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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국내 농업이 대부분 기계화로 전환되면서 농업 기계 및 관련 부품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 (Jin et 

al., 2017).  그 중, 감속기는 모터로부터 회전력을 전달하면서 회전속도를 감속시키고 회전 토크를 증
대시키는 장치로서 장비의 정밀도 및 효율 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부품으로 기계적 구성장치의 중요
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감속기의 안전성 및 효율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이지만 농업기계분야에서는 감속기에 대한 연구가 미비한 실정이다.

농업기계분야의 기어 감속기는 주로 벤치마킹을 통한 경험적 방법에 의하여 설계되고 있으며 대
부분 과잉 설계가 이루어져, 제품에 대한 신뢰성이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국내 시설재배의 규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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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ricultural gear reducers are used in a variety of agricultural machinery designs such as in 
agricultural tractors and transport cars, and even greenhouses. For greenhouses, a gear reducer 
is used to control windows on the side and the roof. Gear reducers for agricultural applications 
are designed using the empirical method because of the lack of a standard for experimentation. 
Simulation is necessary for the optimal design of an agricultural gear reducer. There are many 
advantages to this optimization such as low-cost maintenance, reduced size, and weight. In 
this study, bending and contact safety factor simulation for the gear reducer of a greenhouse 
was conducted by decreasing the face widths of helical gear shaft 2 and shaft 3 from 30.8 
and 30 mm, respectively, at an interval of 4 mm. The bending and contact safety factors were 
calculated using AGMA standard. Simulation results showed that bending and contact safety 
factors decreased rapidly when the face width of the helical gear on shaft 2 was 30 mm and 
the face width of helical gear on shaft 3 decreased from 30.8 mm to 26.8 mm, suggesting that it 
would be safe to reduce the face width of the helical gear on shaft 3 to 26.8 mm. The reduction 
of the face width also reduced the weight of the agricultural gear.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agricultural gear reducer safety factor decreases as the face width decreases.

AGMA, gear reducer, gear, safety factor, sim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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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9년 4,972 ha에 비해 2015년 90,468 ha로 약 18배 증가한 만큼 시설재배의 기계화가 절실하다(Chung et al., 2017). 
또한, 국내 유리온실 창개폐기는 내구성, 안정성, 정밀도, 가격 등 전반적인 면에서 성능이 떨어진다. 내구성은 약 4 - 5년 
수준으로 개선이 필요하다(Hong et al., 2017). 농업분야에서 농업기계에 대한 영향은 상당하며, 내구성, 고장 등에 대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Afsharnia and Marzban, 2017). Park et al. (2011)은 풍력발전기용 감속기의 출력축 베어링이 기
어 치면의 하중 분포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하여 상용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출력축 베어링의 조합이 서로 다른 
2개의 모델을 구성하여 그에 따른 하중 분포를 분석하였다. Yoon (2015)은 감속기 설계 개선을 위하여 전차의 운용 조건
에 대한 감속기의 기어축에 대해 유한 요소해석을 통해 기어축 파손 원인을 도출하였다. Kim et al. (2015)은 웜기어 스윙 
감속기 최적 설계를 하기 위하여 기존의 웜기어 스윙 감속기에서 발생하는 조립성 문제와 경량화와 발열 저감을 고려한 
웜 기어와 최적의 케이스 설계 및 해석을 수행하였다. Kim et al. (2013)은 감속기의 웜 기어에 대해 힘 해석을 통한 베어
링 선정 및 구조해석을 수행하여 감속기의 구조적 안정성을 검토하였다. 

최근 감속기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해석하고 있으나 농업기계분야에서는 아직까지 감속기 설계
를 위한 시뮬레이션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Jang et al., 2016). Lee et al. (2016)은 농업용 기어 감속기의 표면 열
처리 방법에 따른 부하 용량을 기어 해석 소프트웨어 Kisssoft를 이용하여 시뮬레이션 하였다. 감속기 관련 연구는 대부
분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실험을 대체하고 이를 통하여 성능을 최적화하는 연구가 수행중이며, 이러한 연구는 농업기계
분야에서도 활용이 가능 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농업용 감속기의 최적 설계를 위한 기초 연구로써, 농업용 감속기의 최적 
설계를 위하여 치폭 변화에 따른 안전율 시뮬레이션을 하였다. 

