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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풍력발전기용 베어링의 응력저감을 위한 설계와 검증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인 4점 접촉 볼베어링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슬루잉 베어링은 큰 모멘트 하중이 작용하면 접촉점이 레이스웨이 끝단부로 이동하여 국부적인
응력상승 문제가 발생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접점 이동을 줄이기 위한 베어링을 설계하였다. 전통적인 볼베어링과
새로인 설계된 베어링의 극한하중 하에서의 변형거동을 볼을 스프링요소로 치환하여 유한요소해석을 통하여 계산하였
다. 볼과 레이스웨이의 접촉응력은 변형거동 해석결과를 경계조건으로 입력하여 유한요소해석으로 계산하였다. 베어링
구조에 따른 접촉부 응력 비교를 통하여 베어링의 응력해석 방법의 효용성을 검증하였다. 

주제어 : 접촉응력, 융합, 유한요소해석, 슬루잉 베어링, 풍력발전기

Abstract  This study is about design and verification of stress reduction of bearings for wind turbines. 
In a slewing bearing having a typical four-contact structure, the contact point moves to the end of the 
raceway due to a large moment load, resulting in a stress concentration. A bearing was designed to 
reduce such contact point movement. The deformation behavior of typical ball bearings and newly 
designed bearings was calculated through finite element analysis under ultimate load by replacing the 
ball with a spring element. The contact stress between the ball and the raceway was calculated by finite 
element analysis by inputting the deformation behavior analysis result as a boundary condition. The 
effectiveness of the bearing stress analysis method using spring elements was verified through 
comparison of the contact stress according to the bearing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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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풍력발전 시장은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각광받으며 해
마다 50GW 이상의 신규 설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중공

업 산업이다. 풍력발전기의 용량은 투자효율을 고려해 대
형화 추세로 현재 5MW급이 주력으로 설치되고 있으며, 
풍력발전기 선진사들은 8~10MW급 풍력발전기를 개발
하고 있다[1,2]. 풍력발전기가 대형화됨에 따라 발전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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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레이드(Blade) 또한 지속적으로 대형화되고 있으며 그
에 따라 블레이드와 허브(Hub)를 연결시키는 피치베어
링(Pitch Bearing)에 더 큰 하중이 작용하게 된다. 피치
베어링은 블레이드의 자중과 바람의 힘이 직접적으로 작
용하는 하중조건에서 작동됨에 따라 풍력발전기에서 기
어박스 다음으로 고장율이 높은 부품이다. 피치베어링은 
블레이드의 회전운동을 지지하면서 모멘트를 전달하는 
대표적인 슬루잉베어링(Slewing Bearing)이다. 풍력발
전기에서의 베어링의 조립위치를 Fig. 1에 나타냈다. 

Fig. 1. Pitch bearings for a wind turbine

일반적인 슬루잉 베어링은 회전체인 볼(Ball) 하나가 
레이스웨이와 네 점(Four point)에서 접촉을 하고 있으
며, 크기에 따라 매우 많은 수량의 볼이 사용된다[3, 4].  
대형풍력발전기용 베어링의 단면을 나타내면 Fig. 2와 
같다. 

Fig. 2. Section view of the slewing bearing

유한요소해석 기법을 이용한 베어링의 접촉응력해석
은 볼과 레이스웨이가 접촉하는 영역의 격자를 조밀하게 
나눠야한다. 풍력 베어링의 경우 외경이 3,500 mm, 볼
의 개수도 300개가 넘는 경우도 있어 조밀한 격자로 인

해 과도한 해석시간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으며, 격자 크
기에 따른 해석결과의 신뢰성 문제도 있을 수 있다. 

