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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perimental studies on the aerodynamic coupling effect on natural frequencies, critical speed and 
flutter instability of rotating disks are investigated in this paper. The theoretical analysis uses a 
fluid-structure model where the aerodynamic effects are represented in terms of elastic, lift and damping 
and stiffness components. The experiments performed using a vacuum chamber and ASMO/DVD disks 
rotating in vacuum, open and enclosure in several gaps with stationary wall give three main results. 
One is that the aerodynamic effect by the surrounding air reduces the natural frequencies and critical 
speeds of the vibration modes. The second is that natural frequency of disks rotating in open air is 
larger than that in enclosure.  Finally, it is shown that the disk vibration is reduced as the gap 
between the disk and the rigid wall decre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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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본 논문에서는 앞선 논문(1)에서 구한 공기유동

에 의한 회전 디스크의 고유진동수, 임계속도 그

리고 플러터 속도에 관한 이론적 해석을 실제 실

험을 통하여 확인한다. 공기유동에 의한 회전 디

스크의 진동 특성 실험은 진공 상태의 경우, 덮

개가 없이 디스크가 회전하는 경우와 고정된 벽 

가까이에서 디스크가 회전하게 되는 경우 등 세 

가지 경우에 대해서 수행한다. 본 실험 결과를 

통하여 공기유동에 의한 효과를 디스크의 수직방

향의 속도에 비례하는 점성 감쇠력(viscous 
damping force)과 원주방향 기울기와 회전 속도에 

비례하는 양력(lift force)으로 고려하고 디스크 주

변의 벽과 회전하는 디스크 사이의 간격으로 인

한 공기필름의 압축효과를 탄성력으로 모델링하

여 구한 고유진동수와 임계속도 및 플러터 속도

에 대한 이론적인 수치들을 본 실험 결과와 비교

하여 이론적 타당성 및 공기유동과 관련된 계수

들에 의한 진동 특성 영향을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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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론적 해석 결과

2.1 고유진동수 

실험적인 결과와 비교하기 위해서 앞선 논문에

서 회전 디스크의 고유진동수의 이론적 해석 결

과는 다음과 정리하였다.(1) 

가) 공기유동이 없는 경우 (진공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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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ω
sn
는 진공상태에서 디스크가 정지하

고 있을 때 n번째 절직경(nodal diameter) 모드의 

고유 진동수이고 Ω는 디스크의 회전속도, n은 

절직경이며 α
n
과 β

n
은 회전에 의한 반경과 원주

방향 응력에 생기는 값이다. 또한 CD, CL 및 k

는 공기유동에 의한 점성 감쇠 및 양력계수 그리

고 공기필름에 의한 강성계수이다.
식 (1)-(3)의 고유진동수는 디스크에 고정되어 

같이 회전하는 회전 좌표계에서 측정하였을 경우

이다. 정지된 절대좌표계에서 관측했을 경우는 

고유진동수가 회전 속도에 따라 증가하는 전진파

(forward) 고유진동수와 감소하는 후진파 고유진

동수(backward natural frequency)로 나누어지게 되

며 각각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ω f
n= ωn+nΩ,    ωb

n= ωn-nΩ      (4)

2.2 임계속도 

앞선 논문에서 유도한 바와 같이 후진파 고유

진동수가 제로가 되는 임계속도는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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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플러터 속도 

디스크가 회전할 경우 주변의 공기는 디스크의 

진동을 줄여주는 스프링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된

다. 그러나 디스크의 회전속도가 증가하면서 디

스크 주변에 있는 공기와의 연성에 의해 공기유

동이 디스크를 가진하여 플러터 불안정성(Flutter 
instability)이 나타난다.  공기의 유동을 고려하지 

않은 경우는 공기와의 연성이 없으므로 플러터가 

일어나지 않고 공기유동을 고려하는 경우 플러터 

속도는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1)

 
가) 개방된 상태에서 회전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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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고정된 벽 근처에서 회전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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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험 장치 및 조건 

