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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기어소음의 근본적인 원인은 전달오차로 인해 발생하게 된다. 전달오차는 기어가 맞물릴 때 발생

하는데 크게 정적전달오차와 동적전달오차가 있다. 이러한 오차들은 기어 이빨의 처짐 또는 치면 마찰에 

의해 발생하고 이 요인들이 원인이 되어 기어 시스템에 진동이 발생하게 된다. 그리고 이 진동이 기어의 

축으로 이동하게 되어 축을 떠받치고 있는 베어링에 전달되고 베어링에 전달된 가진은 최종적으로 기어

의 케이싱으로 이동하게 되어 소음을 방출하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전달오차에 의해 발생하는 

최대 굽힘응력을 가지는 롤각을 찾기 위한 응력해석을 수행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이론적 바탕으로 설계

되어 인볼류트 곡선을 가진 기어와 수정된 치형을 가진 기어의 전달오차에 대한 해석을 진행하였다. 또한, 
급작스러운 작동이나 큰 백래쉬로 인해 발생하는 충격강도에 대한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유한요소해석을 

통해 각각 정적 최대굽힘응력과 동적 최대굽힘응력의 결과를 이용하여 충격인자 값을 예측해 보았다.

Abstract: The fundamental reason for gear noise is transmission error. Transmission error occurs because of 
STE (static transmission error) and DTE (dynamic transmission error), while a pair of gears is meshing. These 
errors are generated by the deflection of the teeth and the friction on the surface of the teeth. In addition, the 
vibration generated by transmission error leads to excited bearings. The bearings support the shafts, and the 
noise is radiated after exciting the gear casing. The analysis of the contact stress in helical gear tooth flanks 
indicates that it is due to impact loading, such as the sudden engagement and disengagement of a gear. Stress 
analysis is performed for different roll positions, in order to determine the most critical roll angle. Dynamic 
analysis is performed on this critical roll position, in order to evaluate variation in stresses and tooth contact 
force, with respect to time. In this study, transmission error analysis was implemented on a spur and helical 
gear with involute geometry and a modified geometry profile. In addition, in order to evaluate the intensity of 
impact due to sudden engagement and significant backlash, the impact factor was calculated using the finite 
element analysis results of static and dynamic maximum bending stres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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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기어는 기계시스템을 구성하는 요소들 중 동력 

전달 효율이 높아 동력전달용 기계요소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기어가 토크를 전달할 때 

기어 이(tooth)는 피팅(pitting) 및 굽힘파손을 유발

시키는 접촉응력(contact stress)과 굽힘응력(bending 
stress)을 받아 기어구조의 소음을 발생 시키게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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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Parameters of spur gears

Description Pinion Gear
Number of teeth 43 43

Module 1.5mm 1.5mm
Pressure angle 16.6° 16.6°
Pitch diameter 71.763mm 71.763mm

Face width 12mm 12mm
Addendum 1.5mm 1.5mm
Dedendum 2.025mm 2.025mm

Table 2 Parameters of helical gears

Description Pinion Gear
Number of teeth 43 43

Module 1.5mm 1.5mm
Helix Angle 26° 26°

Pressure angle 15° 15°
Pitch diameter 71.763mm 71.763mm

Face width 12mm 12mm
Addendum 1.5mm 1.5mm
Dedendum 2.025mm 2.025mm

Fig. 1 Roll angle of helical gears

다. 기어소음의 근본적인 원인은 전달오차(trans- 
mission error)로 인해 발생하게 되는데, 이와 같은 

전달오차는 기어가 맞물릴 때 발생하며, 회전속도

에 따라 정적전달오차(static transmission error, 
STE)와 동적전달오차(dynamic transmission error, 
DTE)로 구분한다.(1,2)

전달오차는 기어치(gear tooth)의 처짐(deflection)
과 치면 손상에 의해 발생하는데 이러한 요인들

이 원인이 되어 기어 시스템에 진동이 발생하게 

되고 이 진동이 기어 축으로 이동하게 되어 축을 

떠받치고 있는 베어링에 전달된다. 베어링에 전

달된 가진력은 최종적으로 기어의 케이싱으로 이

동하게 되고 소음을 방출하게 된다.(3,4) 본 연구에

서는 자동차 엔진 밸런서 유닛에 들어가는 타켓 

기어 시스템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엔진 밸

런서는 엔진의 크랭크샤프트에 부착되어 엔진의 

진동 및 소음을 잡아주는 장치이다. 이 대상 기

어시스템에 들어가는 기어의 대부분이 헬리컬기

어인데 본 연구에서는 1차적인 치형 수정 설계에 

의해 헬리컬 기어에 발생하는 전달오차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어떠한 롤각에서 가장 큰 

전달오차가 많이 발생하는 지에 대한 연구를 상

용 유한요소 해석 프로그램인 아바쿠스(Abaqus) 
프로그램(5)을 이용하여 해석하였고 그 결과들을 

분석하였다. 또한 동일한 제원의 스퍼어기어에 

대한 해석을 진행하여 헬리컬 기어의 결과들과 

비교 분석하였다.

