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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기존 인벌류트 치형 기반 랙-피니언(rack-pinion)의 피니언을 

원형 치형의 롤러로 대체한 CRP (cam rack pinion)[1,3-5] 시스템

(Fig. 1 참조)은 구동부 마찰 저감으로 인해 소음과 분진문제 해결

에 탁월한 특성이 있으며, 특별한 공정 환경을 요구하는 반도체

/ 2차전지 / 디스플레이 등의 분야에서 그 활용성이 부각되고 있다. 
또한, 기존 랙-피니언과 볼나사(ball screw)로는 거의 불가능한 정

수 피치(integer pitch) 및 장거리(long stroke) 이송 구현에도 장

점[1]이 있다. 
하지만 산업 현장에서 적용하고 있는 CRP 시스템 랙 치형은 트

로코이드(trochoid) 곡선이 아닌 사이클로이드(cycloid)와 원호를 

합성한 형상을 채택하고 있기에 기어물림법칙에 위배되며 치 물림 

시 충격이 불가피하여 내구수명이 짧을 수밖에 없었다. 지금까지

의 자료조사 결과 CRP 시스템의 랙 치형에 관련되는 연구는 거의 

전무한 상태이며, Terada 등[2]과 본 저자들[3-5]이 전위계수(profile 
shift coefficient)의 개념을 도입하여 엄밀 치형 설계방법을 제시

한 정도이다. 또 일부 연구들[3,4]만이 기어 이의 내구설계를 위한 

면압강도 설계를 수행한 바 있으나, 소재 또는 제작 시 불가피하

게 존재할 수 있는 균열 등의 결함 및 이뿌리 부 인장 굽힘응력에 

기인하는 절손 형태의 굽힘강도 설계에 관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

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ISO 6336-3[6]에 기반한 30° 접선법으로 위험 

단면을 찾아 CRP 시스템의 이뿌리 부 굽힘응력(tooth root bending 
stress, 이하 TRBS)을 결정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전위계수 및 롤

러직경계수(roller diameter coefficient)의 설계변수 변화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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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P 시스템 랙 치형의 접촉응력 및 굽힘응력 고찰을 통하여 내구

설계에 일조하고자 한다.

2. 접촉응력
접촉 3절기구의 일종이며 커테이트 트로코이드 오프셋(curtate 

trochoid offset) 곡선 기반 CRP 시스템의 엄밀 랙 치형은 롤러 

피니언(roller pinion) 모듈( ), 롤러(또는 핀) 개수( ), 롤러직경

계수( ), 전위계수( ), 이높이계수(addendum extension factor, 
 )로 구성된 5개의 설계제원을 고려하여 결정[1,3-5]할 수 있다.

Fig. 2는 랙에 작용하는 추력(thrust force)  에 의해 롤러 피

니언의 -번째 롤러가 초기위치로부터  만큼 반시계방향으로 회

전한 CRP 시스템을 도시한 그림이다. 이높이계수가  ≤    
범위 값을 가질 경우, 초기 접촉 상태에서 접촉 위치는 세 곳이며 

작동에 따라 하나 또는 두 곳의 유효접촉점을 가진다. 물림 이탈이 

빠른 순서로 롤러 번호(Fig. 4 참조)를 지정했으며, -번째 롤러에

서의 접촉력  는 일정 접촉강성(equal mesh stiffness)을 고려한 

부정정 문제접근을 통해 다음과 같이 결정[1,3-5]할 수 있다.

 


  








, ( =1,2,3,…, ) (1)

여기서 (   )은 입력토크,  은 랙과 피니언 사이의 초기 

접촉개소이며, 는 모멘트 팔로 압력각  와 피치원 반경  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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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랙의 엄밀치형 식으로부터 곡률반경()을 구하고, 식 (1)의 접

촉력을 이용하여 랙과  -번째 롤러의 접촉점에서의 Hertz 접촉응

력 를 다음과 같이 결정할 수 있다.

  


  (3)

여기서  는 AGMA 탄성정수(elastic coefficient), 
 는 보정

된 하중응력계수(corrected load-stress factor)로 다음과 같다.


