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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최근 친환경 농업 기계의 개발 및 보급에 대한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농업기계 파워트레인의 전동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전동화 된 

농업용 UTV의 기어박스에서 발생하는 기어 물림으로 인한 고주파 

순음은 탑승자 및 작업자에게 불쾌감을 주므로, 농업용 UTV의 진동과 

소음의 성능 개선을 위해서는 기어박스에서 발생하는 방사 소음을 

감소시켜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하우징의 최적 설계를 통해 기어박스의 방사 소음을 

저감하였다. 먼저 연구 대상인 농업용 UTV 기어박스에 대해 랩 

테스트를 수행하여 기어박스의 진동/소음 성능과 기어박스의 주요 

가진원을 파악하였다. 시험 결과로부터 기어박스 하우징의 진동 및 방사 

소음 수준을 파악하였으며, 기어박스를 가진하는 주요 성분이 1단 기어 

쌍에서 발생하는 기어의 전달 오차의 1차 하모닉 성분임을 확인하였다. 

기어박스 하우징의 최적화를 수행하기 위하여 기어 시스템의 동역학 

해석 모델과 구조-음향 연성 해석 모델을 개발하였다. 진동 및 소음 

해석 결과, 주요 영역에서 시험 및 해석 결과가 진동은 0.1 dB 이내, 

소음은 0.2 dB(A) 이내의 오차를 보여 모델이 신뢰성을 갖는다고 

판단하였다. 개발된 구조-음향 연성 해석 모델을 바탕으로 위상 

최적화를 수행하여 하우징을 최적 설계하였다. 하우징 주변의 음압 

레벨을 목적 함수로 사용하여 위상 최적화를 수행하였으며, 방사 소음을 

저감할 수 있는 하우징의 최적 형상을 도출하였다. 최적화 결과를 

토대로 하우징 리브를 설계하였으며, 운행 영역에서 약 2.43 dB(A)의 

방사 소음 개선 효과를 확인하였다.  

 

주요어 : 기어박스, 기어 와인 소음, 구조-음향 연성 해석, 위상 최적화 

학  번 : 2019-21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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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1.1 연구 배경 
 

최근 트랙터, 콤바인과 같은 대형 농업 기계 이외에 UTV(utility 

task vehicle)와 같이 다양한 작업이 가능하고 조작이 용이한 다목적 

차량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수행되고 있다. 농업용 UTV는 작업이나 

운행에 필요한 출력이 작고 파워트레인(powertrain)이 단순하여 대형 

농업 기계에 비해 전동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1,2]. 그러나 많은 

농업용 UTV는 캐빈(cabin)이 아닌 ROPS(rollover protection 

structure)가 장착되어 있고, 그 구조가 간단하여 흡차음 요소가 

부족하므로 작업자는 파워트레인에서 발생하는 소음에 직접적으로 

노출된다. 기존 내연기관의 파워트레인에서는 엔진 소음이 가장 큰 

소음원이었으나, 전동화된 파워트레인에서는 구동모터와 기어박스의 

소음이 주된 소음원으로 작용한다[3]. 기어박스에 발생하는 소음 중 

가장 주된 소음은 기어 소음이며, 기어 순음(pure noise)이 전체 소음 

레벨(overall noise level)보다 10 dB가 낮을 때에도 사람의 귀에 

감지된다[4]. 

기어의 동력 전달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어의 물림 강성 변화(mesh 

stiffness variation)와 정렬 오차(misalignment)는 기어의 전달 

오차(gear transmission error)를 유발하며, 이는 기어박스의 

가진원으로 작용한다[5,6]. 기어 가진으로 인한 진동은 축과 베어링을 

통하여 하우징으로 전달되며, 하우징 표면에서 소음의 형태로 방사된다. 

일반적으로 기어박스 하우징의 진동이 감소하면 하우징에서 방사되는 

소음도 감소하게 된다. 그러나 하우징의 형상 및 방사 효율(radiation 

efficiency)을 고려할 경우, 특정 주파수 영역에서 진동은 감소하였으나 

소음은 오히려 증가하는 경우도 존재한다[7,8]. 따라서 기어박스 

하우징의 방사 소음을 정확하게 예측하기 위해서는 기어박스의 진동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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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기어박스와 주변의 진동-음향(vibro-acoustics) 거동을 고려한 

연구가 필요하다[9,10]. 본 연구에서는 구조물의 진동-음향 거동을 

고려하기 위하여 구조-음향 연성(structural-acoustic coupled) 해석을 

수행하였다. 

기어 물림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기어박스 하우징의 방사 소음을 

저감하는 방법으로는 크게 기어 제원(gear macro & micro geometry)을 

최적화하여 가진력을 감소시키는 방법[11]과 소음이 방사되는 하우징의 

형상을 최적화하는 방법이 있다. 하우징 형상 최적화는 소음과 진동 

취약부의 형상 수정을 통해 이루어지며, 기존 설계 이후에도 비교적 

쉽게 수정이 가능하여 소음 저감에 효과적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하우징의 형상을 최적화하여 하우징에서 방사되는 소음을 저감하였다. 

결론적으로 농업기계 파워트레인의 전동화가 진행됨에 따라 

기어박스에서 발생하는 소음의 저감이 요구되고 있으며, 기어박스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정확하게 예측하기 위해서는 기어박스의 전체 요소 및 

기어박스와 주변의 구조-음향 상호작용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구조-음향 연성을 고려한 기어박스의 

방사 소음을 예측하기 위하여 기어박스 1  및 기어박스 구동에 필요한 

기어 시스템2에 대한 해석 모델을 개발하였다. 이후 개발된 해석 모델을 

이용하여 기어박스 하우징의 형상을 최적화함으로써 기어박스의 방사 

소음을 저감하였다. 

  

                                            
1 기어, 베어링, 축, 하우징 등으로 구성된 시스템 
2 기어박스 및 기어박스 구동을 위한 주변 요소를 모두 포함하는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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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 동향 
 

1.2.1 기어박스 방사 소음 예측 
 

Tanaka 등은 2단 헬리컬 기어박스의 방사 소음 예측 방법을 

제시하였다[12]. In-house code를 이용한 유한요소(finite element) 

해석으로 기어 진동 해석을 수행하였다. 기어 진동 해석 결과를 

바탕으로 베어링 반력을 도출하였고, 도출된 반력을 기어박스 하우징의 

유한요소 모델에 입력하여 기어박스 하우징의 진동 응답(vibration 

response)을 계산하였다. 또한, 하우징 진동 해석 결과를 하우징 

표면의 가속도 시험 결과와 비교함으로써 해석 결과를 검증하였다. 소음 

해석은 상용 소프트웨어인 SYSNOISE를 활용하였으며, 하우징 표면 

진동 응답 결과를 경계 요소(boundary element) 모델에 경계 

조건(boundary condition)으로 입력하여 기어박스 주변 음압 레벨을 

예측하였다.  

Guo 등은 집중 매개변수 모델(lumped mass parameter model)을 

활용하여 기어박스의 방사 소음 예측 방법을 제시하였다[13]. 기어, 

베어링 및 축을 집중 매개변수로 모델링하였으며, 유한요소 해석 결과와 

비교하여 모델의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또한, 소음 해석은 경계 요소 

해석 기법을 사용하였으며, 기어박스 주변 음향 공간의 경계 요소 

모델을 이용한 소음 해석 결과를 자유 음장(free field) 내 

모노폴(monopole)의 음압 결과 및 실제 시험 결과와 비교하며 해석 

모델의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Mordillat 등은 유한요소 해석을 통한 파워트레인의 방사 소음 예측 

방법을 제시하였으며, 유한요소 해석 모델의 축소 기법(model 

reduction method)을 이용하여 적은 계산량으로 방사 소음을 

예측하였다[14]. 엔진 하우징 및 음향 공간의 유한요소 모델을 

개발하고, 정적 압축(static condensation) 방법으로 모델을 개선하였다. 

축소된 유한요소 모델을 이용하여 평판 커버(cover)가 엔진 주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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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 레벨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신뢰성 있는 모델 개발을 위하여 모델 검증 시험을 수행한 선행 

연구들은 기어, 축, 베어링 모델을 이용하여 기어의 진동을 계산하고 

하우징 진동을 도출한 후 시험 결과와 비교하였다. 그러나 예측 모델의 

검증을 위한 기어박스 시험에서는 그림 1과 같이 기어박스뿐만 아니라 

시험 베드, 시험 리그(test rig), 모터, 커플링, 토크미터 등 다양한 

요소들이 포함된다. 이러한 요소들은 기어박스 모델의 경계 조건에 

영향을 미쳐 기어의 물림에 의한 가진력을 변화시킬 수 있으므로 정확한 

예측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시험에 사용된 모든 요소의 동적 특성이 

해석 모델에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Figure 1 Various components used in gearbox test. 

