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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presents an approach for the strength design of the pin jack-type gear
system, that is, roller rack pinion (RRP) system, typically employed in small to
mid-sized sluice gate devices. First, the load distribution of the pinion in the section
of double tooth contact (DTC) was presented by the introduction of the load sharing
factor considering the gear precision. Notably, the higher the gear precision, the
lower was the contact force, contact stress, and tooth root bending stress (TRBS)
in the section of DTC. Meanwhile, as the mounting distance (MD) increased, the
pressure angle and geometry factor for the TRBS increased, and the tooth
equivalent curvature decreased. Consequently, the change in contact force
according to the increase of the MD was insignificant. However, the contact stress
and TRBS significantly decreased, and the fatigue lifetime of the pinion increa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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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 치형을 제시하였고, 또 접촉 피로수명 평가를 통하여 소형

1. 서 론

수문의 내구성 향상 설계를 수행[5]한 바 있으나 기어 이 하중의
결정에 있어 일정 접촉강성(equal mesh stiffness)을 가정한 단점

소형 수문(sluice gate)은 통상 지류에 사용되는 10톤 이하의 인

이 있었다.

양력으로 구동되는 설비를 말하며 권양기는 스크류 감속을 적용한

즉 물림률(contact ratio)이 2 미만인 대부분의 기어 구동 시 LPSTC

액추에이터 식(actuator type)과 랙-피니언(rack and pinion)을 적
[1]

(lowest point of single tooth contact), HPSTC(highest point

용한 핀잭 식(pin jack type)이 주로 사용되고 있다 .

of single tooth contact)를 경계로 전달하중의 분담과 전담의 전환이

이 중 핀잭 식에 사용되는 기어 시스템은 랙 기어를 핀 또는 롤러
[1-3]

이다. 하지만 지금

주기적으로 발생한다. 특히 하중 분담구간(double tooth contact,

까지의 RRP 시스템용 피니언은 기존 인벌류트(involute) 치형 또

이하 DTC)에서의 하중분포는 치형수정(profile modification) 및

는 스프로킷(sprocket) 치형 등을 채택하였고, 이로 인해 치 간섭

기어 정밀도(gear accuracy grade)의 함수[6]로 알려져 있고, 높은

과 내구성 문제가 불가피하였다. 이에 Kwon 등[4]은 피치원 반경

신뢰도를 갖는 고품질 기어 설계를 위해서는 DTC 구간에서의 정확한

(pitch circle radius)에 오프셋(offset) 또는 전위(profile shift)를

하중분포의 고려가 필수불가결하다.

로 대체한 RRP(roller rack pinion) 시스템

도입한 조립거리(mounting distance, 이하 MD)를 고려하여 엄밀

이에 본 논문에서는 기어 정밀도와 조립거리(MD)를 고려하여

* Corresponding author. Tel.: +82-55-213-3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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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Table 1 Design specifications for a pin jack type sluice gate
Values

Load sharing factor, X

Description

44 (mm)

Rack pitch, 

9

No. of pinion teeth, 
Roller(or pin) radius, 

11 (mm)

Mounting distance, MD

64 / 65 / 66 (mm)
1.4

Addendum extension factor, 

1/3
1

AY

DTC

DTC

STC

35 (mm)

Face width, 
AGMA derating factor, ∞
AGMA elastic coefficient, 
Lift force, 

0

1.5

LPSTC
HPSTC
Pinion roll angle, 

0

1/2

188.74 (MPa )

a

Fig. 2 Distribution of load sharing factors for cylindrical spur
gears with unmodified profiles

19.62 (kN)

핀잭 식 랙-피니언 강도설계를 수행하고, HPSTC에 접하는 오버

공히 A=7을 적용한다.

핀(over pin)에 압입하중(indentation load)을 인가하여 유한요소

즉 임의의 회전각   (=            )에 위치한  -번째

해석을 수행한 후 이론적 해와 비교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수문

롤러와 피니언과의 접촉력(  ) 및 하중분담계수(  )는 각각 다음과

안전성 확보 설계에 일조하고자 한다.

