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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건축 단열재를 생산하는 1, 2차 압출기의 주요구성품은 기어박스, 기어부, 축 모델로 구성된 기어구동
부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어, 베어링, 모터 발열로 인한 발생되는 기어박스 모델의 열전달, 열응력 해
석을 통하여 최대 응력 및 변형량을 계산하였다. 그리고 기어부의 접촉해석 해석을 통하여 최대 응력
및 변형량을 계산하였다. 기어박스 및 기어부의 응력 및 변형량 해석을 통해 1, 2차 압출기가 정적으
로 안전함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축모델에 대한 회전체 동역학 해석을 통해 계산된 Campbell의 위
험속도를 판단해 볼 때 동적으로도 안정하다 판단된다. 따라서 1, 2차 압출기의 기어구동부에 대한 유
한요소해석 결과 정적 및 동적으로 안정함을 알 수 있었다.

1. 서론

및 압력 분포, 토출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한다. 1차
압출기는 모터 동력이 기어박스 내로 직접 전달되는

건축 단열재는 산업현장에서 많이 사용되며 압출공
정에 의해 생산된다. 1, 2차 압출기의 주요구성품인

방식이며, 2차 압출기는 모터가 풀리로 회전력을 전
달하므로 모터는 열해석에서 제외하였다.

기어구동부는 기어박스와 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표 1] Specification of extrude machine shaft

기어박스 내 기어, 베어링, 모터 등의 운동 발열로

Part
1st extruder
2nd extruder

인하여 열응력이 발생되어 이로 인한 구조 안정성을
분석해야 한다. 또한 기어가 접촉되어 운동할 때 발

Diameter [㎜]
107
116

Length [㎜]
4705
6603

생하는 응력과 축이 회전할 때 발생하는 위험 속도
또한 검토해야 한다[1]. 본 연구에서 압출기 기어박
스의 온도분포를 파악하고 그로 인한 열응력을 계산
하였다[2]. 그리고 압출기 기어부 모델의 접촉운동
시 발생되는 응력을 해석하여 안정성을 진단하였다.
또한 압출기 축 부분에 대한 회전체 동역학 해석을
수행하고 캠벨선도(campbell diagram)을 이용하여
축의 위험속도와 동적 안정성을 파악하였다.

[그림 1] Extrude machine

3. 유한요소해석

2. 압출기
건축단열재는 고온 용융된 폴리머 수지를 금형다이
스로 통과시키는 압출공정에 의해 생산된다. 그림 1

3.1. 모델링 및 해석조건
1, 2차 압출기의 기어박스, 기어부, 축에 대해

스크루

ANSYS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해석하였으며, 그

(screw) 회전속도를 최적으로 결정하여 수지의 온도

모델들은 각각 일반 구조강 재질로 구성하였고 물성

에서처럼

1,

2차

압출기는

구성요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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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는 표 2와 같다. 경계층의 메쉬(mesh)는 조밀하게
설계하여 정확하게 응력분석을 하게 하였으며, 요소
정보는 표 3과 같다, 축 모델은 솔리드 혹은 빔 형
태로 모델링하며, 베어링은 스프링 요소로 모델링하
여 해석을 수행하였다.
[표 2] Pysical properties of the extruder and gear

Part
Gear box/
Gear/Shaft

Materi- Density Elastic Modulus Yield stress Poisson’s
3
al
ratio
[g/m ]
[MPa]
[MPa]
S45C

7850

210x10

3

343

0.3
(a) Temperature distribution

[표 3] Element and Node numbers of the extruder and gear

Part

Element number

Node number

Gear box of 1st extruder

169141

641946

Gear box of 2nd extruder

211956

704676

Gear of 1st extruder

183034

357600

Gear of 2nd extruder

160175

222572

Shaft of 1st extruder

1456

1458

Shaft of 2nd extruder

1630

1632
(b) von-Mises stress

(c) displacement

기어가 맞물려 회전하는 조건을 적용하여 비선형
접촉 해석을 수행함으로써 응력을 검토하였다. 축을

[그림 2] The analysis results of Gear box in 1st extruder

중심으로 회전하는 조건을 적용하여 비선형 접촉 해
석을 수행하였다. 축의 회전 속도는 96 rpm로 이 값
을 적용하여 회전체 동역학 해석하였다.

