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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기술 연구의 개요
교통수단의 하나로 사랑받고 있는 자전거의 역사는 레오나르도 

다 빈치의 두 바퀴 그림에서 시작하여 페달식 그랭크를 포함하는 

동력장치가 고안된 1800년대가 본격적인 시작이라고 알려져 있다.
자전거의 구성은 프레임, 바퀴, 제동장치, 그리고 동력전달 장치 

등의 핵심 부품으로 이루어졌으며, 이 부품들의 개발이 자전거의 

역사와 동일한 궤적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자전거 개발에 대한 연구는 이러한 주요 부품

에 집중되어 진행되어왔다. Lee[1] 등은 자전거 프레임의 각 부위의 

상대적인 위치를 측정하여 프레임 형상에 대한 설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자전거 경량화를 시도한 바 있다. Yun[2] 등은 복합재료

를 사용하여 프레임을 경량화 그리고 강도 설계 및 최적화를 하는 

연구를 하였으며, Cho[3] 등은 인체공학적으로 다단 기어 자전거의 

최적 기어비를 연구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는 기존 방식의 개

선에 가까우며, 새로운 방식의 제품개발에 대한 연구는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그 예외는 동력전달 장치를 기계식에서 전기식으로 

바꾼 것 정도이다.
최근 자전거가 친환경 교통수단으로서 크게 주목받고 있으며, 

공공 자전거로도 많이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용 빈도가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크고 작은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다. 그 대

표적인 사례가 기름오염, 체인 빠짐, 바지/신발 끈 씹힘 등이며, 
그 원인은 자전거에서 사용하는 동력 전달 장치의 주요 부품인 체

인에 있다. 
이를 해결하는 방안은 문제의 원인인 체인을 사용하지 않으면서

도 안전하게 동력을 전달할 수 있는 새로운 동력전달 시스템을 설

계하는 것이다(Fig 1). 
본 연구에서 생각하는 새로운 동력전달 장치는 자전거 체인 대

신, 샤프트와 원형의 디스크를 이용하는 무체인 기어변속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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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연구하여, 일반인이 기존 자전거를 사용할 때 경험하는 대표적

인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다.

1.2 기술 연구의 목표
본 연구의 새로운 동력전달 정치는 복수의 치합공이 형성된 원

판 형상의 회전디스크와 수직 방향으로 치합되는 회전 피니언에 

의한 구동방식을 구현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설계된 동력전달 장치는 기존의 자전거 구동부를 대

체하여야 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성능부분에서 대체 가능 여부

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며, 기존 동력전달 장치처럼 충분한 내구

성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무체인 자전거 부품으로 대체하는 경우 기능적인 부분과 

내구성을 제공하는 부품 설계인지 확인하는 것이 연구 목표이며, 
본 연구에서는 이를 위하여, 전산해석을 먼저 활용하고 그 다음에 

직접 내구시험을 실시하여 확인하였다.

2. 본 론
2.1 무체인 동력전달 장치의 특성 

본 연구에서 설계하려는 동력전달 징치는 다수의 구멍이 뚫린 

원형 디스크와 동력 전달의 파트너인 피니언이 연결되도록 설계하

는 것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디스크와 피니언의 단순 

연결 동작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관련 구동부품의 강도와 작동 

내구성을 담보하도록 설계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Fig. 2는 설계를 어떻게 실제로 구현 하였는지를 나타내는 것이

다. 기본 외관은 다수의 구멍을 가지고 있는 원형디스크와 피니언

을 조합으로 하는 새로운 구동부를 장착하여 자전거의 전체적인 

외형이 매우 단순해졌다. 이는 기존 자전거 형상의 기본 구도를 

바꿀 수 있는 디자인 변수를 축소하였다는 점에서, 큰 차별성을 

제공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차별적인 자전거 디자인이 가능한 이유는 기어 변속 시

스템의 모든 부품이 자전거 프레임 내부에 위치하도록 자전거를 

디자인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자전거 크랭크에서 뒷바퀴로 동력

이 전달되도록 연결하는 체인 대신에, 자전거 프레임과 같은 형상

의 직선 형태로 설계함으로써 외부로 노출되는 부품이 없는 구동 

시스템을 장착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2.2 주요 부품 설계 
체인을 사용하지 않으면서 동력을 전달할 수 있는 본 연구 구동