Materials and Methods
시뮬레이션 해석 모델
시뮬레이션을 위한 농업용 감속기는 창 개폐 장치에 사용되는 감속기(COAM 8508, Chung-Oh Engineering, 

Daejeon, Korea)를 사용하여 개발하였으며, 감속기의 동력 흐름도는 Fig.1 과 같다. 농업용 감속기의 구성요소 중 시설
하우스 창 개폐 현장에서 가장 파손이 많이 발생하는 2축 헬리컬 기어와 3축 헬리컬 기어를 대상으로 수행 하였으며, 이 
때 2축 헬리컬 기어와 3축 헬리컬 기어의 설계 치폭은 38.8 mm 와 30 mm이다.

 

Fig. 1. Schematic diagram of a typical agricultural gear reducer for greenhouse window mo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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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뮬레이션 항목
감속기의 안전율 시뮬레이션을 위해서는 기어에 작용하는 응력에 대한 계산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AGMA 

(AGMA, 2001) 규격을 기반으로 작용 응력과 안전율을 시뮬레이션 하였다.

응력
기어에 작용하는 응력은 모멘트에 의한 굽힘 응력 (σt)과 면압에 의한 접촉 응력 (σC)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식 (1)과 식 

(2)와 같이 계산할 수 있다. 굽힘 응력은 외팔판에서 굽힘 응력의 식으로 계산되며, 작용하는 하중에 정비례한다(Hwang, 
2005). 그러므로 이 뿌리에서의 인장 굽힘 응력을 강도 기준식으로 사용하며, 기어의 이 표면에 발생하는 접촉에 대한 것
을 마모 기준식으로 사용하였다. 이 뿌리에서의 굽힘 응력은 식 (1)과 같다. 이때, 수정 계수는 AGMA (2001) 규격집을 기
준으로 선정하였다.

                                                                ……………………………………………………………………………………… (1)

Where, σt = bending stress (N/mm2)
	  Wt = transmitted tangential load (N)
	  Ko = overload factor
	  Kv = dynamic factor
	  Ks = size factor
	  Pd = transverse diametral pitch (mm-1)
	  Km = load distribution factor
	  KB = rim thickness factor
	  F = face width (mm)
	  J = geometry factor for bending strength

접촉응력은 기어 이면에 작용하는 하중의 평방근에 비례하며, 이의 표면에 발생하는 접촉 현상에 의한 접촉 응력에 관
한 식은 식 (2)와 같다. 굽힘 응력과 마찬가지로 수정계수는 AGMA (2001) 규격집을 참고하여 선정하였다.

                                                                    …………………………… ………………………………………………………(2)

Where, σC = contact stress (N/mm2)
	  Cp = elastic coefficient (N/mm2)0.5

	  Cf = surface condition factor for pitting resistance
	  d = operating pitch diameter of pinion (             for external gear ) (mm)
	  I = geometry factor for pitting resistance
	  C = operating center distance (mm)
	  mG = gear ra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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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율
 안전율은 기어의 강도 해석 시 중요한 지표로써, 기어를 설계할 때 굽힘 응력과 접촉 응력에 대하여 기어가 어느 정도 

견딜 수 있는지를 나타낸다. 안전율은 작용 응력과 허용 응력의 비로 나타내며, 굽힘 안전율 (St) 계산식과 접촉 안전율 (Sc) 
계산식은 식 (3), (4)와 같다. 안전율은 여러 변수들을 고려하여 결정되므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값으로 선정하기는 어
렵다. 따라서, 안전율은 사용 목적과 방법에 따라 선정해야 한다(Lee et al., 2016).

                               ………………………… …………………………………………………………………………………(3)
Where, St = Safety factor for bending stress
	 σat = allowable bending stress (N/mm2)

                                ……………………………………………………………………………………………………………(4)
Where, Sc = Safety factor for contact stress
	 σac = allowable contact stress (N/mm2)

시뮬레이션 방법
농업용 감속기의 치폭 변화에 따른 안전율에 대한 시뮬레이션은 기어 해석 소프트웨어 KISSsoft (Version 03/2017, 

KISSsoft AG, Switzerland)를 이용하여 시뮬레이션 해석 모델을 개발하였다. 안전율의 시뮬레이션은 2축 헬리컬 기어와 
3축 헬리컬 기어 사양인 38.8 mm와 30 mm의 치폭을 기준으로 각각의 치폭을 4 mm 간격으로 줄이면서 수행하였다. 
시뮬레이션 조건은 감속기의 동력원인 400 W급 모터의 사양에 따라 2.15 Nm의 입력 토크와 1,750 rpm의 입력 회전속
도로 설정하였으며, 시뮬레이션 시간은 창개폐 모터의 보증 시간인 20,000시간으로 설정하였다. 

