌리부에 스트레인 게

이지를 부착하여 하중조건에 따른 변형률을 계측하였다. 링기어의 치폭방향으로 부착

된 스트레인 게이지들의 변형률을 통해 기어 치폭방향의 하중분포를, 링기어의 원주

상에 배치된 스트레인 게이지들의 변형률을 통해 유성기어들 간의 하중분할 특성을

도출하였다. 또한 도출된 하중분포 및 하중분할 특성과 ISO 규격의 계산식을 이용하

여 기어치의 응력 및 수명을 계산하였다.

시험에 적용한 비토크 하중 부가 조건은 축력, 반경방향 힘, 모멘트 및 복합하중이

며 토크만 적용했을 경우와 비교하여 비토크 하중부가의 영향을 평가하였다. 비토크

하중은 손상등가하중으로 크기는 축력 16.5 kN, 반경방향 힘 40 kN, 모멘트 14.6

kNm이다. 또한 설계 입력토크는 22 kNm이다.

시험결과, 토크수준이 증가하면 기어 치폭방향 하중분포 및 유성기어들 간의 하중

분할이 균일해지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유성캐리어의 핀홀 위치오차가 하중분포 및

하중분할 특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는데 이는 알려진 연구결과와 일치

한다.

하중분할계수는 반경방향 힘 부가 조건에서 가장 크게 나타나 반경방향 힘이 유성

기어들 간의 하중분할을 불균일하게 만드는 주요 비토크 하중 성분이었다.

링기어의 특정위치(게이지가 부착된)에서 통과하는 유성기어에 따라 치면하중계수

가 다르게 나타났다. 또한 비토크 하중이 부가될 때 치폭방향 하중분포 특성이 크게

변화되지는 않았으며 일부 게이지 그룹에서는 토크만 작용할 때보다 비토크 하중이

부가될 때 치폭방향 하중분포가 더 균일해지기도 하였다. 이는 치면하중계수가 외부

하중조건 뿐만 아니라 기어의 제작오차, 백래쉬, 미스얼라인먼트 등의 영향을 복합적

으로 받기 때문이며 이들 영향은 비토크 하중의 영향보다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물림하중계수의 경우 100% 토크 대비 반경방향 힘과 모멘트가 부가되는 경우에는

약 3%, 복합하중이 부가되는 경우에는 약 1.5% 증가하였으며 축력이 부가되는 경우

에는 유의한 차이가 발생하지 않았다. 이는 메인베어링에서 대부분의 비토크 하중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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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을 흡수하고 일부만이 시험 기어박스로 전달되는데 하중의 특성상 반경방향 힘과

모멘트가 축력보다 큰 반경방향의 기어 물림 미스얼라인먼트를 발생시켜 유성기어들

간의 하중분할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복합하중이 작용할 때의 물

림하중계수는 반경방향 힘 및 모멘트가 부가되는 경우보다 작았는데 이는 여러 비토

크 하중 성분들이 동시에 작용하면 그 영향이 서로 상쇄되는 성분이 있기 때문인 것

으로 판단된다. 물림하중계수의 증가는 유성기어가 전달하는 하중의 증가를 의미하며,

이는 유성기어 베어링 등 주변요소들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기어박스 설계 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치면하중계수와 물림하중계수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 유성기어 및 게이지 그룹 위

치는 서로 달랐다. 따라서 기어의 제작오차, 조립오차 등의 영향이 물림하중계수와 치

면하중계수에 서로 다른 방식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치면하중계수와 물림하중계수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유성기어의 응력 및 수명에

영향을 미쳤다. 100% 토크 대비 반경방향 힘 및 모멘트가 부가되는 경우의 이뿌리응

력은 각각 약 7%, 3% 증가하였고 이뿌리응력에 대한 수명은 각각 약 77%, 70% 감소

하였다. 또한 축력과 복합하중이 부가되는 경우에는 100% 토크 대비 이뿌리 응력이

각각 0.2%, 1.2% 감소하였고 이뿌리응력에 대한 수명은 각각 약 12%, 87% 증가하였

다. 따라서 반경방향 힘과 모멘트가 유성기어의 응력 증가 및 수명 감소에 영향을 미

치는 주요 비토크 하중 성분임을 알 수 있다. 축력의 경우 유성기어의 수명을 소폭

증가시켰으며 복합하중의 경우 수명을 크게 증가시키는데 축력은 메인 베어링의 강성

에 따라, 복합하중은 작용하는 비토크 하중 성분들의 상대 크기(위상)에 따라 영향도

가 달라질 것으로 판단된다.

