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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1.

치의학분야 치료 시술에서 주로 사용되는 고속

회전 핸드피스(handpiece)는 전형적인 기계공학적

인 연구가 필요한 분야이다 소형기어 공기터빈. , ,

축 베어링 몸체 냉각수로 등 모든 부품이 기계, , ,

요소로 이루어져 있으나 국내 제품이 이제 막

출시단계에 있어서 그동안 국내의 연구자 사이에

서 주목을 받지 못하였다 국내의 이에 대한 논.

문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1) 핸드피스는 소형 정

밀기계공업이 발달한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 ,

일본의 몇 개의 회사가 전 세계시장을 독점하고

있으며 다른, 제조사들은 기초기술의 부재로 시장에

접근조차 못하고 있으며 국내 실정 또한 이와 다르지,

않다. 핸드피스용 초소형 기어열의 설계 및 초정

밀 가공방법 소음 및 진동저감 기술 피로내구성, ,

확보 기술 등 연구개발을 통해서 확보해야 할 기

술이 매우 많다.

치과 치료용 핸드피스는 대개 2,000~40,000 rpm

으로 회전하며 임플란트(implant)와 근간치료

(endodontics)에 사용되는 저속 핸드피스(low-speed

handpiece)와 최대 200,000~400,000 rpm으로 회전

하며 치아의 단단한 법랑질 을 미세하게(enam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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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치과 드릴치료기기 내부에 장착되는 신개념 소형 증속기어 및 그 배열의 가지 개념설계안을 도출하고2 ,

증속비 모듈 이의 수 기어지름 기어의 형태를 기구학적 계산으로 했으며 이 두 형태의 증속기어열에 대해, , , , ,

서 이의 접촉과 굽힘 강도특성을 식과 유한요소해석으로 분석하고 재료를 이에 코팅했을 때의 접AGMA , DLC

촉강도를 계산하였다 또한 기어재료에 대한 피로강도시험 및 인장시험을 수행하여 강도해석에 활용하였다. . 3

축방식보다 좀더 단순한 축방식의 번 맞물린 기어에 약간 더 큰 응력이 발생했으며 피로해석 결과를2 2 , S-N

선도와 비교할 때 요구되는 수명을 만족함을 알 수 있었다 고경도의 코팅된 기어의 접촉응력이 동일한. DLC

기어에서 그렇지 않은 기어에 비해 약 정도 감소하여서 이 표면의 코팅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30% .

연구결과를 기초로 초소형 축방식의 기어열과 핸드피스를 시제작하여 작동성능을 평가하였다2 .

Abstract: Two types of very small multiplying gears and arrays have been developed for new dental hand-pieces,

and the increased speed ratios, modules, number of teeth, gear diameters, and gear types were calculated based on

the dynamics of the machinery. The contacting and bending strengths were evaluated for gear teeth with two design

concepts using AGMA equations and finite element analyses, and the contacting stresses on teeth with and without

DLC (diamond-like-carbon) coating layers were calculated. Fatigue and tension tests were performed to obtain an

S-N curve, the Young’s modulus, and the strength of the gear material, and these were utilized in the analyses.

Slightly larger stresses were found for 2-axis-type gears than for other types of gears, and the S-N curves showed

that a gear lifetime of 109 cycles was satisfied. The contacting stresses in gears coated with DLC were reduced by

30%. A new prototype model of a hand-piece with small gears was successfully fabricated and tes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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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공 절삭 연삭을 하여 충치 제거와 기공물을, ,

치아에 장착하는 데 사용되는 고속 핸드피스

(high-speed handpiece)로 나눌 수 있다.

현재 대부분의 고속 핸드피스는 이상의 압3Bar

축공기를 분사하여 공기터빈을 회전시켜서 치과

시술을 하나 토크가 낮아 치아 절삭용으로 사용,

하는데 제한이 있다 이에 대한 개선으로 본 논.

문에서 제안하는 기술은 국내최초로 40,000 rpm

의 전기모터를 구동하여 원하는 약 200,000 rpm

의 회전수와 토크로 증속시키는 기어열을 이용하

는 공기터빈방식이 아닌 새로운 기어방식을 채( )

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소형의 증속 기어.

피치지름이 정도 및 기어열의 설계 및 배( 5mm )

치가 중요한 과제이다.

