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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물체 모델링을 이용한 외륜 고정형 Cycloid 감속기의 

Offset에 의한 핀반력 및 진동차이 분석 
Multibody modeling and Analysis 

on Difference of Pin-reaction Force and Vibration caused 
by Offset in Fixed Outer Ring Type Cycloidal Speed Reducer

김 홍 기* ․이 기 복** ․유 홍 희†
Hong Ki Kim, Ki Bok Lee and Hong Hee Yoo

(Received June 1, 2012 ; Revised October 11, 2012 ; Accepted October 11, 2012)

Key Words : Cycloid(싸이클로이드), Reducer(감속기), Contact Force(접촉력), Multibody Model(다물체 모

델), Reduction Ratio(감속비)

ABSTRACT

A cycloid speed reducer is a type of the speed reducers. The cycloid speed reducer has a eccen-
tric rotating motion and offset to avoid some problem of assembly, so it has a disadvantage for 
vibration.  In this paper, a multi-body dynamic model is developed for a  cycloid speed reducer and 
the dynamic behaviors of the reducer are investigated. The cycloid speed reducer consists of cyclo-
idal plate gears, housing gear, input shaft, output pin and shaft, and eccentric bearings. Using a 
CAD program, each component of cycloid reducer is modeled based on the offset and multi-body 
simulations are performed using Recurdyn. As a result, the pin reaction force and the amplitude of 
bearing displacement are increased by the offset.

* 

기 호 설 명

e : 편심량

Li : 모멘트 팔길이

Zw : 사이클로이드 기어수

zp : 핀개수

rh : 하우징반경

rp : 핀반경

r1 : 기어 피치원 반경

r2 : 하우징 피치원 반경

pi : 핀반력

T : 토크

1. 서  론

감속기는 동력 전달 장치를 구성하는 기계요소로 

각종 기계장치의 기계적 구성부품은 대부분 구동부

분이 모터와 감속장치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감속기

의 입출력 특성이 시스템의 성능에 큰 영향을 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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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된다. 더욱이 정확한 위치제어가 요구되는 로보

트, 자동화 장치에서는 이 부분의 정밀도와 진동특

성이 장치의 정확도를 결정하기 때문에 감속기는 기

계적 구성요소 중 가장 중요한 부품으로 취급되고 

있다. 성능 요구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감속장

치의 저백래시, 고감속비와 소형 경량화 특성이 요

구되는데 이를 만족할 수 있는 정밀 감속기는 여러 

종류가 있으나 그 중 주로 사용하는 것은 내접 유성

식 감속기와 주속식 감속기로 나눌 수 있다. 내접 

유성식 감속기의 대표적인 제품이 사이클로이드 감

속기이다. 
사이클로이드 감속기는 기본적으로 하우징 내경

부위에 장착된 핀으로 구성된 내 기어, 편심운동을 

발생시키는 입력부, 편심운동과 회전운동을 하는 사

이클로이드 기어, 그리고 감속된 회전을 출력하는 

출력부로 구성된다. 사이클로이드 감속기의 감속비

는 내기어와 사이클로이드 기어의 치수차에 의하여 

결정되므로 큰 감속비를 용이하게 얻을 수 있고 작

은 공간을 차지하며, 치간섭 없이 정확한 접촉에 의

해 운동을 전달하므로 정밀한 회전운동의 전달이 가

능하다. 그러나 사이클로이드 치형의 형상설계가 난

해하고 외기어인 사이클로이드 기어가 편심운동을 

하기 때문에 진동 및 소음성능이 좋지 못하다.
기존 연구로는 Litvin(1,2)은 사이클로이드 감속기

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내기어와 사이클로이드 기어

의 편심량과 잇수간의 관계 및 형상 생성의 기초적

인 관계를 제시하였으며 신중호 등(3)은 순간속도 중

심과 좌표변환을 이용하는 형상 설계기법을 제시하

였다. 이상엽 등(4)은 Hertz접촉이론을 이용하여 핀접

촉력과 사이클로이드 감속기의 비틀림강성을 해석하

였다. 근래에 들어서는 사이클로이드 감속기의 진동 

및 소음의 원인을 규명하고 개선하기 위한 연구가 

이루어졌다(5,6).
이 논문에서는 상용 다물체 동역학 해석 프로그

램인 Recurdyn을 이용하여 이론적인 사이클로이드 

치형과 offset된 치형을 각각 모델링하고 해석을 수

행하여 각 치형에 작용하는 힘과 회전운동에 의한 

진동특성을 비교·분석하였다.