동일한 컨벤셔널 타입 기어박스에서도 기어 재료의 물성을 포함한 기어의 상세,

윤활을 포함한 운전조건 및 토크와 비토크 하중의 크기 등에 따라 기어박스의 수명이

달라지게 되므로 적용되는 조건에 맞추어 수명을 산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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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결 론

풍력발전기용 기어박스는 길이가 수 미터, 중량이 수십 톤에 이르는 대형 기어박

스로 높은 설치비용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고장으로 인한 정지기간이 길어 풍력발전

기의 유지보수 비용을 크게 증가시키는 요소 중 하나이다. 오랫동안 산업용 대형 기

어박스를 제작해 온 경험 있는 제조사들이 설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측치 못한 기

어박스의 고장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며 여러 요인들 중 근래에 가장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요인은 비토크 하중의 영향이다. 비토크 하중은 토크를 제외한 5

자유도 하중들로 풍력발전기 블레이드의 자중 및 불균일한 풍하중 등에 의해 생겨난

다. 이러한 비토크 하중은 동력전달축을 통해 기어박스로 전달되지만 현재 설계나 시

험에는 이를 반영해 주지 못하고 있다. 또한 이에 대한 국제 규격이나 가이드라인이

없으며 관련된 연구도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비토크 하중이 풍력발전기용 기어박스의 수명에 미치는 정량적인 영향

을 실험적으로 구명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대상 기어박스는 풍력발전기에서 흔히 사

용되고 있는 형태인 3점 지지 드라이브 트레인에 장착되는 컨벤셔널 타입 기어박스로

용량은 2 MW급이다.

부적절한 하중용량으로 인한 파손은 기어박스의 가장 빈번한 고장모드이므로 하중

용량은 기어박스의 수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국제규격의 하중용량 계

산식을 검토하고 상사이론을 이용하여 연구대상 기어박스(프로토타입 기어박스)의 하

중용량을 상사시키는 조건의 축소모형을 선정하였다. 하중용량의 주요 영향인자는 기

어치에서 발생하는 이뿌리응력과 접촉응력이므로 응력상사 모델을 적용하여 축소모형

의 상세를 결정하고 상용 기어해석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선정

된 축소모형은 프로토타입 기어박스와 전체 기어열 구조 및 기어들의 기하학적 형상

은 동일하고 크기는 1/4로 축소된 형태이며 기어재료, 열처리, 품질등급, 치형수정은

프로토타입 기어박스에서와 동일하다. 또한 베어링 등의 내부요소들도 프로토타입 기

어박스에서와 동일한 위치에 동일한 타입의 제품을 적용하였다.

축소모형 시험을 위해 비토크 하중을 가력할 수 있는 시험장비를 개발하였다. 회

전속도와 토크를 제어하기 위해 110 kW 용량의 구동 모터와 부하용 다이나모미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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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였다. 비토크 하중은 5개(축방향 3개, 반경방향 2개)의 선형 유압 엑츄에이터로

가력하는데 5자유도의 하중을 독립적으로 가력해 줄 수 있다. 시험장비의 토크 및 비

토크 하중 가력용량은 축소모형 시험에서 요구되는 설계하중보다 충분히 크다. 또한

대상 드라이브트레인에서와 같은 형태의 메인 베어링을 삽입하여 시험대상 시스템인

3점 지지 드라이브 트레인의 레이아웃을 모사하였다.

하중용량은 기어 치폭방향 하중분포 및 유성기어들 간의 하중분할 특성에 주로 영

향 받는다. 개발된 시험장비를 이용하여 비토크 하중이 축소모형의 기어 치폭방향 하

중분포 및 유성기어들 간의 하중분할 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실험적으로 구명하였다.

축소모형의 저속 유성기어단과 고속 유성기어단의 링기어 이뿌리부에 여러 개의 스트

레인 게이지를 부착하여 하중에 따른 기어 치폭방향의 하중분포 및 유성기어들 간의

하중분할 특성을 계측하였다. 계측 시 제작오차 및 스트레인 게이지 부착위치 오차로

인한 영향을 보상해주었다. 또한 계측된 하중분포 및 하중분할 특성과 ISO 규격의 계

산식을 이용하여 기어치의 응력 및 수명을 계산하였다.

