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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 포일 베어링으로 지지된 고속 회전체의 경사각과
 베어링의 기계적 예압이 고유 진동수와 불안정성

발생 속도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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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is study investigates the effects of the slopes of the rotational axis and bearing preloads on the nat-

ural frequencies and onset speeds of the instability of a rotor supported on gas foil bearings (GFBs). The pre-

dictive model for the rotating system consists of a rigid rotor supported on two gas foil journal bearings (GFJBs)

and a pair of gas foil thrust bearings (GFTBs). Each GFJB supports approximately half the rotor weight. As the

slope of the rotational axis increases from 0° (horizontal rotor operation) to 90° (vertical rotor operation), the

applied load on the GFJB owing to the rotor weight decreases. The predictions show that the natural frequency

and onset speed of instability decrease significantly with an increase in the slope of the rotational axis. In a para-

metric study, the nominal radial clearance and preload for the GFJB were changed. In general, a decrease in the

nominal radial clearance lead to an increase in the natural frequency and onset speed of instability. For constant

assembly clearance, the decrease in the preload changed the natural frequency and onset speed of instability with

insignificant improvements in the rotordynamic stability. The present predictions can be used as design guide-

lines for GFBs for oil-free high-speed rotating machinery with improved rotordynamic performance.

Keywords − gas foil journal bearing (가스 포일 저널 베어링), preload (예압), natural frequency (고유 진동수), instability

(불안정성), slope of rotational axis (회전축 경사각)

1. 서 론

가스 포일 베어링(gas foil bearing)은 베어링 하우징

(bearing housing) 내면에 탑 포일(top foil)과 그 아래

위치한 범프 포일(bump foil)의 탄성 구조체(elastic

foil structure)로 구성된다. 이러한 구조는 넓은 범위의

최소유막두께를 형성하여 베어링의 하중지지능력(load

capacity)을 향상시킨다[1]. 또한 탄성 구조체간의 상호

작용을 통하여 발생하는 마찰력으로 인한 강성(stiffness)

증가와 마찰 감쇠(coulomb damping)를 생성하여 회전

체-베어링 시스템의 안정성을 향상시킨다[2]. 

가스 포일 베어링은 무급유(oil-free) 윤활 베어링으로

서, 일반적인 유체 베어링과 달리 오일 대신에 공기를

윤활제로 사용하기 때문에 오일 펌프가 불필요하며 높

은 저널 편심량으로 인해 훨 불안정성(whirl inst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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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억제하는데 유리하다. 또한 시스템이 단순하여 관

리가 쉽고 여타 다른 베어링에 비하여 고온이나 고속

등 극한 환경에서도 운영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1].

하지만 압축성 유체인 공기 윤활 모델링과 복잡한 포

일 간 상호 작용 모델링의 난해함으로 인해 해석적 연

구가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Heshmat 등[2]은 범프 포일이 탑 포일에 가해지는

압력에 따라 선형적으로 변형한다는 가정하에 포일 베

어링의 하중지지능력을 수치적으로 계산하였다. Peng

등[3]은 공기 포일 베어링의 동특성을 예측하고 범프

포일과 공기 유막의 강성이 베어링 전체에 미치는 영

향을 분석하였다.

Heshmat[4]은 크기가 서로 다른 범프 포일을 사용하

여 하중지지능력을 2배 이상 향상시켰다. Dellacorte

등[5]은 포일 표면에 Al2O3를 코팅하여 베어링의 마모

특성을 향상시켜 고온과 저온 상태의 운영 조건에서

베어링의 수명이 연장됨을 보였다. Bruckner 등[6]은

온도가 증가하면 포일에 변형이 발생하여 하중지지능

력이 감소하고 압력이 증가하면 윤활 역할을 하는 공

기의 질량유량(mass flow)이 많아져 하중지지능력이

증가한다는 것을 보였다.

