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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편을 이용한 기어표면손상에 따른 진동특성 평가
Vibration analysis of gear tooth surface damage using speci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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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철도차량의 감속기는 주요 부품으로 감속기의 
고장은 차량의 운행에 커다란 지장을 초래하므로 
주행 중 손상을 감시하는 것은 중요하다. 감속기의 
손상은 크게 기어손상, 베어링 손상, 축손상 등으로 
구분 할 수 있으며, 이중에서 기어손상이 감속기 
손상원인 중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기어 고장
유형은 접촉면에서의 표면손상과 기어 이의 파손
으로 크게 분류 할 수 있다. 표면손상의 경우에는 
마모, 소성변형, 피로손상 등으로 구분 할 수 있으
며, 파손은 단독모드나 여러 가지 손상 모드가 복합
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기어이의 표면손상
은 반복적인 하중에 의하여 표면 또는 표면 밑의 
응력이 재료의 피로한도를 넘어서면서 발생하는 
피로파괴 현상이다. 하중이 충분히 높고 응력 주기
가 크면 표면에서 작은 입자가 피로한도를 넘어 
떨어져 나감으로 접촉면에 작은 홈이나 공동이 
생성되며, 이를 일반적으로 피팅이라 한다.  이러한 
표면손상을 감속기를 분해하지 않고 진단하는 것
은 운행시 고장에 따른 차량 지연이나 유지보수 
측면에서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감속기에 발생
하는 진동신호를 이용하여 진단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다.[1,2,3]

 감속기의 이상상태에 대한 진동 상태를 조사하
기 위해서는 손상된 감속기를 장착하여 실물시험
을 통하여 측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실제 운행 차량
에 손상된 감속기를 장착하여 운행하는 것은 불가
능하기 때문에 시험편 시험기를 이용하여 이를 
평가하고자 한다. 

2. 시험편 및 시험방법

기어 시험기를 이용하여 시험을 실시하기 위하
여 시험편을 제작하였다.   Fig. 1은 기어 시험

기에 시험편을 장작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기어축 윗면에 진동센서를 각각 1개씩 설치하
였다.  피팅 및 스폴링에 대한 시험방법은 정상
적인 시험편을 시험기에 장착 후에 주기적으로 
시험편을 관찰하고 기어 이의 상태에 따라서 
진동신호를 측정하였다. 이때 시험속도는 500 
rpm이고 토크는 5 kg.m 이다.  측정된 진동신
호는 주파수 분석 및 진동신호 크기 평가를 위
한 RMS 등 방법을 이용하여 분석하여, 각각의 
상태에서의 신호를 비교하였다. 

Fig. 1 Gear specimen

3. 시험결과

 기어시험편을 이용하여 시험을 실시하였으며, 
Fig. 2는 각각의 싸이클에 따른 기어 표면 상태
를 나타내고 있다.  초기상태에서 5만 싸이클까
지 표면 상태는 기어 치면에서 홈이 발생하고 
있으며, 끝단에서 마모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10 만 싸이클의 표면상태에서도 치면에 홈의 
깊이가 더 깊어지고 끝단에서 더 많은 마모가 
발생하고 있다. 15 만 싸이클에서는 끝단에서 
손상이 발생하여 일부분이 떨어져 나간 형태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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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initial condition b) 5x105 cycle

c) 10x105 cycle   d) 15x105 cycle
Fig. 2 Gear tooth according to cycle

  Fig. 3은  초기 상태부터 싸이클에 따른 진동 
파형을 보이고 있다. 초기상태에서는 진동의 크
기가 최대 3.5 g 까지 발생하고 있으며, 마모가 
발생한 5만 싸이클에서는 진동의 크기가 증가
하여 10g　까지 발생하고 있다. 15만 싸이클에
서는 기어 이가 연속적으로 3개가 끝단이 파손
된 상태이므로 주기적으로 큰 진동신호가 발생
하고 있으며 크기는 최대 16 g 까지 발생하고 
있다. 

a) initial condition   

b) 15x105 cycle
Fig. 3 Vibration signal according to cycle

 Fig. 4는 진동신호에 대한 RMS 크기를 비교
한 것이다.  초기에서 RMS 크기가 0.74g, 5만 
싸이클에서 1.48 g, 15만 싸이클에서 2.89g 이
며, 오일을 주입하였을 경우에는 0.75g로써 크
기가 급격히 작아짐을 알 수 있다. 그러나 2번
째 센서에서는 15만 싸이클일 경우에  1.67g 
로써 1번째 센서와의 차이가 크게 발생하고 있
다. 이는 기어이가 손상된 부위의 센서에서 큰 
진동신호를 얻음을 알 수 있으며, 진동 측정시
에 위치가 중요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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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Vibration RMS according to cycle
4. 결론

감속기의 이상상태에 대한 진동 상태를 조사하
기 위하여 시험편 시험을 실시하였고 다음의 결론
을 얻었다.

 1. 기어 이의 손상에 따라서 진동신호의 크기는 

거의 선형적으로 증가하였다.
 2. 진동신호의 측정 위치에 따라서 신호의 크기

가 변화하므로 정확한 신호를 얻기 위해서는 

측정위치가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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