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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1.

기계적 방법에 의하여 회전이나 동력을 전달하

는 방법은 기어 로울러 체인 벨트 로프 마찰차, , , ,

등 기타 여러 가지가 있으나 확실하고 미끌어지,

지 않고 동력을 전달하는 방법으로서는 기어가

가장 우수하다.
(1,2)

예를 들면 작은 시계용 기어에서부터 큰 것은

선박용 터빈 기어에 이르기까지 전달마력의 범위

가 매우 넓다는 점이며 회전속도가 빠르고 회전, ,

비가 큰 점 조용한 동력 전달 등이 기어 전달의,

가장 큰 특징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자동차의 경. ,

우 엔진에서 출력되는 힘을 바퀴에 전달시키기

위해서는 수많은 기어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변속

기를 통하여 적절한 감속비로 전달되기 때문에

자동차 주행시 주행 성능의 기준으로 사용된

다.
(1~3)

변속기의 품질기준은 내구성이 좋아야 하고,

기어 소음이 적으며 변속 충격이 적고 변속시,

부드러운 운전이 가능해야 한다 이러한 품질기.

준이 만족되기 위해서는 변속기 내부에 사용되는

축 및 기어에 대한 엄격한 공차관리로 정밀도를

향상시켜야 하며 생산 원가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된다.
(4)

본 연구는 자동차 변속기 내부에서 동력을 전

달하는 헬리컬 기어의 소음 및 진동을 억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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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어측정 알고리즘Measurement( )

초록 자동차 변속기 내부에서 동력을 전달하는 헬리컬 기어의 소음 및 진동을 억제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정밀하게 가공된 기어를 검사하기 위한 방법에 관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측정 기준이 되는.

표준 기어와 측정 대상 기어인 워크 기어를 정밀하게 측정하는 알고리즘에 관한 것이다 기존의 방법은.

표준 기어와 모니터 기어를 회전하여 주파수 방법으로 측정 표준을 위한 마스터링 작업을 수행하였다1 .

본 연구에서는 제시된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표준 기어와 모니터 기어를 측정하고 표준 기어와 모니터,

기어의 오차를 계산하는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기어 측정에 대한 정밀도를 높이도록 하였다 또한 본 알.

고리즘을 사용하면 빠른 속도로 측정의 표준이 되는 마스터링 공정을 빠르고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Abstract: In this paper, a method to control the noise and vibration of a standard gear transmitting

mechanical power in the transmission insides, to things regarding a way to inspect the gear which was

processed minutely. In an algorithm used to accurately measure a work gear, the measurements of the master

gear are considered as the basis. The existing method considers one rotation of the standard gear and monitor

gear, and that carried out mastering work in frequency ways. In this study, an algorithm to measure standard

gear and monitor gear is proposed along with methods to calculate an error of the monitor gear and to

significantly increase the precision of gear measurement. Further, the algorithm is fast and is expected to be

capable of accurately measuring for mastering proces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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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Design of a rolling type gear testing machine

Fig. 2 Gear measuring system in laboratory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정밀하게 가공된 기어를

검사하기 위한 방법에 관한 것이며 측정 기준이

되는 표준 기어와 모니터 기어를 정밀하게 측정

하는 알고리즘에 관한 것이다.

롤링방식 기어 측정 장치2.

자동차 변속기 내부에 사용되는 동력 전달용

기어는 고속회전에 큰 토크 전달을 위하여 부드

럽고 조용한 헬리컬 기어를 사용한다 또한 변속.

기 내부에 사용되는 기어는 전량 전수검사를 실

시하기 때문에 변속기 내부의 기어 숫자만큼 전

용 기어 장비를 필요로 한다 그리고 기어 측정.

방식에 대해서는 기업의 중요한 노하우이므로

외부에 거의 알려지지 않고 있는 상태며 기어,

프로파일 측정 전용장치는 으로 검사실에off-line

서 한정된 수량의 정밀측정에 사용되므로 라인용

으로 사용하기에는 불가능하다.
(4)

은 롤링 기어 측정 장치Fig. 1 (rolling type gear

종류의 하나인 양 잇면 물림 시testing machine)

험기 의 기어 측정 장치이(dual flank tests type)

며,
(5) 는 실제작된 헬리컬 기어 검사기이다Fig. 2 .

측정 대상기어 를 측정하기 전 한 쌍으(work gear)

로 이루어진 표준 기어와 모니터 기어를 서로 맞

물려 회전시켜 기준값을 측정하고 모니터 기어,

대신 워크 기어를 삽입하여 기준값에 대한 비교

측정 방식으로 두 기어의 중심 거리의 흔들림의

정도 피치원 지름의 정밀도 기어 이의 이상 유, ,

무를 가지고 양품과 불량품을 판단 한다.
(4,6~8)

기어 프로파일 측정 알고리즘3.

