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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presents a comparison study between simulation and experiment for fault diagnostics of 
a spur gear. In simulation, fault diagnostics using transmission error (TE) was performed and con-
cluded to be valid. In a real experiment, however, it is not as easy to detect faults of gears using 
TE as in simulation. In this paper, after seeding the various faults like tooth crack of different 
length, tooth breakage and spalling in test rig, TE was calculated. Then, several signal processing 
techniques were performed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an experiment in detecting the fault signals 
of TE. After signal processing, we could detect the various faults of spur gears and different ampli-
tude of TE sparks from cracks of different length. Then we discussed the difference between simu-
lation and exper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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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두 기어의 이론적 회전각도와 실제 회전각도의 

차이’로 정의되는 전달오차는 치강성과의 밀접한 관

련성으로 인해 기어 고장 발생시 정상 상태와 다른 

거동을 보이는 특징을 갖고 있다.(1) 최근 기어 이빨 

크랙, 이빨 부러짐, 스폴링 등 다양한 고장이 기어 

치강성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가 행해졌고(2),(3), 이에 

따라 치강성과 높은 관련이 있는 전달오차가 여러 

고장 하에서 어떤 거동을 보이는지에 대한 연구가 

시험, 해석적인 면에서 진행되었다.(4) 

박정호는 유성기어 집중 상수 모델을 다물체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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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학 소프트웨어인 DAFUL을 통해 모델링한 후 플

래닛 기어에 고장을 인가하여 전달오차를 통해 정상 

기어와 고장 기어의 상태를 분류하였다.(5) Endo는 

스폴링 및 크랙을 기어 유한요소 해석모델에 인가한 

후 전달오차의 변화양상을 관찰하고  이를 시험 결

과와 비교하였다.(6) 하지만 크랙 고장을 인가하는 

과정에서 강철이 아닌 나일론 기어를 사용했다는 점

에서 한계가 있다. Taylor 는 크랙, 표면 깍임 등의 

고장을 기어에 인가한 후 전달오차 신호에 고역통과

필터(High Pass filter)를 사용함으로써 축 효과를 

제거하였다. 그 후 RMS, kurtosis, crest factor 등의 

다양한 건전성 인자들을 통해 정상 신호와 고장 신

호의 차이점을 비교하였다. 하지만 이 역시 플라스

틱 기어를 사용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전달오차를 측정하기 위한 평 기

어(spur gear) 장치를 구축하고 다양한 하중 하에서 

전달오차를 측정하였다. 그 후 스폴링, 이빨 부러짐, 
크랙 등의 고장을 인가한 후 전달오차를 측정하여 

정상 상태의 전달오차와 비교하였다. 이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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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Experiment settings

Figure 2 Gear with various faults

(a)

(b)
Figure 3. Transmission error signals 

in (a) normal and (b) fault gear from 
simulation

잔류 신호(residual signal), 대역 필터링(band-pass 
filtering)를 사용하여 효과적인 고장 신호를 추출하

였다. 또한 이를 통해 시험 결과와 해석 결과의 차

이가 나오는 이유를 분석하고 전달오차의 고장 신호

로서의 특징을 알아본다.

2. 시험 제원
2.1 시험 장비
이번 연구에 사용된 시험 장치는 그림 1과 같다. 

우선 모터는 2.9kW 서보모터로 속도제어가 가능하

며 정격회전속도는 1500rpm 이다. 또한 50:1 유성

기어로 만들어진 감속기가 모터에 연결되어 있어 브

레이크의 하중을 견디게 해준다. 감속기에서 나온 

축은 2:1 기어의 입력단이 된다.(2:1 기어는 35개와 

70개의 이빨을 가지고 있다.) 2:1 기어는 입력단에

서 출력단으로 속도는 증속된다. 이 때 기어 쌍에 

연결된 각 축은 엔코더에 의해 회전량을 측정한다. 
엔코더의 분해능은 8192ppr (pulse per revolution) 
이다. 그리고 기어의 출력단은 파우더 브레이크 

(powder brake)와 연결되어 역방향 토크를 받는다. 
파우더 브레이크의 최대용량은 40kgfm 이다. 