  ∞ 

  (4)

그리고 ∞ 는 AGMA의 기어 보정계수들을 모두 고려한 전체 보

정계수(overall derating factor), 는 단위 이폭(face width, b)당 

접촉력, 
는 등가곡률(equivalent curvature)을 나타낸다.

3. 이뿌리 굽힘응력
일반적인 기어와 마찬가지로 CRP 시스템 또한 Lewis의 굽힘응

력 식에 기반하여 다음과 같이 TRBS  를 결정할 수 있다.

  

∞  (5)

여기서  는 접선력(transmitted tangential load)이며,  는 형상

계수(bending strength geometry factor)로  의 값을 갖는

다. 이때  는 모듈기반 치형계수(tooth form factor), 는 이뿌

리 부 피로노치계수(fatigue notch factor)를 나타낸다.

3.1 접선하중
롤러와 랙의 접촉점에 작용하는 접선력( )은 접촉력( )과 압

력각( )을 통해 다음과 같이 결정(Fig. 3 참조)할 수 있다.

   cos (6)

3.2 형상계수
이뿌리 굽힘응력(TRBS)의 해석을 위해서는 위험단면(critical 

section, Fig. 3의 점 C)의 위치와 이두께( )를 여하히 결정하느냐

Fig. 1 CRP (cam rack pinion) system
Fig. 2 Schematic for contact force determ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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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관건이다. 본 논문에서는 ‘치 중심선과 30°의 각도를 이루는 

접선이 기어 치에 내접하는 점을 통과하는 단면을 위험단면으로 

정의한다’는 ISO 6336-3, DIN 3990-3, JGMA 401-01의 30° 
접선법을 채택하여 치형계수( )를 결정하였다.

즉 Fig. 3의 점 A를 지나는 30° 접선 기울기와 CRP 시스템 

랙 치형을 롤러 또는 핀 반지름만큼 확대 오프셋한 치형의 임의의 

좌표를 미분한 결과가 같은 좌표를 위험단면 좌표(C)로 지정하였

다. 그리고 치 중심선과 작용선 사이의 교점(T)과 위험단면 좌표

(C)를 잇는 직선상에서 내린 수선과 치 중심선이 만나는 점을 

TRBS 결정좌표(B)로 결정하였다.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이 모듈기

반 치형계수( )를 정의하였다.

 

 (7)

그리고 형상계수   결정을 위한 이뿌리 부 피로노치계수( )는 

ISO 6336-3[6]의 응력수정계수(stress correction factor,  ) 결정 

식을 참고하였다. 즉

      







 




(8)

여기서    ,    이고  는 위험단면에서의 곡률반경

을 의미한다.

4. 결과검토
4.1 설계변수

CRP 시스템 랙 치형의 변화가 강도설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

찰하기 위해 Table 1과 같이 1.534의 동일 물림률( ), 일정 롤

러 피니언 설계제원을 고려하였다. Fig. 4는 Table 1 설계제원 중 

랙 피치  =16 mm ( =0.30516477)인 CRP 시스템의 설계 일

례이다.

4.2 전위계수의 영향
Fig. 5는 동일 롤러 피니언 하의 전위계수에 따른 랙 형상의 변

화를 나타내고 있다. 즉 동일 조립거리(mounting distance, Fig. 
4의 ‘D’) 의 경우, 전위계수가 증가함에 따라 디덴덤(dedendum)
과 이 높이는 감소하고, 이뿌리 부 이두께는 미세하게 증가함을 

알 수 있다.
또 전위계수에 따른 압력각의 변화를 Fig. 6에 나타냈다. 전위계

수가 증가함에 따라 90° 미만의 유효압력각 또한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다.

