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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 기존 초정밀 절삭 가공분야 뿐만 

아니라, IT 및 LCD 분야에서도 수십 

나노미터급 표면 품질의 제품이 요구된다. 

이러한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고속 

회전이 가능하고 높은 회전 정밀도(Error 

Motion)를 갖는 주축이 필요하다. 특히 진원도 

및 표면 품질은 주축의 회전 정밀도와 

직접적으로 연관되기 때문에, 높은 회전 

정밀도를 갖는 주축의 필요성이 최근 크게 

대두되고 있고, 이러한 이유로 고속 회전과 

높은 회전 정밀도의 특성을 갖는 공기정압 

베어링을 장착한 주축이 주목받고 있다. 

현대위아㈜는 공기정압 베어링을 장착한 

주축을 개발하기 위하여 자체 개발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공기정압 베어링의 강성 

및 감쇠 계수를 예측하였으며, 이를 

시험적으로 검증하였다 1). 이를 바탕으로 본 

논문에서는 공기정압 베어링을 장착한 초정밀 

고속 주축을 개발하였다. 공기정압 베어링을 

장착한 40,000RPM, 100nm의 회전 정밀도(Error 

motion)를 갖는 초정밀 고속 주축의 설계를 

위하여 공기정압 베어링을 해석하였으며, 선회 

운동에 기인한 주축의 불안정성을 회피하기 

위해서 주축의 동역학적 모델링을 수행하였다. 

또한 주축의 제작 및 시험을 통해 개발한 

초정밀 고속 주축의 성능을 검증하였다.  

 

2. 공기정압 베어링 설계 

2.1 저널 베어링 
 

공기정압 베어링을 장착한 주축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위험 속도 예측이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진원형 공기정압 베어링의 

경우, 유막의 자기가진비(self exciting ratio)가 

0.5 보다 조금 작은 부분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주축을 병진 모드 주파수의 2 배 이상 

회전시키기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2).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40,000RPM 이상의 회전을 위해 

병진 모드 주파수가 25,000RPM 근처에서 

발생할 수 있도록 설계 기준을 채택하였다. 

이를 위해 공기정압 베어링의 강성계수, 

급기공의 지름 및 개수 그리고 공칭간극의 

상관관계를 도출하였으며, 이를 Fig. 1 에 도시 

하였다. 

Fig. 1 Design of journal bearings 

 

Fig. 1 에서 알수 있듯이, 강성계수의 공칭 

간극 변화에 대한 민감도가 가장 작은 1 열당 

급기열수 12 개를 선정하였으며, 급기공 직경이 

커짐에 따라 강성계수가 작아지므로 충분한 

강성계수를 얻기 위해 0.25mm 의 급기공을 

선정하였다. Fig. 1 에 표시된 공칭 간극은 열 

및 회전에 의한 주축의 직경 변화를 고려하지 

않은 치수이므로, 축의 온도가 베어링 

온도보다 20 도 높다는 가정하에 얻어진 주축 

반경변화 4.4 ㎛과 미분방정식을 풀어서 얻은 

회전에 의한 주축의 반경변화 2 ㎛, 그리고 

가공 문제를 고려하여 최종 공칭간극은 

공기정압 베어링을 장착한 초정밀 고속 주축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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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로 설계하였다.  

 

2.2 축방향 베어링 
 

축방향 공기정압 베어링은 150N 의 하중 

지지 용량을 기준으로 설계 하였으며, 이를 

위해 급기열수 2 열, 1 열당 급기공수 12 개로 

고정하고, 공칭간극 및 급기공 변화에 대한 

강성 계수를 예측하였으며, 그 결과를 Fig. 2에 

도시하였다.  

 

 

 

 

 

 

Fig. 2 Design of thrust bearings 

 

Fig. 2 에서 알수 있듯이, 강성계수의 

공칭간극 변화에 대한 민감도가 가장 낮은 

0.25mm 의 급기공을 선택하였으며, 강성 

계수의 변동이 가장 적고 강성 계수가 큰 

12㎛의 공칭 간극을 선정하였다.  

 

3. 모델링 
 

설계한 주축의 위험속도를 예측하기 

위하여 Ansys 를 이용하여 유한 요소 해석을 

수행하였으며, 이를 Fig. 3 에 도시하였다. 유한 

요소 해석시 회전 속도별 공기정압 베어링의 

주/연성 강성 및 감쇠계수를 반영하였다. 

 

 

 

 

 

 

 

Fig. 3 Mode shapes 

 

Fig. 3 에서 알수 있듯이, 367.8Hz 에서 병진 

모드가 발생하였으며, 이 데이터를 근거로 

개발한 주축이 40,000RPM 까지 회전이 

가능함을 알 수 있었다.  

 

4. 결론 
 

설계, 제작한 주축의 위험속도를 찾기 

위해서, 40,000RPM 까지 주축 회전 시험을 

수행하여 캐스케이드 선도(Cascade plot)와 회전 

궤적을 Fig. 4에 도시하였다.  

Fig. 4 Cascade plot and Run-out 

 

캐스케이드 선도에서 알수 있듯이, 

379Hz 에서 병진 모드가 발생하였으며, 이는 

모델링 위험 속도와 일치함을 알 수 있었다.  

가공시의 가공물의 품질 성능을 검증하기 

위하여 40,000RPM 에서 회전 정밀도를 

측정하였다. 측정 결과 약 99nm 의 회전 

정밀도를 얻었으며 Fig. 5 에 그 결과를 

도시하였다.  

Fig. 5 Error motion at 40,000R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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