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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산업플랜트에서 회전기계의 파손은 보수 및 교체를 위한 직접적인 

비용 손실을 일으키며, 플랜트 가동 중단 등 추가적인 손실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불평형에 의한 진동은 가장 많이 

발생하는 파손 원인 중 하나이다.  

이에 대한 상태감시 수단 중 하나로 베어링의 수명 예측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어 왔다. 하지만 예측의 정확성이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연구를 중심으로만 발전하였다. 따라서 현장에서의 기계 운용 중에 

변경되는 하중에 따른 수명의 변화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을 이용하여 

하중 변화에 대한 수명 변화의 민감도를 확인하는 연구를 하였다. 

간단한 실험체에 불평형 질량을 주어 하중의 변화를 만들었고 그 응답을 

가속도 값으로 측정하였다. 주파수 응답함수를 이용하여 베어링에서 

받는 하중의 변화를 예측하였다. 이를 이용하여 수명의 변화를 예측하고, 

단위 가속도 값 변화에 대한 수명 변화의 민감도를 확인 하였다.  

모든 산업기기는 고유의 특성을 가지며, 각 하중에 대한 민감도도 

다르다. 따라서, 정상상태에서 높은 진동 값을 가지거나 운전조건 

변경이 요구되는 기기에 대해 하중 변화에 대한 민감도를 확인 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보다 정확한 유지 보수 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기기 파손에 의한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어 : 베어링, 수명예측, 주파수응답함수, 불평형 진동, 회전기계 

학   번 : 2016-2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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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제 1 절 회전기계의 진동 문제 

 

산업플랜트에 운용하는 회전기계의 진동 문제는 현장에서 겪는 

문제들 중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 중 하나이다. 특히, 산업용 회전기계는 

각 공정에서의 사용 목적에 따라 특별한 사양을 가지고 주문 제작 된다. 

따라서 대량 생산 체제에서 생산 및 사용되는 일반 기계와 다른 성격의 

진동 문제가 있다. 해당 기계가 사용되는 공정의 온도, 압력 등 운전 

조건이나 주변기기들의 구성에 따라 진동의 원인이나 현상이 다르게 

나타난다. 그래서 진동발생의 예측이 어렵고 발생한 이후에도 이를 

해결하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산업용 회전기기의 

진동은 진동 저감 기술 외에 진동 현상을 분석해서 그 원인을 찾고 

해결하는 기술 또한 중요하다. 이러한 산업의 요구에 맞추어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ISO) 에서는 기계의 

상태감시 기술에 대한 자격 인증 제도 (ISO 18436)[1], 회전기계의 

진동평가 기준 (ISO 10816)[2] 등 다양한 규격을 발행하고 있다. 

 

산업용 회전기계의 진동과 관련된 기술들은 각 공장이나 발전소의 

운전에 적용이 되는데, 전체 설비의 상태감시를 위한 계기 

(Instruments) 구성이나 제어 논리(Control logic), 설비점검 계획 

(Overhaul maintenance plan) 등의 형태로 반영이 되고 있다. 이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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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기를 포함한 전체 시스템 구성의 선택이나 제어논리의 설정은 

산업플랜트의 설계 및 건설단계에서 확정 되는 것이므로 초기 

투자비용에 포함되는 사항들이다. 하지만, 설비 점검 및 유지 보수에 

소요 되는 비용은 공장을 운전하는 기간 전체에 사용되므로, 각 

플랜트의 영업이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된다. 예를 들어, 

특정 기계에 고장이 발생할 경우 정비를 위해 플랜트의 일부 혹은 전체 

운전을 정지 시켜야 하며 이 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생산 손실이나 

부품교체를 통해 발생하는 비용은 연간 영업이익에 마이너스로 작용하게 

된다.  

 

회전기계에서 발생하는 주요 기계결함은 다음과 같다. [15] 

 

 공진과 임계속도 

 질량 불평형 

 축정렬불량 

 헐거움 

 왜곡 

 맥놀이현상 

 베어링 결함 

 기어결함 

 

회전기계를 구성하는 수많은 부품 중에서 교체가 가장 빈번이 

발생하며 상태감시에 중요한 기준이 되는 부품은 베어링이다. 

