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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로코이드 기어를 이용한 속도제한 안전바퀴 개발 
 

Development of Speed Limit Safety Wheel used by Trochoid G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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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ustrial products developed in recent years have focused on usability and stability. Especially, 

for the products used in daily life, steady efforts have been made to secure the safety. Among 

them, the products equipped with wheels such as strollers, shopping carts, and carriers can occur 

the safety accidents by unintended over speed at a ramp. Therefore, development of speed limit 

device is required to prevent such accidents. However, the existing speed limit devices are very 

expensive and have a complex drive principle, so it’s generally difficult to apply them. In this 

study, a simple speed limit wheel is suggested which can replace the previous complex and 

inconvenient speed limit devices. The developed speed limit wheel can be simply applied to 

existing products by changing the wheels. In addition, it has an advantage to operate only by 

mechanical mechanism without power supply. Thus it can minimize the cost and waste of 

resources. For this purpose, the operating condition of the target products was analyzed, and 

trochoid gear mechanisms were selected for the speed limit. Based on this, finite element 

analysis was conducted to estimate the operating mechanism. After the prototype of the wheel 

was produced, the performance under various conditions was tested and has been improved. 

 

Key Words: Safety Wheel (안전 바퀴), Speed Limit (속도 제한), Trochoid Gear (트로코이드 기어) 

 

 

1. 서론 

 

최근 산업 제품은 편의성 및 안정성에 초점을 

맞추어 개발되고 있으며, 특히 일상 생활에서 주

로 사용되는 제품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

력이 진행 중이다. 이 중 기존의 유모차, 쇼핑카트, 

캐리어, 보조보행기, 휠체어 등 일상에서 사용하는 

바퀴가 장착된 제품의 경우 경사로 등에서 속도에 

의한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안전사

고를 방지하기 위해 제품의 속도를 제한 할 수 있

는 기술이 필수적이다. 특히 노약자의 경우 이와 

같은 안전사고의 발생 빈도가 매우 높은데, 기존의 

속도를 제한하기 위한 기술의 경우 가격이 매우 비

싸고, 구동 원리가 복잡하여 보편적으로 적용 되기

에는 한계점이 있다.1,2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복잡하고, 사용하기 불편

한 속도제한 장치를 대체할 수 있는 간편한 속도제

한 바퀴를 개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요구되는 

속도제한 바퀴는 간단히 바퀴의 교체만으로도 기존 

제품에 적용이 가능하며, 별도의 전원 공급 없이 

기계적 메커니즘 만을 이용하여 속도를 제한하여 

비용 및 자원의 낭비를 최소화 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대상 제품의 사용조건을 분석하고, 

간단한 원리로 속도제한이 가능한 트로코이드 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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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니즘을 선정하였다. 트로코이드의 경우 장시간 

사용해도 효율의 변화가 적으며 소음이 작고, 소형

화에도 매우 유리하다. 또한, 최근 가공기술의 발달

로 응용 분야가 점차 확대되는 추세이다.3 이러한 

트로코이드 기어의 장점으로 인해 자동차 차동 

장치에 트로코이드 기어를 적용하는 연구도 다수 

수행된 바 있으며,4,5 이에 선행 연구들을 본 안전

바퀴 개발에 참고하였다. 

선정된 트로코이드 메커니즘을 바탕으로 제품

의 설계 단계에서 유한요소 해석을 수행하여 선정

된 메커니즘이 실제로 적용 가능할 것인지 분석하

였다. 또한, 설계를 바탕으로 실제 속도제한 바퀴 

시제품을 제작하여 다양한 조건에 따른 성능을 

평가하고, 이를 개선하였다. 

