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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research investigates experimentally and numerically the tilting angle, eccentricity ratio, 

flying height of axial direction, friction torque, and critical mass of the HDD disk-spindle system due 

to HDD positioning angle. The tilting angle and the eccentricity ratio are the maximum when the HDD 

positioning angle is 90˚ respect to horizontal position because the external force in radial direction 

and the torque applied to the rotating part are the maximum when the HDD positioning angle is 90˚. 
The flying height increases with the increase of the HDD positioning angle because the direction of 

gravity applied to the rotating part changes. The friction torque increases with the increase of the 

HDD positioning angle until it becomes 60˚, and decreases with the increase of the HDD positioning 

angle after it becomes 60˚. The stability is the maximum when the HDD positioning angle is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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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s
yM : 무게중심 기준의 반작용 모멘트 

tilting
yM : 틸팅 중심 기준의 반작용 모멘트 

p : 압력 

W : 회전체의 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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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HDD(Hard Disk Drive) 디스크 스핀들 시스템

을 지지하는 유체동압베어링(Fluid Dynamic 

Bearings, FDBs)은 회전축의 반경 방향 하중

을 지지하는 저널 베어링과 축 방향 하중을 지

지하는 스러스트 베어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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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체윤활을 통해 회전부와 고정부의 고체 접촉

을 방지한다. 유체동압베어링의 정∙동특성은 

HDD 의 작동 조건에 의해 결정 되는데, 최근

에 노트북, 외장 HDD 와 도킹 스테이션 등에 

사용되는 HDD 는 사용자의 환경에 따라 다양

한 장착 자세에서 구동하게 되므로 장착 자세

에 따른 유체동압베어링의 정∙동특성 해석이 

요구 된다. 

많은 연구자들이 HDD 디스크 스핀들 시스템

을 지지하는 유체동압베어링의 특성 해석을 위

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Jang 과 Kim 은(1) 5 자유

도를 고려한 HDD 의 유체동압베어링의 동특성 

계수 해석을 진행하였다. Kim 등은(2) 유체동압

베어링으로 지지되는 HDD 디스크 스핀들 시스

템의 5 자유도 안정성 해석 방법을 개발하였다. 

또한 Jang 등은(3) 특정 자세에서 구동되는 

HDD 의 평형 위치에서의 전기기계식 변수들을 

예측하고 부상높이와 편심율을 계산하였다. 하

지만 평형 위치 해석을 할 때 유체동압베어링

의 틸팅 운동을 고려하지 않아 반경 방향 병진 

모션과 틸팅 모션을 동시에 고려한 정확한 평

형 위치 해석이 필요하다. Oh 등은(4) 유체동압

베어링으로 지지되는 3.5″ HDD spindle-

system 의 훨링, 플라잉, 그리고 틸팅 운동을 

측정하였다. 하지만 HDD 가 수평 자세로 장착 

되어 있는 경우에만 실험을 진행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다양한 장착 자세에서 작동되

는 HDD 의 유체동압베어링 평형 위치 해석을 

수행하여 편심율, 틸팅 각, 축 방향 부상 높이, 

그리고 마찰토크를 계산하였으며 Kim 등의(2) 

안정성 해석 방법을 사용하여 정상상태에서의 

장착 자세 별 5 자유도 안정성 해석을 수행하였

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장착 자세 별 해석 결

과를 검증하고자 HDD 장착 자세 별로 회전부

의 틸팅 각과 부상높이, 그리고 편심율 측정 

실험을 수행하였다. 