 

1.2.2 기어박스 하우징 형상 최적화 
 

Inoue 등은 기어박스 하우징의 진동과 방사 소음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리브(rib) 위치를 최적화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8]. 유전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음향 파워(sound power)와 진동 에너지를 

최소화하는 하우징 리브의 배치를 찾아내었다. 대부분의 경우, 진동 

에너지가 작은 리브 배치에서 소음 레벨이 낮게 나타났으며, 리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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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어박스 하우징의 베어링 부착부 근처에 배치할 때 가장 효과적이라고 

보고하였다. 

최근 들어서는 다양한 분야에서 구조물의 최적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위상 최적화(topology optimization) 기법을 사용하고 있다[15-

21]. Liang 등은 변속기 기어박스의 저중량 설계를 위하여 위상 최적화 

기법을 사용하였다[17]. 기어박스 하우징의 베어링 부착부에 베어링 

반력을 입력하여 하우징을 가진하였으며 위상 최적화를 통해 재질 

분포를 찾아냄으로써 하우징 형상을 최적화하였다. 최적화 결과, 하우징 

중량이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진동 수준과 고유 진동수는 낮아졌음을 

확인하였다. 

Ogata 등은 변속기 기어박스의 고강성 설계를 위해 위상 최적화 및 

형상 최적화 기법을 사용하였다[18]. 베어링 반력으로 변속기 하우징을 

가진하여 위상 최적화를 수행하였다. 위상 최적화 결과를 이용하여 리브 

및 보강재의 위치를 선정한 후 리브 초기 설계를 수행하였고, 리브의 

최적 두께를 찾아내기 위하여 형상 최적화 기법을 사용하였다. 최적화 

결과, 강성 기준은 만족하면서 중량은 감소한 하우징의 형상을 

도출하였다. 

Ide 등은 유한요소 및 경계 요소 해석을 기반으로 한 방사 소음 

예측 방법과 위상 최적화 기법을 이용하여 하우징 형상을 

최적화하였다[19]. 유한요소 해석을 이용하여 하우징 진동을 해석한 후 

진동 해석 결과를 경계 요소에 입력하여 음향 공간을 가진하였다. 

하우징 중량과 단일 지점의 음압을 모두 최소화할 수 있는 위상 최적화 

조건을 제시하였으며, 중량과 방사 소음을 모두 감소시킬 수 있는 

하우징 형상을 도출하였다. 

Fang 등은 전기 자동차 파워트레인의 음질 개선을 위하여 위상 

최적화 기법을 사용하였다[20]. 모터 가진력과 기어 물림 힘(gear 

mesh force)을 통해 하우징을 가진하였으며 경계 요소를 이용하여 방사 

소음 해석을 수행하였다. 음압 레벨을 목적 함수로 하는 위상 최적화를 

정의하여 하우징 보강 위치를 선정하였으며, 하우징 최적화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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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어박스의 음질이 개선되었음을 확인하였다. 

Son 등은 농업용 동력 운반차에서 기어박스 하우징의 방사 소음을 

저감하기 위하여 위상 최적화 방법을 사용하였다[21]. 하우징의 위상 

최적화를 위해 ERP(equivalent radiated power)를 목적 함수로 

사용하였으며, 위상 최적화 결과 ERP가 감소된 하우징의 형상을 

도출하였다. 

하우징 형상 최적화와 관련한 많은 선행 연구의 경우, 최적화에 

사용된 모델에 대한 검증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았다. 또한, ERP와 같은 

변수는 방사 효율을 고려하지 않으므로 저주파에서의 소음 수준을 과대 

평가하는 경향이 있어 실제 하우징의 방사 소음을 최적화하기 위한 

변수로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진동 및 소음 해석 모델을 

개발한 후 이를 시험 결과와 비교함으로써 검증된 모델을 사용하여 

최적화를 수행하였다. 검증된 모델의 음압 해석 결과를 목적 함수로 

사용하여 더욱 신뢰성 있는 하우징의 최적화 형상을 찾고자 하였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기어박스 방사 소음 예측 연구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검증 시험에 사용된 모든 요소를 반영하여 

시뮬레이션 모델을 개발하였다. 이를 통해 기어박스뿐만 아니라 

기어박스 구동에 필요한 모든 요소를 포함하는 시뮬레이션 모델을 

개발하였으며, 보다 정확한 기어 물림에 의한 가진력을 모델에서 

구현하였다. 또한, 정확한 기어 가진력이 구현됨으로서 기존의 기어박스 

하우징 형상 최적화와 관련한 선행 연구의 한계점이었던 시뮬레이션 

모델에 대한 시험 검증도 수행되었다. 마지막으로, 검증된 모델을 

이용하여 하우징의 형상을 최적화할 때에는 목적 함수로 방사 효율이 

고려된 음압을 사용함으로써 더욱 신뢰성 있는 최적화 결과를 얻어 기존 

연구의 한계를 보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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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기어박스의 소음 저감을 위하여 구조-음향 연성 

해석을 이용한 기어박스 하우징의 형상을 최적화하는 것이다.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과정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용 전기차 기어박스에 대한 랩 테스트(laboratory test)를 

통하여 기어박스의 소음 특성을 파악한다. 입력축 속도에 따라 

기어박스 하우징의 진동과 주변 음압 레벨을 분석함으로써 주요 

소음원을 규명하고, 하우징 형상 최적화에 사용할 가진원을 

결정한다. 

 

2) 기어박스와 기어박스 시험에 사용되는 모든 요소의 동적 특성을 

포함한 기어박스 하우징의 동역학 예측 모델을 개발한다.  

 

3) 구조-음향 연성 해석을 위한 기어박스 하우징 주변 음향 공간의 

유한요소 모델을 개발하고, 기어박스 방사 소음 예측 모델을 

개발한다. 

 

4) 개발된 동역학 및 방사 소음 예측 모델을 시험 결과와 비교하여 

예측 모델의 타당성을 검증한다. 

 

5) 위상 최적화 기법을 이용하여 기어박스 주변 음압 레벨을 

최소화할 수 있는 하우징 형상에 대한 최적화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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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Flowchart for optimizing the shape of gearbox hou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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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기어 시스템의 진동 소음 특성 
 

 

구조물의 구조 기인(structure-borne) 소음은 소음원으로부터 

진동계 및 전달계를 통해 사람에게 전달된다. 기어박스의 경우, 그림 

3과 같이 기어가 소음원이 되어 축과 베어링을 통해 하우징에서 소음이 

방사된다. 

 

Figure 3 Gear noise energy flow diagram. 

기어 소음은 크게 와인(whine) 소음과 래틀(rattle) 소음으로 

구분된다. 기어 래틀 소음은 엔진 토크 변동과 같은 외력에 의해 

발생하기 때문에 전동식 기어박스에서는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기어 물림에 의한 강성 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기어 와인 

소음의 특성을 정리하였다. 

기어의 물림 현상은 기어 물림 강성(gear mesh stiffness)과 기어 

치의 탄성 변형(elastic deformation of gear tooth)으로 나타낼 수 있다. 

𝐺𝑒𝑎𝑟 𝑚𝑒𝑠ℎ 𝑓𝑜𝑟𝑐𝑒 = 𝐺𝑒𝑎𝑟 𝑚𝑒𝑠ℎ 𝑠𝑡𝑖𝑓𝑓𝑛𝑒𝑠𝑠 × 𝐺𝑒𝑎𝑟 𝑡𝑜𝑜𝑡ℎ 𝑑𝑒𝑓𝑜𝑟𝑚𝑎𝑡𝑖𝑜𝑛 

기어의 물림 강성은 제작 오차로 인한 불완전한 기어 

프로파일(imperfect gear profile)과 작용 하중으로 인한 탄성 변형으로 

인하여 롤 각(roll angle)에 따라 변화하며, 기어 쌍의 물림률(contact 

ratio)에 영향을 받는다. 그림 4와 5는 각각 단일 기어의 강성 변화와 

기어 쌍의 물림 강성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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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Change in single tooth stiffness during gear meshing. 

 

Figure 5 Change in gear mesh stiffness during gear meshing[22]. 

이상적인 경우, 피니언이 𝜃 만큼 회전하면 기어는 𝜃 만큼 회전하게 

되고, 두 개의 각은 식 (2.1)과 같은 관계를 갖는다[23]. 

 𝜃 = 𝜃 ×
𝑟

𝑟
 (2.1) 

 where, 𝜃 &𝜃 : gear rotation angle, deg 

𝑟 &𝑟 : radius of base circle,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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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그림 5와 같은 기어의 물림 강성 변화와 기어 시스템 

변형(system deflection)으로 인해 발생하는 기어의 정렬 오차 등으로 

그림 6과 같이 실제 기어의 회전 각도와 이상적인 기어의 회전 각도 

사이에 편차가 발생하며, 실제 움직인 각도는 식 (2.2)와 같이 나타난다. 

