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덱스 드라이브 파손 원인에 대하여  - (주)양헌기공

1) 입력라인의 백래시(BACK LASH)

인덱스 드라이브는 회전정지를 반복하는 기구로 회전 후 정지 시에는 관성력이 발생됩니다.

역학적 관점에서 본다면 캠 장치의 출력동작 설계로 집약되고 항시 주기적인 가속 감속구간을 가지므로 입력축

인 캠축에 작용하는 토르크도 시간적으로 변화 합니다. 출력축에 작용하는 힘에는 사례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으나 특히 고속 위치결정에 있어서는 관성력이 지배적이므로 입력 축에 정부(正負)의 교번 토크가 

작용하여 경우에 따라서는 입력 구동계의 백래시가 치명상이 되는 때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시간이 경과하면 

입력계의 구동부들이 백래시가 증가하기 때문에 벨트 텐션이나 볼트체결의 느슨함이 발생 하는지를 정기적인 

점검을 필요로 합니다.

                                                                  

2) 과부하 토르크(torque)                                                  

 모든 움직이는 물체는 관성에 법칙이 작용합니다. 인덱스장치

에서도 예외는 아니므로 이러한 문제를 최소화를 위한 목적으로 

개발한 곡선들이 캠 곡선이고 인덱스드라이브에도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설명하는 사항은 인덱스에 과부하 토르크가 

어떻게 작용하는가를 설명합니다.

그림)과 같이 시간t0에서 t1까지는 제로(0)였던 것이 시간t1에서 

갑자기 유한의 값 V를 갖게 되고 속도V의 시간에 대한 변화의 

비율은 가속도이므로 시각t1에서는 다음과 같이 되므로 

 ∆
∆

 lim∆ →∆
  

 ∞

시간t1에서 갑자기 무한대의 가속도가 생긴다는 것은 뉴턴의 법

칙에 따라 힘=질량*가속도 

즉   ×  ×∞ 무한대의 힘이 됩니다.

이론상 이와 같은 장치는 파괴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 이론대로의 장치는 만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완전한 강체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정지하고 있는 물체에 어떠한 방법으로든 부딪혀 봤

자 상호간에는 써징(Surging)적 탄성변형이 생기면서 정지물체

는 극단(極端)시간이긴 하나 제로(0)에서 기동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기계에서는 진동과 충격을 피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파손도 빠르게 나타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에서 알듯이 움직이는 물체는 반듯이 속도, 가속도가 다 같이 제로에서 출발을 해야 하며 운동 전 구간에 

걸쳐서 가속도가 연속이 되어야 합니다.

이 같은 현상은 인덱스드라이브 구동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데 그 경우는 인덱스의 구동위치가 회전고간의 임의

의 위치에서 가동을 할 경우에 나타납니다.

기동위치가 회전구간에서 기동을 하면 속도, 가속도가 0이 아니기 때문에 (MS곡선은 Am:5.53) 정상구동에 비

해 약 6배 이상의 충격하중이 일어납니다.

 이 충격하중은 캠과 캠팔로워 베어링에 직접적으로 전달이 되고 이와 같은 현상이 자주 일어나면 캠팔로워 베

어링에는 피로(Fatique:재료는 정하중에서는 충분한 강도를 가지고 있더라도 반복하중이나 교번하중(交番荷重)

을 받으면 그 하중이 작더라도 마침내 파괴되는 현상)파손이 나타나 어느 한순간에 캠팔로워 베어링이 파손이 

됩니다. 

이와 같은 현상을 피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장의 원인 추정원인 대     책