에서와 같이 표준 기어와 워크 기어가 설Fig. 2

치된 측정 장비에서 개의 센서와 개의1 LVDT 1

로터리 엔코더를 사용하여 표준 기어의 치형과

모니터 기어의 치형 편차 데이터를 분리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과. Fig. 3(c)

같이 두 개의 기어의 치형 편차를 그래프로 나

타내어 기어의 치형 데이터를 수치화하였고 본,

알고리즘이 타당한가에 대한 확인 데이터로써 사

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알고리즘은 두 기어의 기

어비가 또는 처럼 정수로 떨어지는 경우1:1 1:10

정밀도가 떨어진다 그러나 자동차 변속기에 사. ,

용되는 모든 기어는 짝수와 홀수 정수로 떨어지(

는 경우 제외 로 맞물려 돌기 때문에 기어비가)

맞아 떨어지는 경우는 없다 그러한 이유는 두.

기어의 치형이 서로 맞물려 돌아갈 때 모든 기,

어의 치형이 마모 및 마멸이 일정하게 분포하여

기어의 치형이 국부적인 파손 및 파괴를 일으키

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표준 기어와 워크 기어의 치형 데이터를 분리

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시행한다.

분석을 위하여 두 기어의 회전비를 구한다(1) .

가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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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An artificial test data in polar coordinate

(b) Detail of section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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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An artificial test data in cartesian coordinate

Fig. 3 An artificial test data for the gear measuring
algorithm

여기에서,

 측정하기 위한 마스터 기어 회전수:

 표준 기어 잇수:

 모니터 기어 잇수:

 표준 기어 누적 잇수:

 모니터 기어 누적 잇수:

 :  


를 만족시키기위한표준 기어상수

 :  


를만족시키기위한모니터기어상수

식 은 표준 기어를 측정하기 위한 회전수로(1) ,

표준 기어의 치형과 모니터 기어의 치형 데이터

를 가장 빠르고 신뢰도가 높은 데이터를 추출하,

기 위한 최적의 회전수이다.

본 알고리즘에서 사용된 표준 기어의 치형 데

이터 수는 개 모니터 기어의 치형 데이터 수144 ,

는 개로 두 기어의 회전비는 로34 4.232529411...

정수로 떨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식 에 의하여. (1)

결정된 표준 기어의 회전수는 바퀴로 회전시켜18

야하며 이 때 엔코더 데이터와 데이터를, LVDT

수집한다.

계산 순서(2)

표준 기어의 첫 이와 워크 기어의 첫 이가1)

맞물렸을 때의 중심거리 변화값을 기M1-0 (

준 으로 한다) .

표준 기어의 첫 이가 회전 후 모니터 기어2) 1

의 다른 이와 맞물렸을 때의 중심거리 변화

값을 로 한다M1-1 .

표준 기어 첫 이가 회전 후 모니터 기어의3) 2

다른 이와 맞물렸을 때의 중심거리 변화값

을 로 한다M1-2 .

위 의 방법으로 표준 기어 첫 이가4) 2), 3) 18

회전 후 모니터 기어의 다른 이와 맞물렸을

때의 중심거리 변화값을 로 한다M0-17 .

표준 기어 첫 이가 회전 후 다시 모니터5) 17

기어의 첫 이와 다시 맞물렸을 때 즉 표준,

기어의 첫 이가 모니터 기어 이와 골고루

맞물리면서 모니터 기어의 첫 이와 다시 만

날 때까지 측정한다.

측정된 측정값 중에서 가장 큰6) M1-0...M1-17

값을 으로 결정한다MZ1 .

7) 위의 의 방법으로 표준 기어의1) ~ 6) 두

번째 치의 부터 까지 측정한M2-0 M144-17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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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_ij = [144][18] = 2592

index MZ_max[144] = X_ij[144][1]

Qi=MZi - MZi+1 (i=0;i=143;i++)

C[0]=MZ_max[0]

for (Ci =MZi - Qi (i=1;i=143;i++))

Fig. 4 Measuring algorithm for the standard gear

8)표준 기어의 데이터 수가 개이므로144 MZ2

의 가장 큰 값을 결정한다~ MZ144 ..

를 연산9) Qi = MZi - MZi+1 (i=1; i=143 ; i++)

하여 표준 기어의 의 치와 다음 치인MZ1

의 개별 편차를 구한다 여기서 편차MZ2 ( , Qi

는 표준 기어의 중심에서 첫 치와 두 번째

치의 상대적인 차이라PCD 할수 있으며,

가 양수면 의 이가 상대적으로 더 크Qi MZi

다고 볼 수 있으며 음수인 경우는 작다고,

볼 수 있다).

10) 까지 각각의 편차를 구한 후 측Q1~Q143

정값 중 표준 기어의 첫 이의“ PCD(C)"

을 기준으로C0 Ci = MZi + Qi (i=1; i=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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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Pitch Circle Diameter of a standard g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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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Pitch Circle Diameter of a monitor gear

로 연산한다i++) (Fig. 4).

여기서 의 값들은 표준 기어 이의, Ci PCD

편차 값이다(Fig. 5).

