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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요소해석에 의한 크로스롤러 링의 응력 및 변형거동 연구
A Study on the Stress and Deformation Behavior of a Cross Roller Ring  

 using Finite Element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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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크로스 롤러링은 V홈 형상 전동면에 원통롤러

가 스페이서 리테이너 사이에 상호직교배열되어 

1개의 베어링으로 레이디얼 하중, 축방향 하중 및 

모멘트 하중등 모든 방향의 하중을 부하하는 것이 

가능하고, 고강성 기계요소이므로 공업용 로봇의 

관절부나 선회부, 머시닝 센터의 선회테이블, 정밀 

로터리 테이블, 의료기기, 계측기 등 그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1] 특히 강성이 3~4배 

이상 증가하는 특징이 있으며, 롤러의 스큐(Skew) 
방지나 롤러의 상호마찰에 의한 회전토크 증가를 

방지할 수 있으며, 종래 철판 리테이너(Steel re-
tainer)를 사용하는 경우에 비하여 롤러의 편접촉 

형상이나 걸림 현상이 발생하지 않고 예압(Preload)
을 부여한 상태에서도 안정된 회전을 얻을 수 있

다.[2] 내륜 또는 외륜이 2분할 구조이므로 베어링

의 틈새(Clearance)를 조정할 수 있고, 예압을 부여

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고정도의 회전운동을 얻을 

수 있다. 
이러한 크로스롤러링은 스페이서 리테이너에 

장착된 롤러에 의하여 내륜과 외륜의 안정되고 

정밀한 회전성능을 유지할 수 있으며, 롤러의 위치 

및 설계변수에 따라 반복하중에 따른 회전정밀도 

및 변형정도가 결정된다. 스페이서 리테이너에 의

해 롤러는 항상 정위치에 유지되어 있고, 직교 배열

이 되어 있으므로 롤러의 어긋남을 방지하고 상호

마찰을 최소화 하여 스큐를 방지할 수 있고 더불어 

강성을 증가 시킬 수 있는데 특히, 이를 위하여 

롤러의 크기와 사용갯수는 매우 중요한 설계변수

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FEM해석을 

통하여 크로스롤러링의 롤러 설계변수에 따른 내

외륜의 응력분포 및 변형거동을 평가하고자 한다.  

2. 본론

2.1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크로스롤러 링의 회전운동을 지

지하는 내,외륜의 고하중 적용을 위하여 주행정밀

도 및 내구성에 영향을 주는 롤러의 다양한 설계인

자에 대하여 크로스 롤러 링의 응력분포 및 변형 

거동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동일한 

크기의 내외륜에 대하여 수직하중하에서 롤러의 

크기와 개수에 따른 응력 및 변형량을 분석하였다.  
Fig. 1은 해석에 사용된 크로스롤러 링을 보여주고 

있으며, (주)원에스티에서 제시한 모델에 대하여 

유한요소해석을 수행하였다. 모델링과 해석결과

의 처리를 위하여 FEM 상용프로그램인 ANSYS 
11.0을 사용하였다.  

Fig. 1 Schematic drawing showing cross roller ring 

2.2 유한요소해석

크로스롤러 링의 롤러는 스페이서 리테이너에 

직교배열로 장착되어 있는데, 롤러의 크기와 개수 

에 따른 응력 및 변형량을 확인하고자 해석모델을 

Table 1과 같이 분류하였다. 롤러 크기와 개수의 

조합은 실제 리테이너에 직교배열 삽입 및 가공이 

가능한 조건하에서 이루어 진 것이며, 롤러에 적용

되는 하중적용시 변형의 차이는 미미한 수준이며, 
탄성영역의 동일한 조건으로 가정하여 수행하였

다. 하중조건은 하중변화에 따른 응력분포 및 변형

량을 추정하기 위하여 6, 7, 8, 9, 10 KN으로 변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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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1 Design Parameter
     Model          Roller  size (∅)        Number of  roller 

1                          4                                 30                  
2                          5                                 26
3                          6                                 24

            4                          7                                 22
 

켜 가하였다. 롤러 설계변수에 따른 응력분포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롤러와 내륜이 접촉부

분의 메쉬를 조밀하게 수행하였다. 정정격하중으

로 모든 조건을 동일하게 비교하여야 하므로, 외륜 

바닥면에 대하여 어떠한 방향으로도 변위가 발생

하지 않도록  x, y, z 방향으로 구속하였다. 내륜부분

의 축이 삽입되는 안쪽 원통면은 x, y 방향으로 

구속하며, z방향은 free상태로 유지하였다. 또한 

롤러가 직교배열이므로 하중방향에 수직한 롤러

는 힘을 받지 않으므로 제외하고 해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재질은 일반 베어링강이며, 탄성

계수는 208 GPa, 프와송비는 0.35로 적용하였다. 

3. 해석결과

롤러의 개수와 크기에 따른 다양한 조합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실제 삽입과 가공이 가능한 

조건은 롤러의 개수가 많을수록 크기는 작아지고, 
개수가 적을수록 크기는 커질 수밖에 없는 조합이

므로, 롤러 설계조건에 따른 응력분포 및 변형거동

을 파악하였다. Fig. 1과 같이 하중이 커질수록 모든

모델에 대하여 선형적으로 응력 및 변형량은 증가

함을 알 수 있었으나 롤러 크기에 따라 변화폭은 

상이하게 나타났다. 특히 ∅7 및 22개 롤러의 경우 

그 외의 롤러 장착한 크로스 롤러링보다 하중이 

커질수록 상대적으로 최대집중응력이 급격하게 

상승하였다. 또한 롤러의 직경이 작을수록, 롤러의 

개수가 많을수록  전체적인 응력분포도 효과적으

로 나타났다. 이는 롤러의 크기를 늘리는 것보다 

개수를 늘리는 것이 응력분포에 효과적으로 판단

되었다. 또한 내륜과 롤러의 맞닿는 면에서 응력집

중이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외륜 부분은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도 롤러의 크기보다는 개수의 

증가가 응력집중에 효과적으로 작용한다고 짐작

할 수 있었다. 

Fig. 2 Maximum effective stress and deformation  
       as a loading condition for various models 

이론식에서는 직경이 클수록 응력집중에 효과

적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롤러가 커짐에 의하여 

내륜의 두께가 얇아지는 효과를 적용시키지 못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변형량 비교의 경우 응력집중

과 동일하게 하중의 커질수록 전체적인 변형량은 

커짐을 알 수 있었다. 특히 ∅7 및 22개 롤러의 

경우에서 현저하게 크게 나타났으며, 직경이 작고 

롤러의 개수가 많아질수록 최대 변형량은 작게 

나타났고, 그 상승폭도 완만하게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롤러의 크기보다는 개수가 변형량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변형부위는 

롤러와 맞닿는 안쪽 내륜부에서 가장 크게 나타난 

것으로 보아 하중에 취약함을 알 수 있었고, 이는 

축이 결합되는 내륜 원통면측의 축방향으로 구속

이 없기 때문으로 짐작된다.  

4. 결론

크로스롤러 링의 효과적인 응력분포 및 변형량

을 줄이기 위해서는 롤러의 직경보다는 개수가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롤러 개수를 늘림으로써 하중에 대한 지지점을 

상대적으로 늘리는 것이 최대집중응력에 따른 변

형량을 최소화하여 주행정밀도를 높이고 안정적

인 회전운동에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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