회전기계는 구조적 특성상 회전부와 고정부를 연결하는 부분인 베어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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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적으로 필요하며, 회전 운전시 발생하는 진동에 의한 힘은 곧바로 

베어링으로 전달이 된다. 따라서, 베어링은 회전기계에서 진동에 의한 

고장이 발생할 경우 가장 먼저 파손되는 부품이며 실제로 각 플랜트에서 

가장 많이 교체되는 부품 중 하나이다. 전 세계적으로 매년 생산 되는 

베어링은 약 100억개에 달하는데 이 중 고장에 의해 교체되는 베어링은 

0.5 % 에 불과하며 유지보수 계획에 의해 교체되는 베어링은 약 9.5 % 

에 달한다. 즉, 매년 950,000,000 개의 베어링은 설계된 수명만큼 

사용되지 못하고 유지보수 계획에 의해 사전 교체되는 것이다. [3] 

이것은 각 산업 현장에서 베어링의 수명 예측을 적절하게 할 수 있다면 

매년 10억개의 베어링이 버려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을 단순 

수치를 통해 알 수 있다.  

 

 

[Fig.1]베어링 수명과 파손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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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어링의 수명 예측은 1950 년대부터 발표된 연구들을 시작으로 

발전하기 시작했다. 대표적으로 Lundberg 의 베어링 동하중 연구 

[4]와 Harris 의 베어링 수명예측의 신뢰성에 대한 연구 [5] 를 들 수 

있다. 국내에서는 최근 김태완의 응력에 기반한 접촉피로수명에 대한 

연구가 있다. [6] ISO 281 에서는 베어링 수명 계산을 위한 계산식을 

제공하고 있으며, 수명과 관련된 최근 기술 수요 및 트랜드를 잘 

정리하고 있다. [7] 그리고 주요 베어링 제작업체에서는 예측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베어링 디자인과 하중의 특성이 반영된 요소와 

관련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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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베어링 진동 

 

베어링은 회전체의 상태 변화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므로 베어링의 

상태를 감시하는 것이 전체 회전기기 시스템의 상태를 판단하는 주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 American Petroleum Institute (API) 에서 

발행하는 규격 중 회전기계의 상태 감시와 관련된 API 670 (Machinery 

protection system) [8] 에서는 상태 감시에 사용되는 여러 측정방법에 

대한 적용과 최소 요구조건 등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또한 ISO, API 

에서 발행하는 국제 규격에는 베어링의 진동 값에 대한 승인 기준을 

두고 있으며, 여기서 제시하는 값은 기계 검사의 승인 기준이 되거나 

온라인 상태감시에서 Alarm 혹은 Shutdown 설정값 기준이 되고 있다. 

[9][10] 

 

하지만, 규격에서 제시하는 기준은 회전기계를 설계하는 엔지니어나 

구매자의 판단을 돕는 가이드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엔지니어링 업무의 

절대적인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API 610 에서 제시하는 

진동 값 승인 기준인 “unfiltered vibration 3.0 mm/s” 를 적용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자. [11] 검사를 받는 여러 기계가 같은 3.0 mm/s 의 

진동 값을 나타낸다 하더라도 각 기계 시스템의 고유한 특성인 재질, 

질량, 강성, 구조적 형상 등에 따라 기계가 영향을 받는 힘에 차이가 

있다. 즉 진동에 의해 발생하는 힘에 차이가 있더라도 동일한 진동 값을 

나타낼 수 있으며, 단위 진동 값의 변화가 발생했을 때 각 기계가 받는 

힘의 크기 변화가 다를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어떤 기기의 검사에서 2.9 

mm/s 의 진동 값을 나타냈다면, 승인 기준은 만족하는 것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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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시스템의 안정성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  

플랜트에 적용되는 모든 기계에 대해 각각의 응답특성 

(Magnification factor, R)을 알고 이를 데이터화 할 수 있다면 진동 값 

변화에 대한 힘의 변화를 예측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를 통해 기계 

상태나 베어링 수명 예측 등이 가능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데이터베이스를 갖추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며, 실제 

산업에서 적용하기 어렵다. 본 연구에서는 주파수 응답함수를 이용하여 

간단한 실험을 통해 회전체의 진동 값 변화에 따른 힘의 변화를 

산출한다. 이를 통해 베어링의 수명 계산식에 대입하여 변화를 예측해 

보려고 한다. 회전체 진동의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중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불평형 질량에 의한 진동으로 한정하였다. 