 

2. 설계조건 검토 

 

2.1 설계조건 도출 

본 연구에서는 속도제한 안전바퀴를 적용하기 

위한 대상으로 일상에서 가장 쉽게 접근 가능한 쇼

핑 카트를 선택하였다. 쇼핑 카트의 경우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큰 문제가 없으나, 과한 하중이 부가된 

상태에서 내리막을 내려갈 때 가속을 저지하지 

못하거나 대상을 놓칠 우려가 있으며, 이러한 상황

에서는 심각한 안전사고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적용 조건은 과한 하중이 부가된 상태

에서 내리막을 내려갈 때 가속을 저지하지 못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20° 경사로에서 내용물

을 포함한 카트 무게 392 N 인 경우에 시속 5 km 

이하로 속도가 제한되도록 설계 조건을 도출하였

다. 일반적으로 20°는 매우 급격한 경사이며, 카트

에 적재된 물품이 매우 많은 경우를 가정하여 총 

무게를 40 kg으로 하여 392 N을 적용하였다.  

도출된 설계조건을 이용하여 카트를 가속시키는 

힘 F를 계산하면 Fig. 1(a) 와 같이 F = 134 N 이 되

며 따라서 카트 속도 5 km/hr (1.39 m/s)에서 바퀴에 

 

 
(a) 

 
(b) 

Fig. 1 (a) Force to accelerate the cart (b) Torque to rotate 

the wheel 

 

의한 저항력이 134 N을 만족하도록 설계 및 제작을 

진행하였다. 이를 바퀴 당 저항토크로 환산할 경우 

바퀴 반지름을 0.045 m 로 가정하면 Fig. 1(b) 와 

같이 Torque = 33.5 N * 0.045 m = 1.51 N · m 가 된다. 

 

2.2 적용 메커니즘 선정 

바퀴를 이용한 속도제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존재한다. 그 중 하나로 유성치차 방식을 이용한 

속도제한 메커니즘을 예로 들 수 있다. Fig. 2 에 

유성치차 방식을 이용한 속도제한 메커니즘을 나타

내었다. 

 

 

Fig. 2 Planetary gear mechanisms in the wheel1 

 

Fig. 2 의 (a)와 같이 구성된 유성치차 방식을 

적용한 바퀴에서 중앙의 썬기어는 바퀴 축에 고정

되어 있으며, 바퀴가 회전함에 따라서 주위의 위

성기어가 썬기어를 중심으로 공전과 자전을 하게 

된다. 이때, (b) 와 같이 기어가 회전함에 따라서 

썬기어와 위성기어가 맞물리는 지점에 기어가 회

전하면서 이동시킨 유체가 모이는 지점이 발생한

다. 이 부분을 확대하면 (c)와 같으며 바퀴의 회전 

속도가 느릴 때에는 기어치 사이를 통해 이동된 

유체가 맞물리는 지점에서 기어 사이의 미세한 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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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유체가 자유롭게 이동하여 압력이 거의 발생

하지 않지만, 회전 속도가 빠를 경우에는 기어 사이

의 틈으로 유체가 미처 빠져나가지 못하여 고압의 

유체가 머물러 바퀴의 회전을 저항하는 힘이 발생

하게 된다. 이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d)와 같은 

형태가 된다.1,6 

하지만, 이러한 유성치차 방식을 이용할 경우 

기어치 사이의 간극에 따라 저항력이 크게 달라져 

매우 정밀한 가공이 요구된다. 또한, 구조가 복잡

하여 바퀴의 소형화가 필요한 대상 제품의 특성상 

적용에 한계점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유성

치차 방식과 유사한 원리로 속도제한이 가능하면

서 소형화가 좀 더 용이한 트로코이드 기어를 이용

한 속도제한 메커니즘을 적용하였다. Fig. 3 은 트로

코이드 기어를 이용한 속도제한 원리를 보여준다. 

