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rans. Korean Soc. Mech. Eng. A, Vol. 40, No. 12, pp. 1077~1085, 2016 
 

 

1077

<응용논문>         DOI http://dx.doi.org/10.3795/KSME-A.2016.40.12.1077             ISSN 1226-4873(Pr int ) 
2288-5226(Online) 

 

외부하중을 받는 선형 롤러베어링의 LM 블록 변형을 고려한  
변위 모델링 

 
권선웅* · 통반칸* · 홍성욱*† 

* 금오공과대학교 기계시스템공학과 
 

Modeling of Displacement of Linear Roller Bearing Subjected to External 
Forces Considering LM Block Deformation  

 
Sun-Woong Kwon*, Van-Canh Tong* and Seong-Wook Hong*† 

* Dept. of Mechanical System Engineering, Kumoh Nat’l Institute of Technology 
 

(Received August 30, 2016 ; Revised September 10, 2016 ; Accepted September 12, 2016) 
 

 
 

- 기호설명 - 

F : LM 블록 윗면 중심에 가해지는 하중[N] 
δ : LM 블록 윗면 중심의 변위[mm] 
ui, vi : 베어링 단면의 원점에서 블록과 롤러의 변

위[mm] 

[R] : 변환 행렬 
Qi : 개별 롤러에 작용하는 하중[N] 
Qc    : LM 블록에 작용하는 롤러 접촉하중 합[N] 
f : 전역 좌표계에서 Qc의 등가하중[N]  
Fb : LM 블록에 미치는 힘 벡터 
Qg, Mg : 롤러-레일간 접촉력과 모멘트 
Qb, Mb : 롤러-LM 블록간 접촉력과 모멘트 
qk : k번째 슬라이스(slice)에 미지는 접촉력 

Key Words: Linear Roller Bearing(선형 롤러베어링), Contact Load(접촉하중), Finite Element Model(유한요소모
델) 

초록: 선형 롤러베어링은 하중이 크고 정밀성이 요구되는 이송장치를 지지하기 위해 광범위하게 사용되
는 기계요소이다. 본 논문에서는 외력을 받는 선형 롤러베어링의 변위를 계산하기 위한 새로운 모델링 
방법을 제시하였다. 먼저 LM 블록을 강체로 가정하여 롤러와 LM 블록의 지배방정식을 유도하였고 
Newton-Raphson법을 이용해 계산하였다. 롤러와 레이스 사이의 접촉하중은 롤러의 형상을 고려하여 슬
라이싱 기법을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강체 LM 블록 모델에 의해 계산된 접촉하중을 활용하여 LM 블록
의 구조적 변형을 유한요소 모델로부터 계산하였다. 최종적인 변위는 강체 LM 블록을 가정한 모델로부
터 계산된 변위와 LM 블록 구조해석 결과를 조합하여 도출하였다. 제안된 방법에 의한 결과와 베어링 
제작 업체 프로그램 결과와의 비교를 통해 제안된 방법을 검증하였다. 

Abstract: Linear roller bearing (LRB) is an important mechanical element that is widely used in precise positioning 
systems that are subjected to large loads. This paper presents a new model for estimating the displacement of an LRB 
subjected to external forces. For this purpose, assuming that the linear motion block (LM block) is rigid, the equilibrium 
conditions for the LRB were obtained by solving the equilibrium equations of the rollers and the rigid LM block using 
the iterative Newton-Raphson method. The contact loads between the rollers and raceways were determined 
considering the profiled rollers. Then, the structural deformations of the LM block, subjected to the contact loads from 
the rigid LM block model, were computed using a finite element model for the LM block. The displacements of the 
LRB were then determined by superposition of the rigid LM block displacements on the induced displacements due to 
the structural deformations of the LM block. The proposed method was verified through comparison with a program by 
the bearing manufactur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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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k :  k번째 슬라이스의 축방향 위치 
le : 롤러에서 실제 접촉이 발생하는 길이 
ns : 슬라이스의 개수 
Δl : 슬라이스의 길이 
c : 접촉 상수 
Δk : 슬라이스의 압축 변형량 
hk :  롤러 프로파일 
Δ0 :  롤러 삽입 시 압축되는 초기 변형량 
Qu :  LM 블록과 롤러의 접촉면 중 위쪽 두 면