  

(a) Ideal gear pair (b) Actual gear pair 

Figure 6 Gear motion diagram. 

 𝜃 = 𝜃 + ∆𝜃  (2.2) 

 where, 𝜃 : actual gear rotation angle, deg  

∆𝜃 : gear rotation angle deviation, deg 
 

기어의 정적 전달 오차(STE, static transmission error)는 기어 

쌍의 작용선(line of action) 상에서 실제 기어의 회전 각도와 이상적인 

기어의 회전 각도에 대하 변위 차이(displacement difference)로 

표현된다. 

 𝑆𝑇𝐸 =  𝜃 𝑟 − 𝜃 𝑟  (2.3) 

식 (2.3)의 정적 전달 오차도 기어의 물림 강성과 같이 기어의 롤 

각에 따라 변화하며, 롤 각에 따른 전달 오차를 푸리에 변환(Fourier 

transform)을 이용하여 하모닉 성분으로 표현할 수 있다. 기어 

시스템의 동적 거동 관점에서, 기어의 정적 전달 오차에 대한 하모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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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은 기어의 평균 물림 강성(average mesh stiffness)과 곱해져 

변동하는 힘 성분으로 나타낼 수 있으며, 이는 시스템 동적 거동의 주요 

가진력으로 작용한다[5]. 기어의 가진력으로 인해 발생하는 기어 진동은 

그림 7과 같이 기어 블랭크(gear blank), 축 및 베어링을 거쳐 

하우징으로 전달되어 소음의 형태로 방사되며, 식 (2.4)로 표현되는 

기어 물림 주파수(gear mesh frequency)에서 좁은 대역(narrow 

band)의 순음으로 나타난다. 

 𝑓 = 𝑓 × 𝑧 × 𝑁 (𝑁 = 1,2,3 … ) (2.4) 

 where, 𝑓 : gear mesh frequency, Hz 

𝑓 : input shaft rotation frequency, Hz 

𝑧: number of pinion teeth 

 

 

 

Figure 7 Acoustic source, path, and receiver of gear system[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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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기어 시스템의 진동 소음 시험 
 

 

3.1 연구 대상 UTV 기어박스 
 

농업용 UTV는 농경지에서 가까운 거리의 농산물 운반 작업을 

목적으로 설계되었으며, 적재 장치를 갖추고 최대 출력 18 kW 이하의 

엔진 또는 구동 모터가 부착된 차량으로, 표 1에 제시된 조건을 

만족하는 그림 8과 같은 구조의 운반 기계를 말한다[25]. 

Table 1 Registration standard for agricultural UTV 

 Riding type Walking type 

Max. travel speed, km/h below 30 Below 7 

Loading capacity, kg 300 – 1,000 80 – 500 

Loading area, m2 above 1.0 above 0.5 

 

Figure 8 Examples of agricultural E-UTV. 

본 연구의 대상 기어박스는 그림 9와 같은 구조로 농업용 UTV의 

구동 모터에 장착되는 감속 기어박스이다. 기어박스는 2단 헬리컬 

기어와 차동기어장치로 구성되며, 7 kW급 구동 모터로부터 동력을 

전달받아 출력 축 양단에 부착된 차량의 바퀴로 동력을 전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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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어박스 하우징은 알루미늄 소재를 사용하였으며 볼트 체결을 이용하여 

차량에 고정된다. 기어박스에 사용된 기어 제원은 표 2와 같다. 

 

 

Figure 9 Schematic diagram of target gearbox used in this study. 

 

Table 2 Gear specification in target UTV gearbox 

Parameter 
1st stage 2nd stage 

Pinion Wheel Pinion Wheel 

Number of teeth 14 46 21 79 

Facewidth, mm 16 16 18 16 

Normal module, mm 1.75 1.75 

Pressure angle, deg 20 20 

Helix angle, deg 25 25 

Center distance, mm 57 97 

Profile shift coefficient 0.2 -0.7299 0.2 0.0597 

Rated speed, rpm 2,650 806.5 806.5 214.4 

 

기어 제원과 식 (2.4)를 토대로 1, 2단 기어 쌍의 기어 물림 

주파수를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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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𝑓 = 𝑓 × 𝑧 = 14 × 𝑓  

𝑓 = 𝑓 ×
𝑧

𝑧
× 𝑧 =

14

46
× 21 × 𝑓 = 6.3913 × 𝑓  

(3.1) 

 where, 𝑧 : number of 1st stage pinion teeth 

𝑧 : number of 1st stage wheel teeth 

𝑧 : number of 2nd stage pinion teeth 

 

식 (3.1)을 통해 계산된 정격 속도에서의 기어 물림 주파수는 표 

3과 같다. 

Table 3 Gear mesh frequencies at the rated speed 

 Gear mesh frequency, Hz 

Stage fundamental 2nd harmonic 3rd harmonic 

1 618.3 1,236.7 1,855.0 

2 282.3 564.6 8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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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오더 분석 
 

기어박스의 진동과 소음 특성을 규명하기 위하여 오더 분석 시험을 

수행하였다. 오더 분석은 시간에 따라 회전 속도가 변하는 회전 기계의 

진동과 소음을 수치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각각의 기계 요소가 전체 

진동과 소음 레벨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에 적합하다. 오더 분석 

결과는 회전 속도의 증가에 따라 진동과 소음 측정 데이터를 푸리에 

변환(FFT)하여 3차원 그래프(3D colormap)로 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오더 분석을 위하여 SIEMENS사의 Simcenter Testlab과 

Simcenter SCADAS Mobile을 사용하였으며, 시험 중 토크 측정을 

위하여 DEWESoft사의 DEWESoft X3와 DEWE-43A를 사용하였다. 

오더 분석 시험에 사용된 센서는 표 4에 표시하였다. 

Table 4 Specification of test equipment for order tracking analysis 

Equipment Model Specification 

Torquemeter 
HBM 

T22/1kNm 

Nominal torque: 1 kNm 

Nominal speed: 20,000 rpm 

Output signal: ±5 V & 10±8 mA 

Tachometer PCB LT2 Speed range: 100,000 rpm 

Microphone PCB 378B02 
Frequency range: 3.75 to 20,000 Hz 

Dynamic range: 137 dB re 20 μPa 

Accelerometer 

PCB 333B40 
Sensitivity: 500 mV/g 

Frequency range: 0.5 to 3000 Hz  

PCB 352C68 
Sensitivity: 100 mV/g 

Frequency range: 0.5 to 10,000 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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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축의 회전 속도와 출력 축의 부하 토크를 제어하기 위하여 

모터 다이나모미터(dynamometer)를 사용하였다. 모터 다이나모미터는 

인버터를 통해 회전 속도와 부하 토크가 제어되며, 각각의 제원은 표 

5에 나타내었다. 

Table 5 Specification of motor and inverter used in the test 

 Parameter Specification 

Motor 

Motor type AC Induction 

Nominal speed, rpm 2200 

Nominal power, kW 51.5 

Nominal torque, Nm 224 

Inverter 
Normal rating, kW 75 

Heavy rating, kW 55 

 

진동 및 소음 시험 결과에서 인버터 및 다이나모미터의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기어박스를 제외한 다이나모미터만의 오더 분석 시험과 

기어박스를 포함한 전체 기어 시스템의 오더 분석 시험을 각각 

수행하였다. 기어박스 정격 속도가 2,650 rpm임을 고려해 0 ∼ 3,000 

rpm에서 증속(run-up) 시험을 수행하였으며, 부하 토크를 조절하여 7 

kW까지의 성능을 평가하였다.  

증속 시험 과정에서 유의미한 계측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적절한 

센서 위치 선정이 필요하다. 하우징의 거동(behavior)이 잘 나타나지 

않는 위치에 가속도계를 부착할 경우, 가진에 의한 진동 

응답(response)이 명확히 나타나지 않아 해석 결과 검증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모드 형상(mode shape)의 상대적 변위가 큰 지점과 같이 

응답이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위치에 가속도계를 부착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도 적절한 가속도계 부착 위치를 선정하기 위하여 

하우징에 대한 모드 해석을 수행하였다. 모드 해석을 통해 증속 시험 

수행 주파수 영역에서 나타나는 하우징의 모드 형상을 도출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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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 결과를 바탕으로 가속도계 위치를 선정하였다. 선정된 가속도계 

부착 위치는 그림 10에 나타내었다. 

 

(a) housing mode shape (b) accelerometer install position 

Figure 10 Housing mode shape and accelerometer position. 

 

소음 측정을 위한 마이크로폰은 ISO 3744 표준에 따라 시험 

대상체로부터 1 m 떨어진 곳에 설치하였다[26]. 음압 레벨은 식 

(3.2)로 계산되며, 계산된 결과에 A-보정(weighting) 필터를 

적용하였다. 

