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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기어는 기계시스템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이고 

기어의 성능은 시스템의 성능과 직결되기 때문에, 

기어 성능 개선에 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으며, 진동 감소를 위한 여러 가지 대책들이   

발표되었다.(1~6) 특히 원웨이클러치를 이용하면  

매우 효과적으로 기어열의 진동을 감소 시킬 수 

있다고 보고된바 있는데,(1, 2) 이론적 모델링과   

수치적 해석만이 행하여졌고, 실험에 의한 검증이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

서는 원웨이클러치를 가지는 기어열을 대상으로 

동특성 실험을 수행하여, 원웨이클러치가 진동   

감소에 효과적인지 여부의 타당성을 검증하고자 

한다.  

2. 실 험 

2.1 실험 장치 

Figure 1 은 실험 장치의 개념도와 사진이다.   

구동모터의 동력은 10 마력이고 인버터로 속도를 

조절하며, 벨트에 의해 두 배로 증속 된다. 기어의 

회전속도는 3500rpm 까지 가능하나, 입력축에 클

러치를 설치한 경우에 지그의 언발란스에 기인하

는 진동 때문에 최고속도를 1700rpm 으로 제한 하

였다. 토크메터와 벨트풀리 및 기어박스와 브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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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기어열의 입력축이나 출력축에 원웨이클러치를 설치하면 기어열의 진동을 효과적으로 감소 시킬 

수 있다고 보고된 바 있으나, 아직까지 수치적 해석만이 행하여졌고 실험에 의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원웨이클러치를 가지는 기어열을 대상으로 동특성 실험을 수행하여, 

원웨이클러치가 진동 감소에 효과적인지 여부의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클러치 설치 유무와 설치 위치에 

따른 차이를 비교하기 위하여, 입력축과 출력축에 각각 클러치 설치 조건을 달리하면서 넓은 속도 

범위에 걸쳐서 동특성을 측정 비교하였다. 실험 결과에 의해, 클러치가 기어물림 진동뿐만 아니라 

입력축에서 전달되는 진동을 감소 시킴으로써, 기어열의 비틀림 진동 감소에 효과적임을 확인하였다. 

 

Abstract: Using a one-way clutch has been reported to be very effective in reducing the vibration of gear pairs. 

However, study on the effect of using a one-way clutch has been based on numerical analysis only, and no experimental 

study has yet been executed. Hence, in this study, experiments to verify the effectiveness of using a one-way clutch to 

reduce the torsional vibration have been executed. Dynamic responses over a wide range of speeds have been compared 

for various numbers and positions of the clutch. The results of the experiments verified that a one-way clutch is 

effective in reducing the vibration by decreasing the tooth mesh vibration as well as the vibration transmitted from the 

input sh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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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chematic diagram 

 

 
(b) Photograph 

1: motor, 2: torque meter, 3: clutch bearing, 4: gear 

box, 5: accelerometer and slip ring, 6:clutch bearing, 

7: hysteresis brake 

 

 
(c) Detail view of the one-way-clutch, 

accelerometer, and slip ring 

 

  
(d) Gear pair 

 

Fig. 1 Schematic diagram and photograph of the test rig 

Table 1 Gear dimensions 

 

Number of teeth 50 

Module (m) 0.002 

Pressure angle (deg.) 20 

Face width (m) 0.02 

Modulus of elasticity (N/m2) 207x109 

Density (kg/m3) 7800 

Base  radius (m) 0.0476 

Backlash (2b) (m) 200x10-6 

Mass of gear (kg) 5.77 

Mass of coupling (kg) 4.1 

Mass moment of inertia of 

gear (kg-m2) 

4.56x10-3 

Mass moment of inertia of 

flexible coupling (kg-m2) 

5.97x10-3 

Average mesh stiffness 

(N/m): CR1.75 

5.635 x108 

 

크 등은 축정렬 오차를 보정하기 위해 디스크형   

유연커플링으로 연결되었다. 