2. 기어 설계 및 해석

2.1 스퍼어기어 및 헬리컬기어 물림분석

2.1.1 기어 설계 제원

본 연구에 사용된 기어(gear)와 피니언(pinion)은 

차량 엔진밸런서에 사용하는 헬리컬기어로서 물

성치는 탄성계수 208GPa, 푸아송비 0.3인 등방성 

균질 재료이다. 기어치에 따른 전달오차의 비교

를 위해 동일한 제원의 비교적 간단한 모델인 스

퍼어기어를 함께 설계하여 해석을 진행하였다. 
스퍼어기어는 비틀림각(helix angle)을 제외하고는 

헬리컬기어와 동일한 제원이다. 사용된 스퍼어기

어와 헬리컬기어의 자세한 제원은 Table 1, Table 
2와 같다. 설계는 CATIA V5프로그램을 이용하여 

3D 형상 모델링을 진행하였으며 유한요소 모델링

은 하이퍼메쉬(Hypermesh)를 이용하여 C3D10M요

소로 모델링을 했다.

2.1.2 기어의 롤각 

롤각(roll angle)은 기어가 맞물릴 때 접근각과 퇴

거각의 합으로 기어의 중심으로부터 물림길이에 

대응되는 각을 의미한다. 접근각(approach angle)은 

접촉이 시작되어 그 접촉점이 피치점에 도달할 때

까지 기어의 회전각을 의미하고, 퇴거각(recess 
angle)은 피치점에서 접촉이 완전히 끝날 때 까지 

기어의 회전각을 의미한다. 롤각은 이 접근각과 

퇴거각의 합을 말하며 본 연구에서는 어떠한 롤각

에서 가장 전달오차가 많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해

석을 진행하였다.(6,7) 
Fig. 1에서 , 는 각각 기어 1, 2의 이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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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Finite elements model of spur gears

Table 3 Analysis conditions of spur gears

Type Surface to Surface
Step Static

Contact Method Penalty
Constraint Coupling
Element C3D10M / Tetra Mesh
Order Second Order

Membrane M3D6

Fig. 3 Contact definitions in flanks of two gears

Fig. 4 Finite element model of helical gears

반지름을, , 는 피치원 반지름을, , 는 기

초원 반지름을, , 는 피니언의 물림위치의 최

고점과 최저점을 나타낸다. 는 압력각, 는 기

초원의 원주피치, 는 물림길이를 나타낸다. 따
라서 기어의 롤각은 다음과 같이 계산되어 질 수 

있다. 

∠ ∠   (1)

식 (1)에서 ∠에서 ∠를 뺀 각도가 물림길이 

에 대응 하는 각이며 롤각이라고 할 수 있으

며 ∠와 ∠는 다음과 같은 식으로 계산할 수 

있다.

 ∠  cos
 (2)

 ∠  cos
 (3)

2.2 기어의 유한요소해석 모델링 및 해석

2.2.1 스퍼어기어의 유한요소 모델링

본 연구에서 설계된 스퍼어기어는 롤 각에 따

른 10개의 모델로 구성 되었고 해석을 위해 Fig. 
2과 같이 C3D10M 테트라(tetrahedra) 요소의 유한

요소모델로 구성되었다. 이러한 테트라 요소들은 

접촉 시뮬레이션 시에 효율적이고 정확한 응력 

값을 얻으려고 할 때 사용된다. 또한 정확한 응

력 값을 산출하기 위해서 기어를 조밀한 메쉬

(mesh)로 모델링하였다. Fig. 3은 스퍼어기어의 해

석에 적용된 하중과 경계조건에 대한 그림이다. 
피니언 기어의 중심부분에 500Nm의 토크를 부가

하였으며 정적해석을 위해 백래쉬(backlash) 없이 

접촉되어 있는 조건에서 토크를 부가하여 해석을 

진행하였다.(8)  
스퍼어기어의 롤각을 계산한 결과 약 18°의 롤 

각이 계산되었으며 0°~18°까지 10개의 롤각에 따

른 물림 위치에 대한 모델을 만든 후 해석을 진행

하였다. 스퍼어기어의 유한요소해석에 사용된 조

건은 Table 3과 같다.