같이 제시할 수 있다. 이때    는 이높이 계수  에 대한 바닥
함수(floor function)를,   (=2 / )는 피치각을 나타낸다.

2. 접촉력 및 접촉응력

  max   , ( =1,2,3,…, )

RRP 시스템 피니언의 강도설계를 위해 선행 연구[2,3,5]되었던 수
문용 핀 랙 설계제원을 참고하여 Table 1과 같이 조립거리(MD)






변화에 따른 3가지 형상설계제원을 고려하였고, Fig. 1은 MD=65
(mm)일 때의 설계를 도시한 그림이다. 이때 피니언과 롤러사이의









 ≤    

    
 


(1)

 ≤   ≤ 
   

        ≤ 
   


  

접촉력을 결정하기 위해, RRP 시스템 피니언이 반시계 방향으로
 (roll angle)만큼 회전하며 랙 바를 권양할 때를 고려하였고 물림
이탈이 빠른 순서로 롤러들의 접촉번호( =1,2,3)를 지정하였다.



(2)



여기서 하중 전담구간(single tooth contact, 이하 STC)에서의

치형수정을 고려하지 않은 기어의 하중 분담구간(DTC)에서의

최대 하중인 max 는 RRP 시스템 피니언 치형이 일정 압력각

하중분포는 선형적(기울기 ±⅓)이며 기어 정밀도(gear quality

(pressure angle)의 인벌류트 치형이 아닌 Fig. 3과 같은 가변 압력

class, A)에 따라 달라진다[6-9]. 이를    max 로 정의되는 하

각 치형임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할 수 있다.

중분담 계수(load sharing factor,  )를 도입하여 설명한 그림이
Fig. 2이다. 이때   = ( -2)/15이며 ISO 7급 이하 기어의 경우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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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sure angle,  (de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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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Pin jack type sluice gate

Fig. 3 Pressure angle variation with gear mes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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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Distribution of Hertz contact stresses with the variation
of gear quality class

Fig. 4 Distribution of contact forces with the variation of gear
accuracy grade


max  
min cos 
 cos 



10

Pinion roll angle,  (deg)

Pinion roll angle,  (deg)

곡률반경을 고려하여 면압강도 설계를 위한  -번째 롤러와 피니언

(3)

과의 접촉점에서 발생하는 접촉응력(surface compressive stress



또는 Hertz contact stress)을 다음과 같이 결정할 수 있다.

이때 분자의  은 권양하중(lift force)을, 분모의   ,


      

   는 각각 STC 시작 지점인 LPSTC, STC 종료 지점인

(4)

HPSTC에서의 압력각을 나타낸다.
식 (1)에 따른 접촉력(F )을 고찰하기 위해 우선 기어 정밀도(A)

이때   는 선접촉(line contact)하는 등방성 두 물체의 재료물

변화에 의한 접촉력(F ) 변화를 Fig. 4에 도시하였다. 예상할 수

성을 대표하는 AGMA 탄성정수[10]이고,   는 보정된 하중응력

있듯이 기어 정밀도(A)가 낮을수록 DTC 구간에서의 접촉력(F )이

계수(load stress factor)로 다음과 같다.

커짐을 확인할 수 있다. 또 ISO 7급(A=7) 기어일 때의 조립거리

   ∞  

(MD) 변화에 따른 접촉력(F ) 변화를 Fig. 5에 도시하였고, 접촉

(5)

력(F )은 조립거리(MD) 변화에 거의 무관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여기서 ∞ 는 AGMA 보정계수[10],    는 단위 이 폭

가능하면 기어 정밀도(A)가 높은 기어를 제작하여 접촉력(F )을 낮
추는 것이 강도설계 측면에서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다.