 

 

Fig. 3 Trochoid gear mechanisms in the wheel 

 

Fig. 3 의 (a)와 같이 구성된 트로코이드 기어를 

적용한 바퀴에서 중앙의 축과 일체인 내부 로터는 

고정되어 있으며 바퀴가 회전함에 따라 그 주위를 

외부 로터가 회전하게 된다. 이때, 유성치차 방식

과 유사한 원리로 바퀴의 회전이 느릴 경우 Fig. 3 

의 (b)와 같이 유체가 기어 사이의 미세한 틈으로 

자연스럽게 이동하게 된다. 하지만, 바퀴의 속도가 

빨라질 경우 유체가 미처 기어 틈 사이로 빠져나

가지 못해 그 공간에 고압의 유체가 형성됨으로써 

바퀴의 회전에 저항하는 힘이 발생하게 되며 이를 

이용하여 속도제한을 구현하게 된다.7 

 

3. 안전바퀴 설계 및 제작 

 

3.1 유한요소 해석 

안전바퀴 설계에 앞서 유한요소 해석을 통해 

트로코이드 기어를 이용한 속도제한 메커니즘의 

적용가능 여부를 검토하였다. 해석에는 상용 유한

요소 해석 프로그램인 CS/Tetra ver. 8을 이용하였으

며, 유체 점도 및 속도에 따라 바퀴 내부에 발생되

는 압력 변화를 도출하여 제작 전 설계단계에서 

유체 점도에 의한 영향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였

다. Fig. 4 는 유동해석 조건을 보여준다. 

 

 

Fig. 4 FEA condition of trochoid system 

 

유체가 들어가고 나올 수 있도록 유입구와 유

출구를 포함한 트로코이드 기어를 모델링 한 후 

입력 유체 속도를 0.05, 0.1, 0.2, 0.3 m/s로 달리하여 

유체 점도 별로 내부에 생성되는 압력 변화를 측정

하였다. 이때, 내부 로터와 외부 로터는 고정시켜 

움직이지 않도록 하였으며, 유체가 로터 사이를 

통과하면서 발생하는 압력을 도출하였다. 입구 및 

출구 면적의 경우 0.00003 m2 로 적용하였다. 

Fig. 5 는 유체속도 0.3 m/s, 유체 점도 10,000 cS 

조건 에서의 압력 및 속도 분포를 보여준다. 각 조

건 하에서의 해석 결과를 Fig. 6 에 그래프로 나타

내었다. 

유동해석 결과 바퀴의 속도가 증가할수록(유체 

속도가 증가할수록) 내부에 발생하는 압력의 크기

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유체의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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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Fig. 5 (a) Pressure contour of trochoid (b) Velocity 

contour of trochoid 

 

 

Fig. 6 FEA result of trochoid 

 

점도가 높아질수록 내부에 발생하는 압력의 크기 

역시 증가하였다. 압력의 증가는 바퀴의 제동력

(저항력) 증가로 이어질 것을 예상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결과로 볼 때 트로코이드 기어를 이용한 

속도제한 메커니즘이 적용 가능할 것이라 판단할 

수 있다. 

 

3.2 안전바퀴 설계 및 제작 

유동해석을 통해 트로코이드 기어를 이용한 

속도제한 메커니즘의 적용 가능성을 확인 한 후 

안전바퀴 설계에 착수하였다. 총 2 개의 트로코이

드 기어로 구성되어 있으며, 오링을 삽입하여 누

유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였고, 회전 축에 베어

링을 삽입하여 축에 발생하는 마찰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Fig. 7 은 설계를 통해 도

출된 트로코이드 방식 안전바퀴 모델을 보여준다. 

또한, Fig. 8 은 설계에 따라 제작된 안전바퀴 시제

품을 보여준다. 

 

Fig. 7 Modeling of safety wheel 

 

 

Fig. 8 Prototype of safety wheel 

 

4. 속도제한 성능 평가 

 

4.1 평가장치 제작 

안전바퀴 시제품 제작 후 성능 평가를 위한 

장치를 설계 및 제작 하였다. Fig. 9(a) 는 설계를 

통해 도출된 모델을 보여주며, Fig. 9(b) 는 제작된 

평가 장치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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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9 (a) Modeling of test equipment (b) Schematic of 

test equipment 

 

평가 장치는 바퀴 회전을 위한 구동모터, 속도

측정을 위한 rpm 센서, 전압 및 전류 조절장치, 하

중 표시기 등으로 구성하였다. 성능 평가 시 바퀴 

회전에 따라 발생하는 저항력이 로드셀에 가해지

며 이 값을 토크로 환산하여 결과 값으로 사용하

였다. 또한, 속도의 경우 rpm 측정기에 입력된 값

을 바퀴 지름을 고려하여 선 속도로 환산한 후 

사용하였다. 