본 연구에서는 핸드피스의 핵심기술인 40,000

으로 회전하는 소형 전기모터로부터 배의 증rpm 5

속비를 갖도록 종류의 초소형 기어열을 고안하2

고 유한요소해석을 통해서 이들 기어에 대해 전,

달 토크로 인한 피로강도 등의 해석을 수행하여

두 결과를 분석하고 또한 기어의 표면강도,

를 증가 시킬 수 있는 코팅의 유(surface strength)

효성을 해석하였다.

소형 기어열의 설계2.

2.1 기어의 재질

증속기어에 사용될 재료는 로서 마르SUS420F

텐사이트계 스테인리스강이며 경도가 높고 내식

성이 양호하여 터빈날개 칼 노즐 등에 널리 이, ,

용되는 소재이다 의 기계적 물성값은 다. SUS420F

Table 1 Material properties of SUS420F

 (MPa)  (MPa) E(GPa)  (kg/m)

SUS
420F

1,168 1,763 215 0.31 7700

Fig. 1 A shape of a gear-type high-speed hand-piece
(0.7 scale)

음과 같으며 직접 시험기를 사용INSTRON 8872

하여 강도시험으로 구하였다.

2.2 증속 기어열의 설계

원동력을 제공하는 초소형 전기모터의 정격 회

전수는 이기 때문에40,000 rpm 초고속 핸드피스

의 설계조건 200,000 rpm의 회전을 얻기 위해서

는 증속 기어열 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gear train) .

서는 초고속 치과용 핸드피스에 사용될 수 있는

증속 기어배열 방법으로 종류의 설계개념을 고2

안하였다 와 같이. Fig. 2 4개의 기어를 배열하는

축방식과2 6개의 기어를 이용하는 축방식에 대3

해서 각종 해석을 수행하여 분석하였다.

는 축 방식으로 번의 기어가 번 기Fig. 2(a) 3 2 1

어에 내접하고 번이 베벨기어의 조합으로 구, 5-6

성된다 의 축 방식은 와 같은. Fig. 2(b) 4 Fig. 2(a)

배열이나 번 평기어 열이 중간에 추가된 형태3-4

다 그림의 기어에 표시된 숫자는 기어의 구분을.

위한 것이다 치료 시 치아에 쉽게 접근하기 위.

해서 대부분의 핸드피스는 과 같이 휘어져Fig. 1

있으며 이에 따른 각각의 기어 축들도 일정 각,

도로 교차할 수밖에 없다.

에는 위의 두 가지 기어열에 대한 기구Table 2

학적 해석을 통해서 소형 전기모터의 40,000 rpm

입력 회전수에 따른 기어간의 증속비와 전달 토크

를 계산하여 정리하였다.
(2)

에서 보듯이Table 2 마지막 6번 기어에서 약

200,000 rpm으로 증속되며 2축과 축 방식 공히3

1번 기어와 2번 기어 사이에서 가장 큰 증속비가

(a) Design concept of a 2-shaft type

(b) Design concept of a 3-shaft type

Fig. 2 Arrays of two hand-piece gear tra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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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Gear ratios and transmitted torques of two
shaft types

Shaft
Type

Gear
Num

RPM Gear Ratio
Torque
(N-m)

2-

shaft

1 40,000
4.50

0.0270

2
180,000 0.0060

5
1.07

6 192,000 0.0056

3-

shaft

1 40,000
3.27

0.0270

2
130,909 0.0083

3
1.50

4

196,363 0.00555
1.00

6

나타나도록 모듈과 이의 수가 설계되었다 선택된.

기어비들은 약 의 출구속도를 낼 수 있200,000rpm

고 중간 기어들의 공간을 고려하여 결정되었다.

강도해석을 통한 비교3.

기어의 굽힘 및 접촉 응력 식3.1 AGMA

기어 이에 발생하는 굽힘응력은 전달력이 작용

할 때 이뿌리 부분에서 발생하는 최대 응력으로

서 다음의 식으로 표현된다AGMA .
(3)

   × × ××



 ×
(1)

여기서, 는 접선방향 전달력, 는 과하중 계

수(overload factor), 는 동적 계수(dynamic

factor), 는 치면의 폭, 은 모듈(module), 는

크기계수(size factor), 은 장착계수(mounting

factor), 는 기하계수 를 뜻한다(geometry factor) .

