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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선 이송계의 열적 모델링
Thermal modeling of linear motion gu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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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직선 이송계는 정밀기계의 중요 부품으로 정밀

도를 좌우하는 핵심 부품중 하나이다. 또한 산업장

비 전반에 걸쳐 흔히 사용되는 부품이기도 하다. 
반도체 장비를 비롯하여 LCD, PDP등 생산장비에 

사용되며 정밀 측정기기, 공작기계 등 다양한 분야

의 기기들의 구성요소로서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기기들의 정밀도를 좌우하는 것은 요소

부품들의 정밀도이며 이중 하나인 직선 이송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직선 이송계는 레일부와 레일을 

따라 움직이는 블록으로 나눌 수 있으며 이 둘은 

프리로드가 가해진 볼베어링으로 연결되어 움직

이게 된다. 직선 이송계의 정밀도를 예측하기 위해

서는 이송계의 강성특성과 열적특성 예측이 중요

한 요소가 된다. 이전연구1에서는 직선이송계의 

강성을 간략화된 모델로 예측하고자 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이송계의 열적 특성 예측을 위하여 

열전달을 표현 가능한 간략화된 FEM모델을 생성

하여 모델의 열전달 특성이 직선이송계를 모사하

기에 충분함을 검증하였다. 

2. FEM 모델링

직선 이송계를 모델링하는 것은 이송계의 복잡

한 형상과 볼베어링의 예압 때문에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이전 연구1에서는 간략화된 등가 

강성모델을 그림1과 같이 만들었다. 간략화된 등가 

강성 모델은 블록과 레일 사이에 베어링 공간만큼 

빈 공간을 만들고 여기에서 베어링의 접촉부에 

등가 스프링을 생성하여 블록과 레일을 연결하였

다. 이 모델의 경우 이송계의 강성은 나타낼 수 

있지만 블록과 레일간의 접촉이 없어 열전달이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그로인해 본 연구에서는 열전달을 모사하기 위

해서 서로 맞닿는 면 사이에 열전달 계수를 설정하

여 볼베어링이 접촉하여 전달되는 열을 모사하고

자 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열전달 모델의 검증을 

위해 전체 면을 선택하여 열전달계수를 설정하였

으며2 이를 블록과 레일사이의 공간에 솔리드로 

채워 접촉으로 인한 열전달 모델과 비교하여 검증

하였다.

3. 해석 및 검증

열전달 등가 모델을 이용하여 1축 스테이지를 

만들었다. Gap을 포함하는 모델과 gap을 솔리드로 

채운 모델을 생성하였다. 경계조건으로는 최상 표

면에 400kW/m2를 최하단 표면에는 대류계수를 

10W/m2K, 초기온도 25℃ thermal gap conductance
를 9˟e9W/m2K로 설정하였다. Gap모델은 thermal 
gap conductance로 열전달이 일어나며 nogap 모델

은 솔리드의 접촉으로 열전달이 이루어진다.
두 모델의 해석결과를 보면 Fig. 2와 Fig. 3과 

같이 매우 비슷한 경향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Gap 모델의 경우 Fig. 2에서 최고온도 58.26℃로 

상부 판 중앙에 나타나고 최저온도는 55.50℃로 

하부 판 중앙에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온도분포의 경향으로 볼 때 블록과 레일 사이의 

열전달로 상부의 열이 하부 판으로 전달되는 것을 

확인할수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nogap 모델의 경

우  Fig. 3와 같이 최고온도 58.62℃로 상부 판 중앙

에 나타나고 최저온도는 55.48℃로 하부 판 중앙에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gap 모델과 

비교하였을 때 매우 유사한 결과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제시된 열전달 모델이 접촉을 통해 전달되

는 열모델과 대치하여 간략화 하여 사용할 수 있음

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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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Equivalent stiffness model of linear motion 
guide

Fig. 2 Thermal transient analysis result of  GAP 
model

Fig. 3 Thermal transient analysis result of  noGAP 
model

4. 결론 및 향후계획

본 논문에서는 등가 강성 모델의 부족한 열적 

특성을 보충하기 위하여 열전달 모델을 제시하였

으며 이는 접촉으로 열전달이 이루어지는 다른 

모델과 비교하여도 차이가 없음을 보였다. 
다음 연구로는 여기서 제시된 모델을 보충하여 

실제 볼베어링에 가까운 경계조건을 찾아갈 예정

이며 실험을 통하여 볼베어링의 열전달 계수를 

찾아 간략화된 직선 이송계 열전달 모델을 개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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