부의 주요 부품은 원형디스크와 이에 맞물리는 피니언 및 샤프트 

등 3가지 부품이다.
원형 디스크 구조는 기본적으로 다수의 구멍이 원 중심에서 원 

바깥쪽으로 일정하게 배열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원 중심 쪽의 구

멍은 언덕길에서 쉽게 올라갈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단 변속

과 관련이 있다. 원 바깥쪽의 구멍 역시 단 변속을 통한 속도를 

더 높게 낼 수 있는 역할을 하며, 주로 고속을 원하는 경우 사용하

는 부분이다. 사람의 다리 힘으로 페달을 회전시킬 때, 피니언 기어

에게 힘이 전달되도록 하는 부분이며, 주행성능 평가에서 내구성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다.
원형디스크 만큼 피니언과 샤프트도 부품설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피니언은 원형 디스크와 직접적으로 맞닿는 

부품으로, 사람의 다리 힘으로 페달을 회전할 때, 해바라기 형

상의 원형디스크를 통해 전달되는 힘을 받아들이는 부품이다. 
조용하고 효율적인 힘 전달을 위한 형상 설계가 핵심이다. 기어 

설계의 인벌류트 프로파일(involute profile)을 찾는 것이 핵심

이며, 단 변속 시 원형 디스크에 진입 및 이탈이 용이하도록 

구조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체인 구동부품과 달리, 한 개의 원형 디스

크에서 기존의 여러 개의 단 변속이 일어나는 기능이 구현되어야 

하므로 기어 변속의 내구성도 확인하였다.
샤프트는 기어와 직접적으로 맞닿는 부품으로 자전거 페달 부분

과 뒷바퀴를 이어주는 역할을 수행하는 부품이며, 가장 중요한 기

능은 동력 전달이다. 
기존 자전거의 체인은 자전거 구조에서 하중을 지지하는 역할과

는 무관하였지만, 무체인 동력전달 시스템의 경우에는 샤프트 위

치가 사람의 다리 힘으로 페달을 회전할 때, 힘의 분산에 일부 기여

한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a) Circular disc (b) Pinion (c) Shaft

Fig. 2 Main components of the gear shift system

Fig. 1 The prototype of a chainless bicy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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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무체인 동력전달 장치 구성
일반적인 자전거의 구동력의 전달 메커니즘은 사람의 힘이 페달

에 전달되고, 페달의 회전운동이 체인을 통하여 뒤 바퀴에 전달되

는 것이다. 
무체인 자전거 역시 사람의 힘으로 페달을 회전시키면 시작되는 

점은 같다. 그러나 Fig. 3(a)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페달에 연결

된 원형 디스크에 회전력이 전달되지만, 체인대신에 원형 디스크

에 연결된 피니언이 디스크에 연결된 기어가 토크전달을 통하여 

회전을 하게 되며, 피니언이 회전하면서 기어에 연결된 샤프트가 

회전된다. Fig. 3(b)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샤프트가 뒤 바퀴에 

연결되어 있는 부분으로 동력을 전달한다. 
즉, 본 연구의 동력전달 장치는 페달의 회전력을 체인이 아닌 

샤프트의 회전운동을 통해 뒷바퀴로 전달시킨다. 그리고 이러한 

샤프트의 회전운동은 단 변속 시에도 동력전달이 끊어지지 않으면

서 자연스럽게 연결되어져야 한다.
Fig. 4는 원형 디스크가 회전할 때, 피니언이 디스크의 회전 수

평방향으로 움직이면서 단 변속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순차적으로 

도시한 것이다. 여기서 원형 디스크가 회전하는 동안에, 기어 이가 

좌우로 움직일 수 있도록 설계된 피니언이 핵심이다.
사용자가 변속 레버 조작(녹색 화살표 방향)하는 경우, 구멍에 

물린 기어 이가 꺾인 상태에서 나머지 피니언 이들은 원형 디스크

의 다른 단 변속 구멍 위치로 이동한다.