기어에 발생하는 접촉응력은 두 개의 기어가

접촉할 때 기어의 표면이 설계된 수명시간 내에

견딜 수 있는 하중을 결정하기 위한 값으로 기어

의 경도와 조도 재질 열처리와 사용시간 등에, ,

관여한다 접촉응력을 나타내는. AGMA식은 다음

과 같다.

  

 × ××




 ×
(2)

여기서, 는 탄성계수, 는 접선방향 전달력, 

Fig. 3 Max. bending and contact stresses of 2 and
3 shaft gear trains based on AGMA method
(B:bending; C:contact, left bar: 2-shaft-type,
right bar: 3-shaft-type)

(a) (b)

Fig. 4 CAD models of (a) meshed internal gears
(1-2 gears) and (b) meshed bevel gears (5-6
gears) for two types of shafts

는 피치지름, 는 표면상태계수, 는 기하계수를

뜻한다.

은Fig. 3 AGMA 에 의해 계산된 축과 축 방2 3

식의 최대 굽힘응력과 접촉응력을 나타낸 것이

며 가지 방식 모두 번 기어의 접촉응력이 가, 2 2

장 큰 것을 알 수 있다 또 축 방식에 비해 축. 2 3

방식이 거의 모든 기어에서 낮은 응력을 나타내

었으며 이는 기어간 증속비의 차이가 상대적으,

로 작고 중간에 개의 기어가 더 있는 축방식이2 3

전달력을 분산하였다고 판단된다 또한 각종 계.

수에 의한 이론식의 보정으로 유한요소해석 결과

보다 좀 더 큰 응력이 계산되었다.

3.2 FEM에 의한 굽힘 및 접촉 응력

유한요소해석 기능을 사용하여 기어의ANSYS

굽힘응력과 접촉응력을 계산하였다 기어간 접촉.

조건은 분리 미끄럼 상태로 가정(separative slider)

했고 피동기어를 완전구속하고 구동기어에 계산,

된 토크를 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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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Max. contact and bending stresses of a
2-shafts type gear train

Gear Num Torque (Nm)
Max von Mises stress

Bending Contact

1 0.027 78.68 159.71

2 0.006 137.03 239.85

5 0.006 3.78 12.01

6 0.0056 8.32 8.32

Table 4 Max. contact and bending stresses of a
3-shafts type gear train

Gear Num Torque (Nm)
Max von Mises stress

Bending Contact

1 0.027 173.98 174.45

2 0.008 108.17 220.62

3 0.008 27.37 99.43

4 0.006 30.47 21.64

5 0.006 5.56 10.90

6 0.006 7.86 5.78

(a) #-2 gear

(b) #5 gear

Fig. 5 FEA contact stresses in the 2-shaft type gear
train

는 축 방식기어 면의 접촉해석결과Fig. 5 2 FEM

를 나타내는 예이며 과 같이 번 기어의, Table 3 2

접촉응력이 로 가장 크게 나타났다239.85 MPa . 2

축 방식 유한요소해석과 같은 방법으로 축 방식3

에 대해 강도해석을 진행하였다 은 축 방. Fig. 6 3

식기어의 접촉해석결과이며 축 방식해석FEM , 2

(a) #-2 gear

(b) #-3 gear

(c) #-5 gear

Fig. 6 FEA contact stresses in the 3-shaft type gear
train

Fig. 7 Max. bending and contact stresses of 2 and
3 shaft gear trains using FEM (B:bending;
C:contact, left bar: 2-shaft-type, right bar:
3-shaft-type)

결과와 유사하게 역시 번 기어의 접촉응력이2

로 가장 크게 나타났다220.62 MPa .

은 해석결과를 축과 축 방식으로Fig. 7 FEM 2 3

구분하여 막대그래프로 비교한 것이다 축 방식. 3

이 축 방식에 비해 최대 응력이2 von-Mises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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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축 방식의 번과. 2 1 2

번 기어에서의 큰 증속비와 축의 경사에 의한 점

접촉으로 인해 축 방식 보다 높은 응력이 발생3

한 것으로 보인다.

3.3 기어의 피로강도해석 및 시험

로 피로해석을 수행하였으며 보수적인ANSYS

피로이론을 사용하여 해석한 결과Soderberg 10
9 사

이클 이상의 피로수명을 가진 것으로 계산되었다.