(a) Contact points between ball and raceway 

(b) Mesh system for Hertzian contact

(c) Local modeling of ball-raceway contact

(d) Global and Local analysis of balll bearing

Fig. 3. FE Analysis using spring element[11]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회전체인 볼을 스프링
요소로 치환하여 해석하는 해석기법이 제안되었다[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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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방법은 베어링의 응력해석 보다는 전체 구조물에서 
베어링을 움직임을 단순한 방법으로 처리하기 위한 기법
으로 제안되었으나, 구조해석 상용프로그램에서 제공하
는 Cut boundary constraint 기법을 이용할 경우 베어
링의 접촉 응력해석에도 적용이 가능하다[8-10]. 

선행연구에서 제안된 스프링 요소를 이용한 해석기법
을 도식적으로 설명하면 Fig. 3와 같다. Fig. 3(a)는 4점
에서 접촉하는 베어링의 구조를 설명하고 있으며, Fig. 
3(b)는 헤르츠 접촉부위의 응력해석을 위한 조밀한 격자
를 나타냈다. Fig. 3(c)는 회전체를 스프링요소로 치환한 
모양을 나타낸다. Fig. 3(d)는 볼과 레이스웨이가 접촉하
는 부위의 응력을 국부적으로 해석한 경우의 응력상태를 
나타내었다[11].

슬루잉베어링은 전도모멘트(Turnover Moment)가 
크게 작용함으로 인하여 베어링 구조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으나 베어링설계 규칙은 볼베어링과 롤러베어링에 국
한되어 있어 수명계산에 한계가 있다[12,13]. 이러한 문
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제안
된 스프링요소를 이용한 해석기법을 이용하여 ISO 규격
의 수명계산이 불가능한 베어링 구조에 대하여 유한요소
해석을 수행하여 베어링의 구조에 따른 응력을 비교함으
로써 본 기법을 이용한 평가방법의 타당성을 평가하였다.

2. 베어링의 설계

본 연구의 베어링은 Fig. 4(a)의 일반적인 베어링인 
내륜과 외륜 사이에 볼이 위치하는 형태에서 벗어나 큰 
전도모멘트가 부과되었을 때 볼과 레이스웨이의 접촉점
이 레이스웨이의 끝단으로 이동하는 잘림(Truncation)
현상을 줄이기 위하여 Fig. 4(b)와 같이 설계되었다. 기
존 베어링의 경우 전도모멘트가 가해졌을 때 상부 레이
스웨이와 하부 레이스웨이의 변형량의 차이로 인하여 레
이스웨이와 볼이 국부적으로 박리하거나 대변형으로 인
하여 볼과 레이스웨이의 접촉점이 레이스웨이의 끝단으
로 이동하여 응력집중이 발생을 방지하기 어려운 구조이다. 

반면  Fig.4(b)의 경우는 블레이드가 내, 외부 레이스
웨이의 중심부에 고정되어 전도모멘트가 가해졌을 때 볼
이 좌, 우에 위치함에 따라 전도모멘트에 대한 변형량이 
좌, 우가 동일하여 변형량의 차이로 인한 내, 외부 레이스
웨이에 나타나는 응력집중현상을 완화할 수 있다는 개념
으로 설계가 진행되었다. 설계된 베어링은 외륜
3375mm, 내륜2600mm, 높이 300mm이며  볼의 크

기는  60mm이며 각 열(Row)당 볼의 수량은 150개로 
총 300개의 볼이 조립된다. 

3. 베어링의 유한요소해석

3.1 일반형 베어링의 유한요소해석
Fig. 4(a)에 도시된 일반형 피치베어링의 구조해석은 

① 볼을 스프링요소로 변환하기 위한 볼의 스프링강성 
계산 ② 볼을 스프링요소로 변환하여 구조해석을 실시하
여 베어링의 전체적인 변형량 계산 ③ 전체 베어링 구조
헤석에서 베어링의 최대응력 위치를 구함 ④ 최대 응력 
위치를 볼과 레이스웨이를 국부적으로 모델링하고 국부
적으로 절단된 면에 전체해석의 변형량을 부과하여 구조
해석을 진행하여 볼과 레이스웨이의 접촉응력을 계산하
는 순서로 진행하였다. 

