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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배경

절삭 가공 공정은 제조 산업계에서 주요한 공정 중 하나이다. 
특히 공작기계를 통한 정밀한 절삭 가공 공정을 위해 높은 성능을 

요구한다. 공작기계의 경우 직선 이송계와 회전 이송계로 나눠져 

있는데, 회전 이송을 담당하는 주요한 구성 요소인 주축 구동계의 

경우 주축, 모터, 베어링 그리고 쿨링 모듈 등 다양한 부품들의 발

전에 따라서 현재의 단계에 도달하였다. 주축 구동계의 경우 고강

성 및 고정도 특성을 갖추어야 하며, 앞서 언급한 주축 구동계의 

성능은 생산성과 가공 품질에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 기계 가공 

공정에서 특히, 고속 기계 가공에서는 주축 구동계는 큰 절삭저항

과 열 부하에 노출되며, 이는 주축 구동계의 변형을 일으킨다. 절삭

저항의 경우 가공시에 회전하는 공구와 공작물의 접촉에 의해서 

발생하게 되며, 열 부하의 경우 베어링에서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부하들은 가공 조건이 극한 환경에 노출될수록 증가하게 되며, 이
는 주축 구동계의 열변형의 증가에 영향을 끼친다[1-3]. 베어링의 

열 부하 혹은 온도 상승은 일반적으로 회전하는 베어링의 마찰 운

동에서 기인하게 되며, 이러한 마찰토크(friction torque)는 부하

(load), 자이로스코픽 모멘트(gyroscopic moment), 그리고 윤활 

점성(lubrication viscosity) 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부하 및 

과도한 열에 가해질 경우 큰 열변형 혹은 파손으로 이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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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축 회전계의 경우 베어링과 축(shaft)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부품

들과 함께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기에, 가공 시 발생하는 열적 

거동을 예측하기 어렵기에 이를 예측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열변형에 대한 예측은 기계적 그리고 열적인 

거동의 복합적인 해석이 필요하므로, 일반적인 수치 해석으로 계

산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4].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위해 

공작기계 및 기계 부품과 관련한 다양한 접근들이 시도되고 있으

며, 그중 하나로 유한요소해석모델이 사용되고 있다. 지금까지 개

발된 유한요소해석 모델의 경우 일반적으로 복합적인 거동보다는 

구조해석 혹은 열해석이 개별적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있으며, 전
체적인 주축 회전계에 대한 해석에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는 

주축회전계의 구조를 지탱하는 하우징(housing)보다는 기계요소

들에 대한 해석에 어려움에서 기인하게 된다. 수치 및 유한요소법

을 통한 주축 회전계 및 주변 기계 부품들에 대한 해석은 여러 연구

자들에 의해 진행되었다[5-9].
주축 회전계의 설계를 위해서 진행된 다양한 연구는 1900년대 

후반부터 진행되었으며, Shuzi 는 주축 회전계의 하중에 의한 처짐

(deflection)을 계산하기 위한 정강성 모델을 구현하였다[10]. 해당 

모델에서는 주축 회전계의 축(shaft)과 이에 대한 베어링(bearing)
의 개수와 위치가 중요한 요소로 가정되었다. Terman 과 Bollinger
는 유한차분법(finite difference method)을 이용하여 회전하는 축

에 대한 계산을 수행하였으며, Ruhl and Booker의 경우 유한요소법

(finite element method) 를 통해서 회전계의 관성과 강성을 고려한 

동적 특성 예측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다[11,12]. Nelson 또한 유한요

소해석을 통해서 회전계의 회전 관성, 자이로스코픽 모멘트, 그리고 

전단 변형을 고려한 회전계 동적 특성 계산 모델을 제시하였다[12]. 
또한, Jorgensen and Shin의 경우 스핀들과 베어링의 연동 시스템을 