(face width, b)당 접촉력,  는 피니언과  -번째 롤러와의 등가

식 (1)의 접촉력(F )을 결정한 후 주어진 재료의 물성치, 치형의

곡률(equivalent curvature)을 나타낸다.
접촉력(F ) 변화 고찰과 마찬가지로 기어 정밀도(A)와 조립거리
(MD) 변화에 따른 접촉응력(  ) 거동을 Fig. 6과 Fig. 7에 각각

30

roller 2, A=7
MD=64(mm)
MD=65(mm)
MD=66(mm)

Contact force, F (kN)

25

나타내었다. 우선 기어 정밀도(A)가 낮아질수록 하중 분담구간(DTC)
에서의 접촉력(F )이 증가(Fig. 4 참조)하기에 접촉응력(  ) 또한

20

증가함을 Fig. 6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 통상의 기어와 마찬가지로
RRP 시스템 역시 LPSTC에서 최대 접촉응력(  max )이 발생한다.

15

이는 인벌류트 치형의 평기어 이에 대해 미끄럼 속도(sliding velocity)
10

가 ‘0’이어서 탄성유체윤활(elastohydrodynamic lubrication)의 유막
이 파괴되는 피치점 접촉부근 LPSTC에서 기어 이의 피팅(pitting)이

5

지배적으로 발생한다는 Buckingham[11]의 결과와도 일맥상통한다.
0

0

10

20

30

40

50

60

Fig. 5에서 접촉력(F )은 조립거리(MD)에 거의 영향을 받지 않

70

Pinion roll angle,  (deg)

았으나 접촉응력(  )은 조립거리(MD)가 증가함에 따라 상당히

Fig. 5 Distribution of contact forces with the variation of mounting
distance

감소함을 Fig. 7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조립거리(MD)가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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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rtz contact stress, c (M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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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30o tangent method for TRBS

70

Pinion roll angle,  (deg)

Fig. 7 Distribution of Hertz contact stresses with the variation
of mounting distance

일반적인 기어와 마찬가지로 RRP 시스템 또한 기어 이 한쌍이
모든 하중을 전담하는 최악 하중점인 HPSTC에서의 Lewis 굽힘응
력 식에 기반하여 다음과 같이 TRBS   를 결정할 수 있다. 즉

Equivalent curvature,  (mm-1)

0.25

roller 2, A=7
MD=64(mm)
MD=65(mm)
MD=66(mm)

0.20



0.15



(6)

여기서    는 보정 전 공칭(nominal) TRBS이며  (= / )
은 기어 모듈(module)을 나타낸다.

0.10

3.1 접선하중, 

0.05

0.00



    ∞     ∞ 
 

RRP 시스템 피니언의 접선력(transmitted tangential load) 또
는 굽힘하중  (Fig. 9 참조)는 다음과 같이 결정할 수 있다.
0

10

20

30

40

50

60

70

Pinion roll angle,  (deg)

   cos

Fig. 8 Equivalent curvatures with the variation of mounting
distance

(7)

여기서  는 식 (1)의 접촉력이며, 피니언 회전( )을 고려한 하
중각(load angle)  는 다음과 같다.

함에 따라 Fig. 8과 같이 등가곡률( )이 감소함에 기인한다.




   


3. 이뿌리 굽힘응력(TRBS)



(8)

이때  는 해당 하중위치에서의 압력각을 의미한다.
수문 권양기용 피니언은 한번 설치되면 수십 년간 실외의 가혹

3.2 형상계수,  

한 환경에서 운영되기에 부식 등에 취약하고 이로 인해 이뿌리 부
인장 굽힘응력(tooth root bending stress, 이하 TRBS)에 기인하

식 (6)의 이뿌리 굽힘응력(TRBS)의 해석을 위해서는 Y/YS의 값

는 절손 형태의 파손이 종종 보고되고 있다.

