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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gular misalignment has a significant effect on the characteristics of angular contact ball 

bearings (ACBBs). This paper presents an analysis of fatigue life for ACBBs subjected to angular 

misalignment. A simulation model is developed with de Mul’s bearing model and the ISO basic 

reference rating life model. Simulation is performed to calculate the life of the ACBBs subjected to 

angular misalignment. The numerical results show that angular misalignment influences the load 

distribution significantly, thus reducing the bearing rating life. The fatigue life of ACBBs is 

decreased by angular misalignment regardless of axial preload, external radial load and rotational 

speed. The results show that angular misalignment should be maintained at less than 1mrad for 

ACBBs. 

 

KEYWORDS: Angular contact ball bearing (각접촉 볼베어링), Angular misalignment (각 어긋남), Fatigue life (피로 수명) 

 

 

1. 서론 

 

공작기계에서 스핀들은 가공 성능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스핀들의 운전 중 

발생하는 진동은 공작기계에서 가공한 기계부품의 

표면에 무늬를 만들어 제품의 미관성과 완성도에 

문제를 발생시킬 뿐만 아니라 스핀들과 공작기계

의 수명 감소와 파손을 일으키게 된다. 

스핀들의 진동은 회전축의 편심에 의한 불균형, 

축 정렬불량, 부품들의 조립불량, 베어링 불량, 동

력 전달 장치 가진 등 다양한 요인이 있으며, 스

핀들에 회전속도 동기 또는 비동기인 여러 가지 

성분의 가진력을 발생시켜 스핀들의 성능에 영향

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공작기계의 설계과정에서 

스핀들에 대한 동특성 해석을 통하여 발생이 예상

되는 진동 특성을 분석하게 되는데, 이를 위해서

는 스핀들과 베어링에 관한 모델이 필요하게 된다. 

고속 스핀들에 널리 사용되는 각접촉 볼베어링

은 복합하중을 지지하는 것이 가능한 동시에 고속, 

정밀성을 가지고 있으나 인가되는 예하중, 회전속

도, 하중 등에 따라 그 특성이 변화하고 스핀들의 

동특성도 이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 

잘 알려져 있다.1 

각접촉 볼베어링의 특성은 비선형방정식을 통

해 구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스핀들 축 계의 

특성을 동시에 고려하여 베어링의 특성을 계산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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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가 있다. Palmgren2에 의하여 초기 각접촉 볼베

어링에 대한 2자유도 모델이 개발된 이후로 Jones3

는 5자유도의 특성을 고려한 각접촉 볼베어링의 

수학적 모델로 발전시켰으며 de Mul 등4은 Jones의 

모델을 개량하여 좌표변환 행렬을 이용한 수식을 

구성하였고 볼의 원심력을 고려하였다. 특히 de 

Mul의 모델은 죄표변환과 자코비안을 이용하여 수

치적 계산과정을 개선하였다. 

Filiz 등5은 축방향과 경방향 하중을 고려한 베

어링의 힘 변형을 분석하였고 축방향과 경방향의 

변화에 따른 강성 계산하기 위한 단순한 모델을 

도출하였다. Houpert6는 유한요소모델에 적용 가능

한 베어링의 5자유도 힘 변위관계식을 모델링 하

였으며, Hernot 등7은 이를 이용한 베어링 강성 행

렬식을 유도하였다. 제안된 방법들은 스핀들과 결

합된 베어링의 특성을 복잡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계산 가능한 장점이 있으나 계산을 위하여 축 계

에 발생하는 변위의 예측이 요구되며, 회전에 의

한 효과가 고려하지 않았다.  

Hong 등8은 축방향과 경방향의 하중을 고려한 

스핀들 계의 베어링 특성을 분석하였다. 스핀들과 

베어링의 결합에 의한 특성과 회전에 의한 내륜의 

팽창 효과를 고려하였다. Li 등9은 베어링의 동적 

모델과 발열을 함께 고려한 모델을 고려하였으며, 

조합에 따른 특성을 검토하였다. Guo 등10은 유한

요소모델을 이용하여 베어링의 특성을 계산하고 

기존의 베어링 모델과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Kim 

등11은 유한요소 전산모델링을 위한 베어링의 적용 

방법을 논의하였으며, 실험적으로 검증하였다. Hong 

등12은 베어링의 배열이 스핀들 동특성에 미치는 

영향과 그 원인을 분석하였다. 