에 작용하는 접촉력 
Ql :  LM 블록과 롤러의 접촉면 중 아래 두 면

에 작용하는 접촉력 
xP, yP :  접촉점에서의 LM 블록 변형량 
δxn, δyn, :  LM 블록의 x, y방향 변형량 
γzn :  LM 블록의 각변형량 

1. 서 론 

선형 베어링은 선형 운동을 하는 이송장치의 지
지를 위해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 선형 베어링은 
하중을 지지하는 요소의 종류에 따라 선형 볼베어
링과 선형 롤러베어링으로 구분된다. 선형 롤러베
어링은 볼베어링에 비하여 큰 하중을 지지할 수 
있으므로, 주로 큰 강성을 필요로 하는 대형 CNC 
공작기계 등에 널리 이용되고 있다.  
최근 공작기계에 대한 고속화와 정밀화의 요구

에 따라 선형 베어링의 사용 조건에 따른 특성을 
예측하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다. 특히 선형 베어
링의 강성과 수명 특성은 공작기계의 가공 정밀도
와 내구성에 관한 지표로 이용되므로 중요하게 취
급되고 있다. 그러나 선형 베어링의 특성에 대한 
정보는 일부 제작 업체만이 독점적으로 제공하고 
있으므로 일반 사용자는 제한된 정보만을 얻을 수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선형 베어링이 대상 기계 
구조물에 설치된 상태에서의 전체 시스템에 대한 
특성을 분석하기 위한 통합 해석에 어려움이 있어 
왔다. 
선형 베어링의 특성 모델링 및 해석에 대한 연구
가 많은 연구자에 의해 수행되어 왔다. Jastrzębski 
등(1)은 볼 직경과 레일에 평행오차 및 선형성 오
차가 존재할 때 예압 조건에 따른 강성변화에 대
해 연구하였고, Zou 등(2)은 마찰과 마모 때문에 발
생하는 강성변화에 대해 연구하여 주행 중에 블록
의 열변형과 마모증가로 인해 강성이 감소함을 확
인하였다. Shaw 등(3)은 선형 베어링에 관한 유한요
소모델을 이용하여 수직방향 압축하중에 대한 강성

을 시뮬레이션과 실험을 통해 분석하였다. Pawelko 
등(4)은 예압과 외부 하중에 대한 유한요소모델을 
제시하고 베어링 제작업체에서 제공하는 카탈로그
의 데이터와 비교하였다.  

Sun 등(5)은 선형 베어링을 정역학적으로 모델링 
하는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Tao 등(6)은 선형 롤러 
베어링의 레이스와 롤러 사이에서 발생하는 마모
특성 해석을 위해 접촉 강성에 대한 정역학적 모
델을 제시하였다. 또한 Rahmani 등(7)은 선형 볼베
어링의 종방향, 횡방향 그리고 회전방향 강성에 
대해 실험적으로 연구하였다. Ohta 등(8)은 선형 볼
베어링의 수직방향 강성에 대해 연구를 수행하였
으며 LM 블록(Linear Motion Block)과 레일의 변형
을 동시에 고려하였다.  

Lee 등(9)은 선형 볼베어링의 예압에 대한 정·동
적 특성과 발열 특성을 실험적으로 연구하여 예압
량과 강성 그리고 발열의 관계에 따라 적절한 설
계기준을 제안하였다. Kim 등(10)은 선형 볼베어링
의 정·동적 특성을 반영하는 단순화 모델을 연구
하였고 볼베어링을 등가로 표시할 수 있는 8개의 
스프링상수를 제시하였다. Oh 등(11)은 선형 볼베어
링의 구름, 점성, 슬립 마찰을 고려한 마찰력을 정
식화 하고 마찰의 성분에 따른 분석을 수행하였다. 
또, Choi 등(12)은 선형 볼베어링의 선형적인 강성과 
고유진동수를 계산하였고, 설계인자들의 변화에 
따른 고유진동수 변화를 연구하였다. 
이상 설명한 바와 같이 대부분의 연구가 선형 
볼베어링에 치중되어 있으며 선형 롤러베어링에 
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선형 롤
러베어링의 경우 LM 블록의 구조적 변형에 의한 
효과에 대해서도 거의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
으로 확인된다.  
본 논문에서는 선형 롤러베어링이 외부하중을 
받을 때의 변위 계산 방법을 제시하였다. 특히, 계
산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LM 블록의 변형에 의한 
효과를 모델에 반영하였다. 이를 위해 LM 블록에 
대한 유한요소 해석 결과를 활용하였다. 이를 위
해 먼저 LM 블록의 변형을 무시한 강체 LM 모델
을 통하여 롤러 및 LM 블록의 평형식을 얻었고 
이를 이용하여 롤러의 접촉하중을 계산하였다. 그
리고 계산된 접촉하중이 LM 블록에 가해질 때의 
탄성변형을 유한요소법을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실제 선형 롤러베어링의 외력에 대한 변형은 LM
을 강체로 고려한 상태의 변형과 LM 블록의 탄성
에 의한 변형을 조합하여 계산하였다. 시뮬레이션
과 제작업체 프로그램과의 비교 분석을 통해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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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방법이 실제 현상을 잘 반영하는 효율적이고 
정확한 모델링 방법임을 확인하였다. 