Results and Discussion
굽힘 안전율
농업용 감속기의 2축 헬리컬 기어와 3축 헬리컬 기어 치폭 변화에 따른 굽힘 안전율의 시뮬레이션한 결과는 Fig. 2와 

같이 나타났다. 2축 헬리컬 기어와 3축 헬리컬 기어 치폭이 각각 38.8 mm와 30 mm일때, 안전율은 2축 기어와 3축 기어
에서 1.400, 1.601로 높은 안전율을 보여 경량화 설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3축 헬리컬 기어의 치폭을 30 mm로 고정하고 2축 헬리컬 기어의 치폭을 34.8, 30.8, 26.8 mm로 감소시켰을 때의 안
전율은 2축 헬리컬 기어에서 각각 1.396, 1.364, 1.219로 나타났으며, 3축 헬리컬 기어에서 각각 1.597, 1.599, 1.393으로 
나타났다. 또한, 3축 헬리컬 기어의 치폭을 26 mm로 고정하고 2축 헬리컬 기어의 치폭을 34.8, 30.8, 26.8 mm로 감소시
켰을 때, 안전율은 2축 헬리컬 기어에서 각각 1.174, 1.174, 1.140으로 나타났으며, 3축 헬리컬 기어에서 각각 1.332, 1.332, 
1.304으로 나타났다. 3축기어의 치폭을 각각 22, 18 mm으로 고정하여 굽힘 안전율을 시뮬레이션 한 결과, 2축 헬리컬 기
어와 3축 헬리컬 기어의 굽힘 안전율이 모두 1로 나타났다.

3축 헬리컬 기어의 치폭을 30, 26 mm으로 고정하여 굽힘 안전율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였을 때, 2축 헬리컬 기어의 치
폭이 30.8 mm에서 26.8 mm으로 감소하면서 굽힘 안전율이 급격히 감소하였다. 이는 구동 기어인 2축 헬리컬 기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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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폭이 피동 기어인 3축 헬리컬 기어의 치폭보다 작기 때문으로 2축기어의 치폭을 30.8 mm까지 줄이면서 최적설계 하
는 것이 안전하다고 판단되었다. 

접촉 안전율
농업용 감속기의 2축 헬리컬 기어와 3축 헬리컬 기어 치폭 변화에 따른 접촉 안전율을 시뮬레이션한 결과는 Fig. 3과 

같이 나타났다. 2축 헬리컬 기어와 3축 헬리컬 기어 치폭이 각각 38.8 mm와 30 mm일때, 안전율은 2축 기어와 3축 기어
에서 1.471, 1.560로 높은 안전율을 보여 경량화 설계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3축 헬리컬 기어의 치폭을 30 mm로 
고정하고 2축 헬리컬 기어의 치폭을 34.8, 30.8, 26.8 mm로 감소시켰을 때, 안전율은 2축 헬리컬 기어에서 각각 1.469, 

Fig. 2. Results of bending safety factor simulation for an agricultural gear reducer.

                             Helical gear on shaft 2 (a)                                                                   Helical gear on shaft 3 (b)

                                   Helical gear on shaft 2 (a)                                                                Helical gear on shaft 3 (b)

