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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호설명 – 

 

b  : 치폭 

1d  : 피니언의 기준원 

E  : 탄성 계수 

F  : 집중 하중 

mF  : 평균 접선 하중  

tF  : 접선 하중  

I  : 면적 관성 모멘트 

AK  : 적용 계수 

αFK  : 굽힘 응력에 대한 정면 하중 계수 

 

βFK  : 굽힘 응력에 대한 치면 하중 계수 

αHK  : 접촉 응력에 대한 정면 하중 계수 

βHK  : 접촉 응력에 대한 치면 하중 계수 

VK  : 동하중 계수 

L  : 빔의 길이 

nm  : 정면 모듈 

M  : 모멘트 

minFS  : 굽힘 응력에 대한 최소 안전 계수 

minHS  : 접촉 응력에 대한 최소 안전 계수 

u  : 기어비 

w  : 빔에 작용하는 분포 하중 

FY  : 치형 계수 

SY  : 응력 수정 계수 

βY  : 굽힘에 대한 비틀림각 계수 

Key Words: Wind Turbine Gearbox(풍력발전기용 증속기), Planetary Gear Train(유성기어열), Load Distribution (하중 

분배), Flexible Pin(유연 핀), Planet Spindle(유성 축) 

초록: 풍력발전기용 증속기의 유성기어열에서 한단 지지 캐리어에 유연 핀을 적용하여 유성 축과 유연 

핀의 변형에 의한 자기 정렬 효과가 증속기 유성기어열의 수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

다. 유성기어열의 하중 분배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오일러 이론과 상용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풍력

발전기용 증속기에 한단 지지 캐리어와 유연 핀이 사용됨에 따라 유성기어의 미스얼라인먼트, 치면 하

중분포 계수 및 요구수명이 만족할 만한 성능 향상을 가져왔으며, 특히 요구수명에 있어서 증속기가 요

구하는 20 년 보증 수명을 만족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Abstract: An overhung mounted carrier with flexible pins is applied to the planetary gear train of a wind turbine 

gearbox to investigate the influence of the self-aligning effect by means of the deflection of the planet spindle and the 

flexible pin on the lifetime of the planet gear for a wind turbine gearbox. To analyze the load distribution of planet gears, 

both Euler theory and commercial software are employed. By applying an overhung mounted carrier with flexible pins 

in the wind turbine gearbox, we can improve the misalignment performance, face load factor, and service life of the 

planet gears. In particular, it was confirmed that a service life of more than 20 years could be realized for wind turbine 

gearboxes by applying a flexible pin to the overhung mounted carrier. 

§ 이 논문은 2011 년도 대한기계학회 신뢰성부문 춘계학술대회 

(2011. 5. 19.-20.,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발표논문임.  

† Corresponding Author, ghlee762@kimm.re.kr 

Ⓒ 2012 The Korean Society of Mechanical Engineers 



박영준 · 이근호 · 남용윤 · 김정길 

 

 954 

STY  : 기준 시험 기어에 대한 응력 수정 계수 

NTY  : 굽힘에 대한 수명 계수 

relTYδ
 : 상대 노치 민감도 계수 

RrelTY  : 상대 표면 상태 계수 

XY  : 굽힘에 대한 치수 효과 계수 

BZ  : 피니언에 대한 한쌍 이 물림 계수 

HZ  : 영역 계수 

EZ  : 탄성정수 계수 

βZ  : 접촉에 대한 비틀림각 계수 

εZ  : 접촉에 대한 물림률 계수 

NTZ  : 접촉에 대한 수명 계수 

LZ  : 윤활 계수 

VZ  : 속도 계수 

RZ  : 표면 거칠기 계수 

WZ  : 가공 경화 계수 

XZ  : 접촉에 대한 치수 효과 계수 

δ  : 빔의 처짐량 

Fσ  : 이뿌리의 굽힘 응력 

FPσ  : 허용 굽힘 응력 

limFσ  : 공칭 굽힘 응력값 

Hσ   : 접촉 응력 

HPσ  : 허용 접촉 응력 

limHσ  : 공칭 접촉 응력값 

 

1. 서 론 

최근 풍력발전산업이 신재생 대체에너지로 부각

됨에 따라 풍력발전기의 신뢰성과 수명에 대한 중

요성이 증가되고 있다. 또한, 풍력발전기의 대형화

와 장수명화는 핵심 구성요소인 증속기(gearbox)의 

대형화와 20 년 이상의 수명을 요구하게 되었다. 

