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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집

복잡한 방정식과 긴 설명 없이 최대한 명확하고 실용적인 용어집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각도  교차하는 두 선 또는 면 사이의 공간. 한쪽 선에 대한 다른 쪽 

선의 경사. 측정단위로 표기: 각도(º) 또는 호도(rad) 활용

고정 도르래 (도르래, 고정 참조)

공정한 테스트  한 번 이상 그 성능을 테스트하고 비교하여 기계 또는 모델의 

성능을 측정하는 것.

구동 기어/도르래  힘을 가하면 회전하는 기어나 도르래. 일반적으로 기계에서는 

물리적인 힘이 기계로 맨 처음 들어오는 부품(기어, 도르래, 지레, 

크랭크, 축)을 말합니다.

기계 및/또는 

기계 구조
  필요한 작용력(힘)의 크기나 방향을 바꾸거나 작용력이 이동해야 

하는 거리를 바꾸어 일을 더 쉽거나 더 빠르게 만들어주는 장치. 

하지만 기계 또는 기계 구조는 작업량을 늘릴 수 없습니다. 기계 

또는 기계 구조가 필요한 작용력을 줄이면, 그와 동시에 작용력이 

이동해야 하는 거리가 늘어납니다. 기계는 일반적으로 기계 

구조를 포함합니다. 기계 구조란 힘의 크기나 방향, 그리고 출력 

속도를 바꾸는 단순하게 배열된 구성요소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지레 하나 또는 맞물린 기어 2개가 기계 구조입니다.

기어  기어는 톱니가 달린 바퀴입니다. 기어는 8톱니형 기어, 40톱니형 

기어와 같이 톱니의 수로 분류합니다. 기어는 힘을 전달하고, 

회전 속도를 늘리거나 줄이며, 회전 운동의 방향을 바꾸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기어의 톱니는 서로 맞물려 움직임을 

만들어냅니다.

기어, 각이 있는  (기어, 크라운 참조)

기어, 크라운  크라운 기어는 (마치 왕관처럼) 톱니가 한쪽으로 돌출되는 특수 

톱니바퀴입니다. 이처럼 특수한 톱니 때문에, 크라운 기어는 보통 

기어와 90도 각도에서 맞물릴 수 있습니다.

기어가속구조  큰 구동 기어가 작은 피동 기어를 회전시켜서 선회 속도를 빠르게 

만드는 배열. 속도가 빨라지면 회전력이 감소합니다.

기어감속구조  작은 구동 기어가 더 큰 피동 기어를 회전시켜서 선회 속도를 

느리게 만드는 배열. 속도가 느려지면 회전력이 증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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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르래  도르래는 보통 홈이 파진 바퀴와 바퀴를 둘러싸고 있는 로프, 

벨트, 케이블 또는 체인으로 이루어진 심플머신입니다. 도르래는 

힘을 전달하거나 회전 속도를 바꾸거나 또 다른 바퀴를 돌리는 데 

사용됩니다.

도르래, 고정  가해진 힘의 방향을 바꿉니다. 고정 도르래는 하중과 함께 

움직이지 않습니다.

마찰  다른 물체와 접촉하는 물체의 움직임에 저항하는 힘. 다른 물체 

위를 지나거나 다른 물체와 스치며 회전할 때도 저항이 생길 수 

있습니다. 눈 위를 달리는 썰매와 같이, 마찰은 물체의 운동을 

느리게 하여 힘을 더 가하지 않으면 결국 물체를 멈추게 합니다. 

마찰은 종종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여 기계의 효율을 

저하시킵니다.

맞물리다  함께 끼워 맞춰지거나 맞물리는 것. 간격이 똑같은 톱니바퀴 두 

개를 서로 접촉시키면 두 톱니바퀴의 톱니가 맞물릴 수 있습니다.

