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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핀들 불균형 질량의 회전정밀도 영향분석
Spindle Error Analysis of Spindle Unbal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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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Two-Plane Balancing

Fig. 2 Balancing S/W

1. 서론

고 중량 롤 가공기의 선삭 가공에 있어서 회전체

의 불균형은 강제 진동을 발생 시키고,  이 크기는 

무게와 회전속도의 제곱에 비례하므로 주축의 고

속 회전 시 발생되는 진동은 회전정밀도에 영향을 

주게 됨은 물론 가공 면에도 크게 영향을 미친다.

 기존의 연구는 스핀들 회전축의 언밸런스 및 

불균형에 대한 강제진동의 특성 분석, 자동 밸런스  

방법, 밸런스 영향을 고려한 최적설계 등이 주를 

이루었으나, 본 연구는 스핀들 회전축의 불균형을 

영향계수법을 이용한 불균형 보정 방법을 소개하

고, 보정 전⦁후의 회전오차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

2. 영향계수법을 이용한 불균형 수정 
2.1 두면 밸런싱

축과 디스크로 이루어진 회전체에서 두 개의 

면에서 밸런싱 작업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보정

의 여부에 대해서는 ISO 1940/1의 2.2항에 정의 

되어 있다.

먼저, Fig. 1과 같이 가속도계를 부착 후, 회전체

의 위치를 알 수 있는 신호를 받아 불균형의 위상과 

크기를 알아 낼 수 있게 장치를 설치 다음과 같이 

실험을 수행한다.

1) 기본 상태에서의 Plane #1과 #2의 불균형의 

크기와 위상을 확인한다.
2) Plane #1에 시도 질량을 부착하여 불균형의 

크기와 위상을 확인한다.
3) Plane #1의 시도 질량을 제거한다.
4) Plane #2에 시도 질량을 부착하여 불균형의 

크기와 위상을 확인한다.
5) Plane #2의 시도 질량을 제거한다.

위 단계를 거처 실험 한 후 아래 Fig. 2의 밸런싱 

S/W를 사용하여 각 단계에서 실험한 데이터를 기

입하여 교정 질량을 구한다.

3. 불균형 보정 전⦁후 비교

3.1 진동 크기 비교

보정 질량을 계산하여 부착한 결과 아래의 Table. 
1과 같았다.

Table. 1 Comparison of measured accelaration data

보정 전 보정 후

좌측 면 0.77mm/s2 0.15mm/s2

우측 면 1.34mm/s2 0.25mm/s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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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보정 전⦁후 회전 오차

Fig. 4 잔류 불균형 실험 결과

3.2 잔류 불균형 평가

불균형의 수준을 정의하기 위해 보편적으로 G
값을 사용하며, 잔류 불균형은 교정 후 ISO 1940규
격에 의하여 30°간격으로 32.7g의 시도질량을 이동

하여 평가하였다. 측정한 결과를 그래프로 그려본 

결과 Fig. 4와 같았고, 이것을 아래의 잔류 불균형 

계산 방법에 의해 계산한 결과 0.2G로 ISO 규격의 

최고등급인 0.4G 보다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류불균형



··

  회전체무게
잔류불균형

  


·

ε : 비 불균형 (Specific Unbalance)
ω : 회전속도 (rad/s)

3.3 밸런싱 정도의 회전정밀도 영향

정전 용량식 센서를 이용하여 회전축의 불균형 

보정 전⦁후의 오차에 대해서 실험한 결과 Table. 

2와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고, Fig. 3은 구간과 

속도별로 그래프를 그린 결과이다.

Table. 2 Comparison of measured rotating error

보정 전 보정 후

100rpm 2.48μm 0.28μm
200rpm 0.61μm 0.59μm
300rpm 1.33μm 0.59μ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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