축소모형 시험에 적용한 비토크 하중 성분은 축력, 반경방향 힘, 모멘트, 복합하중

이며 토크만 적용했을 경우와 비교하여 토크와 비토크 하중을 동시에 적용한 경우의

영향을 평가하였다. 비토크 하중은 손상등가하중으로 크기는 축력 16.5 kN, 반경방향

힘 40 kN, 모멘트 14.6 kNm이다. 또한 설계 입력토크는 22 kNm이다.

주요 시험결과는 다음과 같다.

1) 토크수준이 증가하면 치폭방향 하중분포 및 유성기어들 간의 하중분할이 균일

해지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유성캐리어의 핀홀 위치오차는 치폭방향 하중분포 및 유

성기어들 간의 하중분할 특성에 큰 영향을 미쳤는데 이들은 알려진 연구결과와 일치

하는 특성이다.

2) 하중분할계수는 반경방향 힘 부가 조건에서 가장 크게 나타나 반경방향 힘이

유성기어들 간의 하중분할을 불균일하게 만드는 주요 비토크 하중 성분이었다.

3) 한 게이지 그룹에서도 통과하는 유성기어에 따라 치면하중계수가 다르게 나타

났다. 또한 비토크 하중이 부가될 때 치폭방향 하중분포 특성이 크게 변화되지는 않

았으며 일부 게이지 그룹에서는 토크만 작용할 때보다 비토크 하중이 부가될 때 치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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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 하중분포가 더 균일해지기도 하였다. 이는 치면하중계수가 외부 하중조건 뿐만

아니라 기어의 제작오차, 백래쉬, 미스얼라인먼트 등의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인데 이들이 비토크 하중보다 치면하중계수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물림하중계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비토크 하중 성분은 반경방향 힘과 모

멘트였다. 물림하중계수는 100% 토크 대비 반경방향 힘과 모멘트가 부가되는 경우에

는 약 3%, 복합하중이 부가되는 경우에는 약 1.5% 증가하였으며 축력이 부가되는 경

우에는 유의한 차이가 발생하지 않았다. 이는 메인베어링에서 대부분의 비토크 하중

성분을 흡수하고 일부만이 시험 기어박스로 전달되는데 하중의 특성상 반경방향 힘과

모멘트가 축력보다 큰 반경방향의 기어 물림 미스얼라인먼트를 발생시켜 유성기어들

간의 하중분할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복합하중이 작용할 때의 물

림하중계수는 반경방향 힘 및 모멘트가 부가되는 경우보다 작았는데 이는 여러 비토

크 하중 성분들이 동시에 작용하면 그 영향이 서로 상쇄되는 성분이 있기 때문인 것

으로 판단된다.

5) 치면하중계수와 물림하중계수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 유성기어 및 게이지 그룹

위치는 서로 달랐다. 따라서 기어의 제작오차, 조립오차 등의 영향이 물림하중계수와

치면하중계수에 서로 다른 방식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

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6) 치면하중계수와 물림하중계수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유성기어의 응력 및 수명

에 영향을 미쳤다. 100% 토크 대비 반경방향 힘 및 모멘트가 부가되는 경우의 이뿌리

응력은 각각 약 7%, 3% 증가하였고 이뿌리응력에 대한 수명은 각각 약 77%, 70% 감

소하였다. 또한 축력과 복합하중이 부가되는 경우에는 100% 토크 대비 이뿌리 응력이

각각 0.2%, 1.2% 감소하였고 이뿌리응력에 대한 수명은 각각 약 12%, 87% 증가하였

다. 따라서 반경방향 힘과 모멘트가 유성기어의 응력 증가 및 수명 감소에 영향을 미

치는 주요 비토크 하중 성분임을 알 수 있다. 축력의 경우 유성기어의 수명을 소폭

증가시켰으며 복합하중의 경우 수명을 크게 증가시키는데 축력은 메인 베어링의 강성

에 따라, 복합하중은 작용하는 비토크 하중 성분들의 상대 크기(위상)에 따라 영향도

가 달라질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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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동일한 컨벤셔널 타입 기어박스에서도 기어 재료의 물성을 포함한 기어의 상

세, 윤활을 포함한 운전조건 및 토크와 비토크 하중의 크기 등에 따라 기어박스의 수

명이 달라지게 되므로 응력 증가에 의한 수명 감소량은 적용되는 기어박스의 제반조

건에 맞추어 도출해야 한다.