출

력

축

백

래

쉬

캠전주에 걸쳐 작음 캠과 캠팔로우의 예압부족 입력축의 편심 프랜지를 조정

캠의 일부에서 큼 캠의 브레이킹 캠의 교환, 출력부하의 경감

타렛의 일부에서 큼 캠팔로우의 브레이징 타레트의 교화, 출력부하의 경감

타렛1개소가 큼 캄팔로우 외륜의 편마모 타레트의 교환, 출력축에 토르크리미터 장착

타렛1개소가 보다 큼 캠파로우 파손 타레트의 교환, 출력축에 토르크리미터 장착

할출 마다 다름 캠팔로우 외륜의 편마모 타레트교환, 오일점도를 높임

출

력

축

흔

들

림

THRUST 방향 출력 프랜지의 풀림 나사에 록타이트를 바르고 조임

THRUSH와 RADIAL 베어링의 마모 밀봉장치와 윤활의 검토

THRUSH와 RADIAL 조임너트의 풀림 너트를 조이고 THRUSH 하중을 검토

THRUSH와 RADIAL 축의 클리프마모 조임정도를 크게 함, 사용 환경 온도의 검토

입

력

축

흔

들

림

THRUSH와 RADIAL 베어링의 예압 부족 편심프랜지내의 조임, 프랜지를 조임

THRUSH와 RADIAL 베어링의 THRUSH방향간극 편심프랜지내축의 조임, 프랜지를 조임

THRUSH 방향 베어링 마모 윤활밀봉장치의 개조

THRUSH와 RADIAL 축클리프 마모 조임정도를 크게함, 사용조건검토

소  

   

   

   

리

높은음 연속 오일실의 리프부 윤활제의 보급, 밀봉장치의 교환

높은음 단속 캠궤도면의 가공거침 캠의 수정, 윤활유의 점도 높임

높은음 회전부품의 접촉 취부부품의 확인

낮은음, 단속 캠의 브리이킹 캠교환, 출력부하의 경감

낮은음, 단속 캠팔로우의 브레이킹 타레트의 교환, 출력부하의 경감

낮은음, 단속 회전부품의 풀림 취부품의 조임부 체크

낮은음, 연속 입력축베어링의 마모 베어링의 교환, 윤활 체크

토르크 리미터(Torque Limiter) 부착

 토르크 리미터는 과부하 토르크에 대하여 기계 장치를 보호하는 것으로 그 종류는 여러 가지이나 인덱스드라

이브에는 과 토르크 발생 시 기계적으로 설정 토르크 이내에서 동력을 전달시켜야 하며 원점 복귀 기능과 감지 

기능이 있어야 한다.

토르크 리미터 부착은 출력축에 부착을 해야만 위에서 설명한 회전구간에서의 기동 토르크를 차단 할 수 있으

며 입력축에 부착하는 것은 회전 도중에 기계장치에 이물질이 들어가 과부하가 걸리는 것을 차단하는 것입니

다. 따라서 토르크 리미터를 부착하는 것을 출력축에 부착을 해야 완벽한 보호를 할 수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입력 축에 토르크 리미터를 부착 해야만 한다면 비상정시나 혹은 작업을 개시할 때 기동위차가 외

전구간에서 정지하고 있어서 다시 원점복귀를 해야 하는 경우는 수동으로 원점으로 복귀를 시키든지 아니면 모

터의 회전을 정상회전 속도보다 10배 이하의 속도로 회전을 하여 원점 복귀를 시켜야만 합니다.

인덱스장치의 손상과 그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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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동

출력 회전 부 입력계의 백래쉬, 비틀림, 휨 입력구동계의 재확인

출력 회전 부 입력계의 체결의 풀림 체결요소의 변경, 볼트의 조임

출력 회전 부 입력계의 불안정회전 회전전달요서의 변경

출력 회전 부 모타의 동력부족 모터동력높임

출력 회전 부 클러치/브레이크의 타이밍 티이밍 캠의 조정

출력 회전 부 캠의 브레이킹 캠의 교환, 출력부하의 경감

입력 회전 부 회전부품의 동적 불균형 균형 확인 실시

입력 회전 부 회전부품의 편심 센터링을 행함

잔 류 진 동 출력계의 비틀림 강성이 낮음 출력계의 강성을 높임

잔 류 진 동 출력축의 관성체가 큼 인덱스장치의 사이즈를 한 단계 높임

전       체 후레임 변형 설치베이스의 강성을 높임

온

도

상

승

하우징 전체 교반열에 의함 윤활유량, 점도 체크

베어링의 눌러붙음 회전수 너무 높음 편심 프랜지를 조정함

캠, 캠팔로우의 눌러붙음 예압을 너무 걸음 윤활 체크

베어링의 눌러붙음 윤화부족 윤활 체크

기

름

누

유

입 출 력 축 밀봉장치의 파손 밀봉장치의 파손, 먼지 방지 카바를 쒸움

프 랜 지 면 베어링의 파손 부품의 교환

주 유 구 윤활의 산란 주유구의 형번 변경

취부 구멍 면 탭 내경의 관통 취부볼트에 록타이트를 바름

축

의

파

손

입력 축 재료의 노화파손 오버행하중을 경감

출력축 충격하중 출력축에 토르크 리미터를 설치

키 축 브레이킹 마모 마찰체결방법의 변경

녹 사용 환경 방청제도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