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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paper, the finite element modeling of the RK4 rotor kit system (RK4) and then transient 
analysis, and was compared with the actual experimental results. RK4 manufactured by General 
Electric for the purpose of education and research. It is modeled by using the ANSYS finite element 
analysis program commercially available. Considering the rotor abnormal conditions(disc unbalance 
and shaft rubbing) and the vibration response of the analytical model were compared with ex-
perimental results.

Fig. 1 Configuration of RK4 rotor kit system

1) 
회전체 시스템의 이상징후 감시기법 개발을 목표

로, 회전체에서 자주 발생하는 몇 가지 파손메커니

즘을 실험모델과 해석모델에서 각기 구현하고 상호 

비교 분석하여 진단알고리즘 개발 시 해석모델을 활

용하고자 본 연구를 수행하였다.

2. 회전체 유한요소모델링

Fig. 1은 GE(General Electric)사의 교육 및 연구

용 장비인 RK4 rotor kit 회전체 시스템으로 본 연

구에서는 상용 유한요소해석 프로그램인 ANSYS를 

사용하여 회전체 해석모델을 생성하였으며, 사용된 

요소 종류로는 BEAM188, MASS21, COMBIN14, 
COMBI214, CONTA178 등이 있다.(Fig. 2)

3. 이상상태 모델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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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디스크 불평형
Fig. 3은 축에 장착된 디스크(θ150 × Thk 25.4

[mm])로 불평형 질량의 삽입이 용이하게 제작되었

다. 디스크의 불평형력은 삽입된 불평형량 질량과 

축 중심으로부터의 편심량 및 회전속도에 따라서 식

(1)과 같이 결정된다.  

Funb  massunb×eccentricty×      (1)

3.2 축 마찰
축의 마찰 조건은 CONTA178(3D)요소를 사용하

여 축과 접촉이 발생하는 지점에 대해서 Node to 
Node Contact으로 모델링을 하였으며, 디스크 불평

형력으로 인하여 축에 변위가 발생하여 접촉요소와 

만나게 될 경우, 접촉요소를 투과하지 않도록 벌칙

강성(penalty stiffness)을 부여하여 축의 마찰 조건

을 구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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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FEM model of RK4 rotor kit system

Fig. 3 Shape of disc and unbalance mass

Table 1 Material properties

Part Mass
[g]

Density
[kg/m3]

Youmg's 
modulus[GPa]

Poisson's 
ratio

Shaft
Short 65.7

7820 199 0.3
Long 276.3

Disc 810.0
MASS21 (point mass elements)

Coupling 29.7

(a) Normal condition

(b) Abnormal condition - disc unbalance 

(c) Abnormal condition - shaft rubbing 

Fig. 4 Compare the vibrational response in the time 
and frequency domain

4. 과도 해석

Fig. 4는 축이 3,600rpm으로 회전시 정상 및 이

상상태 조건을 적용한 실험과 해석모델 모두 동일지

점인 Sensor @gap1에서 측정한 진동신호를 시간영

역 및 주파수 영역에서 비교한 것으로 각 조건별로

의 특징이 상당히 유사함을 확인 하였다.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RK4 rotor kit에 대상으로 회전체

에서 발생하는 이상상태를 실험과 해석모델에 각기 

구현하였고, 축이 3,600rpm으로 정속 회전 시 발생

하는 진동신호를 분석한 결과, 실험과 해석결과의 

유사성이 확인되었다. 이 연구는 실제 실험이 불가

능한 발전소 터빈과 같은 대형회전체 시스템의 이상

상태 해석 시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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