2. 선형 롤러베어링 모델링 

2.1 강체 LM 블록의 힘 평형 
Fig. 1은 전역 좌표계(Oxyz)에서 베어링에 가해
지는 외부하중 벡터 {F}와 그에 대응하는 변위벡
터 {δ}를 보여준다. 오른손 직교 좌표계의 중심을 
블록 상면의 중심에 일치시켰다. 여기서 원점에 
가해지는 힘과 변위벡터는 각각 다음과 같다. 

 
{ } { , , }T

x y zF F F M=                (1) 

{ } { }T
r x y zδ δ , δ , γ=                  (2) 

 
LM 블록을 강체로 두고 해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가정을 둔다. 
 
① 롤러의 접촉지점을 제외한 블록과 레일은 
강체로 가정한다.  

② 블록의 운동에 의한 관성효과는 무시한다. 
 

Fig. 2의 베어링 단면에 표시한 바와같이 부분 
좌표계를 설정하였다. 좌표계의 원점으로부터 정
의되는 블록과 롤러의 변위는 각각 다음 식으로 
나타난다. 

 
{ui}T = {uξi θi}                   (3) 
{vi}T = {vξi ψi}                   (4) 

 
여기서 i=1~4는 단면에 나타낸 롤러 번호를 나

타낸다. 편의를 위해 롤러 네 개의 위치에서의 블
록과 롤러의 변위벡터를 다음식으로 표현한다. 

 
{u}T={u1  u2  u3  u4}             (5) 

{v}T={v1  v2  v3  v4}              (6) 
 

이 때 블록단면의 변위는 전역 좌표계와 다음과 
같은 관계로 표시된다. 

 
{u}=[R]{δ}                            (7) 

 
여기서 변환행렬 [R]은 다음과 같다. 

 

[ ]

1 1 1 1

1 1 1 1

2 2 2 2

2 2 2 2

sin cos cos
0 0 1

sin cos cos
0 0 1R sin cos cos
0 0 1

sin cos cos
0 0 1

C

C

C

C

α α R  γ

α α R  γ

α α R  γ

α α R  γ

− −⎡ ⎤
⎢ ⎥
⎢ ⎥−⎢ ⎥
⎢ ⎥= ⎢ ⎥−
⎢ ⎥
⎢ ⎥−⎢ ⎥
⎢ ⎥⎣ ⎦

        (8) 

 
여기서 RC는 Fig. 2에 도시된 바와 같이 원점으로
부터 롤러 중심까지의 거리를 나타내며 α 는 롤
러의 경사 각도를 나타낸다. 
롤러와 블록의 변위로 인해, 접점에서 상호작용

에 의한 접촉하중이 발생하게 된다. 이 접촉력은 
롤러 평형식으로부터 얻을 수 있으며, 자세한 내
용은 다음 절에서 다루도록 한다. 결과적으로 롤
러 i에서 작용하는 하중벡터 {Q}는 

 
{Qi}T={Qξi  Ti},  i=1 ~ 4        (9) 

 
4개의 롤러에 의한 블록 접촉하중 벡터는  
 

{Qc}T={Q1  Q2  Q3  Q4}        (10) 
 
변환행렬을 이용하여 계산되는 전역 좌표계의 

 

Fig. 1 Linear roller bearing with loads & displacements
 

Fig. 2 Linear roller bearing in a cross-section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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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점에 대한 등가 하중 벡터는, 
 

{f}T=[R]T{Qc}                 (11) 
 
이며, 블록의 평형식은 블록단면상의 모든 접촉력
에 대한 등가하중과 외력의 합으로부터 다음과 같
이 얻어진다. 

