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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세계적으로 초정밀 및 고속 경량화에 대한 최근의 연구 추세는 

보다 신뢰성이 우수하고, 고효율의 회전체 시스템을 개발하는데 

그 목표를 두고 있다. 우리나라의 산업 현장에서는 수십/수백만 

대의 고속 회전기계가 사용되고 있으나 대부분의 회전기계, 특히 

동력을 전달하는 대형 고속 회전기계는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특히, 고중량 회전체를 지지하는 베어링은 전량 외국회사에 의해 

설계 제작된 베어링이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회전기계

에서 발생하는 사소한 베어링 문제로 인해 운전 정지와 보수에 

따른 막대한 손실을 지불하고 있으면서도 현재로서는 거의 속수 

무책이다. 현재 국내 중소 업체들이 일부 유체 윤활 틸팅베어링을 

생산하고 있으나, 원천 설계 기술은 거의 없고 제작도면을 입수하

여 임가공만 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산업기계의 효율적인 

사용과 보수비용 절감은 물론, 경쟁력 있는 신제품 개발 등을 

위해서 베어링에 대한 원천 설계 및 제작 기술 개발은 반드시 

필요하다. 설계단계에서 진동해석을 통한 방진대책을 선정해야

하며 가장 널리 사용되는 것이 베어링을 선정하는 것이다. 특히 

틸팅 패드 베어링은 우수한 고속안정성과 피봇을 통해 자유롭게 

하중방향에 적응하므로 베어링 특성이 매우 우수하여 고속/고압

의 회전기계에 주로 사용되고 있다. 틸팅 패드 베어링에서 사용되

는 패드 지지형식은 3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볼 소켓 방식은 

정상하중에서는 피봇 응력이 낮은 레벨이 되도록 볼 및 소켓 

크기를 쉽게 선정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볼 소켓 틸팅 패드 베어링의 25,000RPM급 

회전속도와 동작온도 78℃이하를 만족하는 베어링을 설계함에 

있어 설계 변수를 도출하고 해석을 실시하여 베어링의 동적 

계수인 강성 및 댐핑을 선정 하고자 한다. 그리고 패드와 볼 

소켓의 구조와 위치에 따른 응력 해석을 수행하여 볼 소켓 패드 

베어링의 구조적 안정성 검토를 위해 해석을 수행하였고 피봇부

의 위치에 따른 내부응력분포를 해석한다. 이런 해석 방법들을 

바탕으로 볼 소켓 틸팅패드 베어링 설계의 방법을 제시하며 

이를 검증하기 위한 실험장치를 고안한다.

2. 시뮬레이션

본 연구에서의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상용 유한요소해석 

프로그램인 ARMD를 사용하여 시뮬레이션을 수행한다. 시뮬레

이션 방법은 틸팅패드 베어링의 설계변수인 Basic Geometry에서 

Diameter, Length, Clearance의 설계를 하고 Pad에서 Number of 
Pad, Pad angle, Pivot angle등을 설계한다. 그리고 공급 Oil의 

종류를 결정하며 공급 Oil의 온도 등을 설정 할 수 있다. Fig.1 
(a), (b) ARMD에서의 베어링 설계에 대한 설계 변수의 입력방법

을 나타내며 Fig.2는 모델링의 모습을 나타낸다.

(a) Geometry
      

(b) Pad

                                                     
                                                  

 Fig. 1 Bearing design variable

Fig. 2 Bearing Model

이번에 설계된 틸팅패드 베어링은 5Pad 볼소켓 틸팅패드 베어

링으로 5Pad의 선정 기준을 위해 베어링 설계에 있어서 Pad의 

개수를 3,4,5,6개의 Pad로 설계하였으며, 그 해석 결과를 검토하여 

가장 안정적인 Pad를 설계 Pad의 개수로 정한다. Fig. 3은 상부 

및 하부 패드에 발생하는 베어링 회전속도에 따른 압력 분포(a) 
와 Clearance (b)의 3D View이다. 그리고  Fig. 4는 패드의 개수에 

따른 편심률 및 유막온도를 나타내는 그래프이다.

(a) Pressure 3D view

   
(b) Clearance 3D view 

Fig. 3 Bearing 3D view

Fig. 4는 베어링 회전속도 25000RPM에서의 해석 결과를 그래

프로 정리한 것으로 가로축 패드의 개수, 세로축은 유막온도 

및 편심률을 나타낸다. 편심률은 대체로 패드의 개수가 많을수록 

더 작은 값을 가지나 패드의 온도가 상대적으로 증가하여 유체 

점성을 고려할 때 5Pad가 가장 적합하여 이를 선택하게 된다. 