이론식에서 얻은 고유진동수의 식에서 얻은 임

계속도와 플러터 속도의 경향을 실험으로 확인하

고 결과적으로 공기유동의 조건에 따른 회전 디

스크의 동특성 변화를 측정하기 위해 그림 Fig.  
1과 같이 스테인리스 챔버와  챔버의 내부를 진

공으로 만들 수 있는 유압 진공 펌프를 부착하였

다. 또한 측정 장치로는 비접촉으로 레이저를 이

용하여 속도를 측정하는 Polytec 회사의 LDV와 

신호분석기인 Siglab을 사용하였다. 회전 디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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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Experimental set-up using LDV and 
vacuum chamber

로는 두께가 1.2 mm인 DVD 디스크와 두께가 

0.6 mm 인 ASMO를 사용하였다. 스핀들 모터는 

HDD용 스핀들을 사용하였고 전용 드라이버를 이

용하여 3000 ~ 10,200 rpm까지 200 rpm 간격으로 

모터를 회전시켜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회전 디

스크의 수직방향 진동 신호를 측정하였다. 
공기유동에 의한 효과를 고려하기 위해 실험 

조건을 변경하여서 실험을 수행하였는데 ASMO
의 경우는 공기유동의 효과에 의한 플러터 속도

를 측정하기 위해 Table 1과 같이 세 가지의 경

우로 나누어 실험을 수행하였다. 또한 DVD의 경

우는 공기의 유동에 의한 임계속도의 변화를 자

세히 확인하기 위하여 고정된 벽과 회전 디스크 

사이의 간격을 세분화하여 Table 2와 같이 실험

을 수행하였다. 

4. 실험 결과 및 고찰 

4.1 ASMO의 고유진동수 

ASMO 디스크의 각 조건별 실험결과를 다음에 

나타내었다. Fig. 2부터 Fig. 4는 각각 ASMO 디
스크를 진공상태와 밀폐된 대기압 상태, 그리고 

상부의 덮개가 개방된 챔버 내부에서 회전시킬 

때를 측정한 회전속도별 진동 스펙트럼의 

Waterfall 선도이다. 이 선도를 통해 회전속도에 

따른 각 디스크 모드별 전진파 및 후진파 고유진

동수의 특성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Fig.  2에서 Fig.  4까지 각각의 조건에 따른 

Waterfall 선도에서는 회전속도에 따라 증가하는 

전진파 고유진동수와 감소하는 후진파의 고유진동

수를 살펴볼 수 있다. 여기서 b모드란 개

경우 실험 조건 

 Case 1  진공상태에서 회전하는 경우

 Case 2
 대기압 상태의 밀폐된 챔버 내부에서 

회전하는 경우 (고정된 벽과 디스크 간

격이 20 mm)

 Case 3
 개방된 상태 (상부의 커버가 제거된 

상태의 챔버 내부에서 회전하는 경우)

Table 1 Experimental conditions of ASMO

경우 실험 조건 

 Case 1  진공상태에서 회전하는 경우

 Case 2  개방된 상태에서 회전하는 경우

 Case 3
 주변의 둘레는 고정된 벽(shroud)인 

 130 mm의 지름으로 되어 있고 

 개방된 덮개에서 회전하는 경우

 Case 4
 case 3과 동일하고 상부와 하부의 고 

 정된 벽과의 간격이 20 mm 인 경우

 Case 5
 case 3과 동일하고 상부와 하부의 고 

 정된 벽과의 간격이 10 mm 인 경우

 Case 6
 case 3과 동일하고 상부와 하부의 고 

 정된 벽과의 간격이 5 mm 인 경우

 Case 7
 case 3과 동일하고 상부와 하부의 고 

 정된 벽과의 간격이 4 mm 인 경우

 Case 8
 case 3과 동일하고 상부와 하부의 고 

 정된 벽과의 간격이 3 mm 인 경우

 Case 9
 case 3과 동일하고 상부와 하부의 고 

 정된 벽과의 간격이 2 mm 인 경우

Table 2 Experimental conditions of DV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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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Waterfall plot of ASMO rotating in 
     vacuum condition 