Fig. 3. Results of contact safety factor simulation for an agricultural gear reduc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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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8, 1.355로 나타났으며, 3축 헬리컬 기어에서 각각 1.558, 1.536, 1.437으로 나타났다. 또한, 3축 헬리컬 기어의 치폭
을 26 mm로 고정하고 2축 헬리컬 기어의 치폭을 38.8 34.8, 30.8, 26.8 mm로 감소시켰을 때의 안전율은 2축 헬리컬 기
어에서 각각 1.324, 1.324, 1.324, 1.303으로 나타났으며, 3축 헬리컬 기어에서 각각 1.404, 1.404, 1.404, 1.382으로 나타났
다. 3축 헬리컬 기어의 치폭을 22 mm으로 고정하고 2축 헬리컬 기어의 치폭을 38.8, 34.8, 30.8, 26.8 mm로 감소시켰을 
때의 안전율은 2축 헬리컬 기어에서 모두 1.177로 나타났으며 3축 헬리컬 기어에서 모두 1.248로 나타나 치폭 변화에 따
른 안전율 변화가 없었다. 또한 3축 기어를 18 mm로 고정하고 2축 헬리컬 기어의 치폭을 줄였을 때에도 2축 헬리컬 기
어와 3축 헬리컬 기어에서 각각 1.026, 1.088로 변화가 없었다.

굽힘 안전율과 마찬가지로 3축 헬리컬 기어의 치폭을 30, 26 mm으로 고정하여 접촉 안전율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였
을 때, 2축 헬리컬 기어의 치폭이 30.8 mm에서 26.8 mm으로 감소하면서 접촉 안전율이 급격히 감소하였다. 이는 굽힘 
안전율과 마찬가지로 구동 기어인 2축 헬리컬 기어의 치폭이 피동 기어인 3축 헬리컬 기어의 치폭보다 작기 때문으로 2
축기어의 치폭을 30.8 mm까지 줄이면서 최적설계 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판단되었다.

안전율 시뮬레이션 결과
3축 헬리컬 기어의 치폭을 30 mm으로 고정하고, 2축 헬리컬 기어의 치폭을 30.8 mm에서 26.8 mm로 감소시켰을 때, 

굽힘 안전율은 2축 헬리컬 기어에서 1.364에서 1.219로 약 10% 감소하였으며, 3축 헬리컬 기어에서는 1.559에서 1.393으
로 약 10% 감소하였다. 또한 접촉 안전율은 2축 헬리컬 기어에서 1.448에서 1.355로 약 6% 감소하였으며, 3축 헬리컬 기
어에서는 1.536에서 1.437로 약 6% 감소하여 감소하여 양산품이 보유하고 있는 안전율의 범위를 유지하고 치폭을 줄이
기 위해서는 2축 헬리컬 기어의 치폭을 30.8 mm, 3축 헬리컬 기어의 치폭을 30 mm로 해야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2축 헬리컬 기어와 3축 헬리컬 기어를 각각 26.8과 26 mm로 감소시킨 경우의 굽힘 안전율은 2축 헬리컬 기어와 
3축 헬리컬 기어에서 각각 1.140, 1.304이고 접촉 안전율은 2축 헬리컬 기어와 3축 헬리컬 기어에서 각각 1.303, 1.382로 
모두 1 이상을 만족하여 최대 경량화 치폭은 2축 헬리컬 기어가 26.8 mm, 3축 헬리컬 기어가 26 mm 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안전율은 사용 환경과 사용 방법에 따라 다르므로 본 연구에서 진행한 시뮬레이션 결과값을 참고하여 적절한 
안전율을 선정하여 최적설계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되었다.

Conclusion
본 연구는 농업용 감속기를 상용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감속기의 치폭 변화에 따른 안전율을 시뮬레이션 하였으며, 

AGMA (2001) 규격을 기반으로 수행하였다. 그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2축 헬리컬 기어와 3축 헬리컬 기어를 각각 26.8
과 26 mm로 감소시킨 경우의 굽힘 안전율은 2축 헬리컬 기어와 3축 헬리컬 기어에서 각각 1.140, 1.304이고 접촉 안전
율은 2축 헬리컬 기어와 3축 헬리컬 기어에서 각각 1.303, 1.382로 모두 1 이상을 만족하여 최대 경량화 치폭은 2축 헬리
컬 기어가 26.8 mm, 3축 헬리컬 기어가 26 mm 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양산품이 보유하고 있는 안전율의 범위를 유지
하고 치폭을 줄이기 위해서는 2축 헬리컬 기어의 치폭을 30.8 mm, 3축 헬리컬 기어의 치폭을 30 mm로 해야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본 연구는 감속기의 구조, 사용목적과 사용방법 등을 고려하지 않고 사용 모터 환경에 적합한 시뮬레이
션을 진행했으므로, 감속기의 구조, 사용목적과 사용방법에 적합하도록 안전율을 선정하여 최적 설계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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