통한 동특성을 예측하였으며 이때 절삭부하, 회전속도 그리고 총질

량을 고려하였다[1]. 2000년대 이르러 현재에 가까운 유한요소해석 

모델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Holkup et al. 의 경우 ANSYS를 

통해 스핀들 열변형 해석 모델을 개발하였다[6]. Min et al. 은 

ANSYS를 이용하여 베어링 연동 모델에 대한 계산을 수행하였고, 
Deping et al. 또한 베어링의 정확한 강성 해석을 위해 스프링-댐퍼 

요소를 이용한 모델을 개발하였다[13,14]. 이때, COMBIN14 요소가 

사용되었으며, 실제 머시닝센터인 CX8075 모델에 대한 열변형 예

측을 수행하였다.
앞선 연구에서 수행된 주축 회전계 혹은 스핀들의 변형에 대한 

해석에서는 베어링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하며, 특히 가장 많이 

쓰이는 베어링 중 하나인 각 접촉 볼 베어링(Angular contact ball 
bearing)에 대한 다양한 연구들이 수행되었다. 각 접촉 볼 베어링 

같은 경우에 마찰 특성 및 유지보수에 유리한 부분이 있어 스핀들

에서 많이 쓰이는 경향이 있다. 또한 각 접촉 볼 베어링 같은 경우

에는 사용시에 예압(preload)이 필수적이며 이를 통해 강성 및 진

동 저감의 역할을 기대 할 수 있으며, 예압은 두가지 방식이 보통 

쓰이고 있으며 이는 정압과 정위치로 나눠진다. 또한 예압 방식과 

각 접촉 볼 베어링의 설치 구성은 가공 중에 발생하는 절삭부하에 

따른 온도 상승과 열팽창에 의한 열변형 예측이 어려워진다. Chen 
et al.은 load cell과 piezoelectric 액츄에이터를 이용하여 정압 예

압 방식일 때, 회전속도에 따른 스핀들 베어링의 부하 모니터링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15]. Jiang et al. 의 경우 가공 조건에 따른 

다양한 예압 예측 모델을 개발하였고, 이를 통해 온도 변화를 줄이

는 예압 방식을 개발하였다[16].
본 연구에서는 공작기계에서 회전 이송계를 담당하는 주축 회전

계에 대한 열변형을 유한요소해석을 통하여 예측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상용 유한요소해석 소프트웨어인 Ansys classic을 통

한 주축 회전계 열변형 해석을 위해서 베어링의 강성 요소를 부여

할 수 있는 matrix27 요소를 적용하였고, 베어링 종류, 예압 그리

고 부하에 따른 열 발생 및 열변형을 예측하고 이에 대한 결과를 

실험과 비교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2. 본 론
2.1 베어링 해석 모델 구현

유한요소모델 개발을 위해서 볼 베어링 모델 구현을 수행하였다. 
유한요소해석 수행시에 볼 베어링의 복잡한 형상과 외륜과 내륜 

사이에 구성하고 있는 베어링 볼에 대한 강성 및 열전달 해석이 

힘들기에 볼 베어링 모델의 간단화를 수행하였다. 각 접촉 볼 베어

링 간단화의 경우 4 가지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Fig. 
1에 묘사되어 있다. 첫번째 과정에서는 3D 모델에서 베어링의 케

이지와 볼 형상을 제거하였고, 두번째 과정에서는 베어링의 

groove 및 fillet 형상을 제거하고 스프링 요소 설정을 위한 노드를 

구성하였다. 다음 과정에서는 외륜과 내륜 사이의 열전달을 위한 

접촉요소 설정을 수행하고 마지막 과정에서 일정한 간격으로 지정

된 외륜과 내륜 사이의 노드들 사이에 스프링 요소 구현을 하였다.
간단화 된 볼 베어링의 유한요소모델에서 적절한 강성을 구현하

Fig. 1 Simplification process for bearing simulation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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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해 Matrix 27 스프링 요소를 사용하였다. Matrix 27 요소에 

경방향 및 축방향으로 강성뿐만 아니라 댐핑계수를 입력하기 위해 

각각의 스프링 요소에 강성에 대한 좌표변환을 수행하였고, 이때 

스프링 요소의 경우 베어링의 회전 방향으로 22.5°의 일정한 각도

로 16개가 구성하였다. 글로벌 좌표계에서의 강성과 댐핑 계수를 

Ansys 내에서 각각의 요소의 로컬 좌표계에서 구현하기 위한 좌표 

변환을 수행하였다. Matrix 27요소의 경우 78개의 행렬요소를 가

지고 있으며, 각각의 행렬요소에 로컬좌표계에서 해당하는 강성값

을 분배하였다. 내륜에서 부하를 받아 변형되는 상황에서 한 영역

에서의 압축시에 반대편에서는 인장이 발생하게 되며, 이때 스프

링 요소들의 총 탄성 에너지가 보존된다고 가정하였다. 각각의 스

프링 요소에서의 탄성 에너지는 아래식과 같다.