Kim 등13은 스핀들 조립에서 베어링 억지끼워

맞춤에 의한 영향과 선정에 관하여 분석하였다. 

Hwang 등14은 스핀들과 베어링에 발생하는 오차에 

의한 정밀도를 모델링하고 검증하였다. 그러나 스

핀들 제작 과정 중에 가공이나 조립오차 등에 의

해 많이 발생되는 각 어긋남(angular misalignment)

의 효과에 대해 연구한 결과는 많지 않다. 

각 어긋남이 베어링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

구는 볼베어링 보다는 롤러 베어링에 관해 좀 더 

많이 발표되었는데, 이는 롤러 베어링의 사용 특

성상 외륜이 분리되어 있어 각 어긋남을 엄밀히 

관리하기 힘들며, 롤러의 구조상 각 어긋남에 의

한 효과가 큰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Andreason15은 각 어긋남이 테이퍼 롤러 베어링

의 하중 분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으며, 작

은 각 어긋남의 변화에도 하중분포와 수명에 큰영

향을 주는 것을 확인하였다. Taha16는 테이퍼 롤러 

베어링으로 지지된 축 계의 각 어긋남이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Lim 등17은 테이퍼 롤러 베어

링의 강성을 모델링 하였으며 각 어긋남에 따른 

특성의 변화를 보였다. Ye18는 상용유한요소를 이

용하여 각 어긋남에 의한 롤러 베어링의 접촉력을 

분석하였다. 최근 Tong과 Hong19은 이 같은 연구

를 발전시켜 테이퍼 롤러 베어링의 각 어긋남에 

따른 피로수명변화에 대해 연구하였다. 

한편, Liao 등20은 각접촉 볼베어링에 각 어긋남

이 있는 경우에 베어링 특성 해석이 가능한 모델

을 제안하였으며, 각 어긋남에 따른 베어링의 특

성을 비교하였다. 또한 Bae 등21-23은 각접촉 볼 베

어링의 각 어긋남에 따른 강성의 변화에 대해 검

토하였다. 앞선 연구를 통해 각 어긋남이 각접촉 

볼베어링의 접촉력에 불균일 분포를 야기하게 되

며 이는 베어링 강성을 크게 변화시킨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특히 불균일한 접촉력은 궁극적으로 

베어링의 피로수명을 단축하는 요인이 될 수 있으

므로 그 특성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각 어긋남이 각접촉 볼베어링의 

피로수명(또는 수명)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였다. 

ISO의 각접촉 볼베어링 평균수명식24-26을 이용하여 

각 어긋남에 따른 각접촉 볼베어링의 수명을 계산

하였다. 이를 위해 저자들이 기 개발한 5자유도 베

어링 모델27을 개선하여 각접촉 볼베어링의 각 어

긋남에 따른 볼의 특성변화를 계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그 결과를 수명공식에 적용하여 각 어긋

남에 따른 각접촉 볼베어링의 수명을 추정하였다. 

이를 통해 각 어긋남이 각접촉 볼베어링의 피로수

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으며 베어링 내부특

성 변화 검토를 통하여 각 어긋남이 수명의 변화

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원인을 분석하였다. 또한 

각접촉 볼베어링에 일반적으로 적용 가능한 각 어

긋남의 허용량에 대해 검토하였다. 