실험에 이용된 기어는 JIS 1급의 전위 없는 동일한 

표준기어 쌍이며, 모듈 2mm, 잇수 50, 치폭 20mm 이

고, 물림율(CR: Contact Ratio)은 1.75 와 1.5 각 한 쌍이

다. Table 1은 기어와 커플링의 제원이다. 기어의 이론

적 물림강성은 kuang 등(7)에 의한 방법에 의해 계산하

였고, 치물림주파수(TMF: Tooth Mesh Frequency)에 의

한 고차 하모닉 공진을 확인하기 위해 기어 가공부 

전후의 축직경을 증가시켜 기어의 물림고유진동수를 

낮추었다. 기어와 유연커플링은 키이로 결합되어 있

으며, 이 두 요소를 일체로 고려한 경우의 이론적 물

림고유진동수(fn)는 토크와 물림율에 따라 약간 변화

하나  대략 790Hz 부근의 값을 가지며, 아래와 같은 

식에 의해 계산된다.   
 

fn=            (1) 

 

Meq=        (2) 



원웨이클러치의 기어열 진동감소 효과에 관한 실험적 연구 

 

   

 

1479 

 
(a) NC 

 
(b) IC 

Fig. 2 Dynamic responses in conditions no clutch (NC) 

and clutch at input shaft (IC) with torque 7 N-m, 

CR 1.75: (a) NC and (b) IC 

 

여기에서 keq는 등가물림강성, Meq는 등가질량, I와

r 은 각각 질량관성모멘트 및 기초원반경이고, 하

첨자 1과 2 맞물리는 두 기어를 의미한다.  

기어박스 입출력 축에 원웨이클러치(클러치베어링: 

이하 클러치)를 전용 지그를 이용하여 각각 탈부착할 

수 있다. 입력축 끝 단에 고정된 지그에 원주방향으

로 가속도계(PCB-352C68)를 부착하고, 슬립링(Moog-

EC3848: 10000rpm)을 통하여 비틀림 진동 신호를 측

정한다. 중력의 영향을 고려한 절대치를 측정하기 위

해서는 180o 간격으로 두 개의 가속도계를 설치하여 

측정된 성분의 합을 평균하여야 하나, 본 실험에서는 

클러치 설치 조건에 따른 총진동량의 상대적 비교를 

위하여 가속도계는 한 개만을 설치 하였다. 

오더분석을 위해서 출력축 쪽에 타코메터를 설치하

였고, 부하는 출력축 끝단에 히스테레시스   브레이

크(Magtrol HB-840: 정격토크 6N-m, 6000rpm)를 설치하

여 조절이 가능하다. 앰프(Magtrol 5210-2: 1000mA)의 

전류를 조절함으로써 토크를 조절하는데, 연속 사용

에 의한 과열 방지를 위해 부하 토크는 최대 7N-m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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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IC 

Fig. 3 Campbell diagram in conditions no clutch (NC) 

and clutch at input shaft (IC) with torque 7 N-m, 

CR 1.75: (a) NC and (b) IC  

 
제한하였고, 선풍기를 이용하여 추가로 냉각을 수

행하였다. 전류를 일정하게 인가한 상태에서 모

터를 구동시키면, 회전수가 증가함에 따라 관성 

영향에 의해 실제 측정되는 토크가 증가하며, 최

대 부하인 경우 0.5N-m 까지 증가하였으나, 본 논

문에서는 초기 토크를 비교 토크로 사용 하였다. 

토크는 입력축 직전에 토크메터(Lebow- 1804: 

capacity 113N-m, 20000rpm)를 설치하여 측정하였

으며, 정확도를 확보하기 위해 추가로 수동으로 

캘리브레이션을 수행하였다. 신호측정 및 분석에

는 B&K 사의 PULSE 3560-B-040 및 관련 S/W 가 

이용되었다.  