(1)

이때 i = 1 → 4 이고, Δx는 스프링 요소의 변형 그리고 Kspring은 

스프링 요소의 강성을 의미한다. 베어링의 전체적인 에너지량을 

구하기 위해서 1번부터 4번까지의 스프링 요소가 아래와 같이 두

배로 계산된다.

(2)

(3)

이때, Krot는 베어링의 본래의 강성을 의미하며, 경방향의 강성은 

아래와 같다.

(4)

는 베어링의 경방향 강성이며, 은 각각의 

스프링 요소의 경방향 강성을 의미한다. 또한, N은 노드의 숫자를 

의미한다. 축방향 강성과 관련된 식은 아래와 같다.

(5)

과 은 경방향과 같이 각각 축방향의 베어링 

그리고 스프링 요소의 강성을 의미한다. 각각의 스프링 요소에 강

성 값의 분배는 아래의 좌표 변환 행렬을 통하여 진행하였다.

(6)

이때, 은 기존의 강성 값을 뜻하고 KCM은 변환된 행렬을 

의미한다.
베어링의 내외륜 사이의 열전달 모델 구현을 위해서 Ansys classic 

의 접촉요소들이 기능인 close gap 기능과 thermal contact 
conductance를 적용하였다. Close gap 기능의 경우 비접촉 상태인 

접촉 요소들간에 열전도를 구현하는 기능이며, 이때 떨어진 외륜과 

내륜사이의 열전도도의 경우 thermal contact conductance로 설정

할 수 있다. Thermal contact conductance을 통해 외륜과 내륜 

사이의 열전도 되는 열량의 경우 아래의 식과 같다.

Fig. 2 Illustration of (a) experimental setup for bearing heating 
test, (b) thermal image in radial view, and (c) axial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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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이때, q는 단위면적당 열량이며, Tt와 Tc는 외륜과 내륜의 접촉 

면의 온도와 같으며 TCC의 경우 thermal contact conductance, 
즉 접촉부의 열전도도를 의미한다.

2.2 베어링 해석 모델을 위한 열전도 계수 분석
주축 회전계의 볼 베어링의 열전도 해석을 위해 열전도 계수를 

도출하기 위한 실험을 수행하였다. 다양한 제조사에 따른 베어링에 

대한 실험을 수행하였고, 실험장치로는 Fig. 2와 같이 볼 베어링, 
축 요소, 열전대, 그리고 온도 조절이 가능한 hot plate를 사용하였다. 
열전도 계수 실험에서는 온도 조절 장치를 통해서 축과 만나는 지점

의 온도를 85℃ 로 유지하였고, 열전대를 베어링의 내륜, 외륜 그리고 

축 끝단에 부착하여 온도 측정을 하였다. 정상상태(steady-state)에
서 베어링 종류별로 베어링 외륜과 내륜의 온도차이를 확인하였고, 
이에 대한 열화상이미지는 Fig. 2(b), 그리고 (c)와 같다. 실험에서 

도출한 결과를 바탕으로 각 베어링 타입에 맞는 열전도 계수를 식 

(7)을 사용하여 TCC 값을 도출하였다. 이 때, 각각의 베어링의 

형상 정보와 해당하는 내외륜 온도차는 Table 1과 같다. 베어링 

유한요소해석 모델을 생성 후에 실험과 동일한 환경에서 해석 시에 

베어링 타입에 해당하는 온도분포 및 베어링 내륜 외륜의 온도차

가 나오는 TCC값을 도출하였다.

