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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구형 웜기어를 이용한 감속기 설계
Design of a reduction gear using double-enveloping worm g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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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감속기는 최대의 효율을 가지고 원동축의 속도

를 기계의 사용 용도에 맞게 감속하기 위해 사용되

며 정확한 속도 비율로 큰 하중을 전달할 수 있어 

대부분의 산업현장에서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 기
어에 의한 감속기는 조립되는 기어의 종류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할 수 있다. 이중 웜 기어를 이용한 

웜 감속기는 작은 공간에서 큰 감속비를 낼 수 

있는 특징으로 폭넓게 이용되고 있다.
웜 기어의 종류에는 원통형 웜 기어와 장구형 

웜 기어가 있다. 원통형 웜 기어는 웜과 웜 휠과의 

물림량이 적어 기어치의 파손 및 동력 전달에 있어 

효율이 떨어진다. 장구형 웜 기어는 웜이 축 방향을 

따라 원형을 유지하고 있는 형태로 원통형 웜 기어

에 비해 큰 접촉면적을 가지고 있어 하중 전달 

능력과 효율을 최대화한 구조이다. 1

장구형 웜 기어를 이용한 감속기는 원통형 웜 

기어를 이용한 감속기와 비교하여 효율과 부하능

력에 대한 성능이 우수하여 관련 산업분야에서의 

사용이 점차 확대되어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장구형 웜 기어를 적용한 고효율의 컴팩트한 감속

기를 설계하고자 한다. 이에 웜-기어 힘 해석을 

수행하여 베어링을 선정하고, 열소산량 측면에서 

하우징 표면적을 검토하였다. 구조해석을 수행하

여 감속기의 구조적 안정성을 검토하였다.

2. 감속기 설계

웜 감속기는 웜의 위치에 따라 상단형과 하단형

으로 나눌 수 있다. 상단형은 모터축과 커플링으로 

연결이 용이한 구조이고, 하단형은 벨트, 체인을 

이용하여 구동축으로부터 간접적으로 동력을 전

달하기 용이한 구조이다. 본 연구에서는 상단형으

로 설계하였다. 개발하고자 하는 감속기의 사양은 

감속비 30:1, 효율 70% 이상, 소음 72dB 이하를 

목표로 한다.

2.1 베어링 선정

베어링 설치방법은 스트래들 마운팅(straddle 
mountings)과 오버헝 마운팅(overhung mountings)이 

있다. 스트래들 마운팅에서는 베어링 지지점 사이에

서 하중이 가해지고, 오버헝 마운팅에서는 베어링 

지지점 밖에서 하중이 가해진다. 두 방식 모두 상대

적인 장점이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미스얼라인먼트

와 변형 문제를 줄일 수 있고 일반적으로 널리 선호

되는 스트래들 마운팅 구조로 설계하였다.
베어링 요구수명을 기준으로 감속기 베어링에 

요구되는 기본동정격하중을 검토하여 베어링을 선

정하였다. 기본동정격하중을 검토하기 위해 입력 

동력을 기준으로 한 웜-기어 힘 해석을 수행하였다.

Fig. 1 Worm gear bearing loads 1

Fig. 1 은 스트래들 마운팅으로 지지된 웜-기어 

조합에서 각각의 베어링과 웜-기어에 작용하는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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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나타내고 있다. 
Table 1 은 웜-기어 힘 해석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Table 1 Calculation results of worm gear bearing loads

Forces Bearing A Bearing B Bearing C Bearing D

Total radial [N] 354.15 2 206.61 2 799.53 3 285.56
Total thrust [N] 5 570.09 5 570.09 635.62 635.62
Wt = 142.9, Wr´ = 455.79, Wx = 1,252.27, a=b=61.25mm, c=d=44.13mm

베어링 반력을 이용하여 각 베어링에 요구되는 

기본동정격하중을 계산하였다. 기본동정격하중

(Cr)은 다음 식으로 계산된다.

여기서 P는 동등가하중, fn은 회전속도계수, fh는 

수명계수이다.
보통의 충격을 기준으로 5 000시간 이상의 수명

을 요구조건으로 기본동정격하중을 계산하였다. 
계산결과는 Table 2와 같다.

Table 2 Calculation results of basic dynamic load ratings

Bearing A Bearing B Bearing C Bearing D

Cr [kN] 40.08 46.39 23.83 27.97
P [N] 6 121.87 7 085.16 3 639.38 4 271.23

이상의 결과를 통해 웜 측 베어링으로는 N사의 

HR32304J, 기어 측 베어링으로는 N사의 HR32206 
제품을 선정하였다.

2.2 하우징 설계

하우징 설계를 위하여 웜-기어 힘 해석에 의한 

하우징의 구조 안정성 측면과 열소산용량 측면에

서 하우징 표면적을 검토하였다.
연속적인 작동에서 웜-기어의 동력용량은 종종 

하우징의 열소산용량에 의해 제한을 받으며 일반

적으로 윤활유 온도는 80~100℃를 넘어서는 안 

된다. 이에 AGMA에서는 하우징 외부 표면적(A)을  

다음과 같이 추천한다.

A=0.3C1.7 [ft2]

여기서 C는 in로 표시되는 중심거리이다.

본 연구에서는 AGMA 추천 표면적인 1.424ft2 
이상의 표면적을 만족하도록 하우징을 설계하였다.

감속기의 구조해석을 위하여 상용 해석프로그

램인 ANSYS Workbench를 이용하였다. 구속조건

은 하우징 바닥 지지면을 고정하였고, 구조물 전체

에 중력과 베어링 지지면에 베어링 반력을 적용하

였다. Fig. 2는 유한요소해석 모델을 나타내고 있다.

Fig. 2 Finite element model of the designed reducer

해석결과 웜 축을 지지하는 하우징 상단부에 

4.47㎛의 최대변형이 발생하였다. 최대응력은 하

우징 하단부에 11.68MPa로 계산되었다. 이상의 결

과를 통해 강성, 강도 측면에서 하우징과 베어링 

홀더는 안전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해석결과 

하우징 좌우 변형량이 유사하여 하우징의 불균일

한 변형에 의한 미스얼라인먼트 문제는 없을 것으

로 판단된다.

3 결론

장구형 웜 기어를 이용한 감속기 개발을 위하여 

하우징, 베어링에 대한 설계 검토를 수행하여 다음

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웜-기어 힘 해석을 수행하고, 베어링에 요구되

는 수명을 바탕으로 기본동정격하중을 계산하여 

베어링을 선정하였다.
2) 하우징 설계를 위하여 열적인 측면과 구조 

안정성 측면에서 검토하였다. 열적 안정성을 위하

여 AGMA 추천 표면적을 기준으로 설계하였다. 
하우징에 대한 구조해석을 수행하여 강성, 강도 

측면에서 설계된 하우징이 안전함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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