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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presents a finite element (FE) analysis of the torsional rigidity of a two-stage cycloid drive. The 

cycloid disk makes contact with a number of pin-rollers simultaneously and eccentric shafts transmit not only 

torque of the spur gear stage to the cycloid disk, but also that of the cycloid disk to the output disk. Contacts 

between the disk and pin-rollers are simplified as linear spring elements, and the bearing of eccentric shaft is 

modeled as a rigid ring that has frictional contact to the disk and an elastic support. FE analysis for an ideal 

solid cycloid drive was performed and verified by a theoretical calculation. Accurate contact forces were then 

estimated by iterating between FE analysis for contact forces and Hertz theory calculations for nonlinear 

contact stiffness. In addition, torsional rigidity of the cycloid drive is analyzed to show that the bearing and 

nonlinear Hertz contact theory should be considered in analysis and design of a cycloid drive, which was 

verified with experiments. Finally, the effects of contact stiffness, bearing stiffness and cycloid disk structural 

stiffness according to the cycloid disk rotation on the torsional rigidity were investigated.  

기호설명 

 

a : 헤르츠 이론에 의한 접촉면의 폭 

di : 접촉지점과 피치점 사이 거리 

E : 종탄성 계수 

kH : 헤르츠 접촉 강성 

kp : 핀-롤러와 사이클로이드 디스크 사이의 초

기 접촉강성 값 

P : 접촉 하중 

R1 : 사이클로이드 디스크 접촉면의 곡률 반경 

R2 : 핀-롤러곡률 반경 

Rh : 하우징 반경 

rp : 핀-롤러 반경 

re : 편심 

Td : 토크 

θ : 사이클로이드 디스크와 베어링 중심축과 

이루는 각도 

θk : 편심축과 접촉점 사이의 각도(0< θk <π) 

υ : 푸아송 비 

µ : 마찰계수 

W : 원통의 길이 

zd : 사이클로이드 디스크의 잇수 

zp : 핀-롤러 개수 

1. 서 론 

사이클로이드 감속기는 기존의 감속 장치에 비

해 여러 장점들을 가져 산업용 로봇에 널리 사용

된다.(1) 사이클로이드 디스크와 핀-롤러가 다중 접

촉하여 비틀림 강성이 높고 내충격성이 좋으며, 

미끄럼 접촉이 아닌 구름 접촉을 하여 효율이 높

고 소형이면서 높은 감속비의 구현이 가능하다.  

이단 사이클로이드 드라이브는 Fig. 1 과 같이 

입력축, 편심축, 사이클로이드 디스크, 핀-롤러, 출

력 디스크 등으로 구성되며 사이클로이드 감속기

에 유성 치차의 원리를 응용한 평치차 감속단을 

추가하여 소형임에도 고감속비를 가진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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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Two-stage cycloid drive (2) 

 

초기에 변형이 없는 이상적인 사이클로이드 감

속기에 대한 연구가 있었고,(3,4) 사이클로이드 치형 

설계에 관한 연구도 진행되었으며,(5,6) 헤르츠 접촉

과 베어링을 고려하지 않은 채 사이클로이드 감속

기의 접촉 하중과 접촉 응력이 해석되었다.(7,8) 또

한 디스크의 변형은 고려하지 않고 공차와 헤르츠 

접촉만 고려한 사이클로이드 감속기의 접촉 하중

이 해석되었다.(9,10) 두 개 이상의 편심축이 입력축

의 토크뿐만 아니라 출력축의 토크도 전달하기 때

문에 편심축과 접촉하는 베어링은 이단 사이클로

이드 드라이브의 접촉 하중뿐만 아니라 비틀림 강

성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며,(9,11) 사이클

로이드 드라이브에 헤르츠 접촉 및 베어링 강성을 

고려하여 유한요소해석을 한 시도가 있었다.(12) 

본 논문은 헤르츠 접촉과 베어링 강성을 고려

하여 이단 사이클로이드 드라이브의 비틀림 강성

을 유한요소법으로 해석하였다. 먼저 구멍이 없는 

이상적인 사이클로이드 디스크의 접촉력을 유한 

요소법으로 해석하고, 이론값과 비교하여 해석의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사이클로이드 디스크와 핀-