2.3 회전계 유닛의 열변형 해석 및 실험
회전계 유닛의 열변형 해석을 위해 회전계 유닛의 3D CAD모델을 

생성하였다. 이때 3D 모델의 경우 실험과 동일한 형상으로 만들어졌

으며, 간소화된 스핀들 유닛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 간소화된 스핀들 

유닛에는 볼 베어링 두개, 베어링이 조립된 하우징 그리고 축 요소로 

이뤄졌으며, 축 끝단에서의 열변형량을 측정하여 해석의 정확도를 

검증하였다. 해석 모델의 경우 Ansys classic Ver. 14에서 진행하였

다. 열변형 해석을 위해서 해석 과정을 두가지 단계로 나눴으며 

해석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은 Fig. 3에 묘사되어 있다. 주축 회전계에 

대한 transient 열 해석을 먼저 수행하였고, 이때 10개의 노드를 

가지는 SOLID87 요소와 주축 및 하우징의 경우 각각 SUS304와 

Aluminum6061의 물성치를 사용하였다. 내륜과 외륜에는 각각 

TARGE170 과 CONTA174 접촉요소를 사용하였고 각각의 베어

링 종류에 해당하는 TCC값을 적용하여 해석을 수행하였다.
열해석에서 환경온도는 24℃로 설정하였으며 heat flux 조건이 

베어링의 내륜과 외륜에 적용되었다. 베어링에 생성되는 열량과 

회전하는 주축에 적용되는 대류계수의 경우 Harris et al. 과 kreith 
et al.의 저서를 참조하여 적용되었다[17,18]. 열해석을 통해 도출된 

온도분포를 다음 단계의 구조해석에 바로 적용하여 해석을 수행하였

다. 구조해석에서의 요소는 SOLID227 요소를 통해 구조-열 연동해

석을 수행하였다. 이때, 베어링의 강성 및 댐핑 계수의 경우 제조사의 

강성 정보를 MATRIX27요소에 분배하여 적용하였다. 회전계 유닛

의 transient 열해석 및 열변형 해석에 대한 결과는 각각 Fig. 4과 

Fig. 5에 표시 되어있다. Fig. 4와 Fig. 5에서는 예압의 크기에 따른 

해석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예압의 크기는 각각 150 N, 225 N 
그리고 300 N이었으며, 열해석 결과를 확인하였을 때, 예압의 커짐에 

따라 회전계 유닛의 전체적인 온도분표 결과의 온도가 상승함을 

알 수 있다. 150 N에서의 결과를 보면 하우징 부품의 온도가 30.8℃ 
이하에서 분포하고 있지만, 225 N 및 300 N 결과에서는 30.8℃ 
에서 35℃ 사이에 머물고 있다. Shaft부에서의 온도 분포 또한 축에서 

중간부분 뿐만 아니라 끝단에 까지 베어링을 기준으로 온도 상승이 

더 커짐을 확인 할 수 있다. 열변형 해석의 경우 열해석과 마찬가지로 

예압이 커짐에 따라 shaft 끝단에서의 열변형이 약 20 µm에서 40
µm으로 커짐을 알 수 있으며, contour 결과 상에서 하우징 부분의 

변형 또한 증가해서 약 10 µm으로 도달함을 Fig. 6과 같이 확인 

Table 1 Temperature difference and TCC values for each 
bearing

Bearing type Temp. difference[℃] TCC
NSK7006C 3.36 190

NSK7006A5 3.03 210
NACHI7006C 2.53 260

Fig. 3 Flow process of FEM simulation in ANSYS class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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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실험 환경의 경우 Fig. 6와 같으며, 각 접촉 베어링의 

경우 NSK 7006C 및 7006A5와 Nachi 사의 7006C 모델을 선정하였

다. 베어링의 예압의 경우 정위치 예압방식을 적용하였으며, Lock 
nut를 통해 베어링에 예압을 가하였다. 주축 끝단에서의 열변형량의 

경우 비접촉식 정전용량 센서를 통하여 측정하였으며, 정전용량 

센서d의 경우 Nanotex사의 센서를 사용하였다. 또한, 주축의 경우 
1000 RPM의 회전속도를 유지하며 회전하였다. 회전시에 열전대를 

사용하여 베어링 외륜에서의 온도를 측정하였으며, NI사의 

DAQ9172을 사용하여 실험 시 데이터들을 기록하였다. 실험에서는 

3가지 다른 종류의 베어링과 3가지 다른 예압량을 통해 총 9가지 

실험을 수행하였고, 각 실험의 경우 5번 수행되어 평균값이 해석 

결과값의 검증에 수행되었다. 베어링 종류와 예압량에 따른 열변형 

해석 결과와 실험결과에 대한 결과의 경우 Table 2에 정리되어 

있다. 스핀들 유닛 주축의 변형량의 경우 예압량이 커질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모든 베어링 종류에서 예압이 300 N일때는 온도변

