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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1.

회전기계는 많은 부품으로 이루어진 시스템이 결

합된 상태에서 회전운동을 하게 된다 이에 따라 진.
동이 자연스럽게 발생하며 각 부품의 조립 상태와,
결함의 유무 혹은 시스템의 특성 변화에 의해서 발

생하는 진동 신호는 각각의 특성을 가지게 된다 이.
에 따른 다양한 진동 신호를 취득하여 결함을 분석

하고 대비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회전체 진동 모사,
장치를 설계 및 제작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회전체,
의 정상상태 진동부터 여러 가지 결함 진동신호에

대한 자료 확보 및 이를 활용한 연구를 위해서 우,
선 회전체 진동 모사장치 시스템에 대한 동특성을

파악하고자 임계속도실험과 해석을 수행하였으며 이

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

회전체 모사장치2.

회전체 모사장치2.1
그림 과 같이 회전체 모사장치 시스템은 다음과1

같다 모터에서 총 개의 가 으. 3 Shaft Rigid Coupling
로 연결되며 각 마다 를 장착하여 결함을, Shaft Disc
유도하고자 하였다 또한 베어링은 총 개로. 6 5Pad,

베어링과 베어링으로 구성되4Pad Tilting Elliptical
었으며 이번 실험에서는 모터에 단만 장착하, shaft 1
고 베어링을 사용하여 실험 및 해석을5Pad Tilting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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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Rotary System

회전체 실험2.2
회전체 시스템에서 우선 에Shaft 5Pad Tilting

베어링으로 하였으며 에는 직경 의, shaft 200mm
개와 면접촉 결함장치에 사용될 직경Disc 4 140mm
개를 장차하고 까지 회전 시험을Disc 1 4000RPM

수행하였다 진동신호 측정을 위한 센서로는 변위센.
서를 모터 기준 방향에서 로 장착하여 총X ,Y 45°
개의 센서를 통해서 와 에서 동시에 데4 Adre Pulse
이터를 취득하였다.

Fig. 2 Test Con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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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전체 해석2.2
회전체 해석은 전력연구원에서 보유중인 Easy
를 사용하였으며 검증을 위해서 초기에Rotor , Ansys

와 비교 해석을 수행하였다 재질은 모두 의. SM45C
물성치를 사용하였다.
그림 에서 붉은색은 장착된 를 나타내며 검3 Disc ,

은색은 시스템의 지지점으로 베어링을 나타낸다 예.
비 시험을 통해서 알아낸 베어링 강성 2.7E7 N/m
과 강성지지점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수행하였다.

Fig. 3 FEM Model

실험 및 해석 비교3.

차 해석과 실험 비교3.1 1

Fig. 4 Critical Speed Map

Fig. 5 Critical Speed Waterfall Plot

해석과 실험을 비교해보면 예비 시험을 통해서,
확인한 베어링 강성값은 실험결과와는 상이함을 알

수 있으며 본 시스템에서는 실험으로는 에, 3280rpm
서 발생하였으나 해석적으로 강성값이 아닌 강성지

지점을 추가해야 대역에서 발생할 가능성3200rpm
이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해석적 모델 보정3.2
실험과 해석의 차이를 보정하기 위해 기본 해석

모델에 대한 를 수행하였으며 이의 결과FRF Test ,
를 가지고 실험에 근거한 해석 모델 보정을 수행하

고자 한다.

Fig. 6 FRF Test(Free-Free condition)

상태에서 고유진동수 측정 결과 실험에Free-Free
서는 차부터 로 나타났으며1 38Hz, 107Hz, 221Hz ,
해석에서는 차부터 로 차이가1 59Hz, 145Hz, 201Hz
나며 이에 따른 보정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며 이후,
에 추가 해석을 수행하여 해석적 모델을 완성하고자

한다.

결 론4.

회전체 모사장치 시스템을 통해서 다양한 진동

신호를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수행하였다.
해석을 실험을 단 장착상태에서 수행하였으1 shaft
며 이를 통해서 해석적 모델을 검증하고자 하였으,
나 예비시험을 통해서 보정한 해석적 모델의 조건이

본 회전체 모사장치 시스템에서는 분해 후 재조립에

따라 축 정렬 및 동일한 운전조건을 확인하고 동일

하게 구성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이를 토대로 추후 단 단을 연결하여 다양한 운2 , 3

전 조건 및 결함에 따른 진동 신호를 생성하여 취득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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