Fig. 3 Tooth form factor of CRP system

Table 1 Analysis parameters of CRP system

Description Values
Roller pinion module,  4.8 (mm)

No. of roller,  10
Roller diameter coefficient,  5/3

Profile shift coefficient,  0.1, 0.2, 0.30516477
Addendum extension factor,  1.364617

Contact ratio,  1.534
Face width,  12.5 (mm)

AGMA elastic coefficient,  187.5 (MPa1/2)

AGMA full correction factor, ∞ 1.0

Rated thrust force,  1,000 (N)

Roller pinion rotation speed,  100 (rpm)

Fig. 4 Designed CRP system with  =0.30516477

Fig. 5 Rack profiles with the variation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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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은 전위계수에 따른 랙 치형의 곡률 변화를 나타내며, 전
위계수가 증가함에 따라 랙 치형의 곡률이 감소함을 관찰할 수 있

다. 또 전위계수가 증가함에 따라 오목(凹)에서 볼록(凸) 치형으로

의 변곡점 발생 위치가 커짐을 확인할 수 있다.
Fig. 8은 전위계수에 따른 등가곡률을 도시한 그림이며, Fig. 7

의 랙 치형 곡률 변화와 동일하게 전위계수가 증가하면 등가곡률 

또한 감소함을 알 수 있다. 또 롤러직경계수 에 따른 등가곡률의 

변화를 Fig. 9에 나타내었다. 롤러직경계수가 증가함에 따라 등가

곡률이 확연히 감소함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보다 큰 전위계수 및 롤러직경계수의 설계제원을 고려할 

수 있다면 등가곡률의 감소로 접촉응력을 낮출 수 있고, 이를 통해 

보다 향상된 면압강도 설계가 가능함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롤러직

경계수의 증가는 랙 치형 이두께가 감소하는 결과가 예상되므로 

굽힘강도 설계 측면에서 신중하게 고려하여야 한다.

4.3 접촉응력 및 TRBS 검토
Fig. 4에 도시된 롤러들 사이의 이의 물림에 따른 하중의 분담 

및 전담을 Fig. 10에서 확인할 수 있다. CRP 시스템 또한 통상의 

기어 전동과 마찬가지로 LPSTC (lowest point of single tooth 
contact), HPSTC (highest point of single tooth contact)에서의 

급격한 하중변화가 발생하며, 이러한 하중의 주기적 변화는 기어 

이의 내구성에 관여하는 주요 인자 중의 하나로 알려져 있다. 
Fig. 11은 전위계수 변화에 따른 접촉력의 변화를 도시한 그림

이며, 전위계수가 증가하면 LPSTC 이후 접촉력은 매우 미미하게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다.
TRBS 결정을 위한 접선력( )을 접촉력( )과 대비하여 F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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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에 제시하였다. 이때 기어 이의 굽힘에 관여하는 접선력( )은 

하중점 T (Fig. 3 참조)가 위험단면(점 C) 보다 낮은 위치에 있을 

경우 유효하지 않기에 피니언 회전각이 약 16° 이상의 유의미한 

접선력만이 Fig. 12에 반영되어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Fig. 13은 전위계수의 변화에 따른 접촉응력을 나타낸다. 전위

계수 값이 증가함에 따라 LPSTC에서의 접촉응력은 현저히 감소

하는 반면, HPSTC에서의 접촉응력은 거의 동일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Fig. 8의 등가곡률 변화에 기인한다.
Fig. 14는 전위계수 변화에 따른 TRBS를 나타낸다. 최대 TRBS

는 HPSTC에서 발생함을 관찰할 수 있고, 전위계수가 증가함에 

따라 TRBS 값이 현저히 감소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Fig. 5에서 

알 수 있듯이 이뿌리 부 이두께 증가에 기인한다.
일반적인 기어 이의 경우 피팅(pitting)은 LPSTC 부근에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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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적이며, 기어 이뿌리 절손은 단일 접촉 최고 위치인 HPSTC에서

의 접선하중에 기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CRP 시스템

의 경우, 전위계수가 =0.30516477로 클 경우 Fig. 13 및 Fig. 
14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최대 접촉응력 및 최대 TRBS 공히 

HPSTC에서 발생함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4.4 수명평가
본 논문의 CRP 시스템 랙은 강도설계에 대한 표준이 없기에, 

일반적인 기어 시스템에 널리 사용되는 ANSI/AGMA 표준 

2001-D04를 준용하여 다음과 같이 치면 및 이뿌리 부 피로파손에 

대한 안전계수[7]를 각각 정할 수 있다.

 max

 
 (9)

 max

  
 (10)