2.2 고장 기어
시험에 사용된 고장 기어의 모습은 그림 2와 같

다. 고장은 35개의 이빨을 가진 기어에 인가하였다. 
스폴링, 크랙을 다른 크기로 인가하였으며 이빨이 

부러진 현상도 모사하였다. 이를 통해 다른 크기의 

고장에 대하여 다른 크기의 전달오차 신호가 나오는 

것을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다양한 고장을 전달오차 

신호가 표현할 수 있음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3. 시험 해석 비교
3.1 시험 및 해석 결과
그림 3은 정상과 고장 기어의 해석 결과를 나타

낸 것이다. (작은 기어 1회전 기준)

해석의 고장은 이빨의 치강성 감소를 통해 모사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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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Residual signals of normal 
gear(Ref) and various faults seeded(V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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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Transmission error signals 

in (a) normal and (b) fault gear from 
experiment

그림 4는 정상과 고장 기어의 시험 결과를 나타

낸 것 이다. (큰 기어 4회전 기준)

그림3과 4를 비교해보면 그림 3은 작은 기어가 

회전을 할 때 고장 기어 이빨의 영향으로 인해 전달

오차가 변동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이에 반해 

그림 4에서는 축의 영향으로 인해 기어 이빨 영향

을 관찰하기 힘든 것을 볼 수 있다. 이에 해석과 같

은 모습을 관찰하기 위해서는 시험 결과에서 축의 

의한 효과를 제거해야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4. 신호분석을 통한 전달오차 분석
4.1 신호 분석 원리
본 연구에서는 잔류 신호, 대역 필터링 두 가지 

신호를 살펴보았다. 잔류 신호란 얻어진 신호에서 

주요 신호(fundamental frequency) 와 그의 조화

(harmonic) 성분을 제거함으로써 얻어지는 신호이

다. 이를 통해 기어에 고장을 인가함으로써 생기는 

축의 맞춤오차(misalignment)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

였다. 대역 필터링이랑 특정 주파수 영역의 신호만

을 통과시킨 신호를 관찰하는 것으로써 이 경우에는 

기어 이빨 주파수(gear mesh frequency) 주변 영역

을 통과시킴으로써 기어 이빨의 움직임을 관찰하고

자 하였다. 두 신호 분석 모두 3장에서 지적한 축에 

의한 전달오차 신호 변형 효과를 없애는 데에 그 목

적이 있다.

4.2 분석 결과
이 장에서는 잔류 신호와 대역필터신호(통과 대역 

10-60hz)를 거친 전달오차 신호가 어떤 모양을 갖는

지를 확인하고 각 35개의 이빨의 피크 투 피크(peak 
to peak) 값을 각 이빨에서 살펴보았다. 

(1) 잔류 신호

잔류 신호의 모습과 각 이빨에서의 피크 투 피크 

값은 그림5, 표 1과 같다. 표 1의 정상과 고장 이빨

에서 피크 투 피크 값의 차이를 보면 평균에 비해 

각 고장에서 값이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Table 1 Peak to peak values of each tooth at faults 
gear(small spalling=S1, big spalling=S2, small 
crack=C1, big crack=C2, tooth breakage=B) 
and average value of all tooth peak to peak 
in residual signals

S1 S2 C1 C2 B Avg
normal 2.9E-02 2.9E-02 3.3E-02 3.6E-02 3.7E-02 3.4E-02

fault 4.0E-02 5.8E-02 3.6E-02 5.2E-02 4.7E-02 3.6E-02
diff. 1.1E-02 2.9E-02 2.9E-03 1.6E-02 9.4E-03 4.0E-03

(2) 대역 필터 신호

대역 필터 신호의 모습과 각 이빨에서의 피크 투 

피크값은 그림 6, 표2와 같다. 이 또한 잔류 신호와 

마찬가지로 고장 이빨에서 피크 투 피크 값이 평균

보다 큰 값을 나타내는 것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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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Band-pass filtered signals of normal 
gear(Ref) and various faults seeded(Var)

Table 2 Peak to peak values of each tooth at faults 
gear(small spalling=S1, big spalling=S2, small 
crack=C1, big crack=C2, tooth breakage=B) 
and average value of all tooth peak to peak 
in residual signals

S1 S2 C1 C2 B Avg
normal 2.1E-02 2.0E-02 2.2E-02 2.6E-02 2.7E-02 2.40E-02
fault 3.1E-02 4.7E-02 2.8E-02 3.5E-02 3.0E-02 2.61E-02
diff. 9.5E-03 2.7E-02 5.4E-03 8.9E-03 3.4E-03 3.25E-03

5. 결론
기어의 전달오차를 통해 스퍼 기어의 고장을 진

단하고자 하였다. 특히 시험 결과와 해석 결과를 비

교함으로써 시험 결과의 고장 진단을 위해 어떤 신

호 처리 방법을 해야 하는지를 이끌어내었다. 축에 

의한 효과를 제거하기 위해 시험 전달오차 신호에 

잔류 신호 및 대역 필터 신호 처리 방법을 행했다. 
그 후 잔류 신호 및 전달오차의 피크 투 피크 값을 

계산함으로써 고장 신호를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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