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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ransmission error (TE) is defined as “the angular difference between the ideal output shaft posi-
tion and actual position”. As TE is one of the major source of the noise and vibration of gears, it 
is originally studied with relation of the noise and vibration of the gears. However, recently, with 
the relation of mesh stiffness, TE has been studied for fault detection of spur gear sets. This paper 
presents a physics-based theory on fault diagnostics of a planetary gear using transmission error. 
After constructing the lumped parameter model using DAFUL, multi-body dynamics software, we de-
veloped a methodology to diagnose the faults of the planetary gear including phase calculation, sig-
nal processing. Using developed methodology, we could conclude that TE could be a good signal for 
fault diagnostics of a planetary gear.

1) 
기 호 설 명

  : 질량 행렬

 : 변위 벡터

  : 강성 행렬

 : 링-플래닛 기어 치강성

 : 선-플래닛 기어 치강성

  : 플래닛 기어, 선기어의 피치원 반경

  : 플래닛 기어, 링기어의 피치원 반경

 : 압력각

1. 서  론
기어에서 발생하는 소음, 진동의 주요 원인으로 

알려진 전달오차는 ‘두 기어의 이론적 회전각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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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회전각도의 차이’로 정의된다(1). 전달오차는 기

어 이빨의 제작 오차, 기어 이끝 오차 등 여러 원인

에 의해 발생하지만 치강성(mesh stiffness)에 의한 

기어 이빨의 변형이 가장 주요한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전달오차는 주로 기어의 소음, 진동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연구되어 왔다.(2)

최근 평 기어(spur gear), 유성 기어(planetary 
gear) 등 여러 기어의 고장을 진단하기 위해 많은 

방법론들이 개발되었으며, 많은 기법들이 진동

(vibration) 신호 혹은 음향 방출(acoustic emission) 
신호를 사용하여 기어의 고장 유무를 판단한다.(3),(4) 
하지만 이 뿌리 균열(crack), 기어 이 파손(tooth 
breakage), 스폴링(spalling) 등 여러 기어 고장이 기

어 치강성에 영향을 끼친다는 연구가 있었고,(5),(6) 
이에 따라 치강성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전달오차

를 통해서도 기어의 고장 진단을 하려는 시도가 있

었다.(7),(8) 하지만 위 연구들은 평 기어의 고장 진단

에 한정되어 있으며, 체계적인 방법론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전달오차를 통한 유성기어의 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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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ar   data Sun Ring Planet
Number   of teeth 31 95 31

Pressure   angle (deg) 20 20 20
Module   (mm) 1.5 1.5 1.5

Pitch   circle diameter (mm) 46.5 46.5 142.5
Dedendum   circle diameter (mm) 43.643 146.25 43.409

Tip   diameter (mm) 50.693 139.5 50.459
Whole   depth (mm) 3.525 3.375 3.525
Face   width (mm) 16 1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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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Planetary gear used in this research

진단을 위해 물리기반 이론적 방법론을 살펴본다. 
이를 위해 우선 유성기어 집중 상수 모델을 다물체 

동역학 해석 프로그램인 DAFUL을 사용하여 만들

었으며, 유성 기어의 치강성은 상 차이, 고장의 상 

차이 등을 고려하여 현실적으로 모델링한다. 그 후 

플래닛 기어에 고장을 인가하여 전달오차의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전달오차를 통해 유성기어의 고장을 

확인할 수 있음을 살펴본다.     

2. 물리 기반 유성기어 모델링
2.1 유성 기어 정보
이 연구에 쓰인 유성기어 모델의 기본 정보는 아

래 표1과 같다. 기어 비는 링 기어의 이빨 개수와 

선 기어의 이빨 개수에 의해 (95+31)/31=4.06 으로 

계산되며, 플래닛 기어는 3개이며 120º의 각도를 이

루고 있다.  유성기어의 모습은 그림 1과 같다.