Fig. 4 The eccentric ratio and film temperature

    
   

  
 

다음 그림 Fig. 5는 시뮬레이션 해석 결과 DATA이다.

Fig. 5 Simulation result data 

회전속도 5000RPM, Oil공급 온도 45℃, 공급 유량 16ℓ/min, 
하중 1250kgf에서의 해석 결과 DATA로 유막최고 온도가 64.50
6℃로 나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해석결과로 틸팅패드 

저널베어링의 동적계수(STIFFNESS, DAMPING)를 도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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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Picture of Ball socket pad 
    

  

  

Fig. 7  Internal stress distribution
  
Fig. 6은 실제 제작된 베어링이며 이 베어링 형상을 Fig 7과 

같은 ANSYS를 이용하여 볼 소켓 피봇 형태의 패드 해석 결과를 

나타낸다. 틸팅패드 베어링의 Pad 개수의 선정 후에 패드에 작용

하는 응력분포를 알아보고 허용응력 이내가 될 수 있도록 Pad를 

설계하였다. 볼 소켓 피봇 형태의 패드 구조해석 결과 허용응력 

이내로 응력이 분포하고 있어 구조 안정성을 확보하였다.

3. 실험장치 및 방법

앞에서 구성한 시뮬레이션 결과들을 검증하기 위해 5 Pad 
볼 소켓 베어링을 제작하였고, 실험 장치를 구성하여 베어링을 

실험하였다. Fig. 8은 제작된 볼 소켓 틸팅 패드 베어링이며 패드

에 부착하여 사용된 센서는 온도 센서로서 특정 온도의 공급오일

에 대한 패드의 온도 변화를 알아본다. 

Fig. 8  Picture of Ball socket tilting pad bearing

다음 그림 Fig. 9은 베어링의 실험을 위한 장치로 시험 장비의 

동작은 전원 판넬에서 운전 및 정지와 회전축의 속도를 조절하고 

가해지는 하중은 시험베어링 하부에 설치되어 있는 공기 벨로우

즈에 압축공기를 주입하여 공기압의 세기에 의해 하중이 부가되

도록 하였다. 그리고 압력 조절장치로 압력(bar)을 가해주고 

Newton 하중 Indicator로 적용되는 하중크기를 볼 수 있다. 유입오

일 온도 조절장치로 공급되는 오일의 온도를 조절가능하며 측정 

데이터 수집 장치로 결과 데이터를 수집한다.

Fig. 9 The whole composition of test system

4. 실험결과 및 고찰

본 연구에서는 앞서 시뮬레이션으로 설계한 베어링을 실제 

검증하기 위해 시험 장치를 구성하여 실험하였고 작용 조건은 

다음과 같다.
 ① Preload : 0.4             ② Clearance : 0.07
 ③ 공급 Oil 온도 : 45℃     ④ 공급 유량 : 16ℓ/min
 ⑤ 회전속도 : 5000RPM

베어링 하중에 의한 실험결과를 비교 하였으며 해석 결과는 

Table. 1과 같다.
Table. 1 Test result

Load(kgf) 0 300 800 1250

Max.Temp(℃) 46.6 51.6 60.6 65

 위의 작용조건은 시뮬레이션의 5000RPM 작용조건과 같으며 

같은 1250kgf의 로드에서 비교해본 결과 오차율 0.76%로 매우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이것으로 시뮬레이션의 신뢰성을 확보 

할 수 있다. 아래 Fig. 10은 패드의 온도 분포도를 그림으로 보여준

다.

Fig. 10 Temperature distribution of pad

5. 결론

볼소켓 틸팅패드 베어링의 설계 변수를 도출하였고 25,000 
RPM급 회전속도, 유량온도를 만족하도록 70mm내경의 볼소켓 

틸팅패드 베어링에 대해 유한요소해석을 수행하였다. 해석 결과 

편심률과 작동온도를 고려하여 패드의 개수를 5개로 선정하였으

며, 구조 안정성 해석을 실시하여 패드의 형상을 확정하였다. 
해석의 정확성을 검증하기 위해 5 Pad 볼 소켓 틸팅패드 베어링을 

제작하고 실험장치를 구성하여 베어링의 하중에 따른 유막온도 

변화 등을 측정하였다. 실제 실험값과 시뮬레이션의 비교결과 

해석의 신뢰성을 확보했으며 이것을 바탕으로 회전축 설계시의 

베어링 동적계수를 선정하고 이 동적계수를 적용하여 회전축의 

안정성 해석에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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