증속기의 요구 수명을 확보하는 것은 현재 풍력발

전기의 신뢰성 확보 측면에서 꼭 해결해야 할 난

제 중에 하나이며, 그에 대한 활발한 기술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1~3) 

풍력발전기용 증속기에는 주로 유성기어열이 사

용되며, 이는 내접과 외접 물림이 동시에 일어나

고, 각 유성기어들의 맞물림 상태가 서로 다르며, 

위상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다수의 유성기어에서 

전달 동력과 하중이 균일하지 않게 분할되어 특정 

유성기어에 집중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4,5) 

일반적인 유성기어열에서 유성기어를 고정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캐리어에는 양단 지지(straddle 

mount) 방식과 한단 지지(overhung mount) 방식이 

있다. 현재까지 풍력발전기용 증속기에는 양단지

지 캐리어가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최근 들어 증

속기의 소형화 및 경량화를 위하여 한단 지지 캐

리어의 사용을 검토하고 있다.  

양단 지지 캐리어는 캐리어의 강도와 축 변형에

서 한단 지지 캐리어보다 우수하지만, 증속기의 

부피와 무게가 증가하고, 생산 단가가 높으며 가

공과 조립이 쉽지 않은 단점이 있다. 반면, 한단 

지지 캐리어는 이러한 양단 지지 캐리어의 단점을 

극복하여 유성기어의 개수를 최대한 많이 하여 동

력 분할에 이점이 있으며, 동력 분할에 의한 동력 

밀도(power density)를 크게 하여 증속기 부피도 감

소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제작 단가도 낮출 수 

있다. 이러한 한단 지지 캐리어의 구조적인 특성

은 풍력발전기용 증속기의 요구조건을 만족시켜서 

증속기의 소형 및 경량화를 가능하게 해 준다. 그

러나 한단 지지에 의한 유성 축의 심한 변형은 유

성기어의 큰 미스얼라인먼트(misalignment)를 야기

하며, 이는 기어의 접촉 영역을 감소시켜 접촉 응

력과 굽힘 응력을 증가시키고, 기어의 수명을 단

축시키는 영향을 가져올 수 있다.(4) 

이러한 한단 지지 캐리어의 장점은 유지하면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증속기 유성 축에 유연 

핀을 적용하여 유성기어의 하중 분할 및 분배를 

균일하게 하여 기어와 베어링의 수명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었으며, 이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에 있다.(4)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풍력발전기용 증속기의 

유성기어열에서 한단 지지 캐리어에 유연 핀을 적

용하여 유성 축과 유연 핀의 변형에 의한 자기 정

렬(self-aligning) 효과가 증속기 유성기어열의 수명

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또한, 오일

러 이론(Euler theory)과 상용 소프트웨어를 이용하

여 유성기어열의 하중 분배 효과를 이론적으로 분

석하였다.  

2. 유성기어열의 특징 

2.1 유성기어열의 구조 

유성기어열은 Fig. 1 과 같이 선기어, 유성기어, 

링기어, 캐리어로 구성되며, 풍력발전기용 증속기

의 경우, 캐리어를 통하여 입력된 토크는 3 개 이

상의 유성기어에 의해 하중 분할이 이루어진 후 

선기어를 통하여 출력 토크가 전달된다. 그러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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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onfiguration of planetary gear train 

 

 
 

Fig. 2 Configuration of straddle mounted carrier 

 

 
 

Fig. 3 Configuration of overhung mounted carrier 

 
동력 밀도가 크고, 소형/경량의 설계가 가능하며, 

기어의 크기가 작아짐에 따라 소음과 효율에 큰 

영향을 미치는 피치 선속도가 감소하여 소음과 효

율 측면에서도 유리하다. 