 

2. 각 어긋남이 있는 베어링 모델링 

 

스핀들은 비교적 축이 짧고, 베어링 간 간격이 

길지 않아 축간 어긋남(offset misalignment)의 발생이 

작은 반면에 베어링 설치 시 일정 수준의 각변위를 

허용하게 되어 주로 각 어긋남(angular misalignment)

이 발생 한다. 이러한 각 어긋남은 베어링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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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알려져 있다. 각 어

긋남이 존재하는 경우, 베어링에는 소음과 마찰이 

증가하게 되며 베어링의 수명에도 나쁜 영향을 미

치게 된다. 베어링 제작사에서 카달로그에 베어링

의 각 어긋남 허용치를 제안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에 대한 적절한 근거는 제시하고 있지 않다. 

 

2.1 각접촉 볼베어링 모델링 

각접촉 볼베어링의 동적 모델은 힘과 변위의 

관계에 의하여 정의되는데, 인가되는 예하중, 회전

속도, 외력 등에 의하여 그 특성이 크게 변화한다. 

베어링에 각 어긋남이 있는 경우, 접촉력에 변화

가 발생하게 되며, 이는 각접촉 볼베어링의 특성

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de Mul4

의 각접촉 볼베어링 모델을 기반으로 하였으며, 베

어링의 회전효과를 고려하기 위하여 볼의 원심력, 

자이로모멘트(Gyroscopic moment) 효과를 Harris8의 

모델에 근거하여 모델에 포함시켰다. 자이로모멘트

는 고속 볼베어링의 특성을 모델링하는 경우에 반

드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27,28 

각접촉 볼베어링의 기본적인 형상 정보와 좌표

는 Fig. 1과 같다. 여기에서 
o

α 는 초기접촉각(initial 

contact angle), 
m

d 는 피치직경(pitch diameter), D는 

볼의 직경(ball diameter), ,
i e
r r 는 내외륜의 반경(radii 

of inner and outer races)이며, Z 는 볼의 개수(number 

of balls)이다. 내륜과 관련된 변수는 아래첨자 i, 외

륜에 관련된 변수는 아래첨자 e로 표시하였다. 

베어링 특성 계산을 위한 자세한 과정은 Fig. 2

와 같다. 베어링에 대한 외력과 회전속도가 주어

지면, 베어링의 초기변위를 가정한 후에 이에 따

른 볼의 변위를 계산한 후 이를 초기치로 부여하

여 볼의 힘평식에 관한 비선형방정식을 Newton-

Raphson 방법을 이용하여 계산한다. 각 볼의 힘평

형 방정식이 수렴하면 이를 베어링 전체 힘평형식

에 대입하여 베어링의 변위를 변경하며 계산을 수

행하고 그 결과를 다시 볼의 힘 평형식을 위한 초

기값으로 두어 계산하는 과정을 반복시켜 수렴시

키게 된다.27 

일반적인 베어링 특성 계산과정에서는 외력이

인가되고 이로 의한 볼의 변형관계와 내륜에 발생

한 힘들의 관계를 통하여 변위를 계산한다. 그러

나 본 연구에서는 각 어긋남을 입력으로 고려하기 

위하여 힘 ( , , )
x y z

F F F 과 모멘트 ( , )
y z

M M 를 입력으

로 두는 것이 아니라 축방향 힘 
x

F 와 2개의 경방

향의 힘 ( , ),
y z

F F  그리고 2개의 각변위 ( , )
y z

θ θ 를 입

력으로 주고 계산하도록 수정하였다. 수정한 모델

은 베어링의 전체 평형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주어

진 모멘트와 관련되는 항을 제외한 3개의 방정식

을 이용하여 힘에 따른 변위를 계산하며, 이때 베

어링 전체의 힘평형 관계에서 각 어긋남에 의한 

모멘트를 얻어 낼 수 있다. 

 

2.2 각접촉 볼베어링의 수명식 

베어링의 수명 계산을 위해 ISO의 베어링 수명 

표준모델을 이용하였다. ISO 281,162824,25은 여러 가

지 베어링에 대해 수명을 계산하기 위한 식들을 

제안하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기준수명식(Basic 

reference rating life: ISO1628), 
10r
L 을 이용하였다. 