비토크 하중이 부가되면 기어 치폭방향의 하중분포 및 유성기어들 간의 하중분할

특성이 변화하여 기어치 응력이 증가한다. 이러한 응력의 증가는 기어박스의 수명을

감소시키게 되며 감소량은 기어 재료의 물성을 포함한 기어의 상세, 윤활을 포함한

운전조건 및 토크와 비토크 하중의 크기 등에 따라 달라진다.

비토크 하중이 부가될 때의 응력 증가로 인한 기어박스의 조기 파손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측면에서의 접근이 가능하다. 첫 번째는 기어박스 내부로 전달되는

비토크 하중의 크기를 줄이는 것으로 메인 베어링 및 기어박스 토크암의 강성

(stiffness) 및 감쇠(damping) 특성 등을 조정하는 방법이다. 두 번째는 더 큰 강도를

가지도록 기어치의 설계를 변경하는 것으로 기어 치폭, 모듈 및 잇수 증가, 정밀도 향

상 및 전위계수(profile shift coefficient) 조정 등이다. 이러한 두 가지 접근법을 상황

에 따라 적절히 활용함으로써 비토크 하중의 영향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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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A. 평균 변형률 측정값

A.1. 50% 토크조건

Table A.1 Modified peak strain at 50% torque

Gauge

number

LSPG, um/m HSPG, um/m

Planet 1 Planet 2 Planet 3 Planet 4 Planet 1 Planet 2 Planet 3

4 N/A N/A N/A N/A 252.191 297.415 442.958

5 N/A N/A N/A N/A 473.561 533.793 420.845

6 103.606 217.676 114.572 121.121 129.213 198.832 41.546

7 N/A N/A N/A N/A 39.521 53.125 201.991

8 N/A N/A N/A N/A 414.925 476.061 469.923

9 2.782 0.925 0.000 0.000 393.319 447.752 212.568

10 105.673 204.094 127.608 135.222

11 378.587 408.958 389.103 465.194

12 555.514 484.249 515.742 720.569

13 137.500 264.583 159.563 179.951

14 112.593 209.966 133.416 147.479

15 55.546 152.461 109.505 58.814

16 200.638 265.795 230.582 244.561

17 199.736 204.687 199.104 292.149

18 107.649 70.886 80.479 247.895

19 1.377 0.722 0.560 45.358

21 215.171 218.451 212.396 308.343

22 226.234 309.555 307.979 193.758

23 381.436 417.118 404.197 415.524

25 202.059 157.874 149.161 361.480

26 4.013 0.333 0.755 91.442

28 425.148 422.623 417.877 523.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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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2. 75% 토크조건

