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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기어 맞물림 동적 힘은 축과 베어링을 통해 하우징에 전달되어 소음으로 발생하므로, 베어링 강

성은 하우징의 최종 전달자로서 기어 소음을 제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논문은 스퍼기어를 위

한 볼 베어링의 강성을 유도하고, 베어링 하중과 반경 방향 틈새를 고려하여 강성을 계산하였다. 그 강

성을 이용하여 3 자유도 모델의 스퍼기어계의 운동방정식에 적용하여 모드 특성을 해석하였고, 유한요

소법으로 검증하였다.  그 결과 베어링 하중이 클 때보다 작을 때는 틈새에 따라 베어링 강성의 변화가 

많았다. 베어링 강성은 저주파 고유 진동수에 영향을 주었고 기어 맞물림 주파수는 고주파 고유진동수

에 영향을 주었다.   

Abstract: This study focuses on a detailed ball-bearing model for spur gears. The nonlinear ball-bearing 
stiffness with radial clearance is derived and calculated. The bearing stiffness is used to the 3-degree-of- 
freedom (DOF) spur gear system model. The mode characteristics of the gear system model are analyzed and 
verified by performing finite-element analysis (FEA). From the results, the bearing stiffness on the radial 
clearance was more sensitive under low-load conditions compared to high-load conditions. The bearing 
stiffness significantly affected the gear dynamics in the low-frequency region, while the mesh stiffness 
affected the high natural frequ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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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기어 상자 소음은 기어의 맞물림 소음으로부터 

시작된다. 이 기어 소음은 축과 베어링을 통해 

기어상자 하우징으로 전달되어 공기로 전달된다. 
따라서 베어링이 이 전달 소음을 줄일 수 있으므

로, 모든 종류의 기어를 포함하는 기어상자에서 

사용되는 구름베어링은 기어에서 오는 진동을 하

우징에 전달하고 기어상자의 구조기인 소음을 제

어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초기 베어링 비선형 강

성을 위한 식은 Harris,(1) Gargiulo(2) 등에 의해 주

어졌다. 이것은  정밀한 구름 베어링 설계자들에 

의해 보통 사용되는 반경방향 혹은 축방향 평균 

하중-변위 식으로부터 유도된다. 이러한 식은 하

중 분포에 대한 반경 방향 틈새와 평균 하중 벡

터의 효과를 무시하였다.  White(3)는 반경방향 비

선형 베어링 강성을 선형화하여 계산하고 축으로

부터 하우징까지의 진동 전달 특성을 조사하기 

위해 2 자유도계의 운동 방정식을 사용하였다. 
그는 예압의 증가는 반경방향 강성과 시스템 고

유진동수를 증가시키고 베어링 비선형의 효과는 

예압이 클 때 무시할 수 있다고 결론지었다. 베
어링 강성을 더 일반화하여 Lim과 Singh(4~6)는 3
방향 회전과 3방향 병진 운동을 포함하는 차원 6
의 베어링 강성 행렬을 제안하였다. 이 제안된 

베어링 강성을 사용하여 축-베어링-플레이트-마운

트 시스템을 위한 진동 전달 해석을 하였다. 그
들이 사용한 롤러 베어링 식은 구름요소가 회전

함에 따라 베어링 강성이 변화하므로 Liew와 

Lim(7)은 시변(time variant) 형태의 행렬로 구름베

어링의 강성을 수정하여 제안하였다. Kraus 등(8)