  클러치에 의한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클러치

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NC: No Clutch)와 입력축

(IC: Input Clutch)이나 촐력축(OC: Output Clutch) 한

곳에만 설치한 경우, 및 입출력축 모두에 설치한 

경우(BC: Both Clutches)에 대하여, 조립조건 등에 

따른 오차를 최소화 하기 위해 각 2 회 이상의 

재조립 조건에서 3회 이상의 실험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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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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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IC 

Fig. 4 Dynamic responses as a function of time with torque 

7 N-m, at 300 rpm, CR 1.75: (a) NC and (b) IC  

 

2.2 실험 결과 및 분석  

물림율 1.75 의 기어쌍에 7 N-m 의 토크가 작용

하는 상태에서, 클러치가 없는 경우(NC)와 입력축

에 클러치가 있는 경우(IC)의 증감속시 동특성  

응답(총량값: overall value)과 증속시의 캠벨도

(Campbell Diagram)를 Fig. 2와 Fig. 3에 각각 나타

내었다. 본 실험에 이용된 기어열은 한쌍의 맞물

림 기어에 의한 고유진동수 외에도, 가속도계를 

고정한 지그, 클러치베어링을 설치하기 위한 지그, 

브레이크, 토크메터 및 유연커플링 등 때문에   

다수의 고유진동수를 갖는다. 그림에서 보이는 각 

피크들은 시스템의 고유진동수와 물림주파수 및 

그 조화성분의 공진에 기인한 것이다. 

Figure 2 에 보이는 바와 같이 클러치 설치 여부

와 관계 없이, 증속할 때보다 감속 할 때 진폭이 

다소 증가하는 경향은 있으나, 기존의 연구결과와

는 달리(1,2,8,9) 점프현상이나 다중해 영역 등의 비

선형 거동이 관찰되지 않았다. 비선형성은 치강성

과 감쇠, 물림율, 부하크기, 및 클러치의 강성과 

감쇠 등에 매우 민감하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점

프현상 등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10) 본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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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IC 

Fig. 5 Campbell diagram in conditions no clutch (NC) 

and clutch at input shaft (IC) with no load, CR 

1.75: (a) NC and (b) IC  
 

험에서도 제반 조건들이 비선형 특성 발생에 적합

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두 그림 모두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클러치 

를 설치한 경우가 설치하지 않은 경우보다도 지그 

등의 언밸런스 요소가 더 추가 되었는데도 불구하 

고, 모든 고유진동수에서 공진에 의한 진동의 크

기도 더 작고 피크 수도 적게 나타났다. 이는 기

존의 수치적 해석 연구결과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기어에서 발생되는 진동과 모터와 벨트 쪽에서   

전달되는 진동들이 모두 클러치에 의해 억제 되었

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1,2) 클러치 설치 조건

에 따라 치물림주파수 이외의 고유진동수가 약간

씩 변동하였는데, 이는 클러치베어링 설치용 지그 

추가 설치에 따른 영향인 것으로 추정된다. 

Figure 4 는 클러치 설치 조건에 따른 시간변화   

가속도 그래프이다. 클러치가 없는 경우에 비하여 

클러치를 설치한 경우에 진동의 절대치나 변동폭이 

훨씬 적음을 알 수 있다. 클러치가 없는 경우(NC)에 

정방향 진동량과 역방향 진동량이 비대칭 성을 보이

나, 이는 NC경우만의 독특한 현상이   아니고, IC의 

경우에서도 다른 회전수에서 관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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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C 

 
(b) OC 

Fig. 6 Campbell diagram in conditions clutch at output 

shaft (OC) and both shafts (BC) with torque 7 N-

m, CR 1.75: (a) BC and (b) OC 

 