Heshmat 등[7]은 실험을 통하여 포일 패드 개수를

1개에서 3개로 증가시켰을 때에 고속에서의 안정성이

향상 된다는 것을 보였다. Kim 등[8]은 1패드 가스

포일 베어링의 범프 포일 밑에 얇은 금속 판재(metal

shim)를 추가하여 기계적 예압(mechanical preload)과

같은 효과를 주었다. 그리고 실험과 예측을 통하여 예

압이 적용된 베어링이 예압이 없는 베어링에 비하여

불안정성(instability)을 유발하는 비동기 진동 성분

(sub-synchronous)의 발생 속도를 지연시켰으며 진폭

(amplitude)을 감소시킨다는 것을 보였다. Koo 등[9]은

3패드 베어링이 1패드 베어링에 비하여 작은 회전체

동기 및 비동기 진동을 유발하고 비동기 진동을 210%

이상 지연시킨 다는 것을 보였다. 최근 Lee 등[10]은

3패드 가스 포일 저널 베어링(3 pad gas foil journal

bearing, 3 pad GFJB)의 기계적 예압의 증가에 따라

주강성은 증가하고 연성강성은 감소하여 안정성이 향

상됨을 보였다.

한편, Radil 등[11]은 베어링 간극(clearance)의 변화

에 따른 하중지지능력 계수를 분석하여 특정 간극에서

하중지지능력이 우수함을 보였다. Kim 등[12]은 간극

에 비하여 기계적 예압이 증가 할수록 주강성이 높은

값을 가지며 또한 낮은 편심량을 가진다는 것을 해석

적으로 증명했다. Walton 등[13]은 회전체-베어링 시스

템이 바닥과 수평 혹은 수직일 때 1, 2차 강체모드

임계 속도(critical speed)를 측정하여 두 가지 경우에

대한 각각의 안정성을 실험적으로 비교하였다.

이처럼 회전체-베어링 시스템에서 위험속도 해석 및

불안정성 해석은 고속 터보기계의 신뢰성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현재 국내외 많은 연구자들이 이 분

야에 연구를 하고 있지만 베어링의 기계적 예압 증가

와 회전축의 지평면에 대한 경사각 증가에 따른 고유

진동수와 불안정성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3 pad GFJB으로 지지되는

회전체-베어링 시스템에서 베어링의 기계적 예압과 회

전축의 경사각이 동시에 변화할 때 고유진동수와 불안

정성의 변화에 대해 해석하고 이에 따른 고속 터보기

계의 안정성을 향상시키는 방향을 제시한다. 

2. 해석 모델

2-1. 베어링 해석

Fig. 1은 범프 타입 3 pad GFJB의 개략도이다. 베

어링 하우징 내면이 점선으로 표기한 원이 아닌 로브

(lobe) 형태를 갖도록 기계적 예압이 적용되었다[10].

베어링 내면에 각각 3개의 탑 포일과 범프 포일이 키

(key)에 용접되어 베어링 하우징에 고정된다.

베어링의 해석을 위해서 공기유막을 등온, 등점성,

이상기체로 가정하여 (1)과 같은 압축성 유체를 위한

레이놀즈 방정식(Reynolds equation)을 적용하였다[8]. 

(1)

여기서, x, z, p, h, µ, Ω, R는 각각 원주방향 좌표

∂
∂x
----- ph

3∂p

∂x
------

⎝ ⎠
⎛ ⎞ ∂

∂z
----- ph

3∂p

∂z
------

⎝ ⎠
⎛ ⎞+ 6µΩR

∂ ph( )
∂x

------------- 12µ
∂ ph( )
∂t

-------------+=

Fig. 1. Schematic view of bump type 3 pad gas foil

journal bearing (GFJ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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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θ), 축방향 좌표, 윤활 공기유막의 압력, 공기유막

두께, 공기 점도, 회전 각속도, 저널 반지름을 나타낸다.