2.2.2 헬리컬기어의 유한요소 모델링

헬리컬기어의 구동하중과 경계조건은 스퍼어기

어와 동일하게 기어 중앙에 500Nm의 토크를 적

용하여 정적전달오차 해석을 진행하였다. 정적전

달오차 해석을 위해 백래쉬 없이 기어의 치면을 

접촉한 상태에서 해석을 진행하였다. 헬리컬기어

의 롤각을 계산한 결과 약 26°의 롤각이 계산되

었으며 0°~26°까지 14개의 롤각에 따른 물림 위

치에 대한 모델을 만든 후 해석을 진행하였다. 
헬리컬 기어해석에 사용된 조건은 스퍼어기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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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Analysis results of spur gear

Fig. 5 Contact patterns of spur gear

Fig. 6 Load sharing distribution of spur gear

Fig. 7 Root bending stress distribution of spur gear

Fig. 8 Deflection distribution of spur gear

동일한 Table 3과 같다. 

3. 유한요소해석 결과 및 고찰

3.1 스퍼어기어의 정적전달오차 해석결과

Fig. 5는 스퍼어기어의 각 롤각에 따른 위치에

서의 해석결과 및 접촉패턴을 보여주고 있다. 식
(1)에 의해 스퍼어기어의 맞물리는 롤각을 계산

한 결과 약 18°의 롤각이 계산되었다. 스퍼어기

어의 접촉 패턴은 0°에서 이끝단(flank)이 처음 물

리게 되고, 18°에서 이뿌리 부분에서 물림이 끝나

는 것을 해석을 통해 볼 수 있다. 또한 8°에서 다

음 이의 물림이 연속적으로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다.
Table 4는 정적전달오차 해석에 대한 결과를 

나타낸 표이다. 이의 물림 개수를 보면 처음 0~2°
에서 3개의 이가 물리다가 2~6°에서 2개 물림이 

나오고 다시 8~10°에서 3개가 물리는데, 전체적으

로 약 2.5 정도의 이의 개수가 물리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끝단 지점의 처짐(deflection)값을 보면 

이의 가장 끝부분인 0°에서 가장 큰 것이 아니라 

이의 물림 개수가 3개에서 2개로 변경되면서 2°
에서 137.8로 가장 처짐이 많이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6에서 전체 토크하중에 대비한 하중분담

(load sharing)을 보여주는데, 접촉하는 이의 물림 

개수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어 1개의 이만 물

린다면 전체 토크의 100%가 반대편 이로 전달되

는 반면에, 2개의 이가 물릴시 50%씩 토크가 나

뉘어져 전달된다. 하중분담에 대한 퍼센티지를 

보았을 때 처음 0°의 3개 물림지점에서는 하중분

담이 약 18%정도 유지하다가 2°의 롤각 위치에서 

2개의 이가 물리면서 하중분담 값이 43%까지 올

라가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끝단 부분에서의 굽

힘응력과 처짐값은 0°에서 가장 큰 것이 아니라 

이의 물림 개수가 3개에서 2개로 변경되는 2°에
서 가장 큰 값을 가지는 것을 Fig. 7, Fig. 8의 결

과 그래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Fig. 9(a)는 피치원부터 이끝단까지 수정된 치형

곡선을 나타내는데 기존의 인볼류트(involute) 치

형곡선으로부터 이끝단에 10의 팁릴리프(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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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STE analysis results of spur Gears

Original Modified
Mean 119.8㎛ 128.4㎛

Peak-to-Peak 21.1㎛ 18.3㎛

(a) Involute and modified tooth geometry

(b) STE analysis results

Fig. 9 STE variation of spur gear

relief)를 주었다. Fig. 9(b)는 기존의 인볼류트 치

형곡선과 수정된 치형곡선을 가진 스퍼어기어에 

대한 정적전달오차 해석을 한 결과를 나타낸다. 
Fig. 9와 Table 5에서 기존 인볼류트 치형곡선과 

수정된 치형곡선을 가진 스퍼어기어의 정적전달

오차의 평균값은  119.8에서 128.4로 커지

고 정적전달오차의 피크진폭(peak-to-peak)은 21.1
에서 18.3로 작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베
어링진동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기어 접촉가진

력(gear meshing force)은 정적전달오차의 피크진

폭에 비례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피크진폭의 크

기 감소는 연속적으로 기어접촉력의 저감을 가져

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2)   

3.2 헬리컬기어의 정적전달오차 해석결과

Fig. 10은 헬리컬기어의 각 롤각에 따른 위치에

서의 해석 결과 및 접촉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 
헬리컬기어의 롤각을 계산한 결과 약 26°의 롤 

각이 계산되었으며 해석 패턴을 보면 0°에서 이 

끝의 가장 오른쪽부터 물림이 시작되어 반대편 

이끝단으로 물림이 이동한 후 이뿌리 근처로 접

촉 지점이 내려오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Table 6 Static analysis results of helical gear