2. 사이클로이드 감속기 구성 및 제원

이 논문에서 다루는 사이클로이드 감속기는 감속

Fig. 1 Cycloid reducer

Table 1 Design parameter
Parameter Value

Radius of housing(rh) 24 mm

Radius of pin(rp) 0.8 mm

Number of pin(zp) 50

Number of teeth(zω) 49

Radius of small pitch circle(r1) 21.07 mm

Radius of large pitch circle(r2) 21.5 mm

Eccentric value(e) 0.43 mm

비가 49이고 Fig.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크게 고정

부인 아우터 기어가 되는 하우징, 사이클로이드 기

어, 편심베어링, 핀 쉐프트, 출력부인 아웃풋 쉐프트

로 구성이 되어 있다. 사이클로이드 감속기의 제원

은 Table 1에 나타내었다. 
이론적으로 사이클로이드 기어는 기어 전 잇수에 

걸쳐서 내치인 핀에 걸처서 접촉을 하지만 실 제품

의 조립 및 제작의 어려움으로 이론적인 곡선보다 

일정한 옵셋만큼 작게 만들어 치형을 제작한다. 이 

논문에서는 옵셋에 의한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이론

적인 치형과 0.04 mm, 0.1 mm, 0.2 mm로 적용된 

사이클로이드 기어를 Fig.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

용하였다.

3. 사이클로이드 감속기 모델링

사이클로이드 기어는 CAD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옵셋전과 후의 기어를 각각 설계하고 Recurdyn을 

이용하여 각 부품들을 강체로 구성하였다. 해석시 옵

셋이 적용되는 사이클로이드 기어를 제외한 부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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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Cycloid gear offset

Fig. 3 Degree of freedom of cycloid reducer model

모두 동일한 모델을 사용하였다. 회전하는 부품인 

사이클로이드 기어와 편심베어링, 아웃풋 쉐프트는 

모두 회전 조인트를 사용하여 구속하였고 아우터 기

어는 부싱으로 구속하고 핀 쉐프트는 아웃풋 쉐프트

와 고정하여 한 몸체처럼 움직이도록 구속조건을 부

여하였다. 이너 기어인 사이클로이드 기어는 아우터 

기어와 치접촉을 하면서 회전하기 때문에 치형간 

solid contact조건을 부여하였다. 
Solid contact에 사용되는 접촉력에 관한 수치모

델은 식 (1)과 같다. 감속기 모델의 전체자유도는 24
이고 각 구속조건에 의한 최종 자유도는 Fig. 3과 

같이 9이다.

2
31

m mm
nf k c δδ δ δ

δ
= + (1)

4. 평형 방정식

이론적으로 사이클로이드 기어는 중심선을 기준

으로 회전방향의 한쪽에만 접촉력이 발행하고 모든

Fig. 4 Schematic view of a cycloid gear pin force

하중의 방향은 Fig. 4에서와 같이 순간중심점을 향

한다. 각 핀에서 받는 하중을 pi, 모멘트 팔의 길이

를 Li라고 하면 사이클로이드 중심점에서의 회전 모

멘트는 식 (2)와 같다.

/ 2

1

pz

i i
i

T p L
=

= ∑ (2)

순간 중심점에서 핀 중심점까지의 거리를 di, 하

우징 중심과 핀 중심을 연결한 선이 수직선과 이루

는 각을  i라 하면 Li는 식 (3)과 같다.

2 2
2 2

1
1  

2 c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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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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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θ
β θ

β 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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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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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3)

사이클로이드기어가 만큼 회전하였다고 가정하

면 각 핀과의 접촉점에서의 변위량 i는 기하학적으

로 다음의 조건을 만족시킨다.

i iLδ δθ= (4)

핀의 강성을 k라 하면 변위는 하중에 비례하게 

된다. 

i ip kδ= (5)

식 (4)를 식 (5)에 대입하면 식 (6)과 같고 식 (6)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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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식 (2)에 대입하여 에 대하여 정리하면 식

(7)과 같다.

i ip kLδθ= (6)

2
i

T
k L

δθ =
∑ (7)

식 (7)을 식 (6)에 대입하면 최종적으로 핀에 분배

되는 하중이 계산된다(4,7,8).