 

2장에서는 실험 설비 구성 및 방법론 대해 기술하며, 적용한 방법에 

대한 검증에 대해 설명한다. 3장에서는 각 실험 조건에서 측정한 

데이터를 이용하여 실험 설비에 가해지는 힘에 대해 정리하였다. 

4장에서는 실험 설비에 적용된 베어링의 수명 변화에 대해 정리 한다. 

그리고 마지막 5장에서는 본 연구에서 적용한 실험방법의 현장 적용 및 

기타 활용 방안 등에 대해 정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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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실험 설비 및 방법론 

 

 

제 1 절 실험 설비 구성 

 

본 연구를 위해 실제 산업에서 적용되는 펌프, 컴프레서, 터빈 등의 

회전기계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실험이 될 것이다. 하지만 

불평형 질량을 붙여서 가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이나 설비 

설치에 필요한 공간, 비용적 측면에서 많은 제한이 있다. 이를 

고려하여 보다 작은 회전기기를 대상으로 한다. 이번 실험에서는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선풍기를 이용하였다. 선풍기는 산업용 

회전기계와 비슷하게 임펠러, 회전축, 모터, 베어링으로 구성 되어 

있다. 그리고 크기가 작기 때문에 선반에 고정하기 쉽고, 주변 

환경에서 받는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8

 

[Fig.2] 실험체 고정상태 측면 

 

선반에 고정된 실험체의 구성은 fig.2 와 같다. 기본 선풍기 

구조에서 진동에 영향을 받아 떨림을 만들거나 댐핌이 될 수 있는 

부분은 모두 제거 하였다. 모터의 하우징은 회전부를 직접적으로 감싸고 

있으며 베어링 하우징과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실험체에서 가장 강성이 

큰 부분이므로 강철 선반에 직접 고정하였다. 강철 선반은 실험체 대비 

질량이 매우 크므로 실험체를 지지하기에 충분하다. 

 

 모터의 전면과 후면부에 위치한 각 베어링에 가속도 센서를 부착 

하였다. 센서의 설치 방법에는 나사고정, 접착제, 자석 흡착, 양면 

테이프 등의 방법이 있다. 센서와 측정 대상 사이의 설치 방법에 따라 

진동 특성이 변할 수 있으므로 매우 중요 하다. 이 중 나사고정이 공진 

진동수가 가장 높고 비교적 노이즈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계측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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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하지만 현장에서는 운용중인 설비에 새로 나사구멍을 만드는 것이 

어렵다. 따라서 접착제나 자석 흡착 방법을 주로 사용한다. 본 

실험에서는 실험체 구조가 작고 곡면으로 구성된 면이 많아 센서를 직접 

부착하기에 적합하지 않았다. 따라서 베어링 하우징 면에 에폭시 

(Epoxy) 를 이용한 큐브를 만들어 부착 하였다. 그리고 접착제를 

이용하여 에폭시 큐브위에 가속도 센서를 설치 하였다. 

 

 

[Fig.3] 가속도 센서 부착 위치 

 실험에 필요한 모터 하우징과 회전체 이외의 부품을 제거하였으나 

모두 제거할 수는 없었다. 기존 선풍기 구조에서 필요한 지지대와 

선풍기 조작 및 전력공급을 위한 전선은 그대로 두었다. Figure 4 는 

불필요한 부분은 제외하고 실험설비에 주요한 구성을 간단한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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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4] 실험설비 구성 개략도 

 

 

 

 

 

 

 

 

 

 

 

 

 

 

 



 

 11

제 2 절 주파수 응답함수를 이용한 방법론 

 

Figure 5 에서 1번 지점에 해당하는 부분을 Impact 해머로 충격을 

주었을 때 2번 지점에서 측정되는 가속도를 측정한다.  