2. 해석 수행 

2.1 해석 방법 

유체동압베어링의 평형 위치 해석을 위한 

반력과 반작용 모멘트의 식은 아래와 같다. 

cos dA x

J

F p                            (1) 

0( ) cos dA cos dA    
mass
y

J T

M z z p pr       (2) 

0( ) cos dA cos dA

0

      

   

 
tilting
y EP

J T

mass
y EP x EP x

M z z d p pr

M d F d F

   (3) 

식(1)은 저널 베어링의 x 축 방향 반력이고, 

식(2)와 (3)는 y 축 방향의 무게중심 기준의 

반작용 모멘트와 틸팅 중심의 반작용 

모멘트이다. Figure 1(a)는 수직 자세로 장착된 

HDD 의 유체동압베어링이 외부하중에 의해 

편심과 틸팅이 동시에 발생하였을 때 무게 

중심을 기준으로 한 
mass
yM 와 틸팅 중심을 

기준으로 한 
tilting
yM 를 나타내고 있다. 여기서 

y 방향의 
mass
yM 가 0 이 되는 틸팅 중심이 

평형 위치의 틸팅 중심이 되며 이때 무게 

중심에서의 알짜 토크는 0 이 된다. 식(3)은 
mass
yM 가 0 이 되는 평형 위치에서 xF 와 EPd

를 곱한 값은 평형 위치에서의 
tilting
yM  값과 

같음을 보여준다. 이를 통해 x 축 방향의 

반력이 외부 하중만큼 작용하여 평형을 이룰 

때 외부 하중에 의해 발생되는 토크와 
tilting
yM

가 평형을 이루게 되어 틸팅 중심의 알짜 토크 

값은 0 이 된다. 

 Figure 1(b)는 HDD 장착 자세에서의 평형 

위치 해석을 위한 자유물체도를 나타내며, 

 
Fig.1 (a) Reaction moments respect to mass 

center and tilting center, (b) free body diagram 

of the shaft in FD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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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형 위치를 만족하기 위한 조건식은 아래와 

같다. 

( )cos 0   z M unF F W W                 (4) 

( )sin 0   x C unF F W W                 (5) 

( ( )sin ) 0   tilting
y C un EPM F W W d            (6) 

식(4)~(6)은 각각 z 축 방향, x 축 방향, 

그리고 y 축 방향에서의 평형 식을 보여주고 

있다. 

 

2.2 해석 모델 

본 해석에 사용된 모델은 2.5-inch HDD에 

사용되는 디스크 스핀들 시스템을 지지하는 유

체동압베어링으로 회전속도, 점성, 그리고 회전

체의 무게는 각각 5400 rpm, 0.0129 Pa∙s, 

0.206 N이다. 그리고 자기력과 원심력은 각각 

0.794N, 1.126N이라 가정하였다. 원심력을 발

생시키는 불평형 질량은 최대로 발생한다는 가

정 하에 최대 불평형 질량을 측정하여 계산하

였다. 디스크 2장의 무게는 각각 5.863g, 

6.031g이며 디스크 내경은 20.25mm, 허브 외

경은 19.70mm이다. 따라서 발생 가능한 최대 

편심거리는 0.275mm이고, 디스크 2장의 무게

는 11.894g이므로, 최대 편심거리와 디스크 

무게의 곱인 최대 불평형 질량은 3.52g∙mm이

다. 

 

2.3 해석 결과 

Figure 2 는 HDD의 장착 자세 각을 수평 자세를 

기준으로 0˚부터 180˚까지 15˚간격으로 평형 위치

에서의 자세 및 정∙동특성 해석을 수행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Figure 2(a)와 Figure 2(b)는 각각 

장착 자세 각에 따른 틸팅 각과 편심율을 나타내며, 

반경 방향의 외부하중과 회전체에 가해지는 토크가 

장착 자세 각이 90˚일 때 가장 크기 때문에 편심율

과 틸팅 각은 90˚ 에서 가장 큰 값을 갖는다. 