화는 약 12℃ 정도 였으며, 열변형량의 경우 약 40 µm에 도달하였다. 
이는 예압으로 베어링의 강성을 보정할 수는 있지만, 마찰로 인해 

베어링의 온도가 급격히 증가하여 열변형이 커짐을 알 수 있다. 
예압량 및 베어링 종류에 따른 온도분포 결과의 경우 Fig. 7에 묘사 

되어있으며, 주축 끝단에서의 열변형량의 경우 그림 Fig. 8에 묘사 

Fig. 4 Simulation result of temperature distribution according to 
preload of (a) 150 N, (b) 225 N, and (c) 300 N

Fig. 5 Simulation result of deformation according to preload of 
(a) 150 N, (b) 225 N, and (c) 300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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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있다. Nachi7006C 타입의 베어링의 경우 열해석에서19%에 

이르는 큰 오차를 보여주었으며, 열변형 해석의 경우 모든 타입의 

베어링 종류에서 15% 이내의 해석 정확도를 보여주었다.

3. 결론
본 연구는 유한요소해석을 이용하여 베어링 강성을 고려하여 회

전체의 열역학적 거동을 예측하는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상용 유

한요소해석 소프트웨어인 Ansys classic을 통해서 주축 회전계의 

열-구조 연동해석을 수행하였다. 각 접촉 볼 베어링은 회전장치의 

볼 요소에서의 열전도 및 강성 특성을 고려한 해석을 수행하였고 

이를 위해 필요한 TCC값과 강성 분배 방법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

였다. 해석 수행을 위해 첫 번째 단계로 단순화된 베어링 모델을 

구현하였고, 이를 실제 실험 장치와 동일한 환경에서 열변형 및 

베어링 외륜에서의 온도 상승에 대한 실험적 검증을 수행하였다. 
이어서 일반적으로 공작기계에서 많이 쓰이는 7006타입의 볼 베

어링 종류와 베어링에 가해지는 예압의 양에 따라 해석 및 실험을 

진행하였다. 해석과 실험을 비교한 결과 온도상승에 대한 해석의 

경우 최대 19.5%, 열변형 14.4%의 오차를 보였다. 이번 연구에서 

진행된 해석의 경우 복잡한 볼 베어링의 형상 그대로를 해석에 적

용하지 못하였고, 회전하는 주축의 자이로스코픽 효과 및 원심력

과 같은 동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음 점에서 다소 오차가 발생하였

다. 메쉬의 크기, 접촉 요소, 그리고 볼의 강성을 구현할 수 있는 

스프링요소들에 대한 변경 혹은 개선을 통해서 해석 정확도를 기

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다. 특히, 베어링 볼과 내외륜 사이의 

윤활유를 고려한 해석 모델을 통해서 해석의 정확도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후기
이 논문은 한국연구재단의 기초연구사업 지원(과제번호: 

Fig. 6 Experimental setup for rotation of spindle unit

Table 2 Temperature elevation and deformation results 
according to the preloads

Pre
load

Temperature elevation[℃] Deformation[㎛]

[N] Simul. Exp. Error
[%] Simul. Exp. Error

[%]
NSK7006C

150 5.2 5.44 4.6 17.1 16 6.4
225 8.74 8.56 2 32.5 30 7.7
300 13.06 12.02 7.9 38.6 33 14.3

NSK7006A5
150 5.6 5.89 5.2 24.4 20 18
225 9.07 8.72 3.8 34.3 34 0.8
300 12.6 10.47 16.9 41.4 45 8.7

Nachi7006C
150 5.17 6.18 19.5 25.7 22 14.4
225 8.3 9.87 19 33.6 31 7.1
300 12.13 11.27 7.1 40.1 37 7.7

Fig. 7 Simulation and experiment result of temperature 
elevation of spindle unit

Fig. 8 Simulation and experiment results of thermal deformation 
of spindle un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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