을 갖는 형상계수(Yj)의 여하한 결정이 관건이다. 먼저 본 논문에서

이에 방식/방청의 목적으로 기존 일반 강재를 오스테나이트계

는 하중점(Fig. 9의 점 T)의 위치에 관계없이 치 중심선과  =30°

스테인레스강(SUS304)으로 대체하여 사용하기도 하지만, RRP

의 각도를 이루는 직선이 기어 치에 내접하는 점(Fig. 9의 점 C

시스템 피니언은 널리 알려진 인벌류트 치형이 아닌 특수 치형

또는 D)을 통과하는 단면이 위험단면(critical section)이 된다는

[12]

(modified involute) 으로 형상계수(geometry factor, Yj) 결정

ISO 6336-3, DIN 3990-3, JGMA 401-01의 30° 접선법[14]을 채

이 지난하여 일부 굽힘강도 설계[13]외에는 관련 연구가 전무한 실

택하여 치형계수(tooth form factor, Y )를 결정하였다.

정이다.

즉 30° 접선과 동일 기울기 값을 갖는 RRP 시스템 피니언 치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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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Geometry factor, 

Fig. 10 Comparison of contact and tangential forces

좌표를 Newton-Raphson 법의 수치해석을 통하여 탐색하고, 이를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위험단면 좌표(점 C 또는 D)로 지정하였다. 그리고 치 중심선과

다음으로 조립거리(MD) 변화에 따른 형상계수 Yj의 변화를

작용선(line of action)의 교점인 하중점 T와 위험단면 상의 점 C

Fig. 11에 제시하였다. 조립거리(MD)가 증가할수록 형상계수 Yj

또는 D를 잇는 직선상에서 내린 수선과 치 중심선이 만나는 점

는 증가하며, 또 피니언 이뿌리부에서 이끝 부위로 물림이 진행되

B를 치형계수(Y ) 산출좌표로 결정하였다.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이

면서 형상계수 Yj는 감소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모듈 기반 치형계수(Y )를 결정하였다.

Fig. 12와 Fig. 13은 기어 정밀도(A)와 조립거리(MD) 변화에
따른 TRBS 결과를 각각 도시한 그림들이다. 우선 Fig. 12에서





(9)

볼 수 있듯이 기어 정밀도(A)가 높을수록 DTC 구간에서의 TRBS
는 감소하고, 조립거리(MD)가 증가함에 따라 TRBS는 감소(Fig.

[14]

다음으로 이뿌리 부 피로응력집중을 고려한 ISO 6336-3 의

13 참조)함을 알 수 있다. 이는 Fig. 11에서 알 수 있듯이 조립거리

응력수정계수(stress correction factor, YS)는 다음과 같다.





    

       

(MD) 증가에 따른 형상계수(Yj)의 증가에 기인한다. 또 최대
TRBS(   max )는 HPSTC에서 발생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10)

기어 이뿌리 절손은 STC 최고위치인 HPSTC에서의 접선하중(Ft)
에 기인한다는 기존 인벌류트 치형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 하지

여기서 L = t/l,     이고   는 위험단면에서의 곡률

만 Fig. 12와 같이 기어정밀도가 A=12와 같이 낮아지면 HPSTC

반경을 의미한다. 또  ≤    의 범위일 때 식 (10)은 유효하다.

를 지난 DTC 구간 전체에서 최대 TRBS가 발생하고 유지됨을

3.3 TR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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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2

Nominal TRBS, F0 (MPa)

기어 정밀도(A)와 조립거리(MD) 변화에 따른 TRBS 거동을 고
찰하기 위해 식 (6)에서의 접선력 Ft와 형상계수 Yj를 순차적으로
검토하였다.
먼저 Fig. 10은 식 (1)과 식 (7)을 통한 롤러 2와의 접촉력(F)과
접선력(Ft)을 동시에 대비하여 도시한 그림으로 LPSTC 이전에서
는 접선력(Ft)과 접촉력(F)이 거의 일치하나 LPSTC 이후 접선력
(Ft)이 감소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LPSTC를 지나 이의 물림이