 

2.2캐리어 

큰 하중이 작용하는 유성기어열에는 Fig. 2와 같은 

양단 지지 캐리어가 주로 사용되며, 작은 하중이 작

용할 때에는 Fig. 3과 같은 한단 지지 캐리어가 주로 

사용된다. 

양단 지지 캐리어는 균일한 하중 분할과 분배를 

위하여 토크에 의한 유성축의 미스얼라인먼트를 

최소화하여야 하므로 캐리어의 회전 강성(stiffness)

을 높이기 위해 2 개의 디스크(disk)를 강성이 큰 

연결봉(lug)으로 연결한다. 그러므로 동력 분할을 

위한 유성기어의 개수가 제한되고, 캐리어의 크기

가 커지며, 제작상의 가격 증대가 발생한다. 반면, 

한단 지지 캐리어는 1 개의 디스크로 구성되어 있

으므로 가공, 조립이 용이하나, 기어의 물림 하중

에 의한 유성 축의 처짐(deflection)이 양단지지 캐

리어와 비교하여 매우 커진다.(6,7) 

 

2.3유연 핀 

유성기어열에서 균일한 하중 분할을 구현하기 

위하여 기술에는 플로팅(floating) 기술, 유연 링기

어(flexible ring gear) 기술과 유연 핀 기술이 있다. 

플로팅 기술은 선기어, 캐리어, 링기어 중에서 2

개 요소를 측면 방향(lateral direction)으로 고정하고, 

나머지 1 개 요소는 측면 방향으로 자유롭게 움직

일 수 있도록 하여(floating) 하중 분할을 균일하게 

유지한다. 유연 링기어 기술은 링기어가 변형되기 

쉽게 제작하여 링기어의 유연성(flexibility)을 이용

하여 균일한 하중 분할을 유지한다. 위에서 언급

한 2 개의 기술은 캐리어의 형태에 상관없이 적용

이 가능하다.(6) 

유연 핀을 적용하면 한단 지지 캐리어를 사용할 

수 있다. 유연 핀의 적용은 하중을 받은 기어에 

의한 유성 축의 처짐이 불균일한 하중 분할의 원

인이 되는 제작 오차보다 매우 크기 때문에 균일

한 하중 분할을 가능하게 한다. Fig. 4에서 일정한 

하중이 기어 이에 작용할 때 유성 축과 연결된 유

연 핀의 끝 부위에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인 

모멘트가 발생한다. 그래서 유성 축의 변형이 생

기며 유연 핀에 장착된 유성기어는 평행을 유지하

게 된다. 유연 핀은 실제로 두 평면에서 변형이 

발생하는데, 하나는 반경 방향이며, 다른 하나는 

접선 방향이다. 이 두 평면에 의한 유연 핀의 변

형이 유성기어의 자기 정렬(self-alignment) 효과를 

가져온다.(4) 

이러한 유성 축과 유성 핀의 변형으로 인하여 

유성기어에 작용하는 치면 하중 분포가 균일하게 

되며, 이것은 기어의 강도와 수명을 높이고 동력 

전달 효과를 증가시킨다. 



박영준 · 이근호 · 남용윤 · 김정길 

 

 956 

Bearing

Planet gear

Carrier

Flexible pin

Planet spindle

w
Force

Moment

w

(a) Configuration of flexible pin assembly

(b) Deflection characteristic of flexible pin
 

 

Fig. 4 Configuration and deflection characteristic of 
flexible pin assembly 

 

 
 

Fig. 5 Analysis of gear mesh forces on planet gears 

 

선기어와 링기어 사이의 유성기어는 유성 축과 

유연 핀에 의해 캐리어에 조립된다. 유연 핀의 작

용 하중은 Fig. 5 와 같이 유성기어의 물림을 기구

학적으로 분석하여 계산하였다. 여기서 유성기어

에 작용하는 반경방향 하중은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이므로 서로 상쇄되는 것으로 고려하였고, 접

선뱡향 하중은 크기와 방향이 모두 같으므로 2Ft 

를 유연 핀에 작용하는 하중으로 고려하였다. 