 
𝑆𝑃𝐿 = 20 × log

𝑃

𝑃
 (3.2) 

 where, 𝑆𝑃𝐿: Sound pressure level, dB 

𝑃 : Measured sound pressure, Pa 

𝑃 : Reference sound pressure, Pa (20μ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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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시험 장치 구성 
 

모터 다이나모미터와 인버터는 기어박스의 진동과 소음 시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기어 시스템의 진동과 소음 시험에 앞서 

기어박스를 제외한 모터 다이나모미터만의 진동과 소음 시험을 

수행하였다. 모터 다이나모미터에 대한 시험 사진과 배치도는 그림 

11과 12에 나타내었다. 

 

Figure 11 Picture of test layout of dynamometer test. 

 

Figure 12 2D layout diagram of dynamometer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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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나모미터 시험을 완료한 뒤 기어 시스템에 대한 진동과 소음 

시험을 위하여 모터 다이나모미터 장치에 기어박스를 장착하였다. 

정확한 진동과 소음 시험 결과의 분석을 위하여 먼저 시험 베드의 

주파수 응답 함수(FRF, frequency response function)를 실험적으로 

구한 뒤 오더 분석 시험을 수행하였다. 기어 시스템에 대한 시험 사진과 

배치도는 그림 13과 14에 나타내었다.  

 

Figure 13 Picture of test layout of gearbox test. 

 

Figure 14 2D layout diagram of gearbox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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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시험 결과 
 

기어 시스템에 대한 진동과 소음 계측 결과를 그림 15와 같이 

3차원 컬러맵 형식으로 나타내었다. 회전 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진동과 

소음 수준이 높게 나타나는 주파수가 변화함을 확인하였으며, 이를 통해 

기어박스의 진동과 소음은 회전체로부터 기인함을 알 수 있었다. 

모터 다이나모미터의 회전 속도 제어는 인버터를 통한 펄스 폭 

변조(pulse width modulation, PWM) 제어를 통해 수행된다. 이 

과정에서 스위칭 주파수(switching frequency)와 그에 대한 조화 

성분(harmonic component)으로 측대파(side band wave)가 발생하며 

그로 인해 전자기 소음이 발생한다[27]. 본 연구에서 사용된 인버터는 

3 kHz의 스위칭 주파수를 가지며 그림 15(a)의 3 kHz 주변 대역에서 

인버터로 인한 전자기 소음 결과를 확인하였다. 또한, 3 kHz의 소음 

성분은 그림 15(b)에 나타난 기어박스의 진동 시험 결과에서는 

나타나지 않았으므로 기어박스의 구조 기인 소음이 아닌 전자기 

소음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다. 

 

(a) Sound pressure level 



 

 22

 

(b) Acceleration 

Figure 15 Results of noise and vibration measurement for gearbox test. 

인버터 소음을 제외한 회전체로 인한 소음원을 규명하기 위하여 

그림 16과 같이 주파수 대역을 1 kHz까지 조절하여 오더 성분들을 

분석하였다. 기어 시스템의 소음 시험 결과, 4, 8, 12, 14차 오더 성분이 

주요 소음 성분임을 확인하였으며, 이 중 4, 8, 12차 오더 성분은 모터 

다이나모미터의 시험 결과에서도 나타났다. 이를 통해 기어 시스템 소음 

시험 결과의 주요 오더 성분 중 4, 8, 12차 오더 성분은 모터 

다이나모미터에서 기인한 소음 성분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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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Gearbox test 

 
(b) Dynamometer test 

Figure 16 Results of noise measurement. 

정확한 비교를 위하여 그림 17에 오더 성분별 음압 레벨을 2D 

그래프로 나타내었다. 4, 8, 12차 오더에서 기어 시스템 시험 결과와 

다이나모미터 시험 결과가 유사함으로 보아 위 오더 성분들은 

다이나모미터에서 기인한 소음 성분으로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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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4th order 

 
(b) 8th order 

 

(c) 12th order 

Figure 17 Comparison of the sound pressure level between the gearbox and 
dynamometer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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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의 2D 그래프에 나타낸 4차 및 8차 오더 성분의 185 Hz와 

314 Hz 주변에서 소음 수준의 크기 차이가 발생하였으며, 이는 해당 

주파수 대역에서 기어박스 공진에 의해 발생한 현상으로 그림 18에 

나타낸 기어박스의 주파수 응답 함수에서 확인하였다[28]. 

 

Figure 18 Frequency response functions of the gearbox test bed. 

그림 16의 기어 시스템 소음 시험 결과에는 앞서 분석한 주요 오더 

성분 외에도 1차 오더 성분(1X 성분)과 그의 하모닉 성분들이 

계측되었다. 해당 성분들은 모터 다이나모미터의 동력이 기어박스 입력 

축으로 전달되는 경로의 스플라인(spline)이 갖는 피치 에러(pitch 

error)와 축의 정렬 오차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으로 

판단되었다[29]. 

결론적으로 기어 시스템 오더 분석을 통해 본 연구에서 사용한 

기어박스에서 발생하는 소음은 14 오더 성분이 가장 크게 기여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식 (3.1)을 통해 14 오더 성분은 1단 기어 쌍의 

1차 하모닉 성분으로부터 발생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기어 

시스템 해석 모델 개발 및 기어박스 하우징 형상의 최적화를 위한 

가진력 성분으로 1단 기어 쌍의 1차 하모닉 성분 가진력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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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기어 시스템의 해석 모델 개발 
 

 

4.1 지배 방정식  
 

농업용 UTV 기어박스와 같은 모델은 형상 및 경계 조건이 

복잡하여 이론 해를 통한 진동 및 음향의 예측이 매우 어렵다. 따라서 

대부분의 경우 유한요소를 통한 수치 해석 기법을 이용하여 근사 해를 

찾아낸다. 기어박스 구조 및 음향계의 유한요소 모델은 각 시스템의 

지배 방정식을 수치 해석으로 풀어냄으로써 근사 해를 얻을 수 있다. 본 

장에서는 식 (4.1)로 표현되는 최소 작용의 원리(Hamilton’s 

principle)를 통해 구조 및 음향계의 에너지 방정식을 유도하였다. 

 
[𝛿(𝑇 − 𝑈) + 𝛿𝑊 ]𝑑𝑡 = 0 (4.1) 

 where, 𝑇: system kinetic energy 

𝑈: system strain energy 

𝛿𝑊 : virtual work done by non-conservative 

forces and moments 

 

탄성 시스템에서 구조 요소에 대한 운동 및 변형 에너지 항은 식 

(4.2), (4.3)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𝑇 = 𝑇 =
1

2
{�̇� } 𝑴 , {�̇� } (4.2) 

 
𝑈 = 𝑈 =

1

2
{𝒘 } 𝑲 , {𝒘 } (4.3) 

 
where, 𝑇 : element kinetic energy 

𝑴 , : structural element mass matrix 

𝑈 : element strain energy 

𝑲 , : structural element stiffness matrix 

𝒘 : element nodal displacement and ro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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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요소에서 소산(dissipative) 및 외부(external) 힘으로 수행되는 

가상 일은 식 (4.4), (4.5)와 같다. 

 
𝛿𝑊 = 𝛿𝑊 , = −{𝛿𝒘 } 𝑪 , {�̇� }  (4.4) 

 𝛿𝑊 = 𝛿𝑊 , = [−{𝛿𝒘 } {𝒇 }] (4.5) 

 where, 𝛿𝑊 : virtual work done by dissipative forces 

𝛿𝑊 , : virtual work done by dissipative forces 

on an element 

𝑪 , : structural element damping matrix 

𝛿𝑊 : virtual work done by external forces 

𝛿𝑊 , : virtual work done by external forces on an 

element 

𝒇 : element nodal force 

앞서 구한 전체 에너지와 가상 일을 식 (4.1)에 대입하면 식 

(4.6)이 된다. 

 

[𝛿(𝑇 − 𝑈) + 𝛿𝑊 ]𝑑𝑡

= 𝛿
1

2
{�̇�} [𝑴 ]{�̇�} −

1

2
{𝒘} [𝑲 ]{𝒘}

− {𝛿𝒘} [𝑪 ]{�̇�} + {𝛿𝒘} {𝒇} 𝑑𝑡 = 0 

(4.6) 

 where, 𝒘: global nodal displacement and rotation 

𝑴 : global structural mass matrix 

𝑲 : global structural stiffness matrix 

𝑪 : global structural damping matrix 

𝒇: global nodal fo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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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4.6)에서 우변의 적분 식을 계산하면 식 (4.7)과 같은 

구조계에서의 운동 방정식을 얻을 수 있다.  

