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동기 베어링 지지강성을 고려한 회전자 저진동 설계 

Design of Low Vibration Rotor Considering Bearing Support Stiff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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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전동기는 산업 전 분야에 걸쳐 다양하게 사용되는 회전기기로서, 소형화, 경량화, 고속화하는 추
세에 있다. 이는 전동기 프레임의 구조강성을 약화시키고, 축계 위험속도를 낮춤으로써 진동에 취약

한 구조를 가지게 된다. 회전체 진동 관련 규정 중 API 684에서는 베어링 지지강성이 베어링 강성에 

비해 3.5배 이하인 경우 베어링 지지강성이 위험 속도 해석 모델에 포함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산업 현장에서는 베어링 지지강성을 정확하게 산출하기 어려워 이를 고려하지 않고 회전체를 설계하

는 경우가 많아 실제 조건에서 예측하지 못한 진동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전동기 베어링 하우징 및 프레임에 대한 가진 시험을 통해 얻은 주파수 응답함수의 

실수부를 분석하여 베어링 지지강성을 추출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유한요소 해석모

델을 이용하여 베어링 지지강성을 해석적으로 예측하는 기법을 정립하였다. 추출된 베어링 지지강성
을 축계 해석 모델에 포함하여 베어링 지지강성 포함 유무에 따른 축계 위험속도 및 안정성을 비교

하였다. 그 결과 베어링 지지강성을 포함한 경우, 보다 정확한 위험속도 및 진동응답 수준을 예측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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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
 론 

전동기의 소형화, 경량화, 고속화에 따라 전동기 

축계의 정확한 위험속도 예측과 안정성 판별이 중

요한 요소가 되었다. 기존 축계 해석 시 베어링 강

성만을 고려하였으나, 전동기 축계의 진동특성은 베

어링 지지부의 동특성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이를 고려하지 않을 경우 예상치 않은 오차가 발생

할 수 있다. 따라서 베어링 지지부의 동특성이 축계 

진동응답에 큰 영향을 미칠 경우 이를 해석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2. 베어링 지지 강성 해석 

2.1 베어링 지지 강성 추출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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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어링 지지강성을 추출하기 위해 베어링 지지부

의 주파수 응답함수를 측정하였다. 대형 전동기 모

델에 대하여 프레임을 바닥에 볼트로 체결 후 3축 

가속도계와 임팩트 해머를 이용하여 충격시험을 수

행하였다. 가속도계로 측정한 주파수 응답함수인 

inertance를 적분하여 힘에 대한 변위의 응답인 

compliance를 구하여 지지 강성을 분석하였다. 

  
Figure 1 Impact test for the bearing support   

 

2.2 유한요소 해석 모델을 통한 베어링 지지 

강성 추출 

유한요소 해석 모델을 이용하여 시험과 동일한 위

치에서 주파수 응답함수를 구하였다. 충격 시험을 

통해 얻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유한요소 해석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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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검증하였다. 해석을 통해 얻은 주파수 응답함수

의 실수부와 허수부를 분석하여 강성 값을 계산하

였다. 

2.3 베어링 지지 강성 예측 기법 정립 

베어링 지지강성은 회전기계 종류 및 지지구조의 

특징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추출이 가능하다. 본 

연구에 적용되는 2극 전동기는 회전 속도가 일정하

고 1 차 고유진동수가 운전 속도 보다 높게 위치하

므로 가진 주파수 변화에 따라 강성 값이 일정한 동

강성을 추출하고자 한다. 식 (2-1)은 1자유도 시스

템의 운동방정식을 나타낸 것이다. 여기에서 정현파

형의 힘과 응답을 가정하면 식 (2-2)와 같이 표현

할 수 있으므로 주파수 응답함수의 실수부를 분석

하면 동강성 값을 추출할 수 있다. 

  

𝑀�̈� + 𝐶�̇� + 𝐾𝑥 = 𝑓(𝑡) 
                          𝑥= 𝑋𝑒𝑗𝜔𝑡,𝑓 = 𝐹𝑒𝑗𝜔𝑡           (2-1) 

 

 
𝑋
𝐹

=  1
𝐾−𝑀𝜔2+𝑗𝜔𝐶

 , Re(𝐹 𝑋⁄ ) = 𝐾 −𝑀𝜔2     (2-2) 

 

Figure 2 는 베어링 지지강성의 해석과 계측 값을 

나타낸 것이다. 계측 값의 경우 수직방향 최대 266 

MN/m, 수평방향 최대 949 MN/m 이며 해석 값의 

경우 수직방향 최대 335 MN/m 수평방향 최대 627 

MN/m 이다. 수평방향의 경우 해석과 계측이 차이

를 보이는데 이는 프레임의 구조적 문제로 인해 수

평방향의 정확한 가진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하부 

체결 조결의 차이로 인한 것으로 예측된다. 

 
Figure 2 Dynamic stiffness of the bearing support 

 

3. 지지강성을 고려한 축계 위험속도 해석 

전동기 축계 설계에 있어 위험속도 해석은 공진을 

피하기 위해 정확하게 예측 되어야 한다. 본 논문에

서는 상용 축계 해석 프로그램인 DyRoBes 를 사용

하여 위험속도 해석을 수행하였다. Figure 3은 지지

강성을 고려한 해석 모델을 나타낸 것이다. 지지강

성을 베어링 강성과 직렬로 연결 시킨 모델로 나타

낼 수 있다. 

      
Figure 3 Bearing support stiffness model 

 

Table 1은 지지강성 고려 유무에 따른 위험속도

및 대수감쇠율을 나타낸 것이다. 지지강성을 고려했

을 때 위험속도가 운전속도 3600 rpm에 근접한 것

을 알 수 있다. 대수감쇠율의 경우 지지강성 고려시 

낮게 나오는 것으로 보아 안정성에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Figure 4는 지지강성 고려 유무에 따른 

불평형 응답을 나타낸 것으로서 지지강성 고려 시 

응답이 최대 25 % 커짐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를 

고려하지 않고 해석을 할 경우 실제 위험 속도, 안

정성 및 응답과는 차이를 보일 수가 있어 전동기 축

계 설계 시 베어링 지지강성을 고려한 해석 필요하

다. 

 

Table 1 Put table title put table title 

Mode 
지지강성 고려 지지강성 고려 안함 

위험속도(rpm) 대수감쇠율 위험속도(rpm) 대수감쇠율 

1 1924 0.245 1962 0.259 

2 2536 0.062 2558 0.063 

3 3706 0.901 3786 0.98 

4 5293 1.100 5290 1.24 

 

 
Figure 4 Unbalance response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베어링 지지부에 대한 충격 시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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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추출한 주파수 응답함수를 분석하여 베어링 

지지강성을 추출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이를 바탕

으로 유한요소 해석 모델을 이용한 베어링 지지강

성 예측 기법을 정립하였다. 또한 이를 축계 해석 

모델에 포함하여 위험속도, 안정성 및 불평형 응답

해석을 수행한 결과 베어링 지지강성이 축계 해석 

모델에 포함되어야 함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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