은 매우 유연한 마운트를 가진 로터-베어링-지지 

시스템의 일자유도계로 모델링하여 측정 장치를 

설계하고, 운전 상태에서 모드 시험으로 반경방

향 베어링 강성과 감쇠를 추출하였다. 그들은 반

경방향과 축방향 강성은 선형이고 회전속도의 효

과는 높은 예압이 가해 졌을 때, 무시할 수 있음

을 보고하였다. Fleming(9)은 적당한 베어링을 선

정하여 전달오차를 10 dB 줄일 수 있다고 보고하

였다. 최근에 Guo 등(10)은 유한요소/접촉 모델을 

사용하여 유한차분법으로 교차연성을 포함한 구

름 베어링 강성행렬을 계산하였다.
기존 연구는 강체 베어링 내외륜으로 가정하여

볼의 수와 지름, 하중만으로 베어링 강성을 계산

하거나,(2) 정확한 비선형 강성식을 사용하지 않거

나,(3) 유효강성상수 계산식을 제시하지 않아 각각

의 베어링강성을 계산하기 어렵다.(4) 또한 유한요

소법으로 교차 연성베어링 강성까지 계산하나(10) 
여러 경우의 반경방향 틈새를 고려하여 반경방향 

강성만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모델링과 강성계산

에 너무 많은 시간이 필요하여 이 논문에 적용하

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그러므로 이 연구에서는 

3자유도계 스퍼 기어계의 모드를 해석하기 위해 

반경방향 틈새와 연결된 적합한 단열 깊은 홈 볼 

베어링의 강성을 구한다. 이를 위해 기존의 연구

자들의 비선형 강성식을 개선하여 베어링강성 특

성을 해석하며, 베어링을 고려한 스퍼기어계의 3
자유도 모델을 사용하여 기어계의 모드 특성을 

해석한다.

2. 볼 베어링의 강성해석

볼베어링의 강성해석을 위해 구름베어링의 전

동체와 내외륜 접촉에 의한 비선형 하중 변위 관

계식은 다음으로 주어진다.

     
 .               (1)

Fig. 1 Modeling of a ball bea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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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볼베어링의 경우 n=3/2이고, 은 내륜-전

동체-외륜 접촉을 위한 유효 강성이며, 전동체와 

내륜과 외륜과의 변위의 합에 의해 다음 식으로 

주어진다.(1,3) 

 



   

 





.      (2)

  
반경방향 하중을 받고 있는 강체 지지된 볼 베

어링의 Fig. 1의 각도 에 위치한 볼에서의 변형

은 반경방향 변위 과 반경방향 틈새 가 있을 

때 다음 식으로 주어진다.(1) 

            cos .             (3)

여기서 베어링의 반경방향틈새는 내륜, 외륜, 전
동체의 관계에 의해 다음 식으로 계산된다.(1)  

       . (4)

이 식은 볼베어링, 앵귤러 볼베어링, 원통롤러

베어링에 적용된다. 일반적으로 테이퍼 롤러 베

어링은 틈새 없이 선접촉이 무부하에서 이루어지

도록 한다.
식 (3)은 임의의 구름요소의 반경방향 변형은 

최대 변형 과 하중분포계수 를 사용하여 다

음 식으로 변형된다.(1,3)

    

 cos .        (5)

  

 


.             (6)

하중을 받는 부분의 각 범위는 다음 식으로 결

정된다.(1,3)

  cos  

.            (7)

이 하중을 받는 범위 안에 있는 전동체들을 힘

의 합은 베어링 외력과 같게 되어 다음식으로 주

어진다.

  
 



cos .           (8)

전동체의 하중분포는 틈새가 없을 때는 Fig. 1
에서 －90°에서 90°까지 하중이 받고 있다고 가

정할 수 있고, 틈새가 있으면 접촉하는 전동체의 

수가 줄어들어 하중분포 구역이 줄어들고, 예압

이 있으면 접촉하는 전동체의 수가 늘어나서 하

중분포 구역이 틈새가 없을 때보다 확장된다.
이러한 틈새를 가진 구름 베어링에 대해, 정적 

하중 조건에서 반경방향 변위 에 대한 반경방

향 하중  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cos  cos.    (9)

내륜과 볼, 외륜과 볼의 접촉변형은 구면 접촉

으로 가정하여 다음 Hertz 식으로 나타낼 수 있

다.(11)

  
 



 
,        (10a)

  
 



 
.        (10b)

그러면 내륜과 외륜의 강성은 식 (1)을 이용하여 

다음 식으로 유도되고, 식 (2)로 이 구해진다. 

 


 


,         (11a)

 





.         (11b)

베어링의 강성은 식 (9)를 미분하여 다음 식으

로 주어진다.
 

