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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하모닉 감속기는 Fig. 1에서 나타낸 것 처럼 입력

축과 출력축이 동일축상에 있고, 고감속비를 간단

하고 적은 사이즈로 이룰 수 있어 산업용로봇 뿐만

아니라, 지능형 로봇 및 정밀 반도체 장비 등에 

널리 사용되고 있는 로봇 제작 및 제어에 있어 

핵심적인 동력전달 요소이다.

Fig. 1 Harmonic Reduction Gear

그러나, 이러한 핵심 로봇부품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국내에서 선진국인 일본의 50년 이상 

생산기술을 확보하지 못하고, 상용화를 이루지 못

하고 100%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선진국의 생산기술을 일

시에 따라잡기 보다는 하모닉 감속기의 우수한 

성능을 활용하여, 기존의 적용분야인 고정밀을 요

하는 분야가 아닌 덜 정밀하고, 다소 수명이 떨어져

도 무관하고, 하모닉 감속기의 파손에도 사용자나 

로봇 시스템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 곳에 

적용 가능한 초소형의 플라스틱 하모닉 감속기를 

제안하고, 이를 설계 및 제작을 통해 조기에 사업화

를 달성하고, 또한 일본의 생산기술 노하우를 습득

하여 금속형 정밀 하모닉 감속기 개발 기술을 습득

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하모닉 감속기의 주요

요소들을 플라스틱으로 설계 및 제작하여 본 개념

에 대한 유용성을 검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플라스틱 플렉스플라인(Flexspline)의 회전입력 범

위 내에서의 구조적 동적거동을 살펴보고, 감속기 

입력부에 회전입력이 가해진 경우, 설계된 탄성기

어의 운동특성과 하중상태를 살펴본다. 또한 제작

을 통해 구동시험 검증을 진행한다.  

2. 플라스틱 감속기의 CAE 해석

본 장에서는 Fig. 2 와 같이 플라스틱소재를 활용

하여 하모닉 감속기를 설계한다. 설계된 부품은 

주요부품인 플렉스플라인, 볼베어링, 써큘라스플

라인, 웨이브제너레이터 등을 플라스틱으로 설계

하였다. 

Fig. 2 Designed Harmonic Reduction Gear using 
Plastic Materials

하모닉 감속기의 요소부품 중, 플렉스플라인은 

탄성변형을 하면서 동력을 전달하는 요소로, 회전

운동 뿐만 아니라, 외력이 가해진 상태에서도 작동

속도 범위 내에서 구조적인 안정을 검증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플라스틱으로 설계

된 플렉스플라인의 구조진동해석을 Nastran FX를 

403



한국정밀공학회 2013년도 춘계학술대회논문집

활용하여 검증을 수행한 결과를 Fig. 3에 나타낸다.

Fig. 3 Modal Analysis for Plastic Flexspline

모드해석을 수행 한 결과, 해석 요구조건인 2,000 
Hz 이상에서 1차 모드가 발생하여, 작동조건인 

12,000 rpm에 비해 10배 이상의 안전율을 가짐을 

알 수 있다.
또한, 플렉스플라인의 비틀림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치형이 있는 부분을 고정하고, 끝단에 회전외

란을 가하였을 때의 결과를 Fig. 4에 나타낸다. 회전

방향의 변위량이 0.0072°로 회전변위가 거의 발생

하지 않았으며, 응력 값이 37.6 N/mm2으로 선정된 

플라스틱의 허용인장강도와 비교하여 안전율이 

5.5가 나와서 충분히 안전한 것으로 판단된다.  

Fig. 4 Stiffness Analysis for Input Torque

허용된 회전입력이 가해지는 경우의 감속기 운

동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유연체 다물체 동역학

(Flexible Multi-body Dynamics) 해석 프로그램인 

DAFUL(Ver 3.4)을 활용하여 모델링 후, 해석을 진

행한 결과를 Fig. 5에 나타낸다. 

Fig. 5 Dynamic Analysis using DAFUL during 
rotational motion

해석 결과, 플렉스플라인 바디 부분에서 회전 

운동 중 최대 0.0063 mm가 발생하였으며, 치저부분

에는 최대 0.0202 mm의 변위가 발생하였다. 치저부

에 걸리는 응력은 121 N/mm2으로 안전율은 약2배
가 됨을 알 수 있다.

3. 감속기의 제작과 시운전

본 설계와 해석을 바탕으로 시작품을 개발하여 

작동성 시험을 진행하는 모습을 Fig. 6에 나타낸다.

Fig. 6 Operational Test

4. 결론

본 논문에서는 소형 플라스틱 하모닉 감속기의 

설계 및 제작을 통하여 제안된 설계방법의 타당성

을 살펴보았다. 본 논문을 통해 아래와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플라스틱을 활용하여 감속특성이 우수한 하

모닉 감속기를 설계 및 제작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였다.
2) 특히, 플라스틱 구조물에 대한 정적, 동적 

구조특성을 해석을 통해 구조적 안전성을 확

보하였다.
3) 유연체 다물체 동역학 해석 기법을 활용하여 

회전 운동 중 감속기의 거동특성을 분석한 

결과 안전율이 2배가 나와 적용가능함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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