 

{ } { } { }
1

0
Z

B j
j

F F f
=

= + =∑         (12) 

 
식 (12)를 풀면 블록의 변위 {δr}를 구할 수 있

다. 전역 평형식 (12)는 비선형이기 때문에, 이 방
정식을 풀기 위해서 식 (13)과 같은 Newton-
Raphson법을 이용한 반복계산이 요구된다. 

 
{FB}+JB{Δδr}=0               (13) 

 
여기서 JB는 자코비안(Jacobian)행렬이다. {Δδr}는 
반복루프에서 미지수 {δr}의 증가 값을 나타낸다. 

 
2.2 롤러의 힘 평형 
Fig. 3은 롤러의 자유물체도를 보여주고 있다. 

롤러와 블록 그리고 레일 사이의 접촉력들은 접촉
력 Qa와 모멘트 Ma를 포함한다. 여기서 a = g, b는 
각각 롤러와 레일간, 롤러와 블록간의 접촉을 나
타낸다. 슬라이싱 기법(13)은 Fig. 4에 나타낸 접촉
력들을 결정하기 위해 이용된다. 각 슬라이스 (qk)
의 총합 접촉력은 다음과 같이 롤러의 총 접촉력

을 계산하기 위해 이용된다. 
 

10 9 0
0 0

/
k k k

k k

q c l ( )
q ( )

⎧ = ×Δ Δ Δ >
⎨ = Δ ≤⎩

          (14) 

1

sn

a k
k

Q q
=

= ∑                        (15) 

1

sn

a k k
k

M q l
=

= ×∑                     (16) 

 
여기서 c는 접촉상수로서 롤러의 재료와 실제 
접촉 길이(le)에 따른 Harris식을 통해 정의된다.(14) 

 

5 1 9

1
1 24 10 /

e

c
. l−=

×
             (17) 

 
한편 lk는 슬라이스 k의 축 방향 위치이다. 또, 

Δk, ns, Δl 은 슬라이스 k의 압축변형량, 슬라이스의 
개수 그리고 개별 슬라이스의 길이이다. Δk는 롤러 
단면과 블록의 변위에 의존한다. 성형된 롤러와 
레일형상이 사용될 때는, Δk를 계산하기 위해 롤러
가 축방향으로 변하는 형상이 고려되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Lundberg(15)가 제안한 로그함수 롤
러 프로파일이 사용되었다. 롤러와 블록의 접촉 
및 압축을 아래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Δk = (uξ - vξ) + (θ - ψ) lk + Δ0 - hk      (18) 

Δk = vk + ψlk + Δ0 - hk               (19) 
 
본 논문에서 사용한 로그함수 롤러 프로파일(16)

은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hk = 0.0005Da ln[1-4(lk / lw)2]-1       (20) 
 
Δ0는 대형 롤러 지름에 의해 정의되는 베어링 

예압의 효과를 반영한다. 만약 베어링의 예압이 
참고문헌(17)에 언급된 바와 같이 가해진다면, 1개 
롤러에 대한 예압은 식 (4)의 접촉력에 직접 더해
져야 한다. 롤러의 접촉력을 얻은 후, 롤러의 평형 
식을 계산하면 다음 식과 같다. 

 
0
0

b g

b g

Q Q
M M

− =⎧
⎨ − =⎩

              (21) 

 
이상과 같은 롤러의 비선형 방정식은 미지의 

{v}를 포함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 식을 풀
기 위해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Newton-Raphson법을 
이용한 반복계산을 수행하였다. 
롤러 평형식의 해를 구함으로서 최종적인 접촉

 
Fig. 3 Roller free body diagram 

 

Δl

Mb (Mg)

Slice k

Qb (Qg) Δk

hk

lk

Roller

Raceway

Contact line under load

 
Fig. 4 Contact load modeling using slicing techniq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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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을 알 수 있다. 식 (9)에 나타낸 블록의 접촉력
{Q}은 다음과 같이 유도된다. 