 

 

 

[Fig.5] 주파수 응답함수 측정 위치 

 

여기서 측정되는 주파수 응답함수 h12 는 1번 지점과 베어링이 

위치한 2번 지점 사이에서 가진에 대한 응답을 나타내는 고유한 

특성이다. 이것을 이용하면 실제 불평형 힘을 부여 했을 때 2 지점에서 

측정되는 가속도 값을 대입해서 1 지점에서 받는 힘을 추측할 수 있다. 

이를 수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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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평형 힘에 의해 1 지점에 가해지는 힘의 크기는 계산으로 구할 

수 있는데, 불평형 질량과 중심으로부터의 거리 그리고 각속도 제곱의 

곱으로 구할 수 있다.  

 

 

 

 

계산식으로 구한 힘과 위의 주파수 응담합수를 이용해 구한 힘의 

크기를 비교하면 오차를 구할 수 있는데, 이를 통해 본 연구에서 주파수 

응답함수를 이용해 힘을 구하는 방법이 적합한지를 검증하였다. 

 

Condition 

Experimental 

Value 

Theoretical 

Value 

Error 

Mass 1 @ high 

speed 

2.595 N 2.338 N 10.99% 

Mass 2 @ high 

speed 

5.258 N 4.675 N 12.47% 

 

[Fig.6] 이론값과 실험값의 비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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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평형 질량의 크기에 변화를 주며 실험을 하였고, 계산을 통해 

얻은 힘의 값과 실험을 통해 얻은 힘의 값이 각각 10.99 % 와 

12.49 %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와 같은 오차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을 사전에 예측할 수 있었는데, 이러한 판단에는 

실험체에 대해 다음과 같은 변동사항이 발생할 수 있음을 고려하였기 

때문이다. 

 

 임펠러가 완전한 강체가 아닌 플라스틱으로 이루어졌으므로 

회전 중 약간의 변형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것이 응답의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 

 소형 모터이기 때문에 불평형 질량과 이에 동반되는 불평형 

힘에 의해 회전속도가 조금 감소할 수 있다. 

 충격 가진을 한 위치와 임펠러 중심의 위치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  

 

종합하면, 위 비교 검증에서 10% 내외의 오차가 발생 하였으며 그 

결과, 동일한 방법으로 베어링의 힘을 측정 하는 것에 신뢰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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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불평형 가진 실험 

 

 

제 1 절 실험 조건 

 

불평형은 회전체의 이상 중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현상이다. 

회전기기에서 불평형은 축 중심과 질량 중심이 일지 하지 않을 때 

발생한다. 이러한 불평형은 회전시스템을 구성하는 부품 전체의 

결합상태에서 발생하거나 혹은 개별 부품에서 발생하기도 한다. 따라서 

기기의 중요도에 따라 검사 단계에서 요구하는 항목이나 승인기준이 

달라진다. 산업기기에서 불평형이 발생하는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며, 주요 원인은 다음과 같다. [14] 

 

 회전체 각 부품의 제작 및 가공 오차 

 축에 임펠러나 베어링 등을 결합할 때 생기는 오차 

 결합에 필요한 키 홈 등과 같은 축의 비대칭성 

 고온 환경에서 운전할 때 발생되는 회전축의 열적 굽힘 

 임펠러 일부가 떨어져 나가거나, 이물질 흡착 등 

 

  2장 방법론에서 언급한 이론식에서 볼 수 있듯이, 회전체에서 

발생하는 불평형 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인자는 질량 m, 각속도 ω 

그리고 회전체 중심으로부터의 거리 e 다. 본 실험에서는 이 세가지 

인자 중 질량과 각속도를 변수로 선정하였으며, 이에 따르는 가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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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의 변화를 측정하기로 한다. 동일한 질량의 소형 너트를 임펠러에 

직접 부착하여 불평형을 만들었으며, 부착 시 사용된 테이프의 무게는 

무시한다. 속도 변화는 실험체 모터에 기본 설정된 속도 단계 중 미풍, 

강풍에 해당하는 단계를 활용하였으며, 타코미터를 이용해서 직접 

측정하였다.  