Figure 2(c)는 회전축 방향으로의 부상높이이며, 자

세 각이 바뀜에 따라 회전체 무게가 z 축 방향으

로 감소하고, x 축 방향으로 증가하여 회전축 

방향의 하중이 감소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부상

높이가 증가하게 된다. Figure 2(d)는 장착 자세 각

에 따른 마찰토크이며 장착 자세 각이 60˚일 때까

지 증가하다가 60˚ 이후로는 감소되는 것을 나타낸

다. 장착 자세 각 60˚까지는 스러스트 베어링의 간

극이 증가하고, 저널 베어링의 간극이 감소하는데 

저널 베어링의 영향이 지배적이라 마찰토크가 증가

하는 반면, 60˚ 이후로는 부상높이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스러스트 베어링의 간극은 지속적으로 증가하

고, 저널 베어링의 간극은 반대로 증가하게되어 결

과적으로 마찰토크가 감소하게 된다. Figure 2(e)는 

 
Fig.2 Effect of the position angle of HDD on 

(a) tilting angle, (b) eccentricity ratio, (c) flying 

height, (d) friction torque, and (e) critical m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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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D의 장착 자세 각에 따른 안정성 계수이며, 틸

팅 각과 편심율이 최대인 장착 자세 각 90˚에서 안

정성 계수는 최대이다. 정상상태에서의 해석이기 때

문에 틸팅 각과 편심율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더욱 

큰 유막 반력을 발생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안정성

이 증가된다. (2)
 

3. 실험 검증 

3.1 실험 방법 

 HDD 장착 자세 별 해석 결과를 검증하기 위해 

틸팅 각과 부상높이, 그리고 편심율 측정 실험을 장

착 자세 각 0°부터 180°까지 30°간격으로 변경하며 

수행하였다. Figure 3(a)에서 나타내듯이 틸팅 각 측 

정을 위해 디스크 상부 정 중앙 clamp 위 부분의 

축 방향 변위를 원통 형태의 gap sensor(gap 

sensor C)로 측정하였고 디스크 가장 자리 부분의 

블레이드 형태의 gap sensor(gap sensor A and B)

를 90°  간격으로 장착해 축 방향 변위를 측정하였

다. Figure 3(b)에서 나타내듯이 부상높이는 디스크 

상부 정 중앙 clamp 위 부분의 축 방향 변위를 원

통 형태의 gap sensor로 측정하였다. Figure 3(c)와 

Figure 3(d)는 각각 HDD 장착자세 30°와 120°에서

의 틸팅 각과 부상높이 측정 실험 구성을 나타낸다. 

Figure 4(a)는 HDD 장착 자세 별 편심율 측정을 

위한 실험 구성을 나타낸다. 디스크의 반경 방향 변

위를 측정하기 위해 dummy disk를 사용하였고, gap 

sensor A와 B는 90° 간격으로 장착해 dummy disk

의 반경 방향 변위를 측정하였다. Dummy disk의 실

제 훨 운동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회전 시 dummy 

disk 반경 방향 변위를 측정한 결과값에 dummy 

disk의 진원도를 보정해야 한다. Dummy disk의 진

 
Fig.3 Experimental setup to measure; (a) tilting 

angle with HDD positioning angle of 0°, (b) flying 

height with HDD positioning angle of 0°, (c) tilting 

angle and flying height with HDD positioning angle 

of 30°, and (d) tilting angle and flying height with 

HDD positioning angle of 120° 

 
Fig.4 Experimental setup to measure; (a) 

eccentricity ratio, and (b) roundness of dummy di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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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도를 보정하기 위해 optical sensor를 사용해 위

상을 측정하였다. 해석에서 최대 불평형 질량에 의

해 발생하는 원심력을 계산하여 틸팅 각과 편심율 

해석을 진행하였기 때문에 실험에서도 디스크의 편

심을 최대로 하여 최대 불평형 질량이 발생하도록 

하였다. 