Table 1은 해석에 사용된 3 pad GFJB의 주요 치

수를 보여준다. 베어링의 직경은 40 mm, 간극(radial

clearance)은 60 µm이고 베어링 하우징에 30 µm의

기계적 예압이 적용되었다.

Fig. 2는 3pad GFJB의 회전체의 회전 속도에 따른

(a) 강성 계수(stiffness coefficient)와 (b) 감쇠 계수

(damping coefficient)를 보여준다. 주강성(KXX)은 회전

속도 약 30 krpm을 기준으로 강성 계수가 비선형적으

로 감소하다 다시 선형적으로 증가한다. 주강성(KYY)은

회전 속도에 선형적으로 증가한다. 일반적으로 연성강

성(KXY, KYX)은 주강성(KXX, KYY)에 비하여 작은 값을

가진다. 반면 주감쇠(CXX, KYY)는 회전 속도가 증가할수

록 비선형적으로 감소하고 연성감쇠(CXY, CYX)는 대체

적으로 주감쇠보다 작은 일정한 값을 보인다.

2-2. 로터 다이나믹 해석

Fig. 3은 회전체역학 해석에 사용된 영구자석 모터

회전축의 사진이다. 회전축은 좌측의 커넥팅 로드

(connecting rod)와 우측의 스러스트 칼라(thrust

collar)로 구성되어 있고 두 개의 3 pad GFJB로 지지

된다. 회전축의 길이는 244 mm, 직경은 40 mm, 무

게는 19.36 N이다. 최대 구동속도는 100,000 rpm이다.

Fig. 4는 회전축의 유한요소 모델로 총 35개의 요소

로 나누어졌으며, 각 요소의 밀도(density, ρ), 탄성 계

Table 1. Specification of 3pad GFJB

Parameter Value

Bearing diameter 40 mm

Bearing length 35 mm

Radial clearance(c) 60 µm

Mechanical preload(rp) 30 µm

Preload offset 0.5

Foil 1 – arc length 120o

Bump foil thickness 127 µm

Bump pitch 4.57 mm

Bump half length 1.81 mm

Bump height 0.50 mm

Foil elastic modulus 214 GPa

Foil poisson’s ratio 0.29

Friction coefficient 0.1

Fig. 2. Stiffness and damping coefficients vs. rotor speed.

Load: 9.68 N, Vertical load (180o).

Fig. 3. A photo of test rotor with thrust collar[14].

Fig. 4. Finite element model of test ro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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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elastic modulus, E)와 전단 계수(shear modulus,

G)를 그림에 표기하였다. 회전축은 중간에 영구자석을

포함하고 있으며 베어링 위치부는 중공축(hollow

shaft)으로 이루어져 있다. 

Fig. 5는 선형 해석을 통해 예측한 회전 속도에 따

른 1, 2차 강체모드(rigid mode, forward)의 (a) 고유

진동수(natural frequency)와 (b) 감쇠비(damping ratio)

의 결과이다. 100,000 rpm 이하에서는 총 2개의 고유

진동수가 존재한다. 1차 mode의 경우는 원통형

(cylindrical) 형상을, 2차 mode는 원뿔형(conical) 형상

을 가진다. 각 mode의 고유진동수가 동기(synchronous)

직선과 교차하는 5,000 rpm과 11,400 rpm에서 회전

체-베어링 시스템의 고유진동이 발생함을 예측한다.

한편 감쇠비가 양의 값을 가지면 진동의 진폭이 시

간에 따라 감소하여 안정화되지만, 감쇠비가 음의 값

을 가지는 경우에는 진폭이 증가하여 불안정성을 갖게

된다. 이는 실제 구동에서 큰 진폭을 갖는 비동기 진

동 성분(subsynchronous)으로 나타난다[8]. 감쇠비가

음의 값을 갖는 지점은 불안정성 발생 속도(onset

speed of instability, OSI)로 정의된다.