2.4 캐리어 구조에 의한 오일러 이론 정리 

유연 핀과 유성 축의 적용 방식에 따른 처짐을 

분석하기 위하여 오일러 이론을 적용하였다.(8) 식 

(1)은 한단 지지 캐리어에 의한 유성 축의 처짐량

을, 식 (2)는 한단 지지 캐리어에 의한 유연 핀의 

처짐량을, 식 (3)은 양단 지지 캐리어에 의한 유성 

축의 처짐량을 나타낸 것이다. 
 

EI

Lw

8

4

0
max =δ                  (1) 

EI

ML

EI

FL

23

23

Total −=δ                (2) 

EI

Lw

384

5 4

0
max =δ                 (3) 

 

3. 기어 수명 추정의 이론적 배경 

3.1 기어의 강도 평가(9,10) 

 

3.1.1 굽힘 강도 

굽힘 강도는 기어 치면에 수직으로 작용하는 반

복 하중에 의하여 이뿌리 위험 단면에서의 이의 

절손(breakage)과 관련된 부하 용량으로서, 굽힘 강

도의 평가는 ISO 6336-3 을 이용하여 수행하였다. 

풍력발전기용 증속기는 굽힘 강도에 대해서 ISO 

기준 1.56 이상의 안전 계수(safety factor)를 요구한

다. 
 

αββσ FFvAF KKKKYYY
mb

F
SF

n

t=     (4) 

XTrelRTrel

minF

NTSTlimF

FP YYY
S

YY
δ

σ
σ =      (5) 

   

3.1.2 면압 강도 

치면에 작용하는 접촉응력이 허용 한도를 넘으

면 반복 하중에 의한 피로 현상인 피팅(pitting)이 

발생하여 치면이 손상된다. 면압 강도는 파괴적 

피팅이 발생하지 않을 응력 상태에 대한 지표로서 

진행성 피팅에 대한 안전도를 주기 위하여 규정한 

부하 용량이다. 면압 강도에 대한 평가는 ISO 

6336-2 를 이용하여 수행하였다. 풍력발전기용 증

속기는 면압 강도에 대해서 ISO 기준 1.25 이상의 

안전 계수(safety factor)를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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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면 하중분포 계수, 
βHK 는 기어 치폭에 걸친 

불균일한 하중 분포가 치면 응력 분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것으로 기어 강도 평가 및 기어 수

명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인자이다. 치폭

을 따라 형성되는 하중 분포는 기어의 탄성 변형, 

제작 및 조립 오차, 열적 변형과 같은 많은 요인

들의 영향을 받는다. 이들 인자의 악영향을 감소

시키는 방법으로 치형 수정과 리드 수정이 있다. 

적절한 치형 수정으로 기어 이의 하중 전달 능력

을 향상시키고 소음을 감소시킬 수 있다. 리드 수

정은 하중이 작용할 때 기계적인 변형을 보상하여 

기어 치면을 따라 작용하는 하중 분포를 개선해 

준다. 치면 하중 분포계수는 ISO 6336-1 을 이용하

여 단위 치폭당 최대하중과 단위 치폭당 평균 하

중으로 계산되며, 계산식은 식 (8)과 같다.  

 

      

( )
bF

bF
K

m

H

max=β          (8)             

 

3.2 S-N 곡선 

기어의 피로수명 예측을 위해서는 기어의 S-N 

곡선이 반드시 필요하다. 기어의 S-N 곡선은 표준 

기준 시험 기어(standard reference test gear)를 이용

하여 피로 시험에서 얻은 응력값(허용 굽힘 응력, 

허용 접촉 응력)에 대상 기어에 따른 여러 가지 

변수의 영향, 즉 크기효과, 하중형태 효과, 표면처

리효과, 응력집중효과 등을 고려해서 수정하여 사

용할 수 있으며, 고장 모드에 따라 이뿌리 굽힘 응

력에 대한 것과 치면 접촉 응력에 대한 것이 있다.  