 

3.2 실험 결과 

3.2.1 틸팅 각 측정 

Table 1 Measured and simulated tilting angles due to the 

positioning angles of HDD  

Positioning 

angle of 

HDD[˚] 

y -direction tilting angle[rad] 
Relative 

error(%) Measured Simulated 

0 3.1973E-4 3.0924 E-4 3.28 

30 3.3890 E-4 3.5569 E-4 4.95 

60 3.4603 E-4 3.8935 E-4 12.52 

90 3.4951 E-4 4.0097 E-4 14.72 

120 3.4773 E-4 3.8790 E-4 11.55 

150 3.4047 E-4 3.5390 E-4 3.94 

180 3.2641 E-4 3.0743 E-4 5.81 

 
Table 2 Measured and simulated flying heights due to the 

positioning angles of HDD 

Positioning 

angle of 

HDD[˚] 

Flying height [μm] Relative 

error(%) Measured Simulated 

0 9.4262 9.9453 5.51 

30 9.5491 10.1315 6.10 

60 10.0724 10.6863 6.09 

90 10.5836 11.5768 9.38 

120 11.2371 12.7267 13.26 

150 11.7979 13.8614 17.49 

180 12.1378 14.4238 18.83 

 

 Figure 5(a)는 HDD 장착 자세 별 틸팅 각 계산을 

하기 위한 디스크 상부 정 중앙과 가장자리 부분의 

축 방향 변위 측정 결과이다. Figure 5(b)는 Figure 

5(a)의 측정 결과를 이용해 계산한 틸팅 운동을 나

타낸다. x 축 방향의 틸팅 각은 gap sensor A와 

gap sensor C의 축 방향 변위로 계산하고, gap 

sensor B와 gap sensor C의 축 방향 변위로 y 축 

방향의 틸팅 각을 계산하였다. 장착 자세 각이 

증가할 때 회전체의 무게에 의한 토크가 발생하는 

방향이 y 축 방향이다. Gap sensor A와 B를 디

스크 가장자리에 90 °  간격으로 장착하여 측정하

였기에 Figure 5(a)와 Figure 5(b)에서 gap sensor 

A와 B는 90 °의 위상 차를 갖는 것을 나타낸다. 

Table 1은 HDD 장착 자세 별 y 축 방향의 틸팅 

각 해석 결과와 실험 결과를 비교한 것이다. 해석에

서 틸팅 각이 90°에서 가장 큰 값을 가졌던 것처럼 

실험 결과에서도 90°에서 틸팅 각이 최대이며, 이는 

자세 각에 따른 틸팅 각의 해석과 측정 실험의 결과

가 유사한 경향성을 갖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5 (a) Measured axial displacement, (b) 

tilting motion, (c) flying motion from the 

standstill, and (d) flying motion in HDD 

positioning angle of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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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부상높이 측정 

 Figure 5(c)는 HDD 디스크 스핀들 시스템 구동 

전 초기위치에서부터 구동 후 정상상태에 도달할 

때 까지 디스크 상부 정 중앙 축 방향 변위를 측정

한 결과이다. Figure 5(d)는 정상상태일 때의 디스크  

Table 3 Measured and simulated eccentricity ratios due to 

the positioning angles of HDD 

Positioning 

angle of 

HDD[˚] 

Eccentricity ratio [μm] Relative 

error(%) Measured Simulated 

0 0.4055 0.4965 22.44 

30 0.4969 0.5811 16.95 

60 0.5757 0.6428 11.66 

90 0.6492 0.6645 2.36 

120 0.5619 0.6407 14.02 

150 0.5413 0.5783 6.84 

180 0.3341 0.4939 47.83 

 

상부 정 중앙의 운동을 나타낸 것이다. Table 2는 

HDD 장착 자세 별 부상높이 해석 결과와 실험 결

과를 비교한 것이다. 해석에서 장착 자세 각이 증가

할수록 부상높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던 것과 마

찬가지로 실험 결과에서도 유사한 경향성을 갖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3.2.3 편심율 측정 

 편심율 측정 실험에서는 디스크의 반경 방향 

변위를 측정하기 위해 dummy disk를 사용하

였기 때문에 불평형질량을 별도로 측정하여 평

형 위치에서의 자세 및 정∙동특성 해석을 수행하였

다. Dummy disk의 무게와 내경은 각각 

13.450g, 20.17mm이며 hub 외경은 19.70mm 

이므로 최대 불평형 질량은 3.16g∙mm이다. 