해석 결과 1차 mode의 경우 100,000 rpm이내에서

항상 양의 값을 가져 안정한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2차 mode는 47,500 rpm (OSI) 이상에서 불안정성이

발생한다. 2.3절의 다양한 해석 케이스들도 위와 동일

한 방법으로 해석을 수행하였다.

2-3. 해석 케이스

Table 2는 3pad GFJB의 조립 간극과 예압이 회전

체의 고유진동수와 고속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

하기 위해 선정한 12세트의 수치를 보여준다. 조립 간

극(cm)은 베어링의 최소 간극(minimum clearance)으로

서 간극(c)에서 기계적 예압(rp)을 뺀 값이며 예압비(r)

는 기계적 예압을 간극으로 나눈 값이다. 조립 간극은

10, 30, 50 µm로 선정하였으며 각 조립 간극에 대하

여 예압비는 0, 0.33, 0.50, 0.67이다.

Table 3은 회전축의 경사각에 따른 3pad GFJB에

가해지는 하중을 나타낸다. 회전체-베어링 시스템이 바

Fig. 5. Natural frequency and damping ratio vs. rotor

speed.

Table 2. 12 GFJB configurations with different bearing

clearances and preloads

Assembly

clearance

(cm = c − rp)

Clearance

(c)

Preload

(rp)

Preload ratio

(r = rp/c)

10 µm

10 µm 0 µm 0

15 µm 5 µm 0.33

20 µm 10 µm 0.50

30 µm 20 µm 0.67

30 µm

30 µm 0 µm 0

45 µm 15 µm 0.33

60 µm 30 µm 0.50

90 µm 60 µm 0.67

50 µm

50 µm 0 µm 0

75 µm 25 µm 0.33

100 µm 50 µm 0.50

150 µm 100 µm 0.67

Table 3. Bearing loads for increasing rotor angles

Rotor angle Bearing load

0o 9.68 N

30o 8.38 N

60o 4.84 N

90o 1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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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과 수평인 0o를 기준으로 30o, 60o 그리고 수직으로

세워진 90o에 대하여 해석 케이스를 선정하였다. 19.36

N의 하중을 갖는 회전축을 두 개의 3 pad GFJB 이

동일한 하중 9.68 N을 나누어 지지한다고 가정하였다.

경사각이 증가할수록 베어링이 지지하는 하중은 감소

하여 수직인 90o에서는 지지하는 하중이 없으므로 해

석 가능한 상대적으로 작은 값인 1 N으로 가정하여

해석을 수행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고유진동수

Fig. 6은 조립 간극 (a) 10 µm, (b) 30 µm, (c)

50 µm에 대하여 회전축의 경사각과 예압비(r)에 따른

1차 고유진동수 변화를 3차원 그래프로 보여준다. 1차

고유진동수는 대체로 회전축의 경사각이 감소함에 따

라 증가하며, 예압비가 0.33까지 증가함에 따라 증가

하였다가 다시 감소하는 경향을 갖는다.

Fig. 7은 2차 고유진동수 해석 결과로서 회전축의

경사각과 예압비에 대한 고유진동수의 변화를 보다 뚜

렷이 보여준다. 1차 고유진동수와 마찬가지로 회전축의

경사각이 감소할수록 증가하며, 예압비가 0.33까지 증가

함에 따라 고유진동수가 증가하였다가 다시 감소한다.

이러한 경향은 기계적 예압의 변화와 하중의 변화가 베

어링의 강성에 영향을 주기 때문으로 사료된다[10].

Fig. 6. 1
st
 mode natural frequency vs. rotor angle for

increasing preload ratio.

Fig. 7. 2
nd

 mode natural frequency vs. rotor angle for

increasing preload ra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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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조립 간극이 감소함에 따라 베어링의 강성이

증가하여 1, 2차 고유진동수는 모두 뚜렷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3-2. 불안정성 발생 속도

Fig. 8은 조립 간극 (a) 10 µm, (b) 30 µm, (c)

50 µm에 대하여 회전축의 경사각과 예압비 증가에 따

른 1차 mode의 불안정성 발생 속도(OSI)를 나타낸다.