Table A.2 Modified peak strain at 75% torque

Gauge

number

LSPG, um/m HSPG, um/m

Planet 1 Planet 2 Planet 3 Planet 4 Planet 1 Planet 2 Planet 3

4 N/A N/A N/A N/A 390.688 438.052 563.220

5 N/A N/A N/A N/A 625.826 695.269 595.390

6 211.371 327.759 260.321 259.688 273.264 377.284 112.138

7 N/A N/A N/A N/A 100.171 145.994 295.834

8 N/A N/A N/A N/A 589.968 663.755 618.370

9 1.851 33.387 9.391 1.249 573.583 644.050 391.670

10 236.875 308.246 265.538 282.706

11 525.002 526.670 519.983 618.351

12 747.905 656.806 672.375 911.187

13 298.879 396.141 331.768 363.727

14 250.045 314.993 280.491 308.476

15 126.622 256.562 220.819 125.804

16 308.467 384.665 350.727 349.466

17 322.580 334.093 323.819 402.745

18 259.289 207.810 212.202 382.181

19 37.355 9.758 15.653 145.275

21 349.273 357.813 343.734 427.878

22 271.518 370.840 385.752 244.402

23 467.585 507.768 509.284 498.825

25 369.480 303.117 315.534 508.191

26 93.577 27.063 35.704 261.668

28 421.009 344.885 359.105 580.025



228

A.3. 100% 토크조건

Table A.3 Modified peak strain at 100% torque

Gauge

number

LSPG, um/m HSPG, um/m

Planet 1 Planet 2 Planet 3 Planet 4 Planet 1 Planet 2 Planet 3

4 N/A N/A N/A N/A 480.060 547.818 675.626

5 N/A N/A N/A N/A 765.709 859.616 751.809

6 329.508 445.978 416.966 414.104 445.156 576.457 257.696

7 N/A N/A N/A N/A 198.541 262.318 402.821

8 N/A N/A N/A N/A 759.532 843.333 759.876

9 18.582 97.053 68.969 42.406 745.302 833.537 542.955

10 341.505 404.438 392.110 418.698

11 659.487 643.325 658.245 759.908

12 920.946 806.507 836.220 1070.154

13 450.025 523.989 494.420 543.513

14 364.327 424.543 415.913 449.576

15 199.195 337.460 309.453 197.764

16 411.597 488.533 456.350 446.734

17 435.572 448.479 433.189 507.907

18 400.059 348.970 345.156 511.677

19 149.666 70.731 74.177 281.060

21 455.835 466.009 450.685 530.234

22 318.649 439.424 451.177 292.666

23 544.839 605.793 606.010 577.680

25 495.903 465.130 465.146 639.047

26 250.890 160.323 168.379 447.847

28 574.939 528.269 539.761 739.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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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4. 100% 토크 + 축력 조건

Table A.4 Modified peak strain at 100% torque and axial force

Gauge

number

LSPG, um/m HSPG, um/m

Planet 1 Planet 2 Planet 3 Planet 4 Planet 1 Planet 2 Planet 3

4 N/A N/A N/A N/A 486.585 546.979 682.349

5 N/A N/A N/A N/A 780.254 850.792 764.857

6 315.176 421.823 397.748 398.482 466.857 559.853 271.485

7 N/A N/A N/A N/A 179.238 242.710 410.149

8 N/A N/A N/A N/A 749.823 831.819 781.983

9 21.137 89.563 53.719 39.291 757.244 843.888 582.382

10 359.943 409.194 391.411 427.094

11 656.005 649.756 666.694 764.054

12 892.809 811.845 850.995 1063.546

13 459.411 520.685 478.362 543.317

14 381.322 430.327 423.430 459.230

15 214.069 324.157 302.197 216.697

16 413.687 472.038 442.666 451.505

17 439.836 445.186 427.496 510.760

18 399.696 354.458 341.656 508.017

19 142.590 73.776 68.552 263.992

21 457.323 464.880 449.761 531.911

22 320.049 428.798 438.312 307.836

23 539.114 594.736 592.409 578.618

25 502.508 465.967 471.506 636.403

26 243.619 158.809 159.759 417.420

28 589.017 546.992 553.386 742.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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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5. 100% 토크 + 반경방향 힘 조건

Table A.5 Modified peak strain at 100% torque and radial force

Gage

number

LSPG, um/m HSPG, um/m

Planet 1 Planet 2 Planet 3 Planet 4 Planet 1 Planet 2 Planet 3

4 N/A N/A N/A N/A 471.855 556.798 658.707

5 N/A N/A N/A N/A 758.022 859.034 743.254

6 328.098 445.281 399.403 393.096 439.822 570.872 257.609

7 N/A N/A N/A N/A 173.088 250.020 384.821

8 N/A N/A N/A N/A 749.982 849.658 755.052

9 10.823 85.585 56.183 25.230 759.423 853.359 543.623

10 334.181 411.764 396.682 403.615

11 651.795 657.540 676.179 756.389

12 924.396 837.551 878.639 1087.217

13 415.708 520.363 495.904 516.281

14 362.860 436.986 414.034 431.656

15 188.036 328.898 313.585 211.650

16 395.398 476.002 461.870 453.175

17 428.543 444.716 450.154 518.043

18 395.301 348.953 370.221 520.619

19 141.421 68.441 109.098 281.458

21 445.624 463.953 464.224 531.841

22 348.504 458.587 454.503 315.613

23 564.984 610.292 604.976 593.958

25 512.591 444.669 474.254 655.242

26 257.468 135.007 165.234 453.764

28 600.583 522.577 556.580 764.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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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6. 100% 토크 + 모멘트 조건