Table 1 Information on a planetary gear used in this 
research

2.2 유성 기어 동역학 모델
연구에 사용된 유성 기어 동역학 모델은 위에서 

언급했다시피 DAFUL을 사용하였으며 해당 소프트

웨어의 유성 기어 모델링 이론은 김주호(9)의 헬리컬 

유성기어 운동방정식을 따른다. 위 문헌에서 정의된 

유성기어의 기본 운동방정식은

      
이다. 이때 q 는 변위 벡터로 x,y,z 방향의 병진, 

회전 자유도인 6자유도를 가지며, 기어열이기 때문

에 총 12자유도를 갖는다. 본 연구의 경우 평 유성

기어(spur planetary gear)에 해당하기 때문에, 두 기

어의 회전방향 자유도 및 플래닛 기어의 병진방향 

x,y 자유도인 총 4자유도를 갖는 시스템이 된다. 이

를 통해 축소된 자유도를 갖는 선기어와 플래닛기어 

사이의 강성행렬을 구하면 다음과 같다.

또한 링기어와 플래닛기어 사이의 강성행렬을 구

하면 다음과 같다.

2.3 유성 기어 치강성 모델
위의 강성행렬에서 행렬 안의 성분들은 상수 값

이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에 따라 달라지는 값들인 

 ,   를 자세히 살펴보았다.  ,   가 

시간에 따라 변하는 이유는 기어가 동력을 전달함에 

있어 접촉 상태가 단일 접촉(single contact)과 이중 

접촉(double contact)을 반복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

에서는 단일 접촉, 이중 접촉에 의한 치강성 변화뿐

만 아니라 3개의 플래닛 기어가 120º도의 각도 차

이를 가지기 때문에 생기는 치강성의 상(phase) 차

이 또한 모델링하였다.(10) 이와 같이 모델링한 기어 

치강성은 그림 2와 같다. 그림 2를 보면 (a), (b), 
(c)와 (d), (e), (f)는 각각 1/3 의 상 차이를 갖는 것

을 볼 수 있고 (a)와(d), (b)와(e), (c)와(f) 에서도 상

차이가 발생한 것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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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1st sun-planet gear 

(d) 1st ring-planet gear

(b) 2nd sun-planet gear 

(e) 2nd ring-planet gear

(c) 3rd sun-planet gear 

(f) 3rd ring-planet gear

Figure 2. gear mesh stiffness at each gear pair

(a) (b)
Figure 3 Transmission error (a) before and (b) 

after seeding the faults

3. 고장 인가 및 고장 진단
3.1 치강성 감소를 통한 고장 인가
기존 연구를 통해 기어 크랙, 이빨 부러짐, 스폴

링 등의 고장으로 인해 치강성이 감소됨이 해석적으

로 밝혀졌다.  Chaari의 연구(5)에서는 기어 이빨 두

께의 1/4 정도 크랙이 있을 경우 치강성이 10% 감

소한다고 밝혔다. 본 연구에서는 Chaari의 문헌을 

따라 10% 치강성 감소를 통해 1/4 두께의 크랙 고

장을 플래닛 기어에 인가하였다. 
3.2 고장 인가 후 전달오차 변화
3.1에서와 같이 플래닛 기어에 고장을 인가한 후 

전달오차를 계산하였다.  그림 3 은 고장 인가 전 

정상 유성기어의 전달오차와 고장을 인가한 후의 유

성기어의 전달오차를 비교한 것이다. 그림과 같이 

고장이 인가된 플래닛 기어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치

강성의 감소로 인해 전달오차가 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크랙에 의한 고장을 유성기어의 

플래닛 기어에 인가한 후 전달오차 변화를 통해 기

어의 고장을 진단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플래닛 기

어가 링기어, 선기어와 접촉하는 부분에서 전달오차

가 신호를 확인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전달오차를 

이용하여 유성기어의 고장을 진단할 수 있음을 확인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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