  


 

 



cos    cos . (12)

베어링의 강성 계산은 Newton-Raphson 등의 수

치해석 기법이 사용되며, 그 절차는 초기 반경방

향 변위을 가정하여 하중을 받는 전동체 수가 

결정되고, 베어링에 작용하는 외력 와 수렴여

부를 통하여 최종 변위 를 구한다. 이 최종 변

위에 의해 베어링의 강성이 계산된다. 

3. 스퍼기어의 강성해석

스퍼기어의 치의 강성은 맞물리는 한주기 동안 

에 이론적으로 접촉하는 점에 대하여 각각 계산

되고 치형에 수직한 방향에서 계산된다. 이 계산

에서 전달된 전체 하중의 크기와 방향이 일정하

고 치변형의 모든 변수는 치의 탄성효과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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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Gear system modeling

제한하며 치면사이의 윤활막의 효과는 무시한다. 
맞물리는 한쌍의 전체 강성은 3가지 요소 (1)굽힘

과 전단에 의한 외팔보 변형 (2)지지되는 부분의 

유연성으로 인한 치의 강체 회전 (3)접촉으로 인

한 변형에 의해 얻어진다고 가정하여, 하중변형

관계식에 의해 스퍼기어의 맞물림 강성이 계산된

다.(12)

4. 기어계의 운동방정식

스퍼 기어는 강체실린더에 치의 강성과 감쇠가 

작용면에서 기초원에 연결되고, 각 기어는 축과 

베어링의 조합강성과 감쇠로 지지되어 있다고 

Fig. 2와 같이 모델링한다. 이 모델을 사용하여 

입력 토크  , 부하 토크  , 베어링 반경방향 

예압을 고려한 운동 방정식을 유도한다. 이 그림

에서  , 는 구름베어링에 가해진 반경방향의 

예압이고  ,  ,  , 는 축을 포함한 베어

링의 감쇠와 강성이다. 
기어에 작용하는 변위는 축 및 베어링 부분의 

변위 와 한 쌍의 기어 변위 x, 전달오차 e를 

포함하여 다음 식으로 주어진다.

        ,      .  (13)

기어의 맞물림 강성과 감쇠가 각각  이면, 

기어에 작용하는 하중은 다음 식으로 된다.

     .          (14)

이 하중으로 표현된 운동 방정식은 다음과 같

이 된다.


     .         (15)


     .         (16)


    

  .    (17)


    

  .     (18)

식 (15), (16)의 기어에 대한 두 개의 운동 방정

식은 다음과 같이 하나의 운동 방정식으로 된다. 
이 식은 기어계를 1자유도계로 모델링하였을 때

의 운동 방정식이다.  

       ,  (19)

여기서  
  



 .

  이라면 운동 방정식은 다음 식으

로 된다.

    . (20)

운동방정식 (17), (18), (20)을 행렬 형태로 바꾸

면 다음 식으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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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여기서 기어가 축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다면, 
축과 베어링의 조합 강성 는 다음 식으로 주어

진다.

     
    



 .      (22)

5. 해석 결과 및 토의

이 연구에서 스퍼 기어와 축은 Table 1의 데이

터에 사용하고 베어링은 단열 깊은 홈 볼 베어링 

SKF 6302를 사용한다.

5.1 볼 베어링의 강성 해석 결과

유도한 베어링강성 식을 적용하기 위해 SKF 
6302 (전체 볼수=7, = 7.938 mm,  = 20.1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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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iving gear driven gear

Number of teeth 30 26

Face width(mm) 13 13

Pitch diameter(mm) 60 52

Base diameter(mm) 56.38 48.86

Coef. of add. mod. 0.57 0.55

Module 2.0

Whole depth(mm) 4.46

Pressure angle(deg) 20°

Center distance(mm) 58

Shaft length(mm) 169

Shaft diameter(mm) 29

Table 1 Spur gear-shaft data

Fig. 3 Bearing stiffness

=36.9 mm, =28.7 mm, 기본 동 정격하중=11.9 

kN, 기본 정 정격하중=5.4 kN)의 치수를 사용한

다. 외륜과 내륜 및 볼 전동체는 강 재질이며, 탄
성계수 E=206 GPa와 푸아송비 0.29로 가정한다. 
이 데이터를 사용하여 내륜-전동체-외륜 접촉을 

