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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공작기계 스핀들을 비롯한 회전기계에서 

고속, 정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각접촉 볼베

어링을 채용하고 있다. 각접촉 볼베어링은 표

준품으로 제작되어 형상오차는 제한적이나 베

어링을 억지끼위맞춤 하거나 베어링의 발열에 

의한 열팽창, 그리고 축의 가공오차 등이 베어

링의 형상오차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

다. 이러한 베어링의 형상오차는 비동기가진력

을 형성하여 스핀들계의 진동을 발생시킨다.[1]  

본 논문에서는 스핀들 실험을 통하여 회전

체의 발생하는 비동기응답을 분석하였으며 이

를 비동기응답 시뮬레이션 모델과 비교하여 베

어링의 형상오차에 의한 비동기응답 특성을 확

인하였다.  

 

2. 스핀들 실험장치 
 

Fig. 1 은 실험에 사용된 스핀들을 보여 주

고 있다. 실험 스핀들은 벨트를 이용하여 구동

된다. 실험장치는 접촉각이 40o 인 4 개의 7008

B 베어링으로 지지되며 볼의 수가 26 개이다. 

회전속도를 300rpm 에서 1800rpm 까지 300rpm

단위로 변화시키며 실험하였다. 회전오차는 스

핀들의  툴이  설치되는  주축  끝단을  기준으로 

측정하였으며  공간상의 오차를  측정하기  위하

여 XYZ 축의 변위를 측정하여 분석하였다.  

 

3. 실험 및 분석 
 

3.1 실험결과 

Fig. 2 는 300rpm 으로 회전하였을 때 응답을 

주파수 분석한 결과이다. 회전주파수의 성분이 

가장 크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회전속

도에 여러 정수배로 동기화된 주파수 또한 확

인이 가능하며 이러한 주파수는 주로 회전체의 

불균형이나 정렬불량 등에 의하여 발생한다. 

55.5Hz 는 고유진동수에 의한 응답결과이다.  

Fig 2 의 결과에서 회전수의 정수배에 동기

화 되지 않은 주파수를 찾아보면 63.5Hz 와 

74Hz 에서 비동기응답을 확인할 수 있었다.  

 

3.2 주파수분석 

일반적으로 회전체의 회전속도의 정수배가

아닌 가진주파수에 의한 응답을 비동기응답

(asynchronous response)이라 한다. 베어링의 내/

외륜의 형상오차는 비동기 가진력을 생성하여 

스핀들에 비동기 응답을 발생시킨다. 베어링에 

형상오차가 있을 때 베어링이 회전을 하며 순

환되므로 조화성분으로 분리하여 고려하는 것 

이 편리하다. 베어링 형상오차를 조화성분으로 

가정하여 응답을 구하면 ,...3,2,1,1  nnZ  

조화성분에서 진동이 발생을 한다. 여기서 Z 는 

 

 

Fig. 1 Experiment setup 

베어링 오차에 의한 스핀들 계의 비동기 회전응답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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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의 수이며 이 성분에 의한 내륜의 실제 가진 

주파수 i 는 다음과 같다.  

 

icii nZ   )(   (1) 

 

여기에서 i 는 스핀들의 회전속도이며 

c 는 베어링의 구름요소의 회전속도이다. 가

진주파수는 내륜과 구름요소의 상대적인 운동

을 고려하여 기구학적인 관계로부터 결정된 결

과이다. 내륜의 경우 스핀들의 회전에 의하여 

구름요소가 공전과 자전을 하게 되어 주파수에 

영향을 미친다. 반면 외륜의 경우 회전하지 않

으므로 형상오차가 정지좌표계 상으로 일정한 

위치에서 작용한다. 외륜의 가진주파수 o 는 

다음과 같다. 

 

co nZ    (2) 

 

비동기 가진 주파수를 계산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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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FFT result of run-out measurement at the 

rotational speed of 300r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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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Waterfall plot of run-out  

구름요소의 자전 및 공전속도가 필요하며, 본

논문에서는 de Mul 의 모델을 이용하였다.[2] 대

상 구름요소 공전속도를 계산한 결과 스핀들 

회전속도의 0.44 배이었다. 회전속도를 식(1)과 

(2)에 대입하여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즉,  

iii  84.14,84.12 ,  io 16.12 의 

비동기 주파수를 얻을 수 있었다. 

Fig. 3 은 스핀들의 회전속도별 결과를 3D

로 나타낸 결과이다. 앞에서 계산한 비동기 가

진주파수에서 응답을 확인할 수 있으며 특히 

베어링의 내륜 가진주파수가 비교적 뚜렷이 관

측되고 있는데 이는  베어링 자체 형상오차 뿐

만 아니라 축의 가공오차 등이 영향을 미친 것

으로 추정된다.  

 

4. 결론 
 

본  논문에서는 각접촉  볼베어링에 형상오

차가 있을 때의 스핀들 비동기 응답에 대해 실

험과 시뮬레이션을 통해 주파수 성분을 비교하

였다. 스핀들 실험을 통하여 얻어진 베어링 형

상오차에 의한 비동기 응답의 주파수와 계산에

서 얻어진 비동기 응답 주파수가 잘 일치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제안된 스핀들 모델의 유

효성을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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