2.4 전산 해석 
전산해석을 시작하기 전에 접촉력이 발생하는 순간에 대한 모델 

분석을 먼저 실시하여야 한다.
그림 Fig. 5는 피니언이 원형 디스크 기어에 수직하게 접촉하는 

모습을 도시한 것이다, 이때, 원형 디스크 기어의 수직면과 피니언 

중심에서의 거리를 RP라 정의하고, 피니언의 피치원을 LP로 표시

하였다. 설계된 피니언의 이 개수는 20개이고, θP = 20°이며, 이 

때 피치원의 증가분 ΔL = 1.123 mm이다. 
시뮬레이션 수행 전에 피니언 이의 접촉 거리 h가 h > ΔL을 

만족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현재 상태의 h는 24.6 mm이기 때문

에 시뮬레이션 운영이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LPcosθP = RP (1)

ΔL=LP – RP = LP (1-cosθP) (2)

접촉력은 구멍의 크기에 관련하여 영향을 받기 때문에, 진입하는 

디스크의 구멍크기도 중요하지만 두 부품 사이의 접촉 거리도 중

요하다.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전산해석을 실시하였다. Fig. 6은 접촉거

리가 19.5 mm일 때, Fig. 7은 접촉거리가 20 mm일 때, 그리고 

Fig. 8은 접촉거리가 20.5 mm일 때의 접촉력을 예측한 결과이다.
접촉거리 20.5 mm에서 국부적인 힘이 발생하기는 하지만 평균

적으로 가장 낮은 접촉력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해석되어 설계에 

반영하였다.
자전거 부품의 내구성 확인을 위해서 피로해석을 통한 검증을 

선택하였다. 이는 일반적으로 실시하는 주행 시험 내구성을 확인

하기 위한 사전 내구 해석과 동일한 목적을 가진다. 각 단에서 해석

을 실시하여도 동일한 결과를 보여주기 때문에, Fig. 9에서 보여주

는 바와 같이, 하나의 단만을 모델링하여 진행하였다.
먼저 정하중에 의한 파손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피니언의 평균

속도 195 RPM을 고려해 20 rad/s를 적용하여 해석을 진행하였다. 
원형 디스크의 물성은 S45C 물성을 사용하였고, 피니언의 물성은 

60계열의 알루미늄 물성을 사용하였다. 

(a) Mechanism (b) Shaft connection

Fig. 3 Gear shift systems

Fig. 4 Gear shift process

Fig. 5 Contact geometry check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Manufacturing Technology Engineers 30:5 (2021) 396~401

399

Fig. 10은 정하중 파손 해석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최대 본-
미세스 응력은 247 MPa로서, 두 물성의 항복강도보다 모두 낮아 

안전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Fig. 11은 정적 해석 결과를 바탕으로 응력-수명 방법을 통한 

부품의 피로 수명을 확인한 결과이다. 응력-수명 방법을 적용하여 

내구 해석을 한 결과 102.034 (약 112시간) ~ 103.447시간(약 2799
시간)이므로 최소 110시간 이상 주행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하

였다.

3. 시 험
3.1 시험 지그

기존에 없는 제품이기 때문에, 실차 부품 시험을 실시하기 위하

여 별도의 전용시험 지그를 설계하였다.
Fig. 12와 FIg. 13은 각 각 크랭크(crank)와 허브(rear hub)를 

고정하면서 실험할 수 있도록 모델링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작한 

지그 모습니다. 
가공한 원형 디스크 기어 및 피니언을 적용시키기 위해 기본틀

(프레임)을 3D 모델링(스캐닝)하였다. 피니언은 기어 이의 수가 

기존 보다 많은 개수로 가공하며 이 물림 개수로 인한 구동 테스트

를 위해 가공을 실시하였다. 재질은 시험용도이므로 알루미늄 60
계열로 가공하였고 후처리는 따로 하지 않았다. 원형 디스크는 목

표한 부하 강도를 버티기 위하여 알루미늄보다 강한 S45C의 소재

를 가지고 가공하였다. 그리고 구동부를 고정 시키기 위해 다양한 

Fig. 6 Contact force (h = 19.5 mm) 

Fig. 7 Contact force (h = 20 mm)

Fig. 8 Contact force (h=20.5)

Fig. 9 Modeling for duranility analysis

Fig. 10 Analysis result of static load damage

Fig. 11 Result of durability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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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즈에 적용 가능한 지그를 설계하여 가공하였다.
Fig. 14는 지그들을 자전거에 부착한 최종 모습이다.

3.2 시험 조건 
프레임은 기존에 있는 체인 자전거를 구매하여, 그 위에 구동부

를 고정시켜주는 지그를 부착하여 시험 세팅을 하였다. 자전거를 

완벽히 고정시키기 위해 자전거 전용 스탠드를 사용하였으며, 실
제 자전거를 주행할 때 받는 부하를 고려하여 뒷바퀴에 부하를 주

는 평롤러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원형 디스크 방식 기어 변속 시스템의 실제 내구성

을 시험하기 위해 주행 시험을 실시하였다. 주행 시험은 Fig. 15와 

같이 동력이 전달된 뒷바퀴의 회전속도를 매시간 확인하는 방법으

로 진행하였다. 