이뿌리 굽힘에 의한 허용 응력은 기준 시험 기

어를 이용한 펄세이터(pulsator) 시험을 이용하여 

얻을 수 있으며, 기어 이뿌리 부위의 부분 또는 

전체 절손(breakage)이 발생할 때 시험 기어의 파

손으로 간주한다. 치면 접촉에 의한 허용 응력은 

지정된 사이클 반복 횟수에 대하여 진행성 피팅

(pitting)을 발생하지 않고 버틸 수 있는 접촉 압력

으로, 전경화된 기어의 전체 작용 치면 면적의 

2%, 또는 표면 경화 기어의 전체 작용 치면 면적

의 0.5%, 또는 하나의 작용 치면 면적의 4%의 피

팅으로 손상될 때 시험 기어의 파손으로 간주한다. 

Fig. 6 은 증속기 1 단 유성기어열에서 링기어

(material: 34CrNiMo6)의 굽힘 응력에 대한 S-N 곡

선을 나타낸 것이다 

Number of cycles

S
tr

es
s 
a
m

p
li
tu

d
e
, 
N

/m
m

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010
102

103

 
 

Fig. 6 S-N curve of ring gear under bending stress mode 
 

 
 

Fig. 7 Model of 2MW wind turbine gearbox 

4. 유성기어열 해석 

4.1 풍력발전기용 증속기 

유연 핀 적용에 따른 증속기 기어 수명을 예측하

기 위하여 Fig. 7과 같이 전형적인 형태(Conventional 

type)의 2MW 급 풍력 발전기용 증속기를 상용 소프

트웨어를 이용하여 모형화하였다.(11) 기어 수명 예

측에 사용된 증속기는 2 단의 유성기어열(simple 

type)과 1 단의 평행축 기어열로 구성되어 있으며, 

블레이드 로터를 통해 전달된 동력이 캐리어로 입

력되어 선기어로 출력되는 구조이다.  

 

4.2 유성 축과 유연 핀의 처짐 해석 

Fig. 8 - 10 은 캐리어의 형태에 따른 유성 축과 

유연 핀의 처짐 해석 결과이다. 또한, Table 1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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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Deflection of planet spindle with straddle mounted 
carrier under the normal l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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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Deflection of planet spindle with overhung 
mounted carrier under the normal load 

Table 1 Comparison of deflection according to structure 
of carrier with/without flexible pin  

 
Euler, 

mm 

KISSsoft, 

mm 

Overhung 

mounted 

Only planet 

spindle 
0.34 0.335 

Planet spindle  

& flexible pin 
0.072 0.083 

Straddle mounted 0.035 0.0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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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Deflection of planet spindle and flexible pin with 
overhung mounted carrier under the normal load 

 

유성 축과 유연 핀의 지지 구조에 따른 처짐을 

오일러 이론을 적용하여 계산한 결과와 상용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결과로 비교하여 나타내었다. 

Fig. 8 과 9 를 비교해 보면, 양단 지지 캐리어의 

유성 축보다 한단 지지 캐리어의 유성 축이 동일 

하중에 대하여 처짐이 훨씬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 8 - 10 에서 유성기어의 위치를 살펴 

보면, 양단 지지 캐리어를 사용한 경우, 유성 축의 

처짐이  크지  않기  때문에  유성기어도  수평을 

유지하고 있지만, 한단 지지 캐리어에 유성 축만 

사용한  경우 ,  유성  축의  처짐과  같은  형태로 

유성기어가 기울어져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이 유성 축의 변형에 의해 유성기어가 기울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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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omparison of face load factor according to 
structure of carrier with/without flexible pin 

 βHK  

Overhung 

mounted 

Only planet 

spindle 
1.97 

Planet spindle  

& flexible pin 
1.45 

Straddle mounted 1.15 

 

Table 3 Comparison of lifetime of planet gear according 
to structure of carrier with/without flexible pin 

 
Minimum life, 

hours 

Overhung 

mounted 

Only planet 

spindle 
941.9 

Planet spindle 

& flexible pin 
298,171.6 

Straddle mounted ∞  

 

기어의 미스얼라인먼트가 발생하며, 기어 치면의 

한쪽 방향으로 물림이 집중되는 현상이 발생하여 

치면에 불균일한 하중 분포가 일어나게 된다. 