Fig. 1 Angular contact ball bearing geometry 

 

Fig. 2 Calculation process for angular contact ball 

bearing characteristics and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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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어링 수명식은 베어링 회전요소에 대한 기본

동정격하중(Rolling element load for the basic dynamic 

load)과 동등가하중(Dynamic equivalent rolling element 

load)을 이용하여 계산된다. 기본수명식은 아래와 같

다. 계산 수명은 1백만 회전을 기준으로 정의되는 

값이다. 

 

      

9 /10
10 / 3 10 / 3

10

ci ce

r

ei ee

Q Q
L

Q Q

−

− −⎡ ⎤⎛ ⎞ ⎛ ⎞
⎢ ⎥= +⎜ ⎟ ⎜ ⎟
⎢ ⎥⎝ ⎠ ⎝ ⎠⎣ ⎦

 (1) 

 

여기서, ,
ci

Q
ce

Q 는 내륜과 외륜의 기본동정격하중 

이며, ,
ei

Q
ee

Q 는 내륜과 외륜의 동등가하중으로서 

단위는 N이다. 기본수명식은 베어링이 가지는 기

하학적인 특성에 의하여 결정되는 볼의 기본동정

격하중과 베어링의 운전조건에 의하여 결정되는 

동등가하중의 비에 의하여 결정된다. 

기본동정격하중(Rolling element load for the basic 

dynamic load rating: ISO1628)을 계산하기 위한 수식

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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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여기서 
ci

Q 는 내륜, 
ce

Q 는 외륜의 수식이다. 

베어링의 기본동정격하중은 앞에서 언급한 것

과 같이 베어링에 인가되는 예하중, 회전속도등과 

관계없이 베어링의 볼과 내외륜의 기하학적인 조

건에 의하여 결정된다. 따라서 이를 계산하기 위

하여서는 베어링의 내부정보가 필요하다. 여기에

서 cos / ,
m

D dγ α=  그리고 n 은 베어링 배열의 개

수이다. 
r

C 은 기본동하중계수(basic dynamic radial 

load rating)로서 기본동정격하중 계산을 위한 계수

이며, 볼과 내외륜 점접촉에 의한 변형과 하중의 

관계를 이용하여 정의된다.26 계산을 위한 수식은 

식(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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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m
b 과 

c
f 는 베어링의 종류와 형상에 의하

여 결정되는 상수이며, 각접촉 볼베어링의 
m
b 은 

베어링의 종류와 환경에 따라 값이 변화하는데, 

1.3이 일반적으로 사용되며, 고경도 베어링 강을 

정밀하게 가공한 경우에 사용한다.24 ISO와 ANSI/ 

ABMA 표준에서 
m
b 과

c
f 은 베어링이 개선됨에 따

라 업데이트된 값을 제공한다.29,30 이러한 변화를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상용베어링 제작사의 계

산결과를 이용하여 
m
b 을 보정하였으며 1.32를 적

용하였다. 

c
f 는 베어링의 형상에 의하여 결정되는 계수

이다.26 
c
f 는 γ 에 의하여 결정된다. ISO281에서는 

γ 에 따른 테이블로 주어지며, 이를 선형보간하여 

사용한다. 
c
f 의 변화를 도시하면 Fig. 3과 같으며 

본 연구에서 사용한 상용베어링의 크기에 따른 

c
f 를 계산하면 베어링의 형번이 증가하며 

c
f 가 

감소한다. 베어링의 호칭번호에 따라 값은 다르나 

c
f 그래프의 최대치 인근에서 그 값이 결정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동일한 조건에서 
c
f 가 큰 

경우 수명이 커지게 되므로 베어링 제작사에서 수

명과 특성이 최대화되는 형상을 선택한 결과로 추

정된다. 

베어링의 동등가하중은 베어링에 인가되는 외

력 등의 운전조건에 의하여 각 볼에 발생하는 접

촉력을 이용하여 계산하는 등가하중이다. 동등가

하중을 계산하는 수식은 다음과 같다. 회전조건에 

따라 동등가하중 계산식이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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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j

Q 는 베어링의 접촉력이며, 앞서 개발된 

베어링 모델을 이용하여 계산하였다.23 각접촉 볼

베어링 모델과 수명 모델을 이용하여 베어링에 예

하중과 각 어긋남에 따른 각접촉 볼베어링의 특성 

및 수명을 계산하였으며 상용베어링 제작사의 결

과를 이용하여 검증을 수행하였다. 

