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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Many studies are being conducted to improve high speed, light weight and safety of passenger. To improve 

safety of rolling stock, safety of running performance is most important, and optimizing flow lubrication in 

driving gear is essential.

This study simulates lubricant flow change in driving gear casing which is splashed by the surface of low 

speed gear teeth following rotational direction of driving gear unit for EMU by using CFD analysis, and 

based on analysis detail, non-load actual test is conducted for similar driving condition to find out suitability 

of analysis, selection of lubricate and stability of driving gear.

국문요약

 철도차량의 고속화, 경량화와 함께 승객의 안전성을 보다 더 높이기 위한 많은 연구가 진행 되고 있

다. 철도차량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주행성능을 안정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드라이빙기

어 내부의 윤활유량을 최적화하는 것은 주행성능 확보에 필수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전동차용 Driving Gear Unit의 회전 방향에 따라 저속 Gear 치면을 통해 Splash 되는 

드라이빙기어 Casing내의 윤활유 유동 변화를 ANASYS CFD 프로그램과 전산유체해석 기법을 사용하

여 구현 하였으며, 해석 내역을 토대로 유사 구동 조건에 대한 무부하 실증 시험을 실시하여 해석의 적

합성 및 윤활유량 선정과 드라이빙기어의 안전성에 대해 고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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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배경 및 목적

전동차용 드라이빙기어(“이하 기어”)는 동력전달을 위한 가장 중요한 부품이자 시스템의 핵심 요소로 

신뢰성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부품이다. 때문에 기어에 대한 고 부하용량과 저소음화 및 고 수명에 대

한 요구가 날로 높아지고 있으며, 신뢰성 설계기술은 핵심적인 기반 기술로서의 그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다.

신뢰성 있는 기어를 설계하기 위해 미국, 유럽, 일본등 선진국업체에서는 각 업체가 생산하고 있는 기

어들에 대한 체계적인 데이터를 확보하여 신뢰성유지 및 향상을 도모하고 있고, 관련 연구기관 및 대학

과 연계하여 기어 단품별 수명추정을 위해 모델구축 및 시험을 통해 경험적인 데이터 확보를 추진하는 

등 체계적인 연구를 지속하고 있다. 

기어의 파손은 마찰, 마멸, 윤활 등과 같은 형상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해석적인 방법으로 수명을 예

측하기 어려우므로 실험적인 연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기어의 수명을 보다 신뢰성 있게 얻기 위해서 기어 작동 시 발생하는 온도상승과 그에 

따른 윤활유 공급량이 취약하다고 예상되는 기어 입력부 MS(Motor Side) 및 WS(Wheel Side)부 

Bearing의 윤활유 적정 유입량을 대조군으로 선정함으로써 윤활유의 적정 유입량을 판별해 보았다.

1.2 ANSYS CFD 전산유체해석 기법과 적용사례

ANSYS CFD는 범용 열유체 해석 Solver인 CFX와 Fluent가 탑재된 통합 해석 프로그램으로서 

Turbine/Turbo와 같은 회전 유체 해석 분야에 최고 Solver로 평가 받고 있고 자동차, 항공우주, 화확공

정 등 산업계 전반에 두로 활용되고 있다. 또한 Fluent Solver가 Workbench 환경하에 완벽하게 집적되

어 해석을 빠르고 쉽게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타사의 사용프로그램 대비 가장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결과를 산출할 수 있게 하였다.

그림1은 동일 직경의 외접 기어 펌프(Tuocoid pump)의 Pumping과정을 모사한 내역으로 격자(Gear 

mesh)에 의한 대상 유체의 유동을 모사/구현한 것이다.

   

                   

그림1. Trocoid Pump 구동해석

그림2는 오일과 공기로 채워진 Free surface 상태를 구현하여 기어의 회전으로 오일의 유동흐름을 모

사/구현한 예시이다.

   

그림2. Gear mesh에 의한 유체 Chumping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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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석모델 및 조건

2.1 해석모델

해석에 사용된 Driving Gear Unit 모델은 그림3과 같이 3차원의 실제 전동차 대차에 조립되는 각도로 

고정, 동일 각도에서 등속운동을 하고 있다는 전제로 하고 유동장 중 해석 프로그램 내에 불필요한 부

하를 주는 객체의 격자를 축소하여 mesh 노드를 선정하였다.

     

       • 셀   : 1,732,553EA

       • 노드 :   607,997EA

 그림3. Driving Gear Unit 3D-Modeling & Meshed Model 

2.2 해석조건

유동해석은 총 6 CASE의 조건은 표1과 같이 진행하였으며, 축의 회전속도, 윤활유량 Gear의 회전 방

향(그림4)과 작동 유체의 물성치는 표2와 같이 선정하였다.