Figure 6(a)는 HDD 장착 자세 별 편심율을 계

산하기 위한 디스크 가장 자리 부분의 반경 방

향 변위 측정 결과이다. Gap sensor A는 y 축 

방향의 변위를 측정하였고, gap sensor B는 x

축 방향의 변위를 측정하였다. 장착 자세 각이 

증가할 때 회전체의 무게에 의한 힘이 가해지는 방

향이 x축 방향이다. Figure 6(b)는 gap sensor 

A와 B로 측정한 x 와 y 축 방향의 변위를 이

용하여 나타낸 훨 궤적이다. HDD 디스크 스핀

들 시스템이 회전할 때 측정된 훨 궤적은 

dummy disk의 진원도를 포함하고 있기에 

Figure 4(b)와 같이 실험장치를 구성하여 

dummy disk의 진원도를 측정하였다. Dummy 

disk를 저속으로 회전하는 driving motor에 벨

트로 연결하여 한쪽 방향으로 힘을 가하며 저

속 회전을 시켜 저널 베어링의 간극이 없는 상

태로 dummy disk의 순수 진원도를 측정하였

다. Figure 6(c)에서 나타내듯이 dummy disk가 

 
Fig.6 (a) Measured radial displacement, (b) 

whirling motion with roundness error, (c) 

compensated radial displacement without 

roundness error (gap sensor B), and (d) whirling 

motion without roundness error in HDD 

positioning angle of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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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전 시 측정한 반경 방향 변위에 dummy 

disk의 진원도를 빼서 figure 6(d)와 같이 

dummy disk의 진원도가 포함되지 않은 HDD 

디스크 스핀들 시스템의 순수 훨 궤적을 출력했

다. Dummy disk가 회전 시 측정한 반경 방향 

변위와 dummy disk의 진원도의 사이즈를 맞

추기 위해 FFT 변환과 FFT 역변환을 하였고, 

FFT 역변환 과정에서 1 Hz 성분만 출력했기

에 figure 6(b)와 같은 작은 진동 성분이나 찌

그러지는 현상이 없게 된다. Table 3은 HDD 장

착 자세 별 편심율 해석 결과와 실험 결과를 비교

한 것이다. 해석에서 편심율이 90°에서 가장 큰 값

을 가졌던 것처럼 실험 결과에서도 같은 경향성을 

갖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4. 결  론 

본 논문은 HDD 디스크 스핀들 시스템의 틸팅 각, 

편심율, 부상높이, 마찰토크, 그리고 안정성 계수가 

HDD 장착 자세 별로 변한다는 것을 해석을 통해 

확인하였고, 실험을 통해 틸팅 각, 편심율, 그리고 

부상높이의 해석결과를 검증하였다. 장착 자세 각이 

90˚일 때 반경 방향의 외부하중과 회전체에 가해지

는 토크가 가장 크기 때문에 편심율과 틸팅 각은 

90˚ 에서 가장 큰 값을 갖는다. 장착 자세 각이 증

가할수록 회전체에 가해지는 중력의 방향이 바뀌게 

되어 부상높이는 증가하게 된다. 마찰토크는 장착 

자세 각 60°  부근까지는 저널 베어링의 간극이 줄

어드는 현상 때문에 증가하다가 60° 이후로는 스러

스트 베어링의 간극이 크게 증가되면서 감소하게 

된다. 정상상태에서의 해석을 수행하였기 때문에 틸

팅 각과 편심율이 최대인 장착 자세 각에서 큰 유막 

반력을 발생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안정성이 증가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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