 

3. 각 어긋남에 따른 베어링 특성 및 수명 

 

3.1 각 어긋남에 의한 베어링 특성 변화 

제안된 식을 통한 베어링 수명계산과정을 검토

하기 위해 내경이 40mm이고 접촉각이 15°인 각접

촉 볼베어링 7008C에 대해 각 어긋남에 의한 특성

의 변화를 계산하였다. Fig. 4는 z축의 각 어긋남에 

따른 베어링의 변위와 모멘트을 나타낸 결과이다. 

각도가 증가하면 축방향 변위가 감소하게 되고 y

축 경방향 변위가 증가하며 베어링에 모멘트 하중

이 작용된다.  

Fig. 5는 z축 각 어긋남이 인가된 경우에 베어

링 볼과 내외륜 사이의 접촉각과 접촉력을 계산한 

결과이다. 각 어긋남에 의한 모멘트가 가해지는 

축에 대해 수직인 방향의 베어링 볼에 접촉력이 

크게 작용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접촉각은 위치에 

따라 변화하고 있으며 각 어긋남의 직접적인 영향

을 받는 수직 축 상의 볼들에서 접촉각의 변화가 

크게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다. 내부 특성 변화

를 살펴보면 각 어긋남이 인가된 축 상의 볼은 접

촉각의 변화가 작으며 수직력이 감소하고 있다. 

반대방향의 경우에는 접촉각 및 수직력이 모두 크

게 변화하게 된다. 

각 어긋남에 의한 볼 접촉력의 변화를 살펴보

기 위하여, Fig. 6에 그 변화의 폭이 큰 3개 볼의 

접촉력을 나타내었으며 0°, 90°, 150°(각각 1, 5, 8번

으로 표시)에 위치한 볼이다. 각 어긋남이 증가함

에 따라 볼의 접촉력 변화를 볼 수 있다. 회전효

과는 고려하였으나 볼의 위치는 순간적으로 지정

된 위치에 있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볼의 공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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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변화는 고려하지 않았다. 

Fig. 6에서 3mrad 이상의 구간은 각 어긋남이 

인가되는 z축 상의 베어링 볼(여기서는 5번)이 접

촉력이 0에 가까워지며 강성 등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한편 4mrad 이상이 되면 접촉각이 마이너스

인 볼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는 각접촉 볼베어

링의 형상조건을 넘는 범위로 사용이 불가능한 조

건이 된다. 

 

3.2 각 어긋남에 따른 베어링 수명 변화 

Fig. 7에 예하중과 각 어긋남에 따른 수명의 변

화를 보여주고 있다. 계산결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베어링 제작사의 계산 프로그램31을 이용하여 각 

어긋남이 없는 조건에서 계산한 수명을 비교하였

으며 그 결과가 잘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각 어긋남에 의해 수명이 낮아지는 것을 볼 수 있

다. 특히, 2mrad의 각 어긋남이 있는 경우 수명이 

크게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 8는 크기가 다른 베어링에서 각 어긋남에 

의한 수명을 계산한 결과이다. 예하중은 베어링 

제작사에서 제안하는 중예하중, 즉, 7008C은 300N, 

7012C은 540N, 그리고 7016C은 930N을 적용하였

다. 베어링의 크기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중예하중 조건에서 유사한 수명 변화 형태가 나타

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베어링 제작사에서 

수명이 최대화 되도록 내부형상을 결정하여 
c
f 가 

거의 같으며, 예하중에 의한 각 볼의 하중 분포 

양상이 유사하여 발생한 현상으로 보인다. 