 

1) 불평형 질량 m 

Mass 1 = 2.19 [gram] 

Mass 2 = 4.38 [gram] 

 

2) 각속도 ω 

저속 = 49.3 [m/s] 

고속 = 81.7 [m/s] 

 

3) 회전체 중심으로부터 불평형량의 거리  

e = 0.16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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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실험 측정 결과 

 

Figure 7 은 저속 조건에서 2번 지점 (전면 베어링)에서 측정된 

가속도 변화에 대한 그래프 이다. 너트 1개를 부착했을 때 보다 너트 

2개를 부착했을 때 가속도 값이 두 배로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회전수와 동일한 1X 주파수에서 높은 가속도 값을 보이는데, 이것은 

불평형 상태에 있는 회전체에서 발생하는 현상으로써 설비진단 시에 

활용되는 현상이다. 회전 주파수 보다 높은 구간에서 조화 성분인 2X, 

3X, 4X 에 해당하는 주파수 에서도 응답이 나오고 있으며 이것은 

회전기기에서 일반적으로 나올 수 있는 진동 성분이다. 그리고 약 95 

Hz 부근에서 조화 성분과 상관없이 높은 가속도 값이 나오고 있는데, 

이 주파수가 실험 시스템의 1차 고유 진동수에 해당한다.  

 

 

[Fig.7] 저속조건, 전면부 베어링의 가속도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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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실험에 앞서 주파수 응답함수를 이용한 방법론의 검증을 위해 

impact test 를 수행했었는데, 이 실험에서 주파수 응답 함수뿐만 

아니라 시스템의 고유진동수도 측정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때 확인한 

고유진동수가 [fig.7] 에서 보여지는 고유 진동수와 일치한다. 시스템의 

1차 고유 진동수가 회전수 주파수 보다 약 10배 정도 높은 주파수를 

보이는데, 이것은 가진 주파수가 되는 회전수 주파수가 고유 진동수 

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므로 시스템에 가하는 진동이 특정한 mode 

shape 을 가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불평형량이 발생한 

임펠러와 이를 전달하는 회전축, 그리고 힘을 받는 베어링이 연결된 

부분에서 발생하는 각각의 응답에 변위차이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베어링에서 측정한 가속도 값을 이용해서 예상하는 힘의 값이 충분히 

신뢰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만약에 시스템의 고유진동수가 회전수 

주파수 보다 낮은 주파수를 가지고 있었다면, 시스템의 운동형태가 특정 

nodal point 를 기준으로 변위차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런 경우라면, 

가속도의 측정 위치나 impact test 시 해머링한 지점이 nodal point 가 

될 수도 있으므로 nodal point 를 찾는 작업이 동반되어야 한다. 

 

Figure 8은 고속 조건에서 전면부 베어링에서 측정한 가속도 

그래프 이며, [Fig.9] 과 [Fig.10]는 동일한 조건하에 후면부 

베어링에서 측정한 가속도 값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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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8] 고속조건, 전면부 베어링의 가속도 그래프 

 

 

 

[Fig.9] 저속조건, 후면부 베어링의 가속도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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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10] 고속조건, 후면부 베어링의 가속도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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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베어링의 동등가하중 

 

베어링은 회전기기에서 회전부와 고정부 사이를 연결해 주는 

부품이다. 운전 중 회전부에서 발생하는 충격이나, 회전부의 자중 등 

모든 하중을 받아 고정부로 전달하게 된다. 따라서 전달 되는 하중을 

모두 고려해 주어야 하며 이 하중을 이용해서 수명 계산에 반영해야 

한다. ISO 76 (Rolling bearing – Static load rating) 에서는 베어링에서 

가장 큰 힘을 받는 중심 지점에서 베어링 직경의 0.0001배에 해당하는 

영구변형이 내륜과 외륜에 발생시키는 힘을 정하중 (Static load 

rating)으로 정의 하였다. 그 크기는 베어링 종류에 따라 아래와 같은 

계산상에 접촉하중을 발생시키는 힘을 의미한다. [12] 

 

Self-alignment ball bearing = 4,600 [Mpa] 

Ball bearing = 4,200 [Mpa] 

Roller bearing = 4,000 [Mpa] 

 

 