 [𝑴 ]{�̈�(𝑡)} + [𝑪 ]{�̇�(𝑡)} + [𝑲 ]{𝒘(𝑡)} = {𝒇(𝑡)} (4.7) 

음파의 전파 및 방사는 질량 보존식, 모멘텀 보존식 및 상태 

방정식의 세 가지 유체 역학의 기본 방정식에 의해 표현된다[30,31]. 

Conservation of mass 
𝜕𝜌

𝜕𝑡
+ 𝛻 ∙ [𝜌𝒗] = 0 (4.8) 

Conservation of momentum 𝜌
𝜕𝒗

𝜕𝑡
= −𝛻𝑝 (4.9) 

Equation of state 𝑝 =
𝛾

𝜌
𝑝 = 𝑐 𝜌 (4.10) 

 where, 𝜌: density of medium, kg/m3 

𝒗: particle velocity, m/s 

𝜌 : average density of medium, kg/m3 

𝑝: sound pressure, Pa 

𝛾: specific heat ratio 

𝑐: speed of sound, m/s 

 

이 세 가지 식을 결합하여 음장(acoustic field)에서의 시간 및 

공간의 함수로 표현되는 파동 방정식을 식 (4.11)과 같이 얻을 수 있다. 

 ∇ 𝑝 −
1

𝑐

𝜕 𝑝

𝜕𝑡
= 0 (4.11) 

한편, 음향 공간(acoustic cavity)을 구성하는 유체 요소의 운동 및 

변형 에너지 항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𝑇 = 𝑇 =
1

2
{𝜱 } 𝑲 , {𝜱 } (4.12) 

 𝑈 = 𝑈 =
1

2
�̇� 𝑴 , �̇�  (4.13) 

 where, 𝑲 , : acoustic element stiffness matrix 

𝑴 , : acoustic element mass matrix 

𝜱 : element velocity potent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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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요소 경계에서의 소산 효과로 인해 발생한 가상 일 및 

음원(volume acoustic source)에 의해 발생한 가상 일은 다음과 같다. 

𝛿𝑊 = 𝛿𝑊 , = −𝜌 𝛿�̇� 𝑪 , �̇�  (4.14) 

𝛿𝑊 = 𝛿𝑊 , = −𝜌 𝛿�̇� {𝒒 }  (4.15) 

 where, 𝛿𝑊 : virtual work done by acoustic source 

𝛿𝑊 , : virtual work done by acoustic 

source on an element 

𝑪 , : acoustic element damping matrix 

𝑴 , : acoustic element mass matrix 

𝜱 : element velocity potential 

 

식 (4.9)를 통해 속도 포텐셜을 음압에 대해 나타내고 식 (4.6)과 

같은 대입 과정을 거치면 식 (4.16)과 같은 음향계에서의 운동 

방정식을 얻을 수 있다.  

 [𝑴 ]{�̈�(𝑡)} + [𝑪 ]{�̇�(𝑡)} + [𝑲 ]{𝒑(𝑡)} = {𝒒(𝑡)} (4.16) 

그림 16과 같이 음향 공간과 탄성 구조물이 접해있는 경우, 유체-

구조 경계면에서 유체 격자에 작용하는 압력은 구조 영역을 가진하고, 

반대로 구조 격자에 작용하는 압력은 유체 영역을 가진한다. 따라서 

구조계와 음향계의 지배 방정식은 연결되어 하나의 구조-음향 연성 

방정식(structural-acoustic coupled equation)으로 표현되며, 이 

방정식은 앞에서 유도한 구조계와 음향계의 운동 방정식에 유체-구조 

경계면에서의 관계식을 추가함으로써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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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9 Schematic of the structural-acoustic boundary. 

각 격자의 유체-구조 경계면에서 발생하는 가상 일은 식 (4.17)과 

같이 표현된다. 

𝛿𝑊  = 𝛿𝑊  ,

= 𝜌 𝛿�̇� [𝑹 ]{𝒘 }  

(4.17) 

𝛿𝑊  = 𝛿𝑊  ,

= 𝜌 {𝛿𝒘 } [𝑺 ] �̇�  

(4.18) 

 where, 𝑹 : acoustic-structural coupling matrix 

𝑺 : structural-acoustic coupling matrix 
 

이때 결합 행렬은 상호성을 가지며 식 (4.19)와 같은 관계가 

성립한다.  

 [𝑺] = [𝑹]  (4.19) 

지금까지 제시된 음향 요소 및 격자의 에너지, 가상 일들과 구조에 

의해서 유체에 행해진 가상 일을 각각 더해 전체 음향 공간에 대한 

항으로 만든 뒤 식 (4.1)에 대입하면 식 (4.20)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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𝛿(𝑇 − 𝑈) + 𝛿𝑊 + 𝛿𝑊 + 𝛿𝑊  𝑑𝑡

= 𝛿
1

2
𝜌 {𝜱(𝑡)} [𝑲 ]{𝜱(𝑡)}

−
1

2
�̇�(𝑡) [𝑴 ] �̇�(𝑡) − 𝜌 𝛿�̇�(𝑡) [𝑪 ] �̇�(𝑡)

− 𝜌 𝛿�̇�(𝑡) {𝒒(𝑡)} + 𝜌 𝛿�̇�(𝑡) [𝑹]{𝒘(𝑡)} 𝑑𝑡 = 0 

(4.20) 

우변의 적분식을 정리하면 식 (4.21)과 같은 유체-구조 경계면의 

영향을 고려한 음향계의 운동 방정식을 얻을 수 있다. 

 [𝑴 ]{�̈�(𝑡)} + [𝑪 ]{�̇�(𝑡)} + [𝑲 ]{𝒑(𝑡)} − [𝑹]{�̈�(𝑡)} = {𝒒(𝑡)} (4.21) 

음향계와 마찬가지로 전체 구조계의 에너지, 가상일 및 유체로 인한 

구조 경계면에 행해진 가상 일을 식 (4.1)에 대입하면 식 (4.22)와 

같다.  

𝛿(𝑇 − 𝑈) + 𝛿𝑊 + 𝛿𝑊 + 𝛿𝑊  𝑑𝑡

= 𝛿
1

2
{�̇�} [𝑴 ]{�̇�} −

1

2
{𝒘} [𝑲 ]{𝒘}

− {𝛿𝒘} [𝑪 ]{�̇�} + {𝛿𝒘} {𝒇} + 𝜌 {𝛿𝒘} [𝑺] �̇� 𝑑𝑡

= 0 

(4.22) 

우변의 적분식을 정리하면 식 (4.23)과 같은 유체-구조 경계면의 

영향을 고려한 구조계의 운동 방정식을 얻을 수 있다. 

[𝑴 ]{�̈�(𝑡)} + [𝑪 ]{�̇�(𝑡)} + [𝑲 ]{𝒘(𝑡)} − [𝑺]{𝒑(𝑡)} = {𝒇(𝑡)} (4.23) 

최종적으로 식 (4.19), (4.21), (4.23)을 이용하여 식 (4.24)와 

같은 구조-음향 연성 방정식을 얻을 수 있다. 

𝑴𝑺 𝟎

−𝑺𝑻 𝑴𝑭

�̈�(𝑡)

�̈�(𝑡)
+

𝑪𝑺 𝟎
𝟎 𝑪𝑭

�̇�(𝑡)

�̇�(𝑡)
+

𝑲𝑺 𝑺
𝟎 𝑲𝑭

𝒘(𝑡)

𝒑(𝑡)
=

𝒇(𝑡)

𝒒(𝑡)
 (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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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동역학 예측 모델  
 

본 연구에서 사용한 기어 시스템은 축, 베어링, 기어, 하우징으로 

구성된 기어박스와 커플링, 토크미터, 모터 다이나모미터로 구성된 축계 

시스템으로 구성된다. 기어 시스템을 구성하는 모든 요소에 대한 질량, 

강성 및 감쇠 계수를 고려하여 그림 20과 같은 기어 시스템의 동역학 

모델을 구성하였다. 이때, 기어 시스템 모델 구성을 위해 상용 

소프트웨어인 Romax Nexus를 사용하였다[24]. 개발된 시스템 모델의 

질량, 강성, 감쇠 정보를 토대로 식 (4.7)로 제시된 구조계의 운동 

방정식을 풀어 시스템의 동적 거동을 확인하였다. 

 

Figure 20 Dynamic model of gear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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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 베어링, 기어, 하우징과 같은 기어박스 구성 요소는 각 요소의 

제원을 토대로 모델에 반영하였다. 기어 시스템 모델에서 축 강성을 

얻기 위하여 축을 티모셴코 빔(Timoshenko beam) 요소로 가정하였다. 