롤러의 접촉 강성을 헤르츠 접촉 이론으로 계산하

고, 유한요소법으로 접촉 하중을 해석하는 반복 

과정을 통해 정확한 접촉 하중을 결정하였다. 사

이클로이드 디스크 강성, 접촉 강성 그리고 베어

링 강성에 따른 접촉 하중과 접촉 응력의 변화를 

고찰하였고, 사이클로이드 드라이브의 비틀림 강

성을 해석하고 이를 시험을 통해 검증하였다. 마

지막으로 사이클로이드 드라이브 회전에 따른 접

촉 강성, 베어링 강성 그리고 사이클로이드 디스

크의 구조 강성이 전체 사이클로이드 드라이브의 

비틀림 강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였다.  

2. 접촉 하중과 접촉 응력 해석 

2.1 사이클로이드 디스크 모델  

본 논문에서는 Table 1 의 Nabtesco 사 RV40E 에 

대해 Ansys Workbench 11.0로 해석을 수행하였다.  

Table 1 Specifications of the cycloid drive (2) 

Radius of housing Rh (mm) 64.0 

Radius of pin-roller rp (mm)     3.0 

Eccentricity re (mm)    1.3 

Number of lobes zd 39 

Number of pin-rollers zp   40 

Reduction ratio  81:1 

Rated torque Td (Nm) 412 

Torsional rigidity (Nm/arcmin) 108 

 

 
(a) Modeling 

   
(b) Disk rotation (θ =60°)  
Fig. 2 Cycloid disk model 

 

사이클로이드 디스크는 Fig. 2(a)와 같은 과정으

로 모델링하였다. 이론적으로 결정한 40 개의 접촉

점을 이용해 사이클로이드 디스크 치 절반의 좌표

값들(point cloud)을 생성하여 이차원 캐드(CAD) 모

델로 변환한 후 최종적으로 삼차원 솔리드(solid) 

모델을 형성하였다.(12)  

사이클로이드 디스크의 회전은 y 축과 베어링 중심

을 연결한 직선이 이루는 각도를 θ 로 표시하며 해석 

결과의 비교를 위하여 디스크가 회전하여도 접촉점은 

변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Fig. 2(b)는 사이클로이드 

디스크의 회전(θ)이 60°인 경우를 표시하였다. 사이

클로이드 디스크와 접촉하는 핀 번호는 Fig. 2(b)와 같

이 y 축과 만나는 접촉 점을 0번으로 정하고 시계 방

향으로 번호를 증가시킨다. 또한 변형을 무시한 이상

적인 사이클로이드 디스크의 경우 핀들의 접촉 하중

이 모이는 피치점(pitch point)은 Fig. 2(b)와 같이 y축과 

일직선상에 있고 베어링은 y 축을 기준으로 오른편을 

베어링 1로, 왼편을 베어링 2로 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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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FE analysis for a solid cycloid drive 

 

 

2.2 이론과 비교를 통한 유한요소모델 검증 

구멍이 없는 이상적인 사이클로이드 디스크의 

유한요소해석 결과를 사이클로이드 디스크와 핀–

롤러 사이의 접촉 강성이 일정하다는 가정하에 유

도된 이론 식 (1)의 접촉하중(Pk)과 비교하여 유한

요소해석의 타당성을 검증하였다.(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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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요소해석에서 사이클로이드 디스크와 핀-롤

러 사이의 접촉을 사이클로이드 디스크와 하우징 

사이 접촉 방향의 길이 0.01mm 스프링으로 단순

화하였다. 선형화된 스프링의 초기 강성은 식 (2)

로 결정되며 40 개의 접촉점에서 모두 동일한 값

을 가진다.(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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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클로이드 디스크를 고정시키고, 회전운동을

Fig. 2(b)의 x-y 평면에 수직한 방향만 허용하고, 강

체 하우징에 정격 토크에 상당하는 두 개의 커플

하중을 부가하였다. 이상적인 사이클로이드 디스

크의 유한요소해석과 이론으로 구한 접촉 하중 분

포를 Fig. 3 에 함께 나타내었다. 두 접촉 하중 분

포간의 오차가 3%이내로 유한요소해석의 타당성

을 확인하였다. 

