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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근래 항공, 사출/금형 산업에서 고속 정밀 

가공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과거 저속에서 무시되었던 회전 영향 평가가 

공작기계에서도 고려되어야 한다. 

스핀들이 고속으로 회전하면 구름 

베어링의 볼과 롤러는 자이로스코프 모멘트와 

원심력을 발생하고 이는 베어링 강성 변화에 

영향을 주게 된다.  고속회전에 따른 베어링 

평가는 A. B. Jones[1]에 의해 제안되었다. 이를 

이용해 공작기계 스핀들의 베어링 강성 영향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왔으며, 최근에는 스핀들 

채터 안정 선도의 정확도 향상에도 적용되었다. 

[2] 

또한, 고속 회전으로 인한 자이로스코프 

모멘트와 원심력 효과는 스핀들 샤프트의 

거동에도 영향을 미친다.  단순한 Jeffcott Rotor 

모델[3]에서 시작되었던 회전체 동역학은 

Timoshenko Beam 이론과 FEM 기술의 발달로 

회전체에 자이로스코프 효과와 원심력의 영향 

평가가 가능해졌다.[4] 

본 연구에서는, 앞에서 언급한 두 가지 

회전 영향 고려한 공작기계 스핀들 평가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2. 스핀들 운전 환경 
 

본 연구에서 15,000RPM 으로 회전하는 

스핀들을 이용한다. 베어링 배열은 프론트측 - 

앵귤러 볼 베어링 4 열(DBB)과 리어측 - 단열 

원통 롤러 베어링으로 구성된다(Fig. 1&2).  

Fig. 1 Spindle Units of Machine Tool with 15kRPM 

 

Fig. 2 Finite Element Model of Spindle Unit 

 

일반적으로, 앵귤러 볼 베어링의 예압 

방식은 스핀들 회전 속도가 10kRPM 이하에서 

정위치 예압을, 20kRPM 이상에서 정압 예압 

방식이 이용되지만, 본 연구의 스핀들 

모델에서는 정위치 예압이 적용하였다. 

스핀들은 Motor Built-in Type 으로 회전부 

(샤프트, Stator)와 구조물(Housing)을 포함한다 

 

3. 베어링 강성 
 

베어링은 회전에 따라 강성이 변동한다. 

특히, 앵귤러 볼 베어링은 회전에 따라 볼과 

내/외륜의 위치가 변동하여 다른 종류의 

베어링 강성 변화를 고려한 공작기계 스핀들 회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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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어링에 비해 회전에 따른 강성 차이가 크다. 

NTN 社의 고속 주축용 앵귤러 볼 베어링(Table 

1)의 경우 15kRPM 에서 반경과 축 강성이 

정지상태에 비해 약 30~40%로 감소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 3) 이에 비해, 롤러 

베어링은 강성 변동은 3%미만으로 회전에 

대한 영향이 미비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Table 1 Specification of Bearing 
 

Bearing Type Angular Contact Ball Bearing 

Bearing Manufacture 

Number of balls 

Ball diameter 

Pitch diameter 

Free Contact Angle 

Axial Internal Clearance 

Ball Material 

NTN(Japan) 

N=31 

Db=10.30mm 

Dp=125.26mm 

a0=20o 

24~28㎛(13㎛) 

Ceramics 

 

Fig. 3 Spindle Speed Dependent Stiffness of Angular 

Contact Ball Bearing 

 

4. RotorDynamics Analysis 
 

회전동역학의 특징 중 하나는 회전 속도에 

따라 각 모드의 주파수와 회전성분의 분석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Abaqus –

AbaRotorTool[5]을 이용하여 캠벨선도를 

도출하였다. (Fig.4) 회전 속도가 증가함에 따라 

회전체인 샤프트 모드 주파수들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특히, 베어링 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강체 모드의 주파수의 경우 

유연체 모드에 비해 감소 폭이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Pitching Mode(1000Hz)를 보면 

회전속도 증가에 따라 샤프트의 구심력과 

자이로스코프는 주파수를 증가시키고 베어링 

강성은 감소시키는 결과를 보여준다. (Fig. 5) 

결국, 회전체의 주파수는 샤프트의 회전보다 

베어링 강성에 큰 영향을 받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 4 Campbell Diagram of Spindle System 

Fig. 5 The influence of centrifugal force and gyro- 

scopic moment of spindle shaft and Bearing 

Stiff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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