베어링이 받는 하중을 방향에 따라 나누면 회전 방향(radial)과 

축(axial) 방향으로 나누어서 볼 수 있다. 베어링 수명 계산을 위해서 

회전 방향과 축 방향 중 한가지만 적용하는 경우도 있으나, 실제로는 두 

하중이 모두 고려되어야 한다. 이 경우 각 하중의 방향과 크기가 운전 

중에 변할 수 있으므로 수치상의 하중을 실제 하중과 동등한 값으로 

환산하여 적용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를 동등가 하중 (Equivalent 

Dynamic radial load rating, P) 이라 한다. [12] 따라서 정확한 수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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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을 위해서는 각 방향에 대한 하중을 측정하여 계산을 통한 동등가 

하중을 고려해야 한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불평형 힘에 의한 수명 

변화를 다루므로 주파수 응답함수를 통해 예측한 하중만을 동등가 

하중으로 고려할 것이다. 그러므로 수명 계산식에 회전부의 자중이나 

기타 하중의 영향을 제외하였으므로 실제보다 하중이 적게 고려되는 

것을 감안한다. 

 

다음 그래프는 가속도측정을 통한 실험데이터를 상기 2장에서 

언급한 방법으로 하중을 구한 것이다. 

 

 

 

[Fig.11] 저속조건, 전면부 베어링의 하중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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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12] 고속조건, 전면부 베어링의 하중 그래프 

 

 

[Fig.13] 저속조건, 후면부 베어링의 하중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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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14] 고속조건, 후면부 베어링의 하중 그래프 

 

Figure 11 에서 Figure 14 까지, 각 실험 조건에 대한 하중 

그래프를 비교해 보면 실험 시스템에 대한 몇 가지 특징을 찾을 수 있다. 

우선 시스템에 가해지는 하중은 속도의 변화 보다 불평형 질량의 변화에 

더 크게 영향을 받는다. 그리고 동일한 불평형 질량에 대해 후면부 

베어링 보다 전면부 베어링에서 받는 힘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불평형 질량에 의한 힘의 발생 지점이 전면부 베어링에 보다 

가깝게 위치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불평형 힘이 전면부 

베어링을 거쳐 후면부 베어링까지 전달되는 과정에서 일부 감소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Transfer Path Analysis (TPA) 방법으로 힘의 

전달경로를 분석하면 시스템의 특성을 보다 명확하게 알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분석 방법은 현장에서의 적용이 어려운 것을 감안 하여 

본 연구에서는 제외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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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베어링 수명 변화 

 

 

제 1 절 베어링 수명 계산식 

 

ISO 281 (Bearing life standard) 에서는 베어링의 수명에 대해 

L10 life 라는 개념에 대해 언급한다. L10 life 는 동일한 디자인의 

베어링을 동일한 조건에 적용했을 때, 전체 베어링 중 90%의 베어링이 

파손 없이 살아남는 회전수를 의미한다. [7] L10 life 는 베어링이 

적용되는 여러 산업과 각 제작사에서 동일한 의미로 적용된다. 특히 

산업용 회전기계에서는 이 L10 life 에 기기 운전 회전수를 반영하여, 

년 단위로 표현하기도 한다.  

 

 

 

C : Basic dynamic load capacity  

P : Equivalent dynamic load (force)  

p : Exponent of life equation 

 (3 for ball bearing, 10/3 for roller bearing) 

 

여기에 bearing reliability, properties, operating condition 등을 

고려한 factor 를 곱하여 계산상의 정확도를 높이는 방법이 있으며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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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어링 제작사 별로 경험에 의한 factor 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상기 계산식에서 Dynamic load, P 는 3장에서 얻은 베어링 하중을 

적용한다. 그리고 Load capacity 에 해당하는 C 값은, A 베어링사에서 

제공하는 bearing basic load rating 값을 사용하였다. [13] 

실험시스템에 적용된 베어링과 사이즈에 가장 근사한 모델 값을 

선정하였으며, 적용된 베어링 사이즈는 다음과 같다. 