 

2.3 이단 사이클로이드 드라이브 유한요소모델 

이단 사이클로이드 드라이브 해석에 사용되는 

사이클로이드 디스크의 형상과 유한요소모델의 경

계조건을  Fig.  4 에  나타내었다 .  사이클로이드  

 
Fig. 4 FE model for the cycloid drive 

 

 

 
Fig. 5 Mesh (Node #:34337, Element #: 97365) 

 

 

디스크와 하우징에 접촉하는 핀은 핀-롤러 중심에

서 접촉 방향으로 하우징과 일체인 가는 보로 모

델링하고 디스크와 40 개의 스프링으로 연결하였

다. 편심축과 디스크 사이의 롤러 베어링은 디스

크와 마찰 접촉 (µ=0.001) 하며 탄성 지지 (elastic 

support)되는 강체링으로 모델링하였다. 

베어링만의 유한요소모델을 별도로 생성하고 지지 

하중에 따른 변형을 고려하여 롤러 베어링의 탄성 

지지 계수를 결정하였다. 베어링의 강성은 베어링 

회사에서 제공하는 해석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계

산하였다.(13) 두 개의 지지 베어링이 편심축을 통하여 

직렬로 연결되기 때문에 등가 베어링 강성은 한 개

의 베어링 강성보다 줄어든다. 정격 토크가 작용할 

때 등가 베어링 강성은 2.12×108 N/mm 이며 탄성 지

지 강성 계수는 2.72 ×103 N/mm3이다.  

Fig. 5 와 같이 사이클로이드 디스크 전체를 1 

mm 크기의 삼각형 메쉬로 생성하였지만 사이클로

이드 디스크의 접촉 부위는 각각 2 mm 구의 범위 

내에서 세밀하고 균일한 메쉬를 형성하였다. 

 

2.4 헤르츠 접촉 이론을 고려한 반복 계산 

헤르츠 접촉 이론에 의해 접촉 강성(kH)은 접촉 하중, 

재료 물성, 그리고 접촉점 형상의 비선형 함수로 표현

된다.(14) 따라서 사이클로이드 디스크와 핀-롤러의 접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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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Radius of curvature of the cycloid disk 

 

 

 
 

Fig. 7 Iteration procedure for Hertz contact theory 

 

 

은 식 (3)의 원통 헤르츠 접촉으로 표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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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연구는 접촉 강성이 일정하다는 가정하에 

해석이 수행되었으나(7,8) 접촉 강성은 접촉 하중 

외에도 접촉 형상에 따라 식 (3)과 같이 변한다. 

특히 핀-롤러와 사이클로이드 디스크의 접촉지점

에 따라 곡률 반경은 Fig. 6 같이 핀 번호 3 과 4

사이, 36과 37사이에서 크게 변한다.(9,11)  

Fig. 7 에 나타낸 바와 같이 유한요소해석과 헤

르츠 접촉이론을 이용한 비선형 강성 계산의 반복 

과정을 통해 정확한 접촉 하중을 결정하였다.(12) 

먼저 식 (2)의 초기 접촉 강성으로 유한요소해석

을 수행하고 인장 하중의 스프링들을 제거해 남겨

진 스프링들이 모두 압축 하중을 가질 때까지 반

복 해석한다. 구해진 접촉 하중으로 헤르츠 접촉  

 
Fig. 8 Contact stiffness change during iteration 

 

 
Fig. 9 Contact force distribution of 0° disk rotation 

under different contact and bearing stiffness 

 
강성을 계산하고 이를 이용해 다시 유한요소해석

을 하는 반복 과정을 수행한다. 