의 절원(Nodal circle)과 개의 절직경(Nodal 
diameter)을 갖는 디스크의 고유 진동 모드를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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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quency (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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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Waterfall plot of ASMO rotating in air 
      with chamber c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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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Waterfall plot of ASMO rotating in air 
with chamber cover (log scale)

미한다. 위 첨자 b는 후진파 고유진동수를 말한

다. 식 (4)와 같이 후진파 고유진동수는 절직경 

수가 증가할수록 고유진동수의 감소 기울기가 증

가한다. 그래프에서 (0,3) 모드가 (0,2) 모드에 비

해서 고유진동수가 급격하게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회전 디스크의 고유진동수에 관한 실험 결과는 

두 가지 중요한 특징을 갖는다. 첫째는 진공상태

에서의 고유진동수가 공기 중의 고유진동수보다 

크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둘째는 디스크가 고정된 

벽과 간격을 갖고 회전하는 경우의 고유진동수가 

덮개가 없이 개방된 상태에서 회전하는 경우의 

고유진동수 보다 작다는 것이다. 첫 번째 실험결

과는 앞선 이론적 해석 논문에서 제시한 식 

(1)-(3)에서 점성 감쇠력 계수인 CD의 영향이 양

력 계수인 CL의 영향 보다 큼을 알 수 있다. 둘

째 실험 결과는 이론적인 식 (2)와 식(3)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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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0,2) backward frequency variation of ASMO 
       at different enclosure conditions near 
     critical spe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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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0,3) backward frequency variation of ASMO
      at different enclosure conditions near 
     critial speed

할 때 덮개가 있는 경우에서 공기 필름의 강성 

계수 k에 의한 고유진동수 증가보다 점성 감쇠

력 CD에 의한 고유진동수가 감소의 효과가 크다

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2)  후진파 고유진동수는 

제로가 되는 임계속도까지는 계속적으로 감소하

다가 임계속도 이후인 초임계속도 영역에서는 다

시 증가함을 볼 수 있다.

4.2 ASMO의 임계속도 

고유진동수에 관한 실험 그래프에서 후진파 고

유진동수는 회전 속도가 증가할수록 감소하다가 

제로가 되는 임계속도가 나타난다. 3가지 실험조

건 모두가 4500 rpm에서 5000 rpm 사이에서 임

계속도가 발생함을 알 수 있다. 각 실험 조건별 

임계속도를 자세히 관찰하기 위해 조건에 따른 

(0,2)와 (0,3) 후진파 모드의 임계속도 주변의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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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Critical speed (rpm)

 (0,2) mode  (0,3) mode

1. Vacuum  4793 4832
2. with cover  4472 4521

3. without cover  4562 4646

Table 3 Critical speeds of a rotating AS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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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Waterfall plot of ASMO rotating in air 
      without chamber cover (linear scale)

유진동수의 경향을 각각 Fig. 5와 Fig. 6에 나타내

었고 각각의 임계속도는 Table 3에 정리하였다. 
임계속도는 후진파 고유진동수가 제로가 되는 회

전속도이므로 3가지 실험조건의 결과는 각각의 

고유진동수 경향과 일치한다. 

4.3 ASMO의 플러터 속도 

ASMO 디스크를 진공상태나 고정된 벽 주위에

서 회전시켜 실험한 그래프 Fig. 2와 3과는 다르

게 공기 중에 개방된 상태에서 실험한 결과인 

Fig. 4의 경우는 다른 고유진동수 패턴을 볼 수 

있다. Fig. 4의 경우 임계속도 후에 10,000 rpm 
근처에서 고유진동수가 회전속도에 따라 증가하

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다. Log 스케일로 그린 

Fig. 4의 그래프를 선형 스케일로 다시 그린 그래

프를 Fig. 7에 나타내었다. Fig. 7에서 볼 수 있듯

이 개방된 상태에서 회전시킨 경우의 Waterfall 
선도에서는 9800 rpm 이상에서는 (0,3) 후진파 모

드의 주파수 성분의 크기가 갑자기 크게 나타남

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공기 유동에 의한 플러

터 불안정성(flutter instability)에 의한 것으로 디스

크의 횡방향 진동의 진폭이 급격하게 커지게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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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Frequency variation of (0,2) backward traveling   
      mode of ASMO near flutter speed