 
{Q}T = {-Qb - Mb}             (22) 

3. LM 블록의 변형을 고려한 모델 개선 

내측과 외측이 충분히 견고하게 지지되는 회전
베어링과 달리, 선형 롤러베어링에서 LM 블록은 
롤러에서 인가되는 힘에 의해 변형이 발생할 수 
있다. 이 변형은 선형 베어링의 전반적인 변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8) 여기서는 LM 블록의 
변형을 고려하여 모델의 정밀도를 높이는 방법에 
대해 논의하였다. 한편, 레일은 그 강성이 상대적
으로 커서 변형을 무시할 수 있다고 가정하였다. 

 
3.1 접촉 하중에 의한 LM 블록의 변형 
본 논문에서는 LM 블록의 탄성변형을 효과적으

로 표현하기 위해 유한요소해석을 활용하였다. LM 
블록의 구조는 롤러를 순환시키기 위한 홈이나 볼
트 홀 등에 의해 상당히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
으나 역학적 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으로 국한
하면 효과적으로 모델링 할 수 있다. 베어링 제조
업체에서 제공하는 제품에 대한 2D나 3D도면을 
이용하면 LM 블록에 관해서는 비교적 쉽게 유한
요소모델을 활용한 구조 해석이 가능하다. 
상용 유한요소해석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LM 블

록의 윗면에 압축 또는 인장하중이 가해지는 상황
과 수평하중이 가해지는 상황에 대한 해석을 수행
하였다. Fig. 5에는 해석에 이용된 모델의 구속조건
과 하중조건을 나타냈다. 제조업체에서 제공하는 
모델에서 롤러를 순환시키기 위한 홈을 제거하였
다. Y-Z평면에 대한 구조의 대칭성을 고려하여 좌
측부만을 고려하였고 대칭의 기준이 되는 면을 고
정(Fixed support)시켰다. 롤러가 순환하는 레이스 
홈은 제거하였으며, 구조의 물성치로 탄성계수는 
200 Gpa, 밀도는 7850 kg/m3, 그리고 푸아송 비는 
0.3으로 하였다.  

LM 블록 상면에 압축하중이 가해지면 X형으로 
배열된 롤러로 인해 접촉면D가 하중을 지지하고, 
반대로 인장하중이 가해진 경우에는 접촉면 A가 
하중을 지지하게 된다. Fig. 5(b)와 (c)는 각각 블록 
윗면에 압축 및 인장하중을 적용한 상황에 대한 
구속조건과 하중조건이다. 수평하중이 가해질 때
에는 LM 블록 상면의 기울어짐으로 인해 4개의 
면에 동시에 하중이 가해진다. 따라서 좌측뿐만 
아니라 우측부의 변형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Fig. 6은 LM 블록 상면에 수평하중이 가해질 때 
좌측과 우측부의 하중조건이다. 접촉하중에 의한 
변형을 분석하기 위해 강체 모델에서 계산된 접촉
하중을 롤러와의 접촉면에 인가하여 각 접촉면에
서의 변위를 해석하였다. 

Figs. 7과 8은 LM 블록의 윗면에 압축 또는 인
장하중이 가해졌을 때와 수평하중이 가해졌을 때 
접촉점의 변위를 보여준다. 이 접촉하중에 따른 
LM 블록의 변형과 2장의 강체 LM 블록에 대한 
계산 결과를 이용하여 선형 베어링의 전체적인 변
형을 계산하게 된다. 

 
3.2 LM 블록의 변형에 의한 변위 
LM 블록의 변형으로 인해 {δn}T = {δxn  δyn  γzn}

Fig. 7 Displacements of contact points when a vertical, 
compressive or tensile load is applied to the LM 
block

 

Fig. 5 FE model and loading conditions for LM block:
(a) FE model; (b) Compressive load condition; (c) 
Tensile load condition. 

 

 
Fig. 6 FE model and loading conditions for lateral load 

condition: (a) Left side; (b) Right s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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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표시되는 추가적인 변형이 발생하게 된다. 여
기서는 각 하중요소에 대응하는 {δn} 계산식을 유
도하였다.  

 
3.2.1 수직하중 Fy 
수직하중 Fy가 가해진 경우에는 수직방향으로만 
변위가 발생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δn}를 나타
낼 수 있다. 