Table A.6 Modified peak strain at 100% torque and moment

Gage

number

LSPG, um/m HSPG, um/m

Planet 1 Planet 2 Planet 3 Planet 4 Planet 1 Planet 2 Planet 3

4 N/A N/A N/A N/A 476.912 558.102 677.423

5 N/A N/A N/A N/A 767.377 859.219 764.561

6 341.222 445.051 403.573 427.293 453.467 566.761 277.683

7 N/A N/A N/A N/A 177.022 239.087 393.200

8 N/A N/A N/A N/A 749.334 827.119 765.550

9 24.083 103.430 59.868 42.855 762.613 837.412 563.596

10 359.114 415.490 383.549 419.840

11 653.994 644.079 644.310 750.428

12 892.286 794.494 811.087 1043.331

13 461.948 542.025 481.601 540.974

14 380.404 435.248 407.274 457.160

15 183.263 321.163 297.185 195.453

16 391.943 476.398 445.577 444.615

17 428.346 457.011 439.349 507.109

18 397.498 372.510 360.409 503.800

19 153.002 93.440 90.769 283.090

21 461.792 483.061 461.677 534.413

22 307.913 419.042 445.843 295.320

23 539.259 593.654 602.281 579.189

25 521.890 477.402 492.636 661.123

26 275.529 177.731 187.341 463.448

28 602.237 551.272 568.682 761.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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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7. 100% 토크 + 복합하중 조건

Table A.7 Modified peak strain at 100% torque and complex loads

Gage

number

LSPG, um/m HSPG, um/m

Planet 1 Planet 2 Planet 3 Planet 4 Planet 1 Planet 2 Planet 3

4 N/A N/A N/A N/A 482.397 559.404 681.196

5 N/A N/A N/A N/A 767.070 856.340 756.300

6 338.095 435.290 395.209 417.266 446.139 558.324 260.516

7 N/A N/A N/A N/A 168.923 219.895 379.857

8 N/A N/A N/A N/A 750.175 820.493 767.204

9 38.020 102.905 65.194 50.205 767.512 842.064 574.879

10 379.876 418.959 395.895 433.126

11 665.055 647.864 656.107 760.175

12 884.379 789.802 813.741 1040.695

13 483.479 536.119 489.548 549.722

14 396.958 438.016 416.748 466.032

15 210.048 344.115 321.129 209.654

16 407.410 483.098 455.032 444.037

17 430.944 445.250 433.011 505.227

18 399.095 352.824 351.234 511.733

19 141.005 70.246 76.744 272.362

21 460.323 467.743 452.843 531.641

22 314.119 438.314 444.223 297.935

23 556.756 613.138 618.618 595.447

25 511.726 453.817 486.526 649.458

26 271.774 153.565 189.821 453.837

28 587.967 521.547 559.121 745.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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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 of Non-torque Loadings on the Life of

3 Point Suspension Gearbox for Wind Turbine

Ju-Seok Nam

Abstract

The gearboxes used for wind turbines are a large-size gearbox that weighs

tens of tons. Their maintenance cost is high because of the difficulty in

installation and repair, and they are considered one of the components that

increase the power generation cost of wind turbines significantly due to long

outage hours. Their failure rate is relatively high despite the long-time experience

of designing and manufacturing for industrial large gearboxes has been applied,

and the effect of non-torque loadings is one of the causes paid the most attention

nowadays. The non-torque loadings mean the other freedom of loads except for

torque, and mainly induced from wind loads and self-weight of wind turbine

blades. Although these non-torque loadings are input to the gearbox through drive

line, their effect has not been reflected in the practical design and test process.

There are no international standards or guidelines considering non-torque loadings,

and the related study is also insufficient.

This study has been conducted to experimentally evaluate the quantitative

effect of non-torque loadings on the life of wind turbine gearbox. The research

object was 2 MW-class gearbox used for 3 point suspension drive train which is

the commonly used type for wind turbine gearbox.

The gear tooth stresses, induced from loading condition including torque, are

the key indices to evaluate the strength of gears(load capacity). The calculation

equations of international standards for the gear tooth stresses were reviewed, and

the scale-down model was constructed to simulate the tooth stresses of the

research object(prototype gearbox). The specified scale-down model was verif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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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commercial gear analysis program.

A gearbox test rig with non-torque loadings capacity has been developed to

test the scale-down model. In the test rig, the torque and rotational speed are

controlled by input motor and dynamometer of 110 kW capacity, respectively. 5

degree of freedom non-torque loadings can be individually applied by three axial

and two radial linear hydraulic actuators. The test rig copied the layout of 3 point

suspension drive train by using the same type of main bearing as that of the

drive train.

