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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기어는 모듈에 따라 기어의 크기를 나눌수 있으

며 기어 크기에 따라 무시할 수 없는 요소가 나타나

서 운동 방정식에 그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한 예

로 풍력 터빈 기어상자에 사용되는 모듈이 큰 대형 

기어는 질량불균형과 기어 편심이 있을 때 동적 가

진으로 작용하여 그의 영향을 무시할 수 없다. 그러

므로 이 연구에서는 질량불균형과 편심에 의한 기어

계의 운동 방정식을 유도하고 수치 예제를 적용하여 

모드 해석을 한다.

2. 운동방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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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Gear model with eccentricity and mass 
unbalance

Fig.1은 질량불균형과 편심을 가진 기어 모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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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그림에서 과 는 회전하지 않았을 때 구

동축과 피동축의 중심이고 과는 회전시의 구동

축과 피동축의 중심이며 과 는 기어의 중심이

다. 따라서 구동기어와 피동기어는 회전축의 중심에

서 과 의 기하학적 편심을 가지고 있다.  이 

절에서 이 모델에 의한 기어의 운동 방정식을 유도

한다. 이를 위해 구동기어와 피동기어의 전체 각 변

위가 다음 식으로 주어진다고 가정한다.
       ,      ,       (1)

여기서  는 변동하는 각변위,   는 회전 각속

도이다.

편심과 정적전달오차를 고려한 기어의 변위는 다

음 식으로 주어진다. 
                   sin  
      sin  sin  ,   (2)

여기서   는 정적전달오차, Z는 잇수이다.

기어의 변위와 치의 강성 과 감쇠에 의해 기

어의 힘은 다음으로 주어진다.

     .                (3)

만일 감쇠를 무시하고 기어의 변위를 대입하면 

기어의 힘은 다음으로 주어진다.
         sin  
    sin   sin   (4)

편심을 고려하여 구동 기어의 y 방향 힘의 평

형에 의한 운동 방정식은 다음으로 주어진다.




   sin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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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iving gear Driven gear
mass moment of 

inertia (kgm2) 0.0018 0.0018

mass (kg) 1.84 1.84
base radius (m) 0.0445 0.0445
number of teeth 28 28

mesh stiffness (N/m) 1×108

static TE (m) 9.3×10-6

bearing stiffness ky1, 
ky2 (N/m) 1×109

Freq(Hz) x1 y1  x2 y2 

2078 0 -0.0071 0.7071 0 0.0071 -0.7071

3710 0 0.7071 0 0 0.7071 0

4216 0 -0.0686 -0.7038 0 0.0686 0.7038

y 방향 운동 방정식은 감쇠를 무시하고 기어의 

힘을 대입하면 다음으로 주어진다.


         

 
 sin   sin  sin

 sin  .   (6)

구동기어와 같은 방식으로 피동 기어의 y 방향 

힘의 평형에 의한 운동 방정식은 다음으로 주어진

다.




   sin      .(7)

마찬가지로 구동 기어와 피동기어의 x 방향 힘의 

평형에 의한 운동 방정식은 식(8)과 (9)로 각각 주

어진다.




   cos  .        (8)

 


   cos  .        (9)

또한 구동 기어와 피동기어의 회전 방향 모멘트

평형에 의한 운동방정식은 식(10)과 식(11)로 각각 

주어진다.


       cos  (10)

        cos .       (11)

여기서 과 은 구동기어와 피동기어의 질량관

성모멘트, 과 은 구동 토크와 부하 토크이다.

식(7-11)에 식(6)의 기어 힘을 대입하여 정리하고, 
앞서 유도된 모든 운동방정식은 질량행렬  과 

강성행렬  를 가진 다음 식으로 나타낼 수 있

다. 

          ,

여기서       
 .

3. 해석결과

앞서 유도한 운동방정식으로 Table 1의 기어 데

이터를 수치 예제로 모드 해석을 하여 Table 2에 

그 결과를 정리하였다. 

Table 1 Gear data

Table 2 Modal analysis

이 표에서 x 좌표에서는 변위가 일어나지 않아서 

4 dof 형태의 모드가 나타나고, 강체 모드가 포함되

어 실제로는 3 dof 모드가 나타나고 있다. 또한 

2,078 Hz와 4,216 Hz에서는 out-of-plane 모드가 

되고 3,710 Hz에서는 In-plane 모드가 된다. 따라서 

편심과 질량 불평형으로 인한 강제 진동해석을 할 

때, out-of-plane인 2,078 Hz와 4,216 Hz에서 변위

가 커질 것으로 예측된다.

4. 결  론

이 연구에서는 질량불균형과 편심에 의한 기어계

의 운동 방정식을 유도하고 수치 예제를 적용하여 

모드 해석을 하였다. 해석 결과를 토대로 모드 형태

에 의한 편심과 질량불균형이 미치는 동적거동의 영

향을 예측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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