멈춤쇠와 래치트  블록이나 쐐기(멈춤쇠)와 기어를 한 방향으로만 회전시키는 

톱니바퀴(래치트)의 배열

미끄러짐  주로 도르래 바퀴에 있는 벨트 또는 로프가 미끄러져 벗어나는 

것으로, 안전 기능의 하나입니다.

받침점  회전축을 다르게 표현한 것(회전축 참조).

벨트  한쪽 도르래 바퀴가 다른 쪽 도르래 바퀴를 돌릴 수 있도록 두 개의 

도르래 바퀴에 연속으로 걸쳐진 띠 모양의 물건. 피동 휠이 갑자기 

회전을 멈추면 미끄러져 벗어날 수 있게 설계된 것이 보통입니다.

복합 기어  기어와 축의 복합체. 최소 한 개의 축이 서로 다른 크기의 기어 두 

개를 갖고 있습니다. 복합 기어는 입력에 비해 출력 속도와 힘에 

매우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유동 기어  구동 기어에 의해 회전하고 다른 피동 기어를 회전시키는 기어. 

기계 내에서 힘을 변환시키지는 않지만 피동 기어의 회전 방향에 

영향을 미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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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용력(힘점)  기계에 가해지는 힘 또는 그 힘의 양.

접지력  두 표면 사이의 접지력은 두 표면 사이의 마찰량에 달려 

있습니다. 타이어의 접지력은 젖은 도로면보다 마른 도로면에서 

더 높습니다.

지레  힘(작용력)을 가하면 한 정점(받침점) 주위를 돌거나 회전하는 봉.

지레, 1종  회전축은 작용력과 하중 사이에 있습니다. 이 지레는 작용력의 

방향을 바꾸며, 하중을 들어올리는 데 필요한 작용력의 양을 바꿀 

수 있습니다. 페인트 통 뚜껑을 열 때와 같이, 받침점에서 작용점 

위치가 멀고 하중까지의 거리가 짧으면 하중을 들어올리는 힘을 

증폭시킬 수 있습니다.

지레, 2종  하중(작용점)은 작용력(힘점)과 회전축(받침점) 사이에 있습니다. 

이 지레는 작용력의 방향을 바꾸지는 않지만, 가령 손수레에 있는 

짐을 들어올리는 데 필요한 작용력의 양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지레, 3종  작용력(힘점)은 하중(작용점)과 회전축(받침점) 사이에 있습니다. 

이 지레는 작용력의 방향을 바꾸지는 않지만, 가령 빗자루로 

바닥을 쓸 때와 같이 작용력이 짐을 움직이는 거리를 늘릴 수 

있습니다.

짐(하중)  들어올리거나 옮기려는 물건. 짐(하중)은 저항이라고도 부릅니다.

축  바퀴 중앙부를 관통하는 봉. 축은 바퀴를 지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축이 바퀴에 고정되어 있으면, (엔진이 자동차 바퀴를 움직이게 

하듯) 바퀴에 힘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크랭크  샤프트(또는 축)에 90도로 연결된 암이나 핸들로, 샤프트가 쉽게 

회전할 수 있게 해줍니다.

토크  축 등을 기준으로 한 회전력.

평형력  다른 힘의 효과를 저하시키거나 무력화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물체의 무게가 주는 힘. 기중기는 지브의 짧은 쪽 부분에 있는 

커다란 콘크리트 블록을 사용하여 다른 긴 쪽 부분의 하중이 주는 

불균형 효과를 상쇄시킵니다.

피동 기어/도르래  보통 다른 톱니바퀴나 도르래에 의해 회전하는 톱니바퀴나 

도르래를 말합니다. 피동차라고도 부릅니다.

피동차 (피동 기어/도르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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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전축  지레의 회전축과 같이 어떤 것이 돌거나 회전하는 중심점. 시소의 

중심을 지지하는 축이나 봉이 회전축의 한 가지 예입니다. 회전축이 

항상 지레 중심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유형이나 

종류의 지레에서는 회전축이 손수레와 같이 한쪽 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레의 받침점 참조.

힘 밀거나 당기는 작용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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