3.2. 해석 결과
3.2.1 기어박스 모델의 열전달, 열응력 해석
그림 2(a)는 1차 압출기 기어박스 모델의 열해석
결과로서

38.2～57.6 ℃의 온도 분포가 계산되었다.

그림 2(b)는 구조해석 응력 결과로서 최대 응력 49.8
MPa로 항복강도 343 MPa 보다 적다. 바닥 고정부
에는 응력이 20 MPa로 더욱 낮게 나온다. 그림
2(c)는 구조해석 변위 결과로서 최대변위 0.03 ㎜로

(a) Temperature distribution

미소하게 발생되었다. 따라서 구조적으로 안정하다
고 판단된다.
그림 3은 2차 압출기 기어박스 모델의 열해석 및
구조해석 결과이다. 온도분포는 33.3～60.0 ℃로 1차
압출기 모델보다 높게 계산되었다. 그리고 최대 응
력은 60.0 MPa, 최대 변위 0.15 ㎜로 1차 압출기 모
델보다 높게 계산되었다. 하지만 2차 압출기 최대응
력도 항복응력보다 작고 미소 변위가 발생되어 구조
적으로 안정하다고 판단된다.

(b) von-Mises stress

(c) displacement

[그림 3] The analysis results of Gear box in 2nd extru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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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pinnung trajectory
(a) von-Mises stress

(b) Campbell diagram

[그림 6] The analysis results of shaft in 1st extruder

(b) displacement

[그림 4] The analysis results of Gear in 1st extruder

(a) Spinnung trajectory

(b) Campbell diagram

[그림 7] The analysis results of shaft in 2nd extruder

(a) von-Mises stress

4. 결 론

(b) displacement

[그림 5] The analysis results of Gear in 2nd extruder

1, 2차 압출기의 기어박스, 기어부, 축 모델에 대한

3.2.2 기어부 모델의 비선형 접촉 해석
그림 4는 1차 압출기 기어부 모델의 구조해석 결과
이다. 기어 접촉부에서 최대 응력응력 45.4 MPa로서
항복강도 343 MPa보다 작고, 최대 변위 19.5 ㎜로
미소하므로 안정하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2차 압출
기 기어부의 경우에도 최대응력 31.1 MPa, 최대변위
15.3 ㎜로 또한 안전하다 판단된다.

유한요소해석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모터 및 베어링의 발열로 인한 1, 2차 압출기
기어박스 모델의 열전달, 열응력 해석 결과 최대응력
이 항복응력보다 작고 최대 변형량이 미소하므로 구
조적으로 안정하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1, 2차 압출기
기어부 모델의 비선형 접촉 해석을 통해 계산된 최대
응력을 볼 때 구조적으로 안정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1, 2차 압출기 축모델 회전체 동역학 해석을 통해 계

3.2.3 축 모델의 회전체 동역학 해석
위험속도는 회전체의 휘돌림진폭과 전달력이 국부
적으로 최대인 영역과 일치한다. 회전체가 지속적으
로 운전되는 속도영역에서 위험속도를 제거하거나
회피하는 공진회피설계를 해야 한다. 그림 6(a), (b)

산된 캠벨선도의 위험속도를 볼 때 구동속도와 일치
하지 않으므로 동적으로 안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
서 본 연구를 통해 1, 2차 압출기의 기어구동부는 정
적 및 동적으로 안정함을 알 수 있었다.

는 각각 1차 압출기 축 모델의 회전체 동역학 및 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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