접촉 강성강 4번 반반 계계 후 Fig. 8과 같이 1% 

이이로 수수한수. 또한 Fig. 8에에 기기의 연연에 사사사 

식 (2)(강성의 초기값)의 접촉 강성강 본 연연에에 

얻어얻 최최 강성(반반계계값)보수 약 2배 이이의 큰 

값값 가지는 것값 확확확 수 있수.(7,8) 

 

2.5 접촉하중 및 접촉 응력 분포 

접촉 조건 및 베어링 강성 변화에 따른 해석을 

수행하여 접촉 하중 및 접촉 응력 분포를 Figs. 9

와 10 에 나타내었다. 사이클로이드 디스크의 구조 

강성은 접촉 하중 분포에 큰 영향을 주며, 최대 

접촉 하중을 약 2 배 증가시킨다. 헤르츠 접촉 이

론도 포함해 해석하면 접촉 하중 분포의 추가적인 

변화가 생긴다. 최종적으로 베어링 강성까지 고려

하여 해석하면 하중 분포의 형태가 더욱 변화된다. 

특히, 다른 경계조건에서 볼 수 없었던 핀 번호 

20 번 이후의 접촉 하중이 나타난다. 이는 사이클

로이드 디스크의 변형뿐 아니라 베어링의 처짐에 

의한 사이클로이드 디스크의 변위도 접촉 하중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또한 베어링 강성의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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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Contact pressure distribution of 0° disk rotation 

under different contact and bearing stiffness 

 

 
Fig. 11 Bearing rigidity 

 
향으로 최대 접촉 하중은 감소하지만 최대 접촉 

응력은 약 20% 정도 증가한다. 최대 접촉 하중의 

증가는 사이클로이드 드라이브의 다중 접촉으로 

인한 하중 분산 효과를 감소시킨다.  

3. 비틀림 강성 해석 

부하 토크를 0.45 Nm 부터 206 Nm 까지 12 단계

로 나누고 베어링 강성과 헤르츠 접촉강성을 고려

하여 사이클로이드 드라이브의 비틀림 강성을 해

석하였다. 롤러 베어링의 강성을 이론적으로 계산

하여 Fig. 11 에 나타내었으며 베어링 강성은 지지 

하중이 작을 때 약한 비선형성을 가진다.(13) 

부가한 토크와 유한요소해석을 통해 얻은 사이

클로이드 드라이브 하우징의 회전 운동을 이용하

여 비틀림 강성을 계산하였다. 비틀림 강성은 전

구간에서 비교적 일정하지만 헤르츠 접촉과 베어

링 강성의 비선형성으로 Fig.12 와 같이 정격토크

보다 매우 낮은 값에서 작은 비틀림 강성 값을 가

진다. 유한요소해석을 통해 얻은 비틀림 강성은 

102.84 Nm/arcmin 으로 앞서 Table 1 에 기술된  

 
Fig. 12 Torsional rigidity of the cycloid drive at 0° 

disk rotation 

 

 
 

Fig. 13 Experimental setup(9) 

 

 

사이클로이드 드라이브의 비틀림 강성 사양 108 

Nm/arcmin 과 10% 이내로 일치한다. 

4. 비틀림 강성 측정 시험(9)
 

사이클로이드 드라이브의 비틀림 강성 시험 장

치를 Fig. 13 에 나타내었다. 입력축의 모터를 고

정하고 로드바를 통해 예하중(100kg)을 부가한 후 

반대 방향으로 하중을 가하면서 출력축의 각변위

를 측정하였다. 출력축에는 5 초 분해능을 갖는 

Heidenhain 사의 엔코더를 사용하였고 로드바 한쪽 

끝에 하중계를 부착하였다.  

비틀림 강성 측정 결과인 히스테리시스 곡선을 

Fig. 14에 나타내었다. 베어링의 비선형 강성 때문

에 히스테리시스 곡선의 비선형적인 증가가 나타

나며 이는 유한요소해석 통해 나타낸 Fig. 12 와 

유사하다. 해석결과로부터 비틀림 강성을 구하면 

100.9 Nm/acrmin 으로 감속기 사양인 108 Nm/arcmin 

과 7% 이내로 일치하며, 유한요소해석 값인 

102.84 Nm/arcmin 과는 2% 이내로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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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4 Hysteresis curve of RV40E (9)

 

 

 
Fig. 15 Contact force distribution for infinite bearing 

rigidity at 0°, 60° and 120 o disk rotations  

 

 
Fig. 16 Contact pressure distribution for infinite bearing 

rigidity at 0°, 60° and 120° disk rotations 
 

 

5. 사이클로이드 디스크 회전에 따른  

접촉 하중과 비틀림 강성 해석 

사이클로이드 디스크의 회전(θ)이 각각 0°, 

60°, 120° 인 모델들을 생성하여 헤르츠 접촉 강

성만 고려하여 해석한 후 접촉 하중 분포와 응력 

분포를 Figs. 15와 16에 나타내었다.  