Rotation speed (rpm)

9000 9240 9480 9720 9960 10200

Fr
eq

ue
nc

y 
(H

z)

350

360

370

380

390

400

In vacuum chamber 
In covered chamber 
In uncovered chamber 

Experimental flutter speed

Theoretical flutter speed

Fig. 9 Frequency variation of (0,3) backward traveling 
     mode of ASMO near flutter speed

는 현상을 말해준다. 이러한 회전 디스크의 공기 

유발 진동은 광디스크드라이브에서 신호 기록 및 

재생시 오차를 발생시킬 뿐 아니라 디스크에 심

각한 손상을 야기한다.  
또한 Fig. 4를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0,2) 모

드와 (0,3) 모드의 후진파 고유진동수들은 회전속

도의 증가에 따라 정체되거나 오히려 약간 감소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공기 유동의 진동수

와 디스크 회전에 의한 고유진동수가 일치함으로 

인해 생기는 주파수 잠김(frequency lock-on) 현상

이라 불린다.(3) 
앞선 논문의 이론적 해석에서 플러터 속도를 

예측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식 (8)과 식 (10)를 이

용할 수 있지만 감쇠계수와 양력계수를 실험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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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0,2) backward frequency variation of  
       DVD at different gap conditions 

로 구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다. 다만 이론과 

실험에 의한 자료를 통하여 실험 조건에 따른 공

기 유동 관련 계수들의 변화를 이용하여 플러터 

속도의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고정된 벽과의 

간격이 줄어들수록 점성 감쇠계수와 양력계수는 

증가하게 되는데 감쇠계수의 증가의 경향이 더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개방된 경우의 플러터 속

도가 덮개가 있는 경우보다 낮음을 예측할 수 있

다. 이는 실험결과를 통해 덮개가 있는 경우의 

플러터 속도는 실험 범위인 10,200 rpm 이하에서

는 나타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감쇠계수와 양력계수를 실험적으로 구해서 플러터 

속도를 예측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진공에서 측정한 

후진파 고유진동수와 공기 중에서 측정한 후진파 고

유진동수의 실험값을 이용하여 식 (9)과 식 (11)으로

부터 플러터 속도를 예측할 수 있다.(1) Fig. 8과 9는 

세 가지 경우의 waterfall 선도에서 각각 (0,2) 및 (0.3)
의 후진파 모드의 고유진동수만을 표시하였다. 상부 

덮개가 개방된 조건에서의 후진파 고유진동수가 일정

한 회전 속도 구간에서 진공 상태의 후진파 고유진동

수와 교차하는 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는 실험에서 

얻은 플러터 속도와 3%이내의 오차를 갖는다. 한편

으로 덮개가 있는 조건에서의 후진파 고유진동수는 

진공 상태의 후진파 고유진동수와 측정 범위 내에서 

교차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4.4 DVD의 고유진동수와 임계속도

Table 2에 나온 DVD 디스크의 각 조건별 실험

결과를 통해 고유진동수와 임계속도의 변화를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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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0,3) backward frequency variation of  
      DVD at different gap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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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보자 .  Fig. 10에서 13까지의 그림들은 각각 

DVD 디스크를 진공상태와 개방된 상태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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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4 Natural frequencies of (0,2)b and (0,3)b   
       for different gap conditions at 6000 r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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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5 Natural frequencies of (0,2)b and (0,3)b for 
       different gap conditions at 7000 rpm  