위한 유효 강성 을 구하면 ×

이 된다. 반경방향 틈새가 없다고 가정하면, 하중

을 받는 위치는 －90˚부터 90˚까지 이다. 전동

요소의 각 위치는 360 /7 = 51.4° 간격이므로 H=3
개의 전동요소가 접촉한다고 하여 강성을 계산한

다. 이 계산의 결과를 Gargiulo(2)의 기존 단순 반

경방향 베어링 강성식과 비교하여 Fig. 3에 나타

내었다. Fig. 3에서 반경방향 변위 50 mm까지 베

어링 강성을 비교하면 계산된 베어링강성은 기존

의 단순 베어링 강성이 다소 크나, 기존의 강성

과 같은 경향을 나타낸다. Gargiulo식은 베어링의 

반경험적 강성 계산이므로 일반적 베어링 강성 

경향을 나타낸다. 이 식은 내외륜을 강체로 가정

Torque  
(N·m)

    
(μm)

×


(m)
     

(deg)
×

   
(N/m)

20 -5 1.0563 ±118.3° 3.3069

20 0 1.6549 ±90° 3.2152

20 5 2.2665 ±77.3° 3.2088

20 10 2.8713 ±69.6° 3.1888

20 20 4.0587 ±60.5 3.0990

200 -5 7.0658 ±94.1° 6.9264

200 0 7.6814 ±90° 6.9270

200 5 8.2955 ±86.5° 6.9264

200 10 8.9083 ±83.6° 6.9244
200 20 10.130 ±78.6° 6.9167

Table 2 Bearing stiffness by torque and clearance

하여 볼의 수와 지름, 하중만을 고려하여 베어링 

강성을 계산하므로 강성이 크게 나온다. 본 연구

에서 제시된 강성은 기존 강성식의 전체 경향과 

일치하고, 볼의 수, 지름 외에 피치원 지름, 내외

륜 곡률지름 등 많은 베어링 정보를 포함하며 

베어링 내외륜 Hertz 강성을 고려하여 강성이 작

아졌으므로 유도된 식은 타당하다고 사료된다.
입력토크 20 N·m일 때 기초원 반경으로 나눈 

기어의 수직하중이 결정되고, 기어가 축의 중앙

에 있으므로 베어링의 하중  = 354.7259 N이 구

해진다. 초기변위를 가정하여 Matlab으로 베어링

의 하중과 수렴에 의해 최종 변위 =1.6549×

 가 구해지고, 회전에 따른 하중을 받는 볼의 

개수는 일정하다고 가정하여, 베어링의 강성이 

식 (12)에 의해 × N/m으로 계산된다. 
이 베어링 강성으로 축과 베어링의 조합강성은 

× N/m이 된다.
입력토크 20 N · m와 200 N · m에서 반경방향 틈

새가 －5, 0, 5, 10, 20 μm일 때 반경방향 변위, 
하중 받는 각범위 및 베어링 강성을 계산하여 

Table 2에 표기하였다. 입력 토크 20 N·m일 때 반

경방향 틈새가 증가할수록 하중받는 각 범위가 

줄어들고 강성도 감소하였고, 20 μm일 때는 0일 

때 보다 －3.6 % 강성이 감소하였다. 그러나 －5
μm의 음의 틈새가 있을 때는 하중받는 각요소

가 크게 증가하여 베어링 강성이 증가하였다. 입
력 토크가  200 N·m으로 증가할 때는 반경방향 

틈새가 5에서 20 μm로 증가하여도 20 N·m일 때

보다 하중받는 각 범위와 베어링 강성도 크게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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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1st mode         (b) 2nd mode

(c) 3rd mode

Fig. 4 Mode shapes by analytical model

소하지 않았고, 20 μm일 때는 0일 때 보다 －0.15
% 강성만이 감소하였다. 음의 틈새 －5μm이 있

을 때도 20 N · m에 비해 강성의 증가가 크지 않

았다.