Fig. 10 Contact patterns for roll position

Fig. 11 Load sharing of helical gear 

Table 6은 헬리컬기어 정적전달오차 해석결과

를 나타낸 표이다. 결과 값을 보면 물림이 발생

하는 2~10°까지의 롤각에서 굽힘응력과 처짐값이 

가장 큰 경향을 나타내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스

퍼어기어와 동일하게 2° 위치에서 가장 큰 정적

전달오차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Fig. 11에서 스퍼어기어와는 다르게 헬리컬기어

의 롤각에 따른 하중분담 분포는 전체적으로 중

앙 부분이 크게 나타난다. 롤각에 따른 접촉하는 

기어들의 각각의 접촉지점까지를 거리에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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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Root bending stress of helical gear

Fig. 13 Deflection of helical gear

Fig. 14 STE Variation due to tooth modification

받아서 굽힘응력과 처짐은 롤각 2°~10° 위치 부

분에서 가장 큰 레벨 값을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 14는 헬리컬기어의 인볼류트 치형곡선을 

가진 기어와 스퍼어기어와 동일하게 이끝단에 팁

릴리프를 가진 치형곡선을 가진 헬리컬기어의 정

적전달오차 해석에 대한 결과이다. Table 7에서  

헬리컬 기어 같은 경우 수정된 기어의 평균값과 

피크진폭 값이 전체적으로 작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헬리컬기어는 일반적인 인볼류

트 곡선을 가진 기존 기어를 사용하는 것 보다 

이와같은 치형 수정이 된 기어를 사용하는 것이 

기어 접촉가진력 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이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다. 

Table 7 STE results of helical gears

Original Modified
Mean 69.72㎛ 61.4㎛

Peak-to-Peak 5.5㎛ 2.1㎛

Table 8 DTE results of helical gears

STE DTE
Mean 61.4㎛ 127.6㎛

Peak-to-Peak 2.1㎛ 9.5㎛

Fig. 15 DTE variation due to tooth modifications

3.3 헬리컬 기어의 동적전달오차 해석 결과

스퍼어기어와 헬리컬기어의 정적전달오차 해석

을 수행하면서 적절한 치형곡선의 수정이 정적전

달오차(STE) 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치형곡선을 수정하게 될 경우 

백래쉬를 크게 만드는 원인을 될 수 있다. 이러

한 백래쉬는 기어의 순간적인 충격하중으로 인해 

발생하는 동적전달오차(DTE)에 대한 영향을 분석

하였다. 치형곡선이 수정되었을 경우 치면과 치

면 사이에 생기는 백래쉬가 최대 86µm까지 간격

이 생기게 되었고 기어의 중심에 500Nm의 토크

를 부가하여 동적전달오차 해석을 진행하였다. 
Fig. 15와 Table 8은 백래시로 인한 충격하중을 

주었을 때 헬리컬기어의 DTE와 STE값을 비교한 

그래프이다. 그래프에서 나타내는 바와 같이 DTE
값은 STE에 비교할때 평균진폭은 2배, 피크진폭

은 4.5배 정도 증가한 레벨 값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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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6 Impact factor of static and dynamic stress

3.4 충격인자(Impact Factor)
Fig. 16은 기어의 순간적인 작동으로 인한 충격

강도를 알아보기 위해 정적해석과 동적해석으로

부터 구한 굽힘응력 값을 이용하여 충격인자를 

계산한 값이다. 정적해석을 통해 나온 최대 굽힘

응력은 1053MPa, 동적해석을 통해 나온 최대 굽

힘응력은 1807MPa으로 굽힘응력 측면에서 충격

인자는 약 1.72의 해당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접
촉응력 측면에서 구한 충격인자 값은 1.35로 굽

힘응력보다 작게 나타났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스퍼어기어와 헬리컬기어에 대

한 정적해석 및 동적해석을 수행하여 다음과 같

은 결론을 얻게 되었다. 
첫째로, 스퍼어기어와 헬리컬기어의 정적해석

에서 물림율과 하중분담에 의해 발생되는 굽힘응

력 및 정적처짐, 그리고 접촉력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둘째로, 기어의 GTE에 따른 STE 변화 예측에

서 스퍼어기어는 평균값은 상승하지만 피크진폭 

값은 작아지고, 헬리컬기어는 평균값과 피크진폭 

값이 모두 작아짐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기어 치

형의 적절한 설계에 의해 STE를 저감하는 설계

가 가능함을 알 수 있었다.

셋째로, 헬리컬기어의 정적해석와 동적해석을 

수행한 결과에서 굽힘응력의 충격인자는 1.72에 

해당하는데 예측된 동적 굽힘응력과 정적 굽힘응

력은 비교적 큰 차이를 가지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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