조립 간극이 10 µm인 경우 최대 운전 속도 범위를

초과하는 150,000 rpm에서도 회전축의 경사각과 베어

링의 예압비에 관계없이 불안정성이 발생하지 않는다.

조립 간극이 30 µm와 50 µm에서는 기계적 예압이

존재하지 않을 때에는 경사각에 상관없이 불안정성이

발생하지 않지만, 기계적 예압비(r)가 0.33까지 증가

함에 따라 OSI가 급격히 감소하였다가 이후 다시 증

가하는 경향을 갖는다. 또한, 기계적 예압이 존재할

경우에는 회전축의 경사각이 증가할수록 OSI가 감소

한다.

Fig. 9는 2차 mode에서의 해석결과를 보여준다. 조

립 간극이 10 µm인 경우 150,000 rpm까지 회전축

의 경사각과 베어링의 예압비에 관계없이 불안정성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조립 간극이 30 µm와 50

µm로 증가할 경우 1차 mode와 마찬가지로 회전축의

경사각이 증가할수록, 그리고 기계적 예압비(r)가 0.33

까지 증가함에 따라 OSI가 감소하였다. 기계적 예압

비(r)가 0.33이상에서는 OSI가 다시 증가하는 경향을

Fig. 8. 1
st
 mode onset speed of instability vs. rotor angle

for increasing preload ratio.

Fig. 9. 2
nd

 mode onset speed of instability vs. rotor angle

for increasing preload ratio.



가스 포일 베어링으로 지지된 고속 회전체의 경사각과 베어링의 기계적 예압이 고유 진동수와 불안정성 발생 속도에 미치는 영향 137

Vol. 30, No. 3, June, 2014

갖는다.

요약하건대, 해석 결과는 조립 간극과 회전축의 경

사각이 작을수록 안정성이 향상되는 경향을 보여준다.

또한, 베어링의 기계적 예압 또는 반경방향 간극(c =

cm + rp)이 작을수록 일반적으로 안정성 향상에 유리함

을 알 수 있다.

4. 결 론

유체 동압(Hydrodynamic) 베어링의 한 형태인 가스

포일 저널 베어링(GFJB)은 회전속도에 따라 공기 유

막의 강성과 감쇠계수가 변하기 때문에 회전기 시스템

의 고유진동수와 감쇠비 해석을 통한 불안정성 예측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안정성이 뛰어난 것

으로 알려진 3pad GFJB의 회전 속도에 따른 강성과

감쇠 계수를 해석을 통해 예측하였으며, 회전축의 경

사각과 베어링의 기계적 예압이 소형 영구자석 전동기

회전체 시스템의 1, 2차 mode 고유진동수와 불안정성

발생 속도(OSI)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였다. 본 연구

를 통해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일반적으로 회전 속도가 증가할수록 3 pad

GFJB의 주강성은 증가하고 연성감쇠는 감소한다. 또

한 주강성과 주감쇠는 연성강성 및 연성감쇠 보다 큰

값을 갖는다.

2) 회전 속도가 증가할수록 3 pad GFJB으로 지지

된 소형 영구자석 전동기의 1, 2차 mode 고유진동수

는 증가하고 감쇠비는 감소한다.

3) 일반적으로 회전체의 경사각이 감소할수록 그리

고 기계적 예압이 감소할수록 1, 2차 mode의 고유진

동수와 불안정성 발생 속도(OSI)가 증가 하여 안정성

이 향상된다.

4) 일반적으로 작은 베어링 간극과 조립 간극을 유

지하는 것은 불안정성 발생 속도를 늦추어 고속 회전

시 안정성 향상에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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