은 피로수명해석에 사용된 축방식의 기어열Fig. 8 2

에 사용된 결과이다. 본 연구를 위해서 기어의 재료

인 시편에 대한 피로시험이 수행되었고SUS420F ,

는 시험의 결과인 선도이다Fig.9 S-N . INSTRON

를 사용하여 사인파의 피로하중을 가했으8872 10Hz

며 개의 시편을 사용하였다 시험결과 피로내구한9 .

도 는 로 나타났다 대개 초(endurance limit) 800 MPa .

고속 핸드피스의 기어수명이 약 년 정도인 점을 고1

려할 때 일 분사용, (200,000 rpm) (1 60 ) (300☓ ☓
일)=3.6X109 사이클이면 약 년의 피로수명을 가질1

수 있다 기어 표면의 최대응력이. 292MPa (AGMA

식인 점을 고려할 때 본 선도에 의해서도) S-N 10
9

사이클 이상의 수명을 갖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a) Meshed internal gears (1-2 gears)

(b) Meshed bevel gears (5-6 gears)

Fig. 8 FEA fatigue life of 2-shaft type gears

3.4 이 표면의 코팅 영향

기어 이 표면의 코팅 처리가 강도에 미치는 영

향을 분석하기 위해서 이의 표면에 코팅층을(4,5)

추가하여 상세 유한요소해석을 하였으며 기어,

이와 코팅재질은 완전 접착상태로 가정하였다.

다이아몬드와 유사한 물성을 지니는 DLC

를 이 표면에(diamond like carbon) 3 두께로

코팅한 기어의 접촉응력을 해석하였다FEM . Fig.

은 축 방식의 번 기어의 최대 응10 2 2 von Mises

력이 라는 결과를 나타낸다165.7MPa .

Fig. 9 S-N data of SUS420F material

(a) Gear tooth model with a coating material

(b) FEA results of a coated gear tooth

Fig. 10 FEM analysis result of coated g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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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Contacting stresses of coated and uncoated
gear teeth with DLC(diamond-like-carbon)

Fig. 12 Very small handpiece gears manufactured for
tests(Their sizes are compared with a single
grain of rice)

베벨기어의 경우 응력이 매우 낮아 코팅의 유

무와 관계없이 내구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

된다 에 코팅의 유무에 따른 기어의 접촉. Fig. 11

응력이 비교되어 있다 동일한 기어에서 재. DLC

료가 코팅된 기어의 응력이 그렇지 않은 기어에

비해 약 정도 감소한 경향을 보인다 이 경30% .

우 표면경도가 매우 높은 재료가 접촉응력DLC

을 낮추는데 기여하여 표면의 피로수명을 증가시

킬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축 및 축방식 모두 강도면에서는 크게 차이2 3

가 나지 않았고 설계 회전수 측면에서는 만족되

나 축방식은 좀더 복잡하고 부품의 수가 증가, 3

할 수 있다 이러한 해석 및 시험을 통하여. Fig.

와 같은 축방식의 기어 및 기어축이 성공적으12 2

로 시제작되었으며 기어의 크기가 쌀 한 톨과,

비교되어 있다 성능시험결과 의 회전. 200,000 rpm

속도가 나왔다.

결 론4.

치과용 드릴 핸드피스 에 요구되는 회전수와 토( )

크 발생에 핵심적으로 요구되는 신개념 소형 증

속기어 및 그 배열의 두 가지 최신 설계개념 축(2 ,

축방식 을 기구학적으로 도출하고 기어 이의 접3 )

촉과 굽힘 강도특성을 식과 유한요소해석AGMA

으로 분석하고 재료를 이에 코팅했을 때의, DLC

접촉강도를 계산하였다 또한 기어재료에 대한.

피로강도시험 및 인장시험을 수행하여 해석에 활

용하였다 축방식보다 좀더 단순한 축방식의. 3 2 2

번 맞물린 기어에 약간 더 큰 응력이 발생했고,

피로해석 결과를 선도와 비교할 때 요구되는S-N

수명을 만족함을 알 수 있었다 고경도의. DLC

코팅된 기어의 접촉응력이 비코팅 기어에 비해

약 정도 감소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기30% .

초로 초소형 축방식의 기어열과 핸드피스를 시2

제작하여 작동성능을 평가하였으며 선진제품과

동등한 결과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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