5.2 스퍼 기어계의 모드 해석

앞서 구한 베어링강성과 기어계 운동 방정식으

로 모드 해석을 한다. 식 (14)의 스퍼 기어의 맞

물림 강성는 3장의 3가지 기어 변형 요소에 

의해 in-house프로그램으로 계산하고,(12) 입력토크 

20 N·m에서 맞물림이 진행됨에 따라 강성의 변

화를 평균하여 평균 강성 × N/m을 사용

한다. 
베어링 틈새가 0일 때의 베어링 강성으로 3 자

유도 모델링을 사용하여 해석하면, 고유진동수는 

1,598 Hz, 2,016 Hz, 24,430 Hz가 된다. 이 고유진

동수에 해당하는 모드 형상을 Fig. 4에 표시하였

다. 첫 번째와 두 번째 모드는 비틀림 in-phase모
드이고 세 번째 모드는 out-of-phase 모드이다. 첫 

번째 모드와 세 번째 모드는 서로 반대 방향 y 
변위를 갖고, 두 번째 모드는 같은 방향의 y 변
위를 갖는다. 이 결과를 검증하기 위해 Nastran 
상용코드로 유한요소해석을 하였다. 기어는 솔리

드 요소로 기어 맞물림 강성과 축과 베어링의 조

합강성은 각각 5개의 스프링 요소로 Fig. 5와 같

이 모델링하였다. 기어의 재질은 강으로 탄성계

Fig. 5 Finite element modeling

      (a) 1st mode            (b) 2nd mode

   (c) 3rd mode

Fig. 6 Mode shapes by FEA

수를 100배 증가 시켜 기어를 강체와 같이 거동

하게 하면, 고유진동수는 1,600.2 Hz, 2,019.8 Hz, 
24,246 Hz이며 모드 형상은 Fig. 6에 도시하였다. 
이 유한요소해석결과는 해석적 모델링에 의한 고

유진동수 해석과 0.14 %, 0.19 %, 0.76 %로 차이가 

나므로 해석적인 모델링의 정확성이 검증된다. 
입력토크를 200 N · m로 증가시킬 때 변화를 

보기 위하여 기어 강성을 in-house 프로그램으로 

계산하면 × N/m 이 되고, 베어링 강성 

× N/m 을 적용하면, 기어계의 고유진동

수는 1,885 Hz, 2,378 Hz, 26,581 Hz이 된다. 이는 

20 N · m일 때 보다 고유진동수가 증가하였고 모

드 형상은 비슷하여 베어링 강성의 증가는 첫 번

째와 두 번째 고유진동수에 영향을 주고 기어 맞

물림 강성의 증가는 세 번째 고유진동수에 영향

을 주었다. 입력토크가 20 N·m에서 200 N·m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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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할 때, SKF 6302 베어링 강성이 미치는 고유

진동수 주파수 범위는 1,598-2,378 Hz의 저주파수

이며, 기어 강성은 24,430-26,581 Hz의 고주파수 

고유진동수 범위를 가졌다.

6. 결 론

이 연구에서는 스퍼기어에 사용되는 볼베어링

의 특성과 스퍼 기어, 축, 베어링을 3자유도계로 

모델링하여 스퍼기어계의 모드 특성을 해석하였

다. 이를 위하여 먼저 베어링의 반경방향 틈새를 

고려하여 베어링강성 특성을 해석하였다. 베어링

하중이 작을 때는 반경방향 틈새가 커짐에 따라 

하중분포 영역이 급격히 적어지고, 베어링강성이 

줄어들었다. 그러나 하중이 클 때는 반경방향 틈

새가 커지더라도 하중분포 영역과 강성의 감소가 

크지 않았다. 베어링 강성과 스퍼기어의 맞물림 

강성을 이용하여 스퍼기어계의 모드해석을 한 결

과 첫 번째와 두 번째 고유진동수는 베어링과 축

의 조합강성과 연관되고, 세 번째 모드는 기어의 

맞물림 강성과 연관되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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