베어링 강성은 틈새(clearance), 예압(preload)과 장착 방식에 따라 

비선형 강성 특성이 나타나므로 그림 21과 같이 베어링에 작용하는 

하중 조건에서 선형화하여 시스템 모델에 반영하였다[32]. 기어의 물림 

강성은 기어 시스템의 변형(system deflection)과 기어 치의 탄성 

변형으로 인한 비선형성을 고려하기 위하여 FE 기어 치 모델(FE tooth 

model)을 사용하였다[5]. 

 

Figure 21 Linearization of bearing stiffness.  

하우징은 복잡한 3차원 형상을 가지므로 유한요소로 

모델링하였으며, 모델 축소기법을 이용하여 질량 및 강성 모델을 축소한 

후 베어링 외륜과 강체로 연결(rigid body element, RBE)하였다[33,34]. 

하우징의 동특성을 정확히 구현할 수 있는 유한요소 모델을 개발하기 

위하여 실험적 모드 분석(EMA, experimental modal analysis)을 

이용하여 하우징의 고유진동수와 모드 형상(mode shape)을 

비교∙분석하였다[21]. 실험적 모드 분석 결과와 시뮬레이션 결과에 

대하여 고유진동수는 표 6에, 모드 형상은 그림 22에 비교하여 

나타내었으며, 식 (4.25)를 통해 계산한 결과, 3,000 Hz 미만의 주요 

모드에 대해 약 6% 이내의 오차가 발생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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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로부터 하우징의 유한요소 모델의 동특성이 시험 결과와 일치함을 

확인하였다.  

𝐸𝑟𝑟𝑜𝑟 =
𝑆𝑖𝑚𝑢𝑙𝑎𝑡𝑖𝑜𝑛 𝑟𝑒𝑠𝑢𝑙𝑡 − 𝐸𝑥𝑝𝑒𝑟𝑖𝑚𝑒𝑛𝑡 𝑟𝑒𝑠𝑢𝑙𝑡

𝐸𝑥𝑝𝑒𝑟𝑖𝑚𝑒𝑛𝑡 𝑟𝑒𝑠𝑢𝑙𝑡
× 100 (4.25) 

Table 6 Comparison of natural frequency between experiment and simulation 

Mode 1 2 3 4 5 

Experiment (Hz) 1352.7 1720.5 2344.8 2539.0 2688.8 

Simulation (Hz) 1311.0 1696.2 2211.4 2481.0 2580.4 

Error (%) -3.1 -1.4 -5.7 -2.3 -4.0 

 

모터 다이나모미터, 커플링, 토크미터 등 기어박스 구성 요소 

이외의 기어 시스템 구성 요소의 질량 및 강성 정보는 각 요소의 

카탈로그(catalogue) 제원 및 형상 정보로부터 확인하였다. 모델 개발에 

활용된 기어 시스템을 구성하는 각 요소의 질량관성모멘트, 질량, 강성 

값 등을 표 7에 정리하였다. 

기어 시스템 모델 개발 과정에서 모델의 동적 거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기어박스 입력 축 스플라인의 반경 방향 

강성이었다. 스플라인은 커플링, 토크미터와 달리 회전각에 따라 

변화하는 비선형 강성을 갖기 때문에[28,35], 다른 축계 시스템 구성 

요소와 달리 단일 강성으로 모델링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스플라인 반경 방향 강성의 경우, 민감도 분석을 통해 시험 결과를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강성 값으로 모델에 반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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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2 Comparison of mode shape between experiment and sim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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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Parameters derived from component catalogues and shapes 

Component Parameter Value 

Input/output motor 

dynamometer 

Mass moment of inertia 0.123 kgm2 

Mass 140 kg 

Input coupling 
Mass 6 kg 

Torsional stiffness  45,000 kgfm/rad 

Torquemeter 

Mass moment of inertia 0.0072 kgm2 

Mass 3.5 kg 

Axial stiffness 148 N/mm 

Radial stiffness 9010 N/mm 

Output coupling 
Mass 10 kg 

Torsional stiffness 13,750 Nm/rad 

 

기어 시스템에 사용된 모든 요소들의 질량, 감쇠 및 강성을 

결합하여 물리적 공간(physical space)에서의 시스템 질량 행렬 [𝑴] , 

감쇠 행렬 [𝑪] 및 강성 행렬 [𝑲]을 얻을 수 있다. 이 질량, 감쇠 및 강성 

행렬을 식 (4.7)에 대입하여 풀어냄으로써 시스템의 동적 거동을 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시스템을 구성하는 각각의 요소는 서로 

연결(coupled)되어 있으므로 시스템 강성 및 감쇠 행렬은 비대각 

성분(non-diagonal component)을 갖는다. 비대각 성분을 갖는 행렬이 

포함된 방정식을 푸는 과정은 많은 계산량을 요구하므로 각 행렬이 

비대각 성분을 갖지 않도록 분리(decouple) 및 대각화(dia-

gonalization)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시스템 행렬의 분리 및 대각화는 

물리적 공간에서의 시스템 질량, 강성 및 감쇠 행렬을 모달 공간(modal 

space)에서의 시스템 질량, 강성 및 감쇠 행렬로 변환함으로써 

가능하다. 이 때, 변환 과정에서 사용되는 변환 행렬은 시스템의 

고유벡터 행렬(eigenvector matrix)이 사용되며, 적절한 개수의 

모드만을 포함함으로써 자유도를 감소시켜 계산량을 감소시킬 수 

있다[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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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은 기어박스 시스템 모델의 FE 기어 치 모델과 비선형 

접촉 모델(nonlinear contact model)을 이용하여 기어의 정적 전달 

오차와 그에 대한 푸리에 변환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3장의 시험 

결과와 같이 1단 기어 쌍의 정적 전달 오차의 1차 하모닉 성분이 가장 

크게 나타났으므로 해당 성분이 가장 주요한 가진 성분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어 시스템의 가진 성분으로 1단 

기어 쌍에서 발생하는 정적 전달 오차의 1차 하모닉 성분을 사용하였다. 

(a) Transmission error of 1st stage gear pair 

(b) Transmission error of 2nd stage gear pair 

Figure 23 Transmission error of gear pair and its harmonics. 

기어 시스템을 가진하기 위해서는 작용선 방향의 변위로 표현되는 

기어의 정적 전달 오차를 가진력으로 변환해야 한다. 기어의 정적 전달 

오차를 가진력으로 변환하기 위하여 식 (4.26)과 같이 정적 전달 

오차에 기어 쌍의 평균 물림 강성을 곱하여 가진력을 정의하였으며, 

해당 가진력을 기어의 피치점(pitch point)에 작용선 방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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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주었다. 기어 쌍의 평균 물림 강성은 기어의 물림 시작점으로부터 

물림 끝점까지를 7등분하여 각 위치에서의 물림 강성을 계산한 후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𝐹 = 𝑘 × 𝑥  (4.26) 

 where, 𝐹 : Gear mesh force, N 

𝑘 : Average gear mesh stiffness, N/μm 

𝑥 : Gear transmission error, μm 

그림 24는 1단 기어 쌍에서 발생하는 정적 전달 오차의 1차 하모닉 

성분으로 기어박스 시스템 모델을 가진하였을 때, 하우징에 설치된 

가속도 센서 위치에서의 진동값을 해석 모델과 시험 결과를 비교하여 

나타낸 것이다. 시험 결과와 해석 결과는 전반적으로 유사한 경향성을 

보였으며, 이를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식 (4.27)을 이용하여 진동 

수준의 평균 제곱근(root mean square, RMS)을 계산하였다. 계산 

과정에서 최대 주파수 범위 𝑛 은 3,000 rpm에서 1단 기어 쌍의 1차 

하모닉 성분의 기어 물림 주파수로 설정하였다.  

 

𝑎 =
1

𝑛
(𝑎 + 𝑎 + ⋯ + 𝑎 ) (4.27) 

 where, 𝑎 : root mean square of acceleration, m/s2 

𝑎 : acceleration by frequency, m/s2 

𝑛 = 700 (maximum frequency range) 

 

진동 수준의 평균 제곱근을 계산한 결과, 시험 결과는 114.70 dB, 

해석 결과는 114.78 dB로 계산되어 약 0.1 dB 내의 오차를 보였으며, 

이를 통해 개발된 동역학 예측 모델이 실제 진동 현상을 잘 반영하고 

있음을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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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4 Acceleration results of experiment and sim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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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방사 소음 예측 모델 
 

기어박스의 방사 소음은 기어의 전달 오차로 인한 가진력이 축과 

베어링을 거쳐 하우징으로 전달되어 하우징이 진동하고, 하우징이 주변 

유체와 상호작용하며 발생한다. 따라서, 이러한 현상을 해석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식 (4.24)로 표현되는 구조-음향 연성 방정식을 

수치해석 방법으로 풀어야 한다. 구조-음향 연성 수치해석을 이용하여 

마이크 설치 위치에서의 음압을 구하기 위하여 4.2절에서 개발된 

기어박스 시스템 동역학 예측 모델에 그림 21과 같이 유한요소 음장 

모델을 추가하였다. 이때 모델링 및 수치해석 과정은 상용 유한요소 

해석 전용 소프트웨어인 Altair Hypermesh와 Optistruct를 

사용하였다[37]. 