여기서  ,  는 각각 107 부하횟수, 99% 신뢰도를 갖는 보정 전 

치면피로강도 및 보정 전 굽힘피로강도,  ,  은 각각 면압강도 

및 굽힘강도 수명 보정계수,  는 온도 보정계수,  은 신뢰도 

보정계수이다.
본 논문에서는 보정 전 치면피로강도  = 1240 MPa, 보정 전 

굽힘피로강도  = 380 MPa인 Grade 1 침탄경화강[7]을 고려하였

다. 또 Table 1에 제시된 CRP 시스템의 요구수명(  수명: 
10,000 hr @100 rpm,  = 6 × 107 cycle)은 99% 신뢰도, 107 
cycle과는 다르기에 신뢰도 보정계수  = 0.85 (90% 신뢰도)를, 
수명보정은 다음의 식들을 고려하여 안전계수들을 평가하였다.

  
  (11)

  
  (12)

일반적으로 랙-피니언 설계 시 면압강도 안전계수( ) 및 굽힘

강도 안전계수( )는 각각 1.3, 3.6 이상이 요구된다. 이들 최소 

요구 안전계수 충족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Table 1의 설계제원 중 

전위계수를 Table 2와 같이 고려하여 설계안전계수를 검토하였다. 
모든 전위계수 값 범위에서 면압강도 및 굽힘강도는 충분히 확

보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전위계수가  =0.05와 같이 합성

치형에 유사한 치형( → )일 경우, 면압강도 안전계수( )는 

1.375 정도로 평가되어 롤러 피니언 회전속도( )가 증가하거나 

본 논문에서는 고려되지 않은 보정계수 ∞ (식 (4) 참조)가 고려될 

경우 강도설계 시 최소 요구 안전계수 기준을 불충족할 수도 있음

을 예상할 수 있다. 또 비록 Table 1 설계제원의 CRP 시스템은 

굽힘강도 안전계수( )가 충분히 확보되었으나, 임계결함 크기보

다 큰 소재 내 균열 등이 존재하거나 성장한다면 그 안전성을 담보

할 수 없게 되며 파괴역학적 접근이 필수 불가결하다. 
결론적으로 본 논문의 CRP 시스템은 굽힘 강도설계보다는 면압 

강도설계에 치중하여야 하며, 전위계수의 적절하고 충분한 증대를 

통해 CRP 시스템 랙의 피팅 및 굽힘강도 내구수명을 확보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CRP 시스템 랙의 표면 및 이뿌리 부에 대한 내구

수명을 평가하고자 하였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트로코이드 오프셋 기반 CRP 시스템 랙의 엄밀치형을 고려하였

으며, 전위계수의 증가는 유효압력각, 치형계수(또는 형상계수)의 

증가를, 반면 랙 치형 곡률 및 등가곡률은 감소의 결과를 수반하였

다. 이로 인해, 전위계수의 증가에 따른 접촉력의 변화는 미미하였

으나, 접촉응력 및 이뿌리 굽힘응력은 크게 감소하는 경향을 관찰

할 수 있었고 랙 피로수명이 증가하는 결과를 확인하였다.
또 본 논문에서 고려한 CRP 시스템은 모든 전위계수 값 범위에

서 면압강도 및 굽힘강도는 충분히 확보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

으나, 전위계수가 합성치형에 유사한 치형일 경우 면압강도 안전

계수는 1.375 정도로 평가되어 최소 요구 안전계수 기준을 불충족

할 수도 있음을 예상할 수 있었다. 따라서 CRP 시스템은 굽힘 강

도설계보다는 면압 강도설계에 치중하여야 하며, 전위계수의 적절

하고 충분한 증대를 통해 CRP 시스템 랙의 내구수명을 확보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후 기
이 논문은 2021-2022년도 창원대학교 자율연구과제 연구비 지

원으로 수행된 연구결과임.

Table 2 Safety factors of rack ( = 6 × 107 cycle)

  (MPa)   (MPa) 

0.05 959.68 1.375 44.60 9.88
0.10 927.29 1.423 42.62 10.34
0.15 919.84 1.435 40.59 10.86
0.20 918.72 1.436 38.48 11.45

0.25 917.80 1.438 36.26 12.15

0.30516477 917.02 1.439 33.69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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