주변의 둘레가 고정된 벽(shroud)으로 되어있고 

덮개가 개방된 상태에서 회전하는 경우와 상부와 

하부의 고정된 벽과의 간격을 조절하였을 때의 

회전속도별  (0,2)와 (0,3) 후진파 진동 모드의 주

파수를 정리한 것이다.실험 조건에 따른 진동 특

성의 변화는 이론적 해석 결과인 식 (2)와 (3)를 

통해 설명할 수 있다. Fig. 10과 11에서는 고정된 

벽과의 간격이 감소함으로 인해 고유진동수와 임

계속도도 같이 감소하게 된다. 이는 간격이 작아

지면서 강성 계수에 의한 고유진동수 증가보다 

점성 감쇠력 계수에 의한 고유진동수가 감소의 

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실험에서는 최소 2 mm의 

간격에 대해서 측정했는데 1 mm 이하의 간격에

서는 공기 필름에 의해 디스크의 진동을 충분히 

Case
Critical speed (rpm)

 (0,2) mode  (0,3) mode

Vacuum 7203 9279
Open 6641 7762

Open with Shroud 6700 7783
20 mm gap 6629 7692
10 mm gap 6576 7643
5 mm gap 6447 7605
4 mm gap 6303 7532
3 mm gap 6232 7515
2 mm gap 6073 7476

Table 4 Critical speeds of a rotating DVD

감쇠시켜 주기 때문에 진동 모드의 성분이 뚜렷

하게 나타나지 않는다. 
한편 Fig. 12와 13에서는 진공 상태, 개방된 상

태 및 디스크 주위의 원형 둘레가 고정된 벽

(shroud)으로 되어있고 개방된 상태에서 회전하는 

경우를 비교해 놓은 것이다. 주변의 둘레를 고정

된 벽으로 놓고 회전하는 경우는 개방된 상태로 

회전하는 경우보다 조금 높은 고유진동수와 임계

속도가 나타난다. 이는 강성계수와 감쇠계수는 

변화가 없으나 원주방향 기울기와 회전 속도에 

비례하는 양력이 증가함으로 발생한 것이다. 
Fig. 14와 15는 디스크를 각각 6000 rpm 및 

7000 rpm으로 회전 시킬 때 각 실험조건에서 측

정된 진동의 주파수 스펙트럼을 하나의 그래프에 

나타낸 것이다. 간격이 줄어들면서 고유진동수도 

같이 감소하는 것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으며 

전체적인 진동의 진폭도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

다. 각 실험 조건별 DVD 디스크의 임계속도를 

Table 4에 정리하였다.  

5. 결 론

본 논문은 관련된 논문(1)에서 이론적으로 유도

한 회전디스크의 고유진동수, 임계속도 그리고 

플러터 속도에 관한 이론적 해석을 ASMO 및 

DVD 디스크를 사용한 실험 결과와 비교하고 이

론적 해석의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분석하였다. 
ASMO의 경우는 진공상태일 경우의 모드의 후진

파 고유진동수 및 임계속도가 공기 유동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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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나머지 두 경우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한 덮

개가 제거된 개방된 상태의 고유진동수와 임계속

도가 덮개가 있는 경우보다 높게 관찰되었다. 
DVD 디스크를 이용하여 고정된 벽과의 간격을 

세분화한 실험에서도 ASMO와 유사한 결과를 얻

을 수 있었다. 한편 공기유동에 의한 플러터 불

안정성은 ASMO 디스크를 공기 중에서 개방된 

상태로 실험한 경우에만 나타났다. 플러터 속도

에서는 회전속도의 증가에 따른 고유진동수의 증

가가 멈추는 주파수 잠김 현상과 진동이 급격하

게 증가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발견되었는데 고

정된 벽과의 간격이 있는 경우는 개방된 경우보

다 감쇠계수의 증가의 영향이 양력계수의 증가의 

영향보다 커지게 되어 플러터 속도가 증가하게 

되며 이러한 실험 결과는 이론적 예측과 일치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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