일정한 속도를 유지할 수 있는 BLDC모터를 사용하였고, 뒷바

퀴의 회전속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아두이노를 사용하여 뒷바퀴에 

반사체를 붙여 홀센서로 신호를 확인하였다. 바퀴 지름에 따른 속

력을 표시하고 이를 SD카드에 1초마다 저장시켰다. 시간에 따라 

일정한 회전속도를 유지하는 것을 확인하였고 계측된 데이터를 확

인하여 목표로 하였던 1000 km주행을 성공하였다.
자전거의 단 변속은 주행 못지않게 중요하다. 그래서 원형 디스

크 방식 기어 변속 시스템의 단변속이 원활이 이루어지는지와 내

구성을 확인하기 위해 단 변속 시험을 실시하였다. Fig. 16은 단변

속 주행 데이터 측정이 가능하도록 꾸민 장치를 개략적으로 도시

한 것이다. 시험 보통 자전거에 단 변속을 위해 사용되는 와이어를 

사용하였다. 와이어를 감았다가 다시 풀어주는 방식으로 피니언이 

원형 디스크의 중심부에서 바깥쪽으로 움직이고 다시 중심부로 움

직이게 반복하였다. 단 변속을 위해 움직이는 와이어는 정밀하게 

움직여야 하므로 아두이노를 사용하여 스텝모터로 제어하였다. 단
변속이 1회 실시 될 때마다 SD카드에 횟수를 저장시켰다. 본 시험

을 통해 단변속이 100,000회 이상없이 작동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4. 결 론
본 연구는 기존 자전거에서 동력전달 방식으로 체인을 사용함으

로써 발생하는 다양한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한 의도로 시작하였다. 

Fig. 12 Jig for fixing drive unit (crank)

Fig. 13 Jig for fixing drive unit (rear hub)

Fig. 14 Final jig assembly

Fig. 15 Driving test schematic

Gear shift

Wire

Step motor Arduino Data

Fig. 16 Gear shift test schema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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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형 디스크 1개만 사용하는 기어 변속 시스템을 연구하였고 체인

이 없는 자전거 변속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제안한 원형 

디스크 방식 기어 변속 시스템의 안정성과 내구성을 확인하기 위

해 전산해석을 시행하였으며, 실제 다양한 디스크와 피니언 사이

즈를 적용하여 시험이 가능한 지그를 제작하였다.
먼저 접촉력 해석을 하여 디스크와 피니언사이의 간격을 찾았고, 

이를 토대로 정하중 파손 해석을 하여 발생하는 본-미세스 응력값

들이 항복강도보다 작은 값을 보여 안전한 것을 확인하였다. 그리

고 응력-수명 방법을 사용하여 내구해석을 진행하여 목표로 하였

던 1000 km 이상 주행이 가능한 것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지그를 제작하여 실제 시험을 진행하였다. 시험은 모두 

직접 설계하여 제작한 지그를 가지고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실시

하였으며 주행시험을 통하여 1,000 km 주행이 가능한 것을 확인

하였고 단 변속 시험결과 100,000회 단변속이 가능한 것을 확인하

였다.
이를 통해 본 연구에서 개발한 원형 디스크 방식 기어 변속 시스

템을 그동안 사용되었던 보통의 기어 시스템에 견줄만 하다고 판

단하였다. 
또한, 기름오염, 체인 빠짐, 바지/신발 끈 씹힘, 관리 문제, 날카

로운 부품 등 기존 자전거 시스템의 문제점을 개선했다는 점에서

는 본 연구에서 제안한 시스템의 우수성을 확인할 수 있다. 
끝으로 본 연구에서는 한 가지 사이즈의 원형 디스크와 피니언

의 모델을 가지고 전산 해석과 시험을 진행했지만, 다양한 기어비

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피니언의 사이즈, 원형디스크 사이즈, 원
형 디스트 내의 구멍의 크기, 피니언의 크기, 피니언 이의 개수 등 

조금 더 다양한 모델 조합의 전산 해석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원형 디스크 방식 기어 변속 시스

템이 실제 원활하게 작동되고 안정성을 좀 더 확보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변수를 바꾸어 추가적인 연구를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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