 

Figure 25 Acoustic cavity model developed with FE softw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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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요소 모델을 활용한 음향 해석을 수행할 때 Sommerfeld 경계 

조건을 만족하도록 모델을 구성해야 한다. Sommerfeld 경계 조건은 

음파가 음장 모델의 경계를 반사 없이 통과하여 전파되는 조건으로, 

NASTRAN의 PAABSF 특성을 통해 구현할 수 있다[38]. 따라서 해석 

모델 개발 시 하우징 주변 공기를 모델링한 3D 음장 요소의 바깥 면을 

둘러싸는 2D 요소를 생성한 후 PAABSF 특성을 할당하여 

Sommerfeld 경계 조건을 구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해석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하여 NASTRAN의 축약 

요소(superelement)를 사용하였으며, 4.2절에서 개발된 동역학 예측 

모델로부터 하우징을 제외한 축, 베어링, 기어, 커플링 등이 포함된 질량 

및 강성 정보를 추출하여 축약 요소를 구성한 후 음장 해석 모델에 

입력하였다. 또한, 그림 26과 같이 축약 요소를 베어링 외륜의 중심 

노드와 연결하고, 해당 노드를 하우징의 유한요소 모델의 베어링 

부착부에 위치한 노드들과 연결함으로서 동역학 예측 모델의 하우징에 

작용하는 모든 하중 및 경계 조건을 고려하였다. 

동역학 해석과 마찬가지로, 1단 기어 쌍에서 발생하는 기어의 정적 

전달 오차의 1차 하모닉 성분이 주요 가진 성분이기 때문에 1단 기어 

쌍의 피치점에서 작용선 방향으로 기어 물림 힘을 가진력으로 

입력하였다(그림 26의 excitation). 기어 물림 힘은 그림 23의 축약 

요소를 통해 하우징으로 전달되어 하우징을 가진하며, 하우징에서 

발생한 진동이 음장 요소와의 경계면에서 유체 요소의 

떨림(fluctuation)을 발생시켜 음압이 생성된다. 위에서 설명한 구조-

음향의 상호 작용을 그림 27에 도식적으로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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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6 Finite element model with superelement. 

 

Figure 27 Schematic diagram of structural-acoustic inter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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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된 구조-음향 연성 해석 모델을 이용하여 마이크 위치에서의 

음압을 계산하였다. 구조-음향 연성 운동 방정식 역시 구조계 운동 

방정식과 마찬가지로 계산량 감소를 위하여 모달 모델로 변환하여 

계산하였다. 그림 28은 해석 결과와 소음 시험 결과를 비교하여 나타낸 

것이다.   

 

Figure 28 Sound pressure level results of experiment and simulation. 

사람은 주파수에 따라 크기가 같다고 느끼는 음압 레벨이 다르기 

때문에 가청 음압 레벨은 음원의 주파수에 따라 변한다[39]. 그림 29는 

ISO 226에 제시된 주파수에 따른 등청감 곡선(equal-loudness 

contour)이다. 각각의 선은 사람이 같은 세기로 인식하는 주파수에 따른 

음압 레벨을 의미하며, 가장 아래의 선이 주파수에 따른 사람의 가청 

음압을 나타낸다. 가청 음압 레벨을 본 연구에서 사용된 기어박스의 

입력 축 속도에 대해 계산한 후 그림 30과 같이 나타내었다. 소음 

시험과 해석 결과의 차이는 대부분 가청 영역 이외에서 발생하며, 가청 

영역 내에서 식 (4.27)로 계산된 시험 및 해석 결과의 평균 

제곱근(RMS)은 각각 37.9 dB(A), 37.7 dB(A)로 0.2 dB(A)의 차이를 

보였다. 결과적으로, 개발된 모델이 진동 및 소음 모두에 대해 신뢰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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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9 Equal-loudness contours from ISO 226:2003 revision. 

 

 

Figure 30 Unrecognized area of sound pressure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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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하우징 형상 최적화 
 

 

5.1 위상 최적화  
 

본 연구에서는 하우징의 형상을 최적화하기 위하여 위상 

최적화(topology optimization) 기법을 사용하였다. 위상 최적화 기법은 

일련의 제약 조건에 따라 목적 함수를 최적화하여 설계 영역 내에서 

최적의 재료 분포를 찾아내는 기법이다[40,41]. 위상 최적화 기법을 

이용하기 위하여 상용 소프트웨어인 Altair Optistruct를 

사용하였다[37]. 

위상 최적화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적절한 설계 영역을 

설정해야 한다. 새로운 구조를 설계하는 경우에는 간단한 초기 구조물을 

생성하고, 기존 설계를 개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존 설계 형상에 

벌크(bulk) 형상을 추가한다. 최적화 과정에서 수치해석 기법이 

사용되므로 설정된 설계 영역을 유한요소로 분리하는 과정이 필요하며, 

기존 설계 형상에 벌크 형상을 추가했을 경우 기존 설계 형상의 

유한요소 모델과 새로 추가된 벌크 형상의 유한요소 모델이 노드 

공유(node sharing)를 통해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 

설계 영역을 지정한 후 설계 영역에 대한 설계 변수를 설정해야 

한다. 위상 최적화 과정에서 주로 사용되는 설계 변수 설정 방법으로는 

균질화(homogenization) 방법[42]과 SIMP(solid isotropic material 

penalization) 방법[43]이 있다. SIMP 방법은 균질화 방법에 비하여 

설계 변수를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SIMP 방법을 

사용하였다. SIMP 방법에서는 유사 재료 밀도(pseudo material 

density)가 설계 변수로 지정되며, 재료 밀도가 0에서 1 사이의 

연속적인 값으로 변화한다. 이때, 0은 비어있는(void) 상태를, 1은 

완전히 채워진(solid) 상태를 의미한다. SIMP 방법은 재료 밀도를 0과 

1 사이의 분포로 만들기 위하여 식 (5.1)과 같이 강성-밀도 관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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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페널티 함수를 적용하며, 이 관계는 그림 31과 같이 나타난다. 

 𝐊(𝜌) = 𝜌 𝐊    0 ≤ 𝜌 ≤ 𝜌 ≤ 1 (5.1) 

 where, 𝐊: stiffness matrix of penalized element 

𝐊: stiffness matrix of actual element 

𝜌: design variable (density) 

𝜌 : the lower limit on design variable 

 

식 (5.1)에서 𝜌 은 특이성(singularity)을 막기 위한 최소 재료 

밀도로, 0.001을 사용하였다[44]. 또한, 페널티 계수로는 3을 

사용하였다.  

 

Figure 31 Stiffness-density relationship in SIMP method.  

설계 영역과 설계 변수를 설정한 후 최적화의 목적 함수에 대한 

수치해석 및 최적화 알고리즘을 통한 최적화를 수행한다. 위상 최적화를 

위한 알고리즘으로는 순차 2차 계획법(Sequential Quadratic 

Programming, SQP), 점근선 이동법(Method of Moving Asymptotes, 

MMA), 분리 볼록 근사 기반의 이중 최적화 방법(Dual Optimizer 

based on separable convex approximation) 등이 사용된다. 이중 

Fleury에 의해 개선된 이중 최적화 방법은 최적화 결과를 안정적으로 

얻을 수 있으며, 수렴 실패 가능성이 낮아 구조 최적화에 주로 

사용되므로 본 연구에서는 개선된 이중 최적화 방법을 사용하였다[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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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하우징 형상 최적 설계 
 

농업용 UTV 차체 및 구동 모터와 하우징의 조립성을 고려하여 총 

3개의 하우징 설계 영역을 그림 32와 같이 지정하였다.  

 

 

Figure 32 Design domains for topology optim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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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된 설계 영역에 대한 최적화 문제를 정식화하여 식 (5.2)와 

같이 나타내었다.  

minmax: 𝑆𝑃𝐿 = 20 × log
𝑝

𝑝
 

(5.2) 
subject to: 𝑉 ≤ 𝑉  

𝑓 (= 0𝐻𝑧) ≤ 𝑓𝑟𝑒𝑞 ≤ 𝑓 (= 700𝐻𝑧) 

𝑴𝑺 𝟎

−𝑺𝑻 𝑴𝑭

�̈�
�̈�

+
𝑪𝑺 𝟎
𝟎 𝑪𝑭

�̇�
�̇�

+
𝑲𝑺 𝑺
𝟎 𝑲𝑭

𝒘
𝒑 =

𝒇
𝟎

 

 where, 𝑝: sound pressure at the microphone position, Pa 

𝑝 : reference sound pressure, 20 μPa 

𝑉: volume of design domain, mm3 

𝑉 : maximum volume of design domain, mm3 

이때 최대 허용 부피는 초기 설계 영역 부피의 30%로 설정하였다. 