100

75

50

25

진행될수록 하중각( )이 커짐에 기인한다. 또 기어 이의 굽힘에
관여하는 접선력(Ft)은 하중점(Fig. 9의 점 T)이 위험단면(Fig. 9

0

의 점 C) 보다 낮은 위치에 있을 경우 유효하지 않기에 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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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nion roll angle,  (deg)

회전각이 약 3° 이상의 유의미한 접선력만이 Fig. 10에 반영되어

Fig. 12 TRBS variation according to gear quality cl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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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5 FE analysis result through over pin ind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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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3 TRBS variation according to mounting distance

constant)로 다음과 같다.

관찰할 수 있다.











   sin     cos

4. 검 토

(12)

FE 해석 검증을 위해 Table 1의 설계제원 중 조립거리(MD)가
65 (mm)일 때를 고려하였고, 이 경우 식 (7)에 의해 HPSTC에서

4.1 유한요소해석

의 굽힘 하중 Ft =18.231 (kN)이다. 따라서 Fig. 14의 HPSTC에

본 절에서는 보정 전 접촉응력(   )과 이뿌리 굽힘응력(   )의

접하는 오버 핀 반지름  =21.965 (mm), 하중각  =22.5696°,

이론적 결과들을 검증하기 위해 상용 소프트웨어인 ANSYSⓇ를

오버핀 접촉각  =47.4304° (Ct = 0.682508) 임을 고려하면 동일

사용하여 유한요소해석(finite element analysis)을 수행하였다.

한 접선력 Ft 에 대응되는 오버 핀 압입하중 P = 26.712 (kN)임을

이를 위해 Fig. 14와 같이 RRP 시스템 피니언의 HPSTC(점

알 수 있다. 그리고 HPSTC에서의 형상계수 Yj = 0.3937 이다.

H)에 접하는 오버 핀(over pin)에 압입하중(P)을 인가할 때의 해석모

Fig. 15는 앞서 언급한 오버 핀 압입하중 P = 26.712 (kN)을

델을 고려하였다. 이때 인가한 압입하중 P와 오버 핀 접촉력 F와의

인가하여 2D FE 해석을 수행한 결과이다. 이때 피니언의 크기,

힘의 평형관계를 고려하여 기어 이의 굽힘하중  =   임의 관계

해석의 정확도를 고려하여 오버 핀이 접하는 부분과 이뿌리 부는

를 얻을 수 있고 따라서 다음과 같이 TRBS를 결정할 수 있다.

“edge mesh” 기능을 사용하여 1.0 mm의 조밀한 메시를 적용하였

 



고, 피니언과 오버 핀의 접촉은 “frictionless” 접촉 조건을 고려하였




  
 

다. 또한 접촉점(Fig. 14의 점 H) 및 위험단면 좌표(Fig. 9의 점

(11)

C 또는 D)에서의 응력 값을 얻기 위해 “stress probe” 기능을 사용하
였다. 이를 이용하여 얻어진 FE 해석 결과들을 Table 2에 제시하였

여기서 Ct는 오버 핀 접선력 결정상수(over pin tangential load

으며 보정 전 접촉응력(   ) 및 이뿌리 굽힘응력(   )은 이론적
결과와 5% 이내에서 일치함을 확인할 수 있다.

P



F

rp


4.2 수명평가

F

규격으로 정해진 바는 없으나 수문 관련 산업현장에서의 핀잭

H

식 랙-피니언의 일반적인 요구수명(Nreq)은 90% 신뢰도 수준에서
104 사이클 정도이다. 이에 Table 1 설계제원에 의한 피니언의 설계수
명을 검토하고자 ANSI/AGMA 2001-D04[10]를 준용하여 면압 및
굽힘강도 안전계수 SH 및 SF를 다음과 같이 평가하였다.

/z

        
  
 max

O

Fig. 14 Schematic diagram for tangential load  determ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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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수 있었다.