 

Bore diameter : 4 [mm] 

Outer diameter : 7 [mm] 

Width : 2.5 [mm] 

Applied basic dynamic load capacity : 0.143 [k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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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베어링 수명 변화 

 

상기 1절에서 언급한 베어링 수명 계산식을 토대로 계산한 결과를 

[Fig.15] 에 나타내었다. 실험시스템에서 주어진 조건 중 mass 1개 를 

부착해서 저속에서 회전시켰을 때 후면부 베어링이 받은 힘이 가장 작은 

하중으로 나타났으며 그 크기는 약 1 newton (N) 정도다. 그리고 mass 

2개를 부착해서 고속으로 회전시켰을 때 전면부 베어링이 받는 힘이 

가장 큰 경우로 나왔으며 크기는 약 5 N 정도다. 가장 작은 힘을 받는 

경우에 베어링의 수명은 약 2000년 정도로 나타난다. 이 경우, fig. 

1에서 언급한 것처럼 베어링이 시스템보다 긴 수명을 가지는 90%의 

경우에 해당 된다. 하지만 가장 큰 힘인 5N 의 경우에 수명이 약 25년 

정도로 줄어든다. 받는 하중은 5배로 늘어 났지만 수명은 약 100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드는 것이다. 각 최저 최고 조건에서의 가속도 값을 

비교하면 8배 정도 차이가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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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15] 베어링 예상 수명 그래프 

 

실험에서는 안전상의 이유로 보다 큰 불평형 하중을 부여하지 

않았다. 불평형 질량 1개를 더 부착 하더라도, 시스템에서 받는 하중이 

얼마나 증가할지 알 수 없으며, 자칫 파괴 하중을 초과할 수도 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단순 수치적으로 하중을 증가 시켰을 때 예상되는 

수명 변화를 점선으로 표시하였다. 최대 하중보다 2배 많은 10N의 

경우에 수명이 10년 이하로 떨어지며, 약 20N을 부과하면 즉시 파괴를 

예상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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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론 

 

 

제 1 절 결과 

 

앞서 3장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4장에서 예측한 수명 계산은 

불평형 힘 이외의 하중들이 제외 되었다. 따라서 실제 수명은 이보다 

작아질 것이며, 하중 변화에 대해 수명 변화가 가지는 민감도는 훨씬 클 

것으로 예상 할 수 있다. 

 

본 실험 시스템에서는 정상운전 상태에서 가속도 값이 0.01 m/s2 

만큼 증가하면, 베어링이 받는 하중은 약 1 newton 이 증가하며, 

수명은 약 3분의 1로 줄어 든다. 여기서 가속도 값이 0.01 m/s2 만큼 

추가로 증가하면 하중은 약 2 newton 이 증가하며, 수명은 80분의 1 

만큼 줄어 든다. 따라서 단위 가속도 값의 증가에 대해 동일한 비율로 

하중이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실험에 사용된 

시스템은 가속도 변화에 대한 하중의 변화가 매우 민감하여 작은 가속도 

값의 변화에 큰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실험 중에 얻은 가속도 최대 

값의 약 두 배가 되는 0.07 m/s2 이상이 되면 시스템에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가속도 값을 alarm 값으로 

선정하고 해당 alarm 값에 도달하면 즉시 운전을 멈추거나 단 기간 

내에 벨런싱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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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현장 적용 

 

그 동안 산업 현장에서는 베어링에서 측정되는 가속도 값을 단순히 

베어링의 상태를 감시하고 진단하는 방법으로 사용해왔다. 하지만 그 

방법이 특정 기준점을 가지고 승인해도 좋을지 혹은 계속 운전해도 

될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만 사용되어 왔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기기를 

운용하는 구매자 입장에서는 가속도 값의 증가에 따라 기기가 받는 

영향의 정도를 판단하기 어렵다. 베어링이 파손될 만큼 하중이 

증가하더라도 이를 예측해서 사전 정비를 적용하기 어렵다. 혹은 

베어링이 아직 수 십 년 더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교체해 

버리는 경우가 많다. 물론, 한번 베어링 파손에 의한 피해를 겪고 나면 

상태감시 주기를 줄이거나 온라인 시스템의 설정 값을 변경하는 등의 

대안을 적용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것은 이미 피해를 겪고 나서 

수정하는 Lesson and Learn 차원의 수정이기 때문에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알아내는 것이 불가능하다. 