(a) Cross-section of a conventional bearing

(b) Cross-section of a newly designed bearing

Fig. 4. Pitch bearing designs to reduce truncation

볼의 강성(Stiffness)은 하중이 부과되었을 때 발생하
는 변위와의 관계이며 본 연구에서는 볼과 레이스웨이의 
치수를 이용한 Houpert의 수식을 이용하였다[14].

  ×


             (1)

여기서 δ는 변형량, s는 볼과 레이스웨이의 치수비, 
Dw는 볼의 직경, Dprofile은 레이스웨이의 곡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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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식(1), (2)를 이용하여 구한 스프링의 강성을 그래프로 
나타내면 Fig. 5와 같고 비선형 거동을 보임을 알 수 있
다. 또한 구조해석 프로그램인 Ansys를 이용하여 볼과 
레이스웨이를 모델링하여 볼에 작용하는 하중과 변위를 
계산하여 함께 도시한 결과 식(1)의 계산값에 대한 정합
성을 확인하였다. 

Fig. 5. Comparison of spring stiffness by the equation 
and the FE analysis

Fig. 6. Mesh system of the conventional bearing

Fig. 4에 도시된 베어링에 삽입되는 볼의 개수는 각 
열당 150개 총 300개가 조립되며 블레이드와 조립되는 
볼트의 개수도 동일하다. 이를 이용하여 내, 외륜을 
1/150 부분모델에 대하여 격자를 생성하고 전체에 복사
하여 전체모델의 격자를 생성하였다. 격자는 6면체 요소
인 Solid 185로 705,240개의 노드와 589,275개의 요소
로 구성되었으며 부분모델과 전체모델의 격자를 Fig. 6
에 나타냈다.

구성된 격자를 이용하여 볼이 접하는 지점을 스프링요

소를 이용하여 연결하였다. 스프링요소는 COMBIN39 
비선형 스프링을 적용하였으며 스프링이 입력된 모양을 
Fig.7에 나타냈다. 

Fig. 7. Spring connection of the conventional bearing

Fig. 8. Load case and boundary conditions

극한하중 Fx 955.8kN, Fy 299.75kN, Fz 765.1kN
을 베어링과 블레이드가 조립되는 베어링 내륜의 볼트구
멍에 beam요소를 생성한 후 하중 부과점에 Remote 
Force의 형태로 부과하였다. 베어링의 외륜은 풍력발전
기의 허브에 조립됨으로 하중이 작용하는 반대면의 베어
링 외륜에 구속경계조건을 부과하였다. 경계조건과 하중
부과방법을 Fig. 8에 나타냈다. 전체 베어링 해석결과에
서 볼 대신 스프링 요소가 레이스웨이 면과 면을 연결함
에 따라 국부적인 응력분포가 Fig. 9와 같이 나타났다. 
최대응력이 나타나는 곳은 전체 베어링해석에서 변형량
이 가장 큰 왼쪽 하측 부위에서 나타남을 Fig. 10에서 알 
수 있다. 



스프링요소를 이용한 풍력발전기용 슬루잉 베어링의 유한요소해석 243

Fig. 9. Equivalent stress distribution of the global FE 
analysis

Fig. 10. Displacement by the global F.E analysis

볼을 스프링요소로 치환하여 계산한 전체 베어링의 최
대응력이 발생하는 위치에서 볼과 레이스웨이를 국부적
으로 모델링하여 접촉응력을 해석하였다. 국부해석은 
Ansys R19에서 제공하는 Cut Boundary Constraint 
방법으로 전체 모델 중에서 국부적인 부분의 응력분포를 
해석하기 위한 기법이다.  최대응력이 작용하는 부위에서 
볼과 레이스웨이의 접촉응력을 계산하기 위하여 Fig. 9
에서 최대응력이 나타나는 점을 기준으로 좌, 우로 3개씩
의 볼트구멍의 영역을 추가하여 총 7개의 볼트구멍이 있
는 내, 외측 레이스웨이 모델을 생성하고 Fig. 11과 같이 
격자를 생성하였다. 격자는 SOLID186 요소를 사용하였
고 노드의 개수는 564,951개, 요소의 개수는 124,198개
로 분할되었다. 볼과 레이스웨이 사이의 접촉응력 해석을 