Figure 5 는 브레이크 전원을 차단한 무부하 상태에

서의 두 가지 클러치 조건에 대한 캠벨도이다. 브레

이크의 전원을 차단하였으나 마찰력과 관성력 등으로 

인하여 약 0.5 N-m 의 토크가 작용하였다. 이 경우에

도 역시 클러치가 있는 경우에 모든 고유진동 주파수

에서 진동이 감소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Figure 6 는 입력축과 출력축 양쪽 모두에 클러

치가 설치된 경우(BC)와 출력축에만 클러치가   

설치된 경우(OC)의 캠벨도이다. 입출력축 양쪽에 

클러치가 있는 경우에는 입력축에만 클러치가   

설치된 경우와 비슷하게 모든 고유진동 주파수에

서의 진동이 적은데 비하여, 출력축에만 클러치가 

설치된 경우에는 클러치가 없는 경우와 비슷하게 

모든 주파수에서의 진동이 현저 하게 발생한다. 

입력축과 출력축에 설치된 클러치는 각각 입출력 

축의 비틀림 요동에 대해 효과적인데,(1) 모터와 벨

트 등에 의해 입력축 쪽에서 전달되는 진동에 비

하여, 출력단 쪽에서 작용되는 부하는 히스테레시

스 브레이크에 의해 거의 일정하게 작용하기 때문

에, 출력축에만 설치된 클러치는 진동감소 효과가 

적은 것으로 추정된다. 

 
(a) No load 

 
(b) 7 N-m 

Fig. 7 Dynamic responses in various clutch conditions 

and loads, CR 1.75: (a) no load and (b) 7 N-m 

 
네 가지 클러치 설치 조건들의 속도 변화에 따

른 진동량 변화를 Fig. 7 에 나타내었다. 무부하시

에는 치물림진동(TMF)에 의한 가진력이 작아 고

유진동수 들과의 공진에 의한 진동이 미약하기 때

문에, 회전수 증가에 비례하여 진동량이 피크 발

생 없이 단순 증가한다. 클러치가 입력축에 설치

된 경우(IC, BC)가 그렇지 않은 경우(OC)보다 진

동감소 효과가 더 있으며, 특히 부하가 없을 때 

효과가 현저한데, 이는 클러치가 치물림진동뿐만 

아니라 입력축에서 전달되어 오는 진동의 감소에

도 효과적임을 보여 준다. 클러치가 입출력축   

모두에 설치된 경우는 입력축에만 설치된 경우에 

비하여 별다른 진동 감소 효과가 보이지 않는다. 

이는 클러치가 양쪽 축에 모두 설치된 경우가   

어느 한 쪽에만 설치된 경우보다 진동 감소에 더 

효과적이라는 기존의 해석적 연구 결과와는 상이

한 결과인데, 본 실험에서는 동일한 실험 장치를 

클러치가 없는 경우뿐만 아니라 있는 경우까지의 

실험에도 사용하기 위하여 클러치 지그를 추가로 

결합함으로써, 언밸런스와 축정렬오차 등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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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클러치 조건에 따른 이상의 경향들은 물림율이 

1.5 인 경우에도 유사하였으며, 동일한 클러치   

조건하에서의 토크변화에 따른 진동량은 토크의 

크기에 비례하는 일반적인 경향을 보였다.  

3. 결 론 

원웨이클러치가 기어열의 진동 감소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실험을 수행하였다. 클러치

설치 유무와 설치 위치에 따른 차이를 비교하기 

위하여, 입력축과 출력축에 각각 클러치 설치   

조건을 달리하면서 동특성을 측정 비교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 하였다. 

클러치는 내부 가진력으로 작용하는 기어물림진

동뿐만 아니라 입력축을 통하여 외부에서 전달되

는 진동을 감소 시킴으로써 기어열의 비틀림 진동 

감소에 효과적이다. 클러치는 출력축 보다는 입력

축에 설치하는 편이 더 효과적이다. 클러치는 특

히 무부하시의 진동 감소에 효과적이며, 가공 조

건과 부피 등을 고려하였을 때 입력축에만 설치하

는 것이 가장 경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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