The gear tooth stresses are mainly influenced by load distribution

characteristics in the tooth face width and load sharing characteristics among

planet gears. The load distribution and load sharing characteristics of the

scale-down model according to loading condition were measured by strain gauges

attached on the tooth root of ring gears of low speed planetary gearset(LSPG) and

high speed planetary gearset(HSPG) of the scale-down model. During

measurement, the errors from manufacturing tolerance of planet gears and

attachment locations of strain gauges were compensated. Also, using the

measurement results, gear tooth stresses and life were calculated by equations of

international standards.

The scale-down model test was conducted as a comparative experiment

between only torque and torque plus non-torque loadings conditions. The

non-torque loadings were damage equivalent loads and the magnitude was 16.5 kN

of axial force, 40 kN of radial force, and 14.6 kNm of moment. Also, the rated

torque was 22 kNm.

The main findings from the test were as follows:

1) The load distribution and load sharing became uniform as the torque level

increased. The pin hole position error of planet carriers had a great effect on the

results. These are well agreed characteristics with the known research findings.

2) The radial force was the main non-torque loading component to cause

non-uniform load sharing among planet gears. The load sharing factor were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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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rgest when the radial force was applied.

3) The face load factor was varied according to the meshed planet gear even

in the same gauge group. Also, the load distribution characteristics did not show

significant changes when non-torque loadings were added, and in a certain gauge

group, the load distribution in the tooth face width became more uniform in the

only torque condition compared to adding non-torque loadings condition. This is

because the face load factor is influenced by complex causes including not only

loading conditions, but also manufacturing error, backlash, and misalignment of

gears. The effect of non-torque loadings on the face load factor was relatively

small.

4) The main influencing non-torque loading components for the mesh load

factor were the radial force and moment. The increase of mesh load factor was

about 3% when the radial force and moment were added, and about 1.5% when

the complex loads were applied, compared to the only torque condition. The effect

of axial force, however, was not significant. This is because of the characteristics

of the test rig and loading component: the non-torque load is mainly absorbed at

the main bearing, and only small magnitude is transferred to the experiment

gearbox. The radial force and moment could misalign the radial gear mesh to a

greater extent than the axial force, resulting in non-uniform load sharing among

the planet gears. The effect of the complex loads on the mesh load factor was

smaller than the radial force and moment because of cancellation effect of some

non-torque loading components when they were simultaneously applied.

5) The location of the planet gears and gauge group where the greatest mesh

load factor and face load factors appeared were different. This means that

manufacturing and assembly errors of gears affected the mesh load factors and

face load factors differently. This topic needs to be researched further.

6) The combined effects of the face load factor and mesh load factor have

affected on the stress and life of planet gears. The radial force and moment were

main influencing non-torque loading components on the stress increase and life

reduction. The axial force slightly increased planet gear life, and the compl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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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ads significantly increased planet gear life. The effects of the axial force and

complex loads on the life would be varied depending on the main bearing stiffness

and phase of non-torque loading components, respectively.

7) The life of gearbox varies according to gear specifications including material

properties, operational conditions including lubrication, the magnitude of torque and

non-torque loadings etc even in the same conventional type gearbox. The life

reduction due to increased gear tooth stresses, therefore, should be calculated

considering the overall internal and external environments of applied gearbox.

The gear tooth stresses are increased by changed load distribution and load

sharing characteristics when a certain non-torque loadings was applied. The life of

gearbox is reduced because of these stress rise. The reduction amounts are varied

according to gear specifications including material properties, operational conditions

including lubrication, the magnitude of torque and non-torque loadings, etc.

Two kinds of approaches are possible to prevent the premature failure of the

gearbox from non-torque loadings. The first is to reduce the amounts of

non-torque loadings transmitted to internal gearbox components. It can be realized

from the adjustment of stiffness and damping characteristics of the main bearing

and gearbox torque arms. The second is to modify gear design to have larger

strength. It include the application of larger face width, module and number of

teeth, the increase of accuracy grade and the adjustment of profile shift coefficient,

etc. The effect of non-torque loadings can be reduced by applying these two

approaches according to requirements and environmental conditions.

Keywords : gearbox, non-torque loadings, similarity theory, conventional type,

wind turbine, load sharing, load distrib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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