위한 경계조건은 Fig. 12와 같이 절단된 면에 전체해석
에서 계산된 변위를 부과하는 Cut boundary 
constraint가 적용되었다. 볼과 레이스웨이 사이의 접촉
은 0.05 마찰조건(Frictional Condition)이 적용하였다.

Fig. 9의 전체해석에서 스프링요소와 접하는 레이스
웨이의 한 점에서 응력이 국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형
태가 나타나지만 Cut boundary constraint를 이용한 
국부해석 결과에서는 Fig. 13과 같이 접촉부의 응력이 
상대적으로 분산되었다. 최대응력은 외륜에서 573.45 
MPa, 내륜에서 577.11 MPa, 볼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1154.3 MPa의 응력이 나타났다.

Fig. 11. Mesh system for the local F.E analysis

Fig. 12. Displacement conditions by the cut-boundary 
constra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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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Contact stress distribution of the outer raceway 

(b) Contact stress distribution of the inner raceway

(c) Contact stress distribution of the balls

Fig. 13. Stress distribution by the local F.E analysis

3.2 개선형 베어링의 유한요소해석
Fig. 4(b)에 도시된 개선형 베어링의 유한요소해석은 

3.1절에서 기술한 순서에 따라 해석이 수행되었다. 볼을 
스프링요소로 치환하는 방법과 강성이 동일하다. 개선형 
베어링 해석을 위한 격자구조와 볼을 치환한 스프링요소
의 연결을 Fig. 14와 Fig. 15에 각각 나타냈다.  

Fig. 14. Mesh system of the newly designed bearing

Fig. 15. Spring connection of the conventional bearing

Fig. 16. Stress distribution by the global F.E analysis of 
the newly designed bea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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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7. Displacement distribution by the global F.E 
analysis

Fig. 18. Local meshes of the newly designed bearing

기존 설계와 동일한 하중을 부과하여 전체해석을 수행
하여 베어링의 응력분포와 변위를 Fig. 16과 Fig.17에 
각각 도시하였다.  

Fig. 19. Displacement conditions by the cut-boundary 
constraint of the newly designed bearing

(a) Contact stress distribution of the outer raceway

(b) Contact stress distribution of the inner raceway

(c) Contact stress distribution of the balls

Fig. 20. Stress by the local F.E analysis of the newly 
designed bearing

새로 설계된 베어링의 전체해석에서 최대응력이 발생
하는 지점에서 7개의 볼트구멍이 포함되도록 모델링과 
격자를 구성하였다. 국부해석을 위한 볼과 레이스웨이에 
격자를 Fig. 18에 나타내었고 전체해석에서 국부해석 수
행을 위한 Cut boundary constraint의 경계조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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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19에 도시하였다. 전체해석을 수행한 결과 볼과 레이
스웨이의 접촉응력을 Fig. 20에 정리하였으며 최대응력
은 외륜에서 619.61 MPa, 내륜에서 678.0 MPa, 볼에
서  211.2 MPa의 분포가 예측되었다. 