 
{δn}T = {0  -yD  0};   Fy > 0        (27) 

{δn}T = {0  -yA  0};   Fy < 0        (28) 
 
3.2.2 모멘트하중 Mz 
모멘트하중 Mz가 적용되었을 때, 일반적으로 양
의 접촉력을 갖는 롤러가 서로 대각선 방향의 반
대쪽 열에 위치하고 있고, 나머지 두 열의 롤러는 
비접촉 상태에 있게 된다. Fig. 9는 모멘트하중 Mz

가 가해졌을 때, 롤러와 LM 블록이 접촉하는 2가
지 상태를 나타낸다. 블록과 레일 변형의 기하학
적 관계에 따라 유도된 LM 블록의 변위는 다음과 

같이 정의될 수 있다. 
 

1cos cos
2

a C
xn C zn zn

L L
δ l  γ  γϕ

−
= +        (29) 

1sin sin
2

A C
yn C zn zn

L L
δ l  γ  γϕ

−
= +         (30) 

1 1tan( )
2
A C

zn
A

L L
γ α

R
ϕ

+
= +               (31) 

 
여기서 

1 1( ) cos ( )sin
2

A c A C
A

x x y y
L

ϕ ϕ− + −
=     (32) 

1 1( ) cos ( )sin
2

A c A C
C

x x y y
L

ϕ ϕ+ + +
=     (33) 

 
3.2.3 수평하중 Fx 

LM 블록에 미치는 수평방향 하중 Fx는 참고자
료와의 비교를 위해 Fig. 10(a)와 같이 O’에 적용되
는 것으로 하였다. 이때는 기울임 모멘트 Mz 또한 
같이 고려되어야 한다. Mz에 의해 발생하는 LM 
블록의 변위에 대한 식은 이미 상기 제시한 바와 
같다. 그러므로 O’에 위치한 Fx에 의해 발생하는 
직선변위만 설명하고자 한다. Fx가 작용했을 때, 
Fig. 10(b)처럼 LM 블록의 한쪽 면에서는 하중을 
지지하게 되나, 다른 면은 비접촉 상태가 된다. 이 
때 블록의 좌측 또는 우측은 반력에 의해 구조적 
변형을 일으키게 된다. 블록 좌측이 변형하는 경
우 다음 식을 해 발생되는 변위를 계산할 수 있다. 

 
δxn = xA + lA γzn cosγzn              (34) 

δyn = yA + lA γyn sinγyn              (35) 

1tan A D
zn

A A D

x x
γ

l y y
− ⎛ ⎞−

= ⎜ ⎟+ −⎝ ⎠
         (36) 

 
우측이 변형하는 경우 또한, 마찬가지 방식으로
위의 식을 이용하여 LM 블록의 변위를 정의할 수 
있다. 

 

Fig. 8 Displacements of contact points when a 
horizontal load is applied to the LM block 

 

(a)                      (b) 

Fig. 9 Roller and LM block contact forces with applying
moment load Mz 

(a)                       (b) 

Fig. 10 LM block under horizontal load Fx, a) Resulting 
load acting on LM block after transformation, b) 
Contact forces between roller and LM bl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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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loop 

Local loop
Input {F}, {εr}, {εb}. Initial guess of {δr} 

Roller contact loads: Qb, Qg, Mb, Mg 

{δr}, Qb, Qg, Mb, Mg 

Solving roller equilibrium equations for new 

roller displacements {vn} 

|{vn}-{v}| ≤ {εr} 

Solving global equilibrium equations for new 

inner ring displacements {δrn} 

Yes 

Start 

Assume roller displacements {v} 

|{δrn}-{δr}| ≤{εb} 

No 

No 

Yes 

LB structural deformations 

Induced LB displacements {δn} 

{δ} = {δr} + {δn} 

End 
 

Fig. 11 Calculation procedure of LM block equilibrium 
and displacements 

4. 시뮬레이션 

4.1 계산 과정 
선형 롤러베어링의 변위에 대한 전체적인 풀이 
과정을 Fig. 11에 도시하였다. 먼저, 강체 LM 블록 
베어링 모델을 이용한 LM 블록의 변위계산은 2장
에서 설명한 바와 같고 최초의 계산과정에서 적용
된다. 그 결과로 얻어지는 롤러의 접촉하중 분포
와 변위를 LM 블록의 구조적 변형 계산을 위한 
입력으로 사용하여 LM 블록의 구조적 변형을 유
한요소모델을 통해 계산하게 된다. 최종적인 변위
는 이 값들을 조합한 값이 된다. 