2
i

i
i

TLp
L

=
∑ (8)

5. 해석 결과

5.1 핀 반력  
출력토크를 1 N.m로 하여 정지된 상태에서의 각 

핀에 작용하는 반력을 해석하고 이를 Matlab을 이용

Fig. 5 Pin force offset 0.0

Fig. 6 Pin force offset 0.04

하여 평형방정식에 의해 계산된 결과와 해 보면 

Figs. 5~8에서 보는 바와 같다.
Fig. 5는 옵셋이 적용되지 않은 Recurdyn해석결과 

와 Matlab을 이용한 계산결과이다. 식 (8)에서의 핀

반력은 사이클로이드 기어의 미세회전에 의한 미소

Fig. 7 Pin force offset 0.1

Fig. 8 Pin force offset 0.2

Fig. 9 Bearing reaction fo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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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위량이 상쇄되어 포함되지 않지만 Recurdyn을 이

용한 해석에서는 사이클로이드 기어의 미세회전에 

의한 미소변위량이 고려되어 핀반력의 분포가 오른

쪽으로 치우치는 경향이 발생한다. 하지만 반력의 

분포가 전 핀에 걸쳐 고르게 분포하고 크기 또한 평

형방정식에 의한 계산결과와 유사함을 확인 할 수가 

있다.
Figs. 6~8에서 보듯이 옵셋이 커질수록 접촉하는 

핀의 개수가 줄어들고 핀에 걸리는 반력의 크기가 

점점 증가하여 계산결과와 많이 차이가 남을 알 수

가 있다. 최대 하중을 담당하는 핀도 옵셋이 증가함

에 따라 옮겨진다.
하중이 증가하면 핀의 응력이 커지게 되고 이는 

사이클로이드 감속기의 내구수명을 떨어뜨리는 결과

를 가져오게 된다.
 
5.2 베어링 반력  
출력 토크를 0 N.m에서 8 N.m로 점차 증가시켜

가며 입력부인 베어링에 모터토크와 회전조건을 주

어 감속기가 회전하고 있는 상태에서의 옵셋에 따른 

베어링에 걸리는 반력을 Fig. 9에 도시했다. 부하로 

작용하는 출력토크가 점점 증가 할수록 베어링에 걸

리는 반력이 점차 증대되고 감속비에 의해 증폭된 

모터토크와 출력 토크가 평형을 유지하게 되면 베어

링의 반력도 일정한 값으로 수렴하며 옵셋이 증가할 

수록 베어링에 작용하는 반력의 값도 함께 증가함을 

알 수가 있다.

5.3 베어링 변위  
사이클로이드 기어의 회전시 베어링의 진동량을 

알아보기 위해 Fig. 10과 같이 모터축에 해당하는 유

한요소모델을 추가하여 해석을 수행하였다. 베어링과 

Fig. 10 FEM model for shaft

pin도 실제로는 탄성체이지만 베어링과 같이 구속되

어 회전하고 반력이 최종적으로 작용하는 부품이 모

터축이므로 이 연구에서는 모터축만을 유한요소로 

모델링하였다. 해석결과 0.5초까지 출력토크가 증가

함에 따라 핀에 작용하는 반력의 크기가 커지고 

Fig. 11 Displacement offset 0.0

Fig. 12 Displacement offset 0.04

Fig. 13 Displacement offset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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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4 Displacement offset 0.2

Fig. 15 Reaction force & displacement of bearing

그에 따른 베어링에 작용하는 반력이 커지므로 베어

링의 변위도 Figs. 11~1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증가

한다. 

6. 결  론

이 연구에서는 상용 다물체 동역학 해석 프로그

램인 Recurdyn을 사용하여 사이클로이드 감속기를 

다물체 시스템으로 모델링하였고 부하가 작용할 시 

각 치형에 걸리는 반력을 구하여 평형 방정식으로 

구한 값과 비교해 보았다. 그 결과 offset이 적용되

지 않은 이론적인 사이클로이드 기어의 반력은 해석

결과와 계산된 결과가 유사함을 확인하였고 offset이 

커질수록 하중을 담당하는 접촉핀의 개수가 줄어들

고 하나의 치형이 담당하는 하중과 베어링에 걸리는 

하중 및 변위도 Fig. 15에서와 같이 증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하중의 증가와 접촉하는 핀개수의 감소는 

기어치의 수명과 베어링의 수명을 감소시키는 역할

을 하므로 적절한 offset을 고려하여 사이클로이드기

어의 설계 및 제작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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