11)표준 기어의 를 분리 후 모니터 기어의PCD

를 연산하여야 하는데 위의 계산방법으로PCD ,

계산시 모니터 기어는 표준 기어와 달리 한

개의 이가 개의 치형 데이터표준 기어와144 ( )

만나야 됨으로 측정값초기 측정값(  에서 표)

준 기어의 를 빼면 모니터 기어의PCD PCD

편차값 이 계산된다 단 실제 프로그램(Fig. 7) . ,

에서는 모니터 기어의 계산 후PCD ,

   (2)

여기에서,

 표준 기어 편차: PCD

 측정 데이터:

 모니터 기어 편차: P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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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산출한다 그 이유는 모니터 기어의 각.

이가 표준 기어의 이와 더 많이 접촉함으로

써 측정 정밀도를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4. 기어 측정 및 분석

기어 프로파일 측정4.1

측정에 사용된 기어의 모듈은 잇수는 표준1.4,

기어 개 워크 기어 개로 의 비율로72 , 17 4.3529...

회전한다 은 정밀한 표준 기어. Fig. 7 (DIS 3962

Fig. 7 Measured gear profile using the algorithm, combined
with the precision standard and monitor gear data

(a) Standard gear profile

(b) Monitor gear

Fig. 8 Separated gears profile (measured) for standard
gear r(DINS 3692 class 2)

와 모니터 기어를 측정한 결과로 두 기어class 3)

가 맞물려 회전하였을 때의 실제 변위 값이다.

은 기어 프로파일 측정 알고리즘 을Fig. 8 ‘3. ’

사용하여 측정값에서 표준 기어와 모니터 기어

의 데이터를 분리하였으며 는 측정된 값에서, (a)

모니터 기어의 오차를 제거한 순수한 표준 기어

의 오차 편차이고 는 표준 기어의 오차가 제거(b)

된 모니터 기어의 상대 오차값이다.

는 위 기어 프로파일 측정 알고리FIg. 8(a) ‘3.

즘 을 사용하여 측정값에서 모니터 기어 값을 제’

Fig. 9 Measured gear profile using the algorithm,
combined with the standard and work gear data

(a) Standard gear

(b) Monitor gear

Fig. 10 Separated gears profile (measured) for general
gear (DIN 3692 class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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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andard gear

(b) Monitor gear

Fig. 11 Measured gear profile (10 times overlap) for
precision general gear (DIN 3692 class 2)

(a) Standard gear

(b) Monitor gear

Fig. 12 Measured gear profile (10 times overlap) for
general gear (DIN 3692 class 5)

거한 값으로 표준 기어의 는 이론적으로, PCD

이며 최대 의 오차가 발생하였다111.936mm 2um . Fig.

는 표준 기어와 동급으로 제작되었으며 는8(b) PCD

이며 최대 의 오차가 발생하였다31.601mm 2.5um .

의 측정에 사용된 기어의 모듈은 잇수는Fig. 9 1.5,

표준 기어 개 모니터 기어 개로 의 비83 , 37 2.243243...

율로 회전하며 표준 기어보다 등급이 낮은 고정밀

의 기어로 제작되었다(DIS 3962 class 5) .

Fig. 10( 의 이론 는 로 최대 의a) PCD 150.161mm 5um

오차가 발생하였다 의 는 이며. Fig. 10(b) PCD 69.903mm

최대 의 오차가 발생하였다10um .

4.2 측정 정밀도

와 는 표준 기어와 모니터 기어를Fig. 11(a) (b)

위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분리한 값을 회 겹쳐10

놓은 것이다 의 경우 겹쳐 놓은 표준 기. Fig. 9(a)

어의 데이터는 유사한 패턴을 가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의 경우 전체적인 값은 같고. Fig. 9(b) ,

파장의 시작 위치는 랜덤성을 보인다 랜덤성을.

보이는 이유는 표준 기어쪽은 스핀들 모터 에 직( )

접 연결되어 흔들림이 적지만 모니터 기어쪽은,

스핀들 아버 에 기어가 결합되어 슬리이딩 회전운( )

동을 함으로써 흔들림 오차가 포함되었을 것으,

로 예상된다.

결 론5.

자동차 변속기용 기어를 측정할 때 사용하는

측정 기준이 되는 표준 기어 및 모니터 기어는

초정밀급 가공 이하 을 요구한(DIN 3692 class 3 )

다 그로 인하여 가공 시간과 가공 비용은 그대.

로 측정 장비의 가격에 반영되어 가격 경쟁력을

떨어뜨리게 된다 그리고 마스터링 작업을 위한.

알고리즘은 외부로 알려지지 않고 있으며 기업,

들의 노하우로 보호되어 알려지지 않고 있다.

본 논문에서 제시한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마스

터링 공정을 실시하게 되면 초정밀급보다 급수,

가 단계 낮은 정밀급 급 기어 기1~2 (5 , DIN 3692

준 으로도 마스터링 작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며 정밀한 측정용 표준 기어와 일반 기어

를 비교 실험을 통하여 유효성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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