구분
윤활유량

( ℓ )

회전속도
비고

고속츅(RPM) 저속축(RPM)

Case 1 4.8 915.5 129.5

Max. 유량

저속(20Km/h)

Case 2 4.8 2288.7 323.6 중속(50Km/h)

Case 3 4.8 5035.1 712 고속(110Km/h)

Case 4 3.1 915.5 129.5

Min. 유량

저속(20Km/h)

Case 5 3.1 2288.7 323.6 중속(50Km/h)

Case 6 3.1 5035.1 712 고속(110Km/h)

표 1. 해석조건

  

구분 공기 윤활유(SPIRAX A90_ISO VG#150)

밀도 1.185 904

점성계수 1.831× 
4290.384×

표 2. 작동 유체의 물성치

          

그림4. Gear 회전 방향 및 Boundary con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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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석 결과

해석 결과 표3, 4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각 Case에 대해 WS부와 MS부 내에 유입되는 평균 윤활

유량을 비교한 결과 운행속도에 따라서 MS부의 평균 윤활유 유입량이 각각 179%, 113%, 101% 이상 

많이 유입되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이는 유면계 상에 표기되는 구동 적정 유량인 윤활유량 Min 3.1ℓ ~Max 4.8ℓ 의 유량이 안정적으로 

유입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지만 주입된 윤활유량에 따라 동일 운행 조건대비 최대 66% 수준까지 유입 

윤활유량이 줄어드는 결과를 볼 때 최저윤활유 미만의 주입 조건으로 운행시 매우 적은 유량이 유입되

어 기어 부품 및 내부의 발열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 하였다.

 

구분
MS부 평균 유량

(ℓ/min)

WS부 평균 유량

(ℓ/min)

유입비(%)

(MS부/WS부)
Case No. 윤활유량 (ℓ) 운행조건(km/h)

1 4.8 20 0.229 0.128 179

2 4.8 50 0.801 0.710 113

3 4.8 110 2.183 2.169 101

4 3.1 20 0.151 0.083 182

5 3.1 50 0.521 0.455 115

6 3.1 110 1.364 1.214 112

표 3. Case별 평균 유입 유량

운행조건(km/h) MS부 (Min/Max 유량) WS부 (Min/Max 유량)

20 0.661 0.649

50 0.650 0.641

110 0.625 0.560

표 4. 윤활유량에 따른 평균 유량 유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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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5. Case별 평균 유입유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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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1 Case 2 Case 3

Case 4 Case 5 Case 6

그림6. Case별 Driving Gear Unit 내부 오일 분포

4. 주입 윤활유량/운전속도 별 무부하 시험

4.1 무부하 시험개요

Driving Gear Unit의 특정 운행 조건에 대한 내부 윤활유의 유동 변화 및 적정 윤활유량의 선정을 위

해 전산유체해석을 통한 해석 내역을 토대로 무부하 시험을 실시하여 해석 결과값에 대한 검증 및 최적 

윤활유량과 저/중/고속 구간 상의 Driving Gear Unit 내부 발열량을 분석 하였다.

 4.2 시험방법 및 장치구성

무부하 시험을 위해 그림7과 같이 Driving Gear Unit을 기준으로 구동 회전축(MS)부의 강제 외부 진

동을 가하고 Flexible Gear Coupling의 최대 보정 Misalignment까지의 편심 구동과 같은 운행 조건을 

부여하고 Casing외면 5개소의 표면에 온도 센서를 부착 상승온도가 허용 범위 내에서 상승하는지 확인 

하였다.

  ●  온도 측정점(#1, #2, #3, #4, #5)

소음 측정점

그림7. 무부하 시험 장치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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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시험결과

Driving Gear Unit 내부 온도의 상승은 표5와 같이 저속⇨중속⇨고속의 순서로 상승폭이 높아졌고, 

저속회전에 따른 Splash 유입 윤활유량 부족으로 인한 이상 발열 현상은 발생되지 않았으며, 고속 회전

에 따른 고속 축(MS/WS)의 발열 또한 일정 온도(65℃)내에서 안정적으로 해소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구분 시험구동

윤활유

주입량

( ℓ )

MS/WS부 회전 속도
총 

시험시간

발생소음

(dB)

측정온도

(℃)

기준온도

(℃)900

RPM

2700

RPM

5060

RPM

Case 1 Pulley

중속

구동

4.8 5min  - 100min 105min 104 70

80

Case 2 4.0 15min 15min 60min 90min 104 65

Case 3 3.8 30min 30min 30min 90min 105 66

Case 4

Motor

감속

구동

3.8 - - 30min 30min 108 64

Case 5 3.6 5min 5min 105min 115min 102 64

Case 6 3.4 5min - 85min 90min 102 62

Case 7 3.2 - - 60min 60min 104 58

Case 8 3.0 - - 60min 60min 103 56

Case 9 2.8 - - 60min 60min 106 60

Case 10 2.6 - - 60min 60min 109 60

표 5. 윤활유량/운전속도별 무부하 시험 결과

5. 결론 및 향후과제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Driving Gear Unit의 윤활유량을 대조군으로 선정하여 유입량이 취약하다고 

예상했던 기어의 입력부(MS/WS)를 중점으로 해석한 결과 안정적으로 윤활유의 유입이 이루어지는 것

을 확인하였다. 이를 토대로 실제 전동차의 구동조건에서 시험을 실시하여 최대 윤활유량 4.8ℓ에서부터 

최저 한계 유량인 3.6ℓ는 물론 최저 한계 보다 낮은 2.6ℓ의 윤활유량 주입까지 Driving Gear Unit 입력

부(MS/WS)를 측정한 결과 상승온도가 최대 70℃(평균온도 61℃)로 확인 되었다. 이는 기준온도 80℃ 

대비 10℃이하로 안정적 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여 해석에서 나타난 데이터를 실험을 통하여 검증하였다.

이러한 실험적 연구는 전동차용 Driving Gear Unit의 윤활유량 선정에 대한 3차원적 해석기법을 구축

함과 동시에 실험적 방법을 제시하여 Driving Gear Unit 기초설계 자료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

으로 기대되며, 전동차 제작에 있어 부품 개발과정과 양산공정에서 나올 수 있는 에러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기초연구 및 제작기술의 종합적인 연구에 많은 도움을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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