 
Fig. 17 Contact force distribution for finite bearing 

rigidity at 0°, 60°and 120° disk rotations 
 

 
Fig. 18 Contact pressure distribution for finite bearing 

rigidity at 0°, 60°and 120 o disk rotations 

 

사이클로이드 디스크 회전에 따라 사이클로이드 

디스크 구조와 지지 위치가 변하고 이에 따라 접

촉 하중 및 접촉 응력 그리고 그 분포 형태도 변

화한다. 최대 접촉 하중은 0°회전모델에 비해 

60°와 120°회전모델들이 감소하고 최대 접촉 하

중의 핀 위치도 변한다. 반면에 최대 접촉응력은 

핀 번호 3 이후에 곡률반경의 급격한 변화로 접촉 

하중과 다른 분포를 가지며, 60°와 120°회전모델

들이 0°회전모델보다 증가한다.  

0°, 60°, 120°회전모델들에 유한한 베어링 강

성을 적용하여 해석을 수행한 결과를 Figs. 17 과 

18 에 나타내었다. 지지 베어링의 강성 변화로 최

대 접촉 하중과 접촉 응력이 작용하는 핀 번호가 

변화한다. 베어링의 지지를 고려한 60°및 120° 

회전모델들은 헤르츠 접촉만 고려했을 때보다 최

대 접촉 하중이 커지며 접촉 하중 분포도 크게 변

화한다.  60°회전모델의 경우 최대 접촉 하중은 

가장 작으나 최대 접촉 응력이 가장 크다. 

사이클로이드 디스크 내의 응력 분포를 무한 베

어링 강성, 유한 베어링 강성 그리고 사이클로이

드 디스크 회전(0°, 60°, 120°)에 따라 해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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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Infinite rigidity (θ =0°)  (b) Finite rigidity (θ =0°) 

 

   
(c) Finite rigidity (θ =60°)  (d) Finite rigidity (θ =120°) 

 

Fig. 19 Stress distribution of the cycloid disk 

 

Fig. 19에 나타내었다. 응력의 분포 형태와 최대 

응력의 크기는 베어링의 지지 강성과 사이클로이

드 디스크의 회전에 의해 크게 변한다. 특히 사이

클로이드 디스크가 회전할수록 Fig. 19(c)와 (d) 같

이 베어링으로 지지되지 않는 사이클로이드 디스

크의 얇은 림 부분에 응력이 집중되어 사이클로이

드 디스크의 변형이 커질 수 있다. 

사이클로이드 디스크 회전모델에에 베어링 강체

링의 x 및 y 방향 변위를 이사하여 베어링의 변형

값 계계하여 Table 2 에 나타이었수. 0° 회전모델의 

경우 베어링 1 이 피치점에 위치하여 최부분의 핀-

롤러의 접촉 하중값 직접 지지하기 때문에 Fig. 

19(b)와 같이 베어링 1 의 한쪽 면에 응력이 집중

적으로 분포하며 사이클로이드 디스크의 변형이 

적수. 60°와 120° 회전모델들강 베어링 1 이 오른편

에 이동하면에 피치점과 거리가 멀어져 근접한 

핀-롤러들의 접촉 하중만 베어링이 지지하고 나머

지 핀-롤러의 접촉 하중이 사이클로이드 디스크를 

통해 베어링 2 에 전달되기 때문에 베어링 2 의 처

짐이 커지며, 사이클로이드 디스크의 변형도 커얻

수.  