반면, 한단 지지 캐리어에 유성 축과 유연 핀을 

사용한 경우, 유성 축만을 사용한 경우에 비해 

미스얼라인먼트가 매우 작아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위에서 제시한 해석 결과를 토대로 양단 지지 캐

리어를 사용하는 것이 한단 지지 캐리어를 사용하

는 것에 비하여 유성기어의 미스얼라인먼트 발생에 

있어서 매우 유리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그

러나 양단 지지의 캐리어를 사용하는 것보다 한단 

지지 캐리어를 사용하면서 유연 핀을 활용하는 것

이 유성기어의 개수를 늘려 증속기의 동력 밀도를 

향상시킬 수 있고, 가공/제작의 편의성과 생산 단가

에서 훨씬 큰 이득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4.3 치면 하중분포 계수 

Table 2 는 식 (8)을 이용하여 계산한 캐리어, 유

성 축과 유연 핀의 구조에 따른 치면 하중 분포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한단 지지 캐리어를 사용

한 경우, 유연 핀의 사용 유무에 따른 치면 하중 

분포 계수의 크기는 큰 차이를 보였으며, 유연 핀

을 사용했을 때 상대적으로 작은 하중 분포 계수

가 나타났다. 즉, 유연 핀의 사용으로 기어 치면에 

대한 하중 분포의 균일함이 증가했음을 알 수 있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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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Variation of gear safety factor of planet gear with 
respect to service life 

 

4.4 유성기어의 수명 예측 

표준 기어에 대한 S-N 곡선을 이용하여 유성기

어 수명을 Table 3 에서와 같이 예측하였다. 이 때, 

기어 수명은 굽힘 강도와 면압 강도의 최소 안전 

계수가 1.56과 1.25(ISO 규격 기준)일 때를 기준으

로 계산하였다. 유성 핀을 적용하였을 때 S-N 곡

선상에서 굽힘 강도와 면압 강도의 최소 안전 계

수에 해당하는 유성 기어 수명은 각각 9.98×108 

사이클(303,000 시간), 9.82×108 사이클(298,000 시

간)이다. 이 때, 유성 기어의 회전 속도는 54.9 rpm

이다.  

유성 축과 유연 핀을 사용하게 되면 유성 축만

을 사용했을 때보다 약 300 배 이상의 수명 증가 

효과를 가져올 수 있었으며, 이 시간은 풍력발전

기용 증속기가 요구하는 20 년 보증시간인 175,200 

시간보다도 훨씬 크므로 양단지지 캐리어를 대체

하는데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Fig. 11 은 유성기어

의 요구 수명에 따른 기어의 굽힘 강도 및 면압 

강도에 대한 안전계수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5. 결 론 

본 연구는 풍력발전기용 증속기의 유성기어열에

서 캐리어의 종류와 유연 핀의 유무에 따라 유성

기어의 자기 정렬 효과, 치면 하중분포 계수 및 

기어의 요구수명에 대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풍력발전기용 증속기의 유성기어열에 한단 지지 

캐리어와 함께 유연 핀이 적용되면 유연 핀에 의

한 유성기어의 자기 정렬 효과가 발생한다. 이는 

유성기어의 미스얼라인먼트를 감소시키며, 기어 

치면의 하중분포 특성을 향상시켜 준다. 이렇게 

됨으로서 기어의 요구 수명을 연장시킬 수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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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속기가 요구하는 20 년 보증 수명을 만족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한단 지지 캐리어와 유연 

핀의 적용으로 증속기의 요구 수명을 만족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부피와 무게 감소, 생산 단가 

인하, 가공/제작/조립의 용이성 등 많은 이점이 발

생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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