 

4.2 속도제한 성능평가 

제작된 안전바퀴 시제품과 평가장치를 이용하

여 유체 점도에 따른 속도제한 성능 평가를 수행

하였다. Fig. 10 은 각각 다른 점도를 가진 오일을 

사용하여 성능평가를 수행한 결과를 보여준다. 성

능 평가에 사용된 오일은 유압유(52cS), 체인오일

(65cSt), 실리콘 오일(10000cS) 등이며, 성능평가 

결과 실리콘 오일(10000cS)을 사용할 경우 목표 

값에 가장 근접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초기에 높은 저항력이 발생하는 문제점

으로 인해 적용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해 Fig. 11 과 같이 기어에 직경 

1 mm 의 홀을 가공한 후 실리콘 오일(10000cS)을 

이용하여 추가적으로 성능평가를 수행하였다. 

 

 

Fig. 10 Test results used different oil 

 

 

Fig. 11 Modified trochoid gear 

 

 

Fig. 12 Test results after applied hole 

 

Fig. 12 는 홀 가공 후 수행된 성능평가 결과와 

홀 가공 전 수행된 성능평가 결과를 비교하여 보여

준다. 성능평가 결과 홀이 적용된 경우 상대적으

로 초기 저항력이 감소하고, 5 km/hr (1.39 m/s)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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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저항 토크인 1.51 N · m 에 매우 근접한 결과

를 보여주는 것을 알 수 있다. 

수행된 성능평가 결과를 볼 때 본 안전바퀴를 

이용할 경우 적절한 내부 유체를 사용한다면 상

용 카트에 적용하여 속도제한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대상의 속도가 느릴 경우 저항력이 매

우 작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 개발된 

안전바퀴의 경우 초기 저항력이 비교적 큰 관계

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추가적인 개선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복잡하고, 사용하기 불편

한 속도제한 장치를 대체할 수 있는 간편한 속도

제한 바퀴를 개발하기 위해 트로코이드 메커니즘

을 선정하고, 유한요소 해석 및 다양한 조건에 

따른 성능 평가를 수행하여 바퀴의 적용 가능성

을 검토하였다. 

1) 유한요소 해석 결과 바퀴의 속도가 증가할

수록(유체 속도가 증가할수록) 내부에 발생하는 

압력의 크기가 증가하였으며, 유체의 점도가 높아

질수록 내부에 발생하는 압력의 크기 역시 증가

하였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트로코이드 기어를 

이용한 속도제한 메커니즘이 적용 가능할 것이라 

판단할 수 있다. 

2) 유체 점도에 따른 속도제한 성능 평가를 

수행한 결과 실리콘 오일(10000cS) 을 사용할 경

우 목표 값에 근접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초기에 높은 저항력이 발생하

는 문제점이 발생하였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어에 홀을 가공한 후 추가적으로 성능평가를 

수행한 결과 초기 저항력이 감소하고, 목표 저항 

토크인 1.51 N · m 에 매우 근접한 결과를 보여주는 

것을 확인하였다. 

3) 수행된 유한요소 해석 및 성능평가 결과를 

볼 때 본 안전바퀴를 이용할 경우 적절한 내부 유

체를 사용한다면 상용 카트에 적용하여 속도제한

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대상의 속도

가 느릴 경우 저항력이 매우 작아야 함에도 불구

하고 본 연구에서 개발된 안전바퀴의 경우 초기 

저항력이 비교적 큰 관계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추가적인 개선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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