1단 기어 쌍에서 발생하는 기어의 전달 오차에 대하여 1차 하모닉 

성분의 3,000 rpm에서의 기어 물림 주파수가 700 Hz이므로 최적화 

목표 주파수 범위를 0에서 700 Hz로 설정하였다. 설정한 주파수 범위 

에서 식 (4.24)의 구조-음향 연성 방정식을 만족하는 마이크 

위치에서의 음압의 최대값을 최소화하도록 minmax 함수를 사용하여 

최적화 문제를 정식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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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3 Element density results of topology optimization. 

위상 최적화 결과 계산된 요소 밀도 분포는 그림 33과 같다. 

최적화 결과로부터 설계 영역 2는 설계 영역 1과 설계 영역 3에 비해 

마이크 위치에서의 음압을 감소시키는데 큰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적화 결과에서 사용자가 적절한 한계 밀도(threshold density)를 

설정하여 한계 밀도보다 낮은 밀도를 갖는 요소는 제거하고, 한계 밀도 

이상의 밀도를 갖는 요소는 완전히 채워진 요소로 만들 수 있다. 이 

과정을 통해 최종 설계 영역의 재질 분포를 도출하였으며, 그림 34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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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4 Design results of topology optimization. 

위상 최적화 결과를 통해 하우징 보강 설계를 위한 추가 리브 설계 

영역을 파악하였으므로, 해당 영역에 리브 형상 설계를 수행하였다. 

하우징의 제작성 및 조립성을 고려하여 리브를 설계하였으며, 최종 

설계된 하우징 형상은 그림 35와 같다. 최적화 전/후 하우징의 무게는 

각각 4.836 kg와 4.847 kg으로 약 0.2% 이내의 차이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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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5 Optimized housing sha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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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구조-음향 연성 해석 모델에서 사용된 하우징을 최적 설계된 

하우징으로 교체한 후 음압 해석을 수행하였다. 하우징 최적 설계 전/후 

1단 기어 쌍에서 발생하는 기어의 전달 오차의 1차 하모닉 성분 

가진으로 인한 마이크 위치에서의 음압 해석 결과를 그림 36에 

비교하여 나타내었다. 하우징 최적 설계 후 방사 소음은 저속 구간을 

제외하고 모든 영역에서 감소하였으며, 저속 구간에서의 방사 소음은 0 

dB 미만으로 가청 음압 범위가 아니므로 방사 소음 저감 효과가 

유효하다고 판단하였다. 

최적화 결과, 소음 수준이 식 (4.27)로 계산된 평균 제곱근(RMS) 

기준으로 농업용 UTV의 주요 운행 영역(1,250 ~ 2,500 rpm)에서 약 

3.46 dB(A), 전체 영역에서 약 2.43 dB(A) 감소하였다. 이는 각 

영역에서 기존 방사 소음 대비 약 9.2%와 6.8% 감소한 양으로 소음 

저감 효과가 우수함을 확인하였다. 

 

 

Figure 36 Sound pressure level after the housing optimization. 

 



 

 53

제 6 장 결    론 
 

 

최근 친환경 농업 기계의 개발과 보급에 대한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농업기계 파워트레인의 전동화가 진행되고 있다. 농업용 UTV의 경우, 

대형 농업 기계에 비하여 파워트레인의 구조가 간단하고 요구되는 

동력이 작아 다른 농업 기계에 비해 빠르게 전동화되고 있다. 기존 

엔진식 차량은 엔진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주요 소음원이었다면 전동화 

된 차량은 구동 모터와 기어박스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주요 소음원으로 

작용한다. 이때 기어박스에서 발생하는 기어 물림으로 인한 고주파 

순음은 탑승자 및 작업자에게 큰 불쾌감을 주므로 농업용 UTV의 

진동과 소음의 성능 개선을 위해서는 기어박스에서 발생하는 방사 

소음을 감소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기어박스에서 발생하는 방사 소음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기어 

제원을 최적화하여 기어가 시스템을 가진하는 가진력을 감소시키는 

방법과 하우징을 최적 설계하여 하우징 진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구조 

기인 소음을 감소시키는 방법이 있다. 일반적으로 기어 제원을 바꾸는 

것 보다는 하우징의 구조를 바꾸는 것이 보다 더 간편하고 설계 마지막 

단계까지 이용될 수 있는 방법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하우징의 최적 

설계를 통해 기어박스의 방사 소음을 감소시키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기어박스의 방사 소음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시험, 해석, 

최적 설계의 과정으로 수행되었다. 각 단계의 과정과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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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 대상 농업용 UTV 기어박스의 진동 및 소음 성능과 

기어박스를 가진하는 주요 성분을 파악하기 위하여 랩 테스트를 

수행하였다. 0에서 3,000 rpm까지 증속 시험을 수행한 결과, 

기어박스 하우징의 진동 및 방사 소음 수준을 파악할 수 

있었으며, 기어박스를 가진하는 주요 성분이 1단 기어 쌍에서 

발생하는 기어의 전달 오차의 1차 하모닉 성분임을 확인하였다. 

2) 기어박스 하우징 형상 최적화를 수행하기 위한 기어 시스템 

동역학 예측 모델 및 방사 소음 예측 모델을 개발하였다. 동역학 

예측 모델은 모델 검증 시험을 위해 사용된 모든 요소의 물리적 

특성을 포함되도록 구성하였으며, 시험 결과로 검증하였다. 

기어박스 하우징과 같은 구조물은 진동으로 인한 주변 유체 

가진을 통해 구조 기인 소음을 방사하므로, 이러한 현상을 

정확하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구조-음향 거동을 예측하는 구조-

음향 연성 해석이 필요하다. 따라서 구조-음향 연성 해석을 

수행하기 위해 하우징 주변 음장의 유한요소 모델을 개발하여 

소음 해석에 이용하였다. 개발된 해석 모델을 기반으로 진동 및 

소음을 해석한 결과, 주요 영역에서 시험 및 해석 결과가 진동과 

소음 모두 0.2 dB(A) 이내의 오차를 보여 모델이 신뢰성을 

갖는다고 판단하였다. 

3) 검증된 해석 모델로 위상 최적화를 수행하여 하우징을 최적 

설계하였다. 이때 확실한 방사 소음 저감을 위해 목적 함수를 

방사 소음을 최소화하도록 설정하였다. 위상 최적화 결과, 방사 

소음을 감소시킬 수 있는 하우징의 재질 배치를 찾아내었으며, 

최적화 결과를 바탕으로 리브를 설계하여 하우징에 배치하였다. 

최적 설계된 하우징을 기존 개발된 해석 모델에 장착하여 구조-

음향 연성 해석을 수행한 결과, 전체 운행 속도 영역에 대해서 

약 2.43 dB(A)의 방사 소음 개선 효과를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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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ptimization of Gearbox Housing 

Shape based on Structural-

Acoustic Coupled Analysis for 

Radiation Noise Reduction 
 

Beom-Soo Kim 

Department of Biosystems Engineering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Recently, as the demand for the development and dissemination 

of eco-friendly agricultural machines increases, the electrification of 

agricultural machine powertrains is progressing. Since the high-

frequency pure sound caused by gear meshing generated from the 

reducer of an electrified agricultural UTV causes discomfort to 

passengers and workers, it is necessary to reduce the radiated noise 

generated by the reducer in order to improve the NVH performance 

of the agricultural UTV. 

In this study, radiated noise of the gearbox was reduced through 

the optimal design of housing. First, a rig test was performed on the 

agricultural UTV reducer to estimate the NVH performance of the 

reducer and identify the main components with the reducer. As a 

result of the test, the vibration and radiated noise of the reducer 

housing were measured, and it was confirmed that the main 

component which excites the reducer is the first harmonic of the fir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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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ar pair. Afterwards, a gear system dynamic analysis model and a 

structural-acoustic coupled analysis model were developed for the 

optimization. As a result of the vibration and noise analysis, the test 

and analysis results in the main areas showed an error within 0.1 dB 

for the vibration and 0.2 dB(A) for the noise. Therefore, it was 

judged that the model had reliability. Finally, the housing was 

optimally designed by performing topology optimization based on the 

developed structural-acoustic coupled analysis model. As a result of 

performing topology optimization using the sound pressure level 

around the housing as an objective function, the material arrangement 

of the housing was found to reduce radiated noise. As a result of 

designing the housing ribs based on the optimization results, the 

effect of improving radiated noise by about 2.43 dB(A) was 

confirmed in the operation area. 

 

Keywords : Gearbox, Gear whine noise, Structural-acoustic                   

coupled analysis, Topology optim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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