베어링의 지지 강성이 같기 때문에 두 베어링의 

처짐으로 연한 사이클로이드 디스크의 이동 (베어

링 1 과 베어링 2 변형의 평균)과 회전 (베어링 1 과 

Table 2 Bearing deformation at 0°, 60°and 120° 

disk rotations (torque = 412 Nm) 

Bearing  Cycloid disk 

Deform.(µm) 

Disk 

rotation 

( θ ) 
Num

ber x y 

Translation 

(µm) 

Rotation 

(arcmin) 

1 -44.56 -0.41 
0° 

2 7.55 -0.41 
18.5 2.49 

1 -31.53 26.53 
60° 

2 -5.48 -18.60 
18.9 2.49 

1 -5.47 25.30 
120°` 

2 -31.55 -19.84 
18.7 2.49 

 

Table 3 Contributions of the cycloid disk, Hertz contact, 

bearing to total torsional rigidity of the cycloid 

drive 

Torsional rigidity (Nm/arcmin) 
Disk 

rotation 

( θ ) Disk Contact Bearing Total 

0° 312 3247 161 102.8 

60° 275 5040 161 99.6 

120° 247 5721 161 95.8 

 

 

베어링 2 변형의 차이)강 3 개 회전모델이 0.3%이

이로 일치한수.  

유한요소해석 결과를 이용하여 디스크 구조, 접

촉, 베어링에 의한 비틀림 강성과 전체 비틀림 강

성을 계산하여 Table 3에 요약하였다. 전체 비틀림 

강성은 앞서 3 장과 같은 과정을 통하여 유한요소

해석으로 구하였고, 베어링에 의한 비틀림 강성은 

Table 2 의 베어링 변형을 디스크 회전으로 환산하

여 계산하였다. 또한 접촉에 의한 비틀림 강성은 

접촉하는 핀-롤러 접촉 강성의 조합으로 계산하였

으며 마지막으로 사이클로이드 디스크 구조에 의

한 비틀림 강성은 전체 비틀림 강성에서 베어링과 

접촉 비틀림 강성을 제외한 나머지로 예측하였다. 

0°회전 모델의 총 각 변위에서 베어링 변형에 

의한 각변위는 63.9%, 구조 변형에 의한 각변위는 

33.0%, 그리고 접촉 변형에 의한 각변위는 3.2%이

다. 사이클로이드 디스크의 회전에 따른 Fig. 19의 

응력 분포에서 예측할 수 있듯이 회전량이 증가할

수록 사이클로이드 디스크의 변형이 커지지만 디

스크의 변형으로 접촉하는 핀-롤러의 수가 증가하

면서 접촉에 의한 비틀림 강성이 커진다. 그러나 

이단 사이클로이드 드라이브에는 180°위상차이의 

사이클로이드 디스크 2 개가 조합되어 있기 때문

에 회전 각도에 따른 비틀림 강성의 변화는 해석 

결과보다 작아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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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 론 

본 논문은 헤르츠 접촉과 베어링 강성을 고려하

여 이단 사이클로이드 드라이브의 비틀림 강성을 

유한요소법으로 해석하였다.  

첫째, 헤르츠 접촉 이론에 의한 비선형 접촉 강

성 계산과 접촉 하중의 유한요소해석을 반복 수행

하여 정확한 접촉 하중과 접촉 응력을 결정하였다. 

둘째, 사이클로이드 디스크의 구조, 헤르츠 접촉, 

베어링 지지 강성이 사이클로이드 드라이브 접촉 

하중의 분포 및 비틀림 강성에 미치는 영향을 해

석을 통해 고찰하였다.  

셋째, 사이클로이드 감속기의 히스테리시스 곡

선 시험과 감속기 회사에서 제시된 결과를 통해 

유한요소법으로 구한 비틀림 강성의 신뢰성을 검

증하였다. 

마지막으로 사이클로이드 디스크의 회전에 따른 

사이클로이드 디스크 구조, 접촉 강성 그리고 베

어링 강성이 전체 비틀림 강성에 미치는 영향을 

해석적으로 고찰하였다. 사이클로이드 디스크 회

전에 의해 전체 비틀림 강성이 변화하지만 이단 

사이클로이드 드라이브는 위상 차이가 180°인 사

이클로이드 디스크 2 개를 조합하여 사용하기 때

문에 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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