 

플랜트에 설치되는 모든 기기는 검사 단계에서 최종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단계에서 구매자의 요구에 따라 다양한 검사를 수행하게 

되는데, 대부분의 회전기계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검사 중 하나가 

Mechanical running test 다. 이 테스트 중 진동 값 측정을 필수로 

수행하게 된다. 이때 측정되는 진동 값은 해당 기계가 운전되는 가장 

최적의 조건에서 측정되는 값이므로 정상상태에서의 진동 값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현장에 설치된 후에는 검사를 수행했던 장소보다 

악조건에서 운전하게 되며 진동 값 역시 검사 단계에서 얻은 값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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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하게 된다. 특히 검사단계와 설치 후 운전에서의 진동 값에 큰 

차이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 본 연구에서 적용한 방법론을 

유용하게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측정된 가속도 값의 신뢰성이 

의심되거나 기존에 설정된 Alarm 값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할 때 적용 

할 수 있다. 동일한 방법을 이용해 베어링의 예상 수명이나, 파손을 

유발하는 가속도 값의 제한치를 찾아 설정할 수 있다. 

 

또한, 플랜트 운전의 효율이나 공정상의 요구로 일부 회전기기는 

운전 조건의 변화가 요구 된다. 이 경우 가장 많이 사용되는 운전 

조절방법은 모터의 속도를 조절하는 것이다. 부하의 변화는 하중의 

변화로 연결 될 수 있는데, 앞서 시스템의 경우에는 회전수 변경에 대한 

영향이 크지 않았다. 하지만 산업기기의 경우에는 회전수 변경 시 

발생하는 하중 변화에 대한 민감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제작사는 각 변수에 따라 변하는 최대 하중을 확인하여 베어링 선정에 

반영해야 한다.   

 

그리고, 검사 단계에서부터 높은 가속도 값을 기록한 경우의 

기기에도 적용할 수 있다. 비록 승인 기준을 통과하였다 하더라도 높은 

진동 값을 보이는 기기에는 잠재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기기에 대해 하중 변화에 대한 민감도를 확인하여 alarm 

값에 대한 변경이나 상태감시 주기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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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향후 연구 

 

본 연구에서 실험장비로 선택한 선풍기를 산업기기에 비교하면 팬 

(fan) 과 그 형상이 비슷하다. 간단한 실험 시스템을 구성해서 

수행하였기 때문에 실세 산업시스템에서 사용하는 회전기기들과는 다른 

조건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동일한 실험을 실제 산업 시스템에 수행해 

볼 필요가 있다. 혹은 재질, 강도, 구성, 설치 조건 등을 실제 

산업시스템과 비슷한 조건에서 실험을 한다면 하중 변화에 대한 수명의 

민감도에 대해 근접한 경향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실험시스템에 적용된 베어링은 볼 베어링이다. 

다른 종류의 베어링에 대해서도 주파수 응답함수를 이용한 하중 측정이 

가능할지, 혹은 수명 예측에 적합한 방법이 될 수 있을지 확인이 필요할 

것이다. 다양한 베어링 종류와 회전기계 종류에 대해서 하중변화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가능하다면 현장에서 더 많이 활용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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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rediction of bearing life variation 
under unbalance mass by using 
frequency response function 

 

Keunwoo Jung 

Department of Engineering Practice 

Graduate School of Engineering Practice 

Seoul National University 
 

In industry plant, maintenance and replacement due to rotating 

machinery failure has resulted in a direct cost loss and it caused 

additional losses like plant shut down. Above all, the vibration by 

unbalance is one of the most damage reasons. 

Research for the prediction of bearing life as a condition 

monitoring method has been carried out. However, studies only for 

increasing the accuracy or reliability of prediction have developed. 

Research for life variation due to change of load during machine 

operation is necessary in the field. 

In this study, I conducted to verify the sensitivity of life 

variation about the change of load by using the simple method 

which can be applied in the field. 

Unbalance mass loaded on the simple specimen to make change 

of load and the response is measured by accelerometer. Using 

frequency response method can predict the change of load o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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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aring and the variation of the life. It was verified the sensitivity 

of life variation on the unit accelerometer value change. 

All industry equipment has unique characteristics and the 

sensitivity from the change of load is also different. So verifying the 

sensitivity from the change of load needs if the machine has high 

vibration value under the normal condition or is required the 

operating condition change. Through this, I look forward to making 

more accurate maintenance plan and minimizing the cost losses due 

to failure of the mach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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