Table 2 Comparison of von-Mises stress results
von-Mises stress (MPa)
FEA

Theory

deviation
(%)

Point H (contact)

663.22

648.54

2.26

Point C (tension)

88.43

92.96

4.87

Point D (compression)

106.25

108.93

2.46

Probe point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핀잭 식 권양기용 피니언의 표면 및 이뿌리 부에
대한 면압강도 및 굽힘강도 설계를 수행하였고, 그 결과를 요약하

        
  
 max

면 다음과 같다.

(14)

기어 정밀도(A)를 고려한 하중분담계수(X )를 도입하여 실제 결



과와 부합하는 하중 분담구간(DTC)의 하중분포를 제시하였고, 이

여기서 KT는 온도 보정계수, KR은 신뢰도 보정계수, ZN과 YN은

를 통해 기어 정밀도(A)가 높아질수록 하중 분담구간(DTC)에서

각각 면압강도와 굽힘강도 수명 보정계수이며, Sc와 St는 각각 107

의 접촉력, 접촉응력, 이뿌리 굽힘응력 모두가 감소(Figs. 4, 6, 12

사이클 수명, 99% 신뢰도를 갖는 보정 전 표면 피로강도 및 보정

참조)함을 확인하였다.

전 굽힘 피로강도이다.

한편 엄밀 치형 설계제원인 조립거리(MD)가 증가함에 따라 압

본 논문에서 고려한 피니언은 Sc=1,551 (MPa), St=448 (MPa)

력각 및 형상계수는 증가(Figs. 3, 11 참조)하고, 치형 등가곡률은

인 SCM415 침탄열처리강으로 상기 언급한 요구수명(Nreq = 104

감소(Fig. 8 참조)하였다. 이로 인해 조립거리(MD)의 증가에 따른

cycles) 및 신뢰도(90%)가 107 사이클, 99% 신뢰도와 다르기에

접촉력의 변화는 미미(Fig. 5 참조)하였으나, 접촉응력 및 이뿌리

먼저 KR = 0.85의 신뢰도 보정을 하였다. 또 보간법과 선형회귀를

굽힘응력은 크게 감소(Figs. 7, 13 참조)하는 경향을 관찰할 수 있

통해 결정한 침탄 열처리 브리넬 경도 615HB에 해당하는 다음

었고 피니언 피로수명이 증가하는 결과를 확인하였다.

식들을 통해 수명보정을 수행하였다.

또 제시한 이론적 결과들을 검증하고자 HPSTC에 접하는 오버

    

핀에 압입하중을 인가하여 유한요소해석을 수행하였고 최대 5%

(15)

이내에서 일치함을 확인하였다. 더불어 본 논문에서 고려한 핀잭
식 권양기용 피니언의 설계제원 중 충분한 조립거리를 확보하지

 

 

(16)

못한 MD=64 (mm)인 경우 면압강도 안전계수가 1 미만으로 평가
되었고, 따라서 이뿌리 절손의 굽힘강도 설계보다는 치면 마모, 피

조립거리(MD) 증감에 따른 면압강도 안전계수와 굽힘강도

팅방지를 위한 면압강도 설계에 중점을 두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안전계수 변화를 Table 3에 정리하였고, 이때 접촉응력
(  max ) 및 TRBS (   max ) 산출 시 Table 1의 AGMA 전체

후기

보정계수 ∞ =1.5가 고려되었다. 이는 수문 특성상 작동속도가
매우 느리고(속도계수   ≈1) 실외의 가혹한 환경을 고려하여 과하

본 연구는 2022년도 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중계수(   =1.5)만을 고려한 값이다. 우선 조립거리(MD)가 증가

받아 수행된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의 결과입니

하면 안전계수 SH 및 SF 공히 증가함을 알 수 있으나, 충분한 조립거리

다.(2021RIS-003)

를 확보하지 못한 MD=64 (mm)의 경우 면압강도 안전계수가 1
미만으로 요구수명을 만족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핀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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