 
4.2 모델 검증 
여기서는 제안된 모델을 베어링 제조업체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18)의 결과와 비교하여 검증하
였다. 시뮬레이션에서 고려한 선형 롤러베어링은 
INA사의 RUE35-E-HL이다. Table 1은 시뮬레이션에 
필요한 주요변수들을 요약해서 보여주고 있다. 
베어링에 가해지는 하중으로 수평방향 하중과 
수직방향의 압축 및 인장하중을 적용하였고 모든 
하중의 위치는 Fig. 2에 나타낸 바와 같이 LM 블
록의 윗면 중심으로 하였다. 

Table 1 Parameters of RUE35-E-HL linear roller bearing 

Parameters Value 
Effective roller length lw (mm)  
Distance between two columns of rollers in 

x-axis direction lx (mm)  
Distance between two columns of rollers in  

y-axis direction ly (mm) 
Distance between two columns of rollers in 

z-axis direction lz (mm) 
Contact angle α (deg)  
Number of rollers bearing load ne  
Diameters of rollers Da (mm)  
Distance from top surface to center (mm)  
Initial deformation of the roller Δ0 (μm)  

5.5 
29.76 

 
8.58 

 
104 

 
48 
24 
4.3 

30.22 
3.89 

 

 
Fig. 12 Displacements of LM block as a function of side 

load Fx 
 
Fig. 12는 수평하중 Fx가 가해졌을 때 발생하는 

변위를 보여준다. 비교를 위해 상용프로그램(18)의 
결과를 같이 나타내었다. LM 블록에 수평방향 하
중을 작용할 때, 하중의 작용선이 질량중심에서 
떨어져 있으므로 수직과 각변위가 동시에 발생하
고 있다. 

Fig. 13은 수직하중 Fy가 압축 또는 인장방향으
로 가해질 때 발생하는 변위를 보여준다. LM 블록
을 강체로 고려한 모델에서는 롤러와 블록 또는 
레일 표면에서의 변형만을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수직 방향으로의 대칭이 되어 방향성이 나타나지 
않는다. 
하지만 블록의 변형을 고려한 모델에서는 수직
하중에 대해, 하중의 방향에 따라 변형의 크기가 
다르게 발생한다. 이는 블록 옆면의 변형이 블록
에 가해지는 외력의 방향에 따라 달라지는 현상이 
반영된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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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3 Displacements of LM block as a function of 

vertical load Fy 
 
전체적으로 LM 블록을 강체로만 고려한 모델의 
결과가 다른 두 결과에 비해 크기가 매우 작게 나
타나고 있으며, 이는 선형 베어링 모델링에 있어 
LM 블록의 탄성변형 효과를 반드시 고려해야 함
을 보여주고 있다. Figs. 12와 13으로부터 제안모델
을 이용해 계산한 결과와 상용프로그램의 결과가 
전반적으로 잘 일치하고 있음을 볼 수 있으며 제
안된 모델의 유용성을 확인할 수 있다.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LM 블록의 변형을 고려한 선형 
롤러베어링의 효과적인 모델링 방법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선형 롤러베어링에 대한 3자유도 정역
학적 모델을 구성하였다. LM 블록의 변형을 고려
하기 위해 유한요소모델의 해석 결과를 이용하였
다. 완성된 모델을 이용하여 수평방향 하중과 수
직방향 하중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고 다 
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1)  제시한 선형 롤러베어링 모델을 이용하면 
LM 블록에 인가되는 수직 및 수형방향 하중에 대
한 변형을 잘 예측할 수 있다. 

(2)  LM 블록을 강체로만 고려하면 선형 베어링
의 하중방향 관련 특성이 반영되지 않고 오차가 
크게 나타나므로 LM 블록의 탄성변형 효과의 고
려가 필요하다. 

(3)  하중방향에 따른 특성변화는 LM 블록의 구
조적인 변형에 의한 것으로서 유한요소해석을 통
한 LM 블록의 구조해석을 통해 효과적으로 표현
할 수 있다.  

(4)  LM 블록의 유한요소모델에 의한 탄성변형 
해석 결과와 롤러-레이스 간 변형 모델과의 결합

을 통해 전체적인 변형을 효과적으로 계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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