결과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각 어긋남이 

증가함에 따라 수명이 감소하며, 1mrad에서 2mrad 

사이에서 급격한 수명 변화를 볼 수 있다. 이는 

Fig. 6에서와 같이 각 어긋남이 증가하면 접촉력이 

불균일하게 분포하게 됨에 따라 발생하는 현상이

다. 각 어긋남이 증가함에 따라 약 1mrad 이후 볼 

접촉력의 변화가 급격하게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접촉력의 변화가 Fig. 8에서 각 어

긋남이 증가함에 따라 수명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원인으로 판단된다. 

베어링의 크기나 예하중에 따라 베어링 수명에 

각 어긋남이 미치는 영향의 절대적 크기는 다르나 

각 어긋남에 의하여 수명의 변화는 유사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베어링의 크기에 따라 값

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일정 이상의 각 어긋남

이 있는 경우에 수명이 급격하게 감소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동일한 치수이며 초기 접촉각이 다른 베

어링에 대한 수명을 검토하기 위해 Fig. 9은 초기 

접촉각에 따른 수명의 차이를 계산한 결과이다. 

초기 접촉각이 증가하는 경우에 동일한 조건에서 

수명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접촉각이 증가

하면 동등가하중은 감소하게 되므로 동일 조건에

서 수명이 증가한다. 

회전하는 경우에 각 어긋남이 베어링 수명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였다. Fig. 10은 회전속도변화

에 따른 수명을 나타낸 것이다. 각 어긋남이 없는 

경우에 회전속도가 변화함에 따라 수명이 증가하

고 수명이 최대가 되었다가 회전속도가 증가함에 

따라 다시 급격히 감소한다. 이는 저속에서는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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륜의 접촉력이 감소하는 효과가 영향을 주어 수명

이 증가하나 고속영역에서는 외륜의 접촉력이 급

격히 증가하여 수명이 크게 감소하게 되는 것이 

주요 원인으로 판단된다. 한편, 계산결과를 검증하

기 위하여 각 어긋남이 없는 경우 상용베어링 제

작사의 프로그램으로부터 회전속도에 따른 결과를 

비교하였다. 계산결과가 잘 일치하고 있다. 

Fig. 11은 경방향 하중과 각 어긋남에 따른 수

명을 계산한 결과이다. 각 어긋남과 경방향 하중

이 증가함에 따라 수명이 감소하며, 이전의 결과

와 동일하게 각 어긋남이 증가함에 따라 수명이 

급격하게 감소하게 된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베어링의 예하중 등의 

주요 특성이 변화하여도 각 어긋남에 의한 수명은 

유사하게 변화하고 있으며 특히 1mrad을 넘게 되면 

급격히 나빠지게 된다. 따라서 각접촉 볼베어링에 

각 어긋남이 있는 경우에 그 크기가 수명이 급격히 

감소하는 1mrad 이하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베어링 제작사에서 제공하는 각접촉 볼베어링

의 각 어긋남 최대 허용범위와 유사한 결과이다.32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각 어긋남이 각접촉 볼베어링 수

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각접촉 볼베

어링의 특성과 수명은 각접촉 볼베어링의 수치모델

과 ISO 표준수명 모델을 이용하였다. 베어링에 각 

어긋남을 인가하며 예하중, 경방항하중, 및 회전속

도의 변화에 따른 특성과 수명을 계산하였다. 개발

된 모델은 비교가 가능한 범위에서 상용베어링 제

작사의 프로그램의 결과를 이용하여 검증하였다. 

각 어긋남에 의한 효과는 예하중, 경방향 하중, 

회전속도 등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여러 베

어링에서 각 어긋남에 의한 수명의 감소 특성이 

유사한 양상을 보이는 것을 확인하였다. 특히, 

1mrad 이상의 각 어긋남이 있는 경우 베어링의 운

전조건에 상관없이 수명이 급격하게 감소하게 된

다. 제안한 각 어긋남에 따른 베어링 수명 계산 

모델은 베어링의 선정이나 결합조건 등을 결정하

는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후 기 

 

본 연구는 기계장비 정밀도 시뮬레이션 플랫폼 

기술개발사업의 연구비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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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Comparison of fatigue lives for two initial 

contact angles (Fx=300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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