3.3 베어링v 구조에 따른 구조안정성 평가
베어링의 수명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볼과 레이스웨이

간의 접촉부 응력을 저감시키기 위한 베어링 구조설계를 
진행하였고 기존 구조와 제안된 구조의 베어링의 응력해
석결과를 비교하여 수명증대 여부를 판단하였다. 동일한 
내, 외경 및 높이를 가진 베어링의 볼과 레이스웨이 접촉
부 형상에 따른 동일하중에서의 응력해석결과를 정리하
면 Table 1과 같이 기존 베어링 구조에서는 외륜에서 
573.45 MPa, 내륜에서 577.11 MPa, 볼에서 1154.3 
MPa의 응력이 예측되었고, 변경된 구조에서는 외륜에서 
619.61 MPa, 내륜에서 678.0 MPa, 볼에서  2112.2 
MPa의 응력분포가 예측되었다. 볼과 레이스웨이의 접촉
응력은 국부적인 헤르츠접촉 응력으로 식(3)을 이용하여 
안전계수를 계산하며 계산된 응력이 모두 4200 MPa 이
하임으로 구조적으로 안정적인 응력상태임을 알 수 있다. 

     max
 



                        (3)

최대 변형량 측면에서 기존 구조는 최대 0.17mm의 
전체 변형량이 계산되었으나 변경구조에서는 0.11mm로 
상대적으로 낮은 변형량이 예측되었다. 해석결과를 종합
하면 변형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변경된 형상의 베어링에
서 접촉부 응력이 상대적으로 8.1%~17.5% 증가한 것을 
볼 수가 있다. 이는 볼을 외륜이 감싸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외륜의 강성이 상대적으로 커서 변형량이 
적게 나타나며 접촉부에 더 높은 응력이 발생하는 것으
로 판단된다.  따라서 초기 베어링의 응력저감을 목적으
로 한 베어링 설계방향의 수정이 필요해 보인다. 

Class 
Equivalent Stress [MPa] Maximum

Displacement
[mm]

Outer
Raceway

Inner
Raceway Ball

Typical
Bearing 573.4 577.1 1154.3 0.1729

New 
Bearing 619.6 678.0 2112.2 0.1084

Ratio 108.1% 117.5% 183.0% 64.1%

Table 1. FE Analysis summary

유한요소해석에서 내, 외륜의 레이스웨이의 단면에 나
타나는 접촉응력 분포를 비교하기 위하여 반경방향으로 
절단하여 응력분포를 비교하면 Fig. 21과 같으며 최대응
력은 표면이 아닌 표면직하에서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15]. 

(a) Stress distribution of the conventional bearing 

(b) Stress distribution of the newly designed bearing 

Fig. 21. The stress comparison of the cross-sections on 
the bearing raceway design

4. 결론

풍력발전기용 슬루잉베어링의 극한하중 조건에서 볼
과 레이스웨이의 접촉응력 분포를 해석하기 위하여 구름
요소인 볼을 스프링요소로 치환한 유한요소해석기법을 
이용하여 기존베어링과 새로운 구조의 베어링에 대하여 
구조안전성을 평가하여 다음의 결론에 도달하였다.  

(1) 베어링의 볼을 비선형 스프링으로 치환하여 실시
한 전체 베어링의 유한요소해석에서 각 베어링 설
계에 따른 최대 변위와 최대 응력이 유사한 위치
에 나타났다.

(2) 스프링을 이용한 전체베어링 해석과 Cut Boundary 
Constraint 기법을 이용한 국부해석결과에서 전
체 베어링 해석은 스프링이 접촉하는 한 점에서 
응력이 집중되며, 국부해석은 볼과 베어링의 선 접
촉으로 인해 응력이 분산되는 물리적인 경계조건
에 부합한 해석결과가 도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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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ut Boundary Constraint 기법을 이용한 국부
해석에서 볼과 레이스웨이의 최대 응력이 발생하
고 있는 지점을 반경방향으로 절단한 단면의 응력
분포에서 최대응력은 접촉부 직하에서 발생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4) 베어링 구조를 변경하여 접촉부 응력을 줄이기 위
한 연구에서 초기 설계에서 변위를 더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개선 구조에서 더 높은 응력이 예
측되었고 변위는 상대적으로 적은 결과를 나타내
어 개선방향에 오류가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5) 본 연구의 해석기법은 수명계산식이 제공되지 않
는 베어링 구조의 작용응력을 일반 베어링과 상대 
비교 할 수 있는 검증 방법임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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