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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goal of this study is to develop an FE model for bobbin holders which wind
the fiber. It comprised 25 components. Under mechanical assumption, it was
simplified and approximated to 8 components. The equivalent stiffness of three
types of bearings in a bobbin holder were obtained using compression tests.
The main natural frequency of a precision model without a chuck was 17.82 Hz
in mode 1 and 102.95 Hz in mode 3. The results of simulation and experimental
analysis by modal testing were very similar within 2%. To obtain a more
precise FE model, optimization for equivalent stiffness of the 6011 bearing was
applied to modal analysis in the ANSYS. Finally, an FE model of a bobbin
holder considering vibrations was develop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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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앵귤러 접촉 볼 베어링이며, 모드 해석에 사용되는 베어링에 대한
등가 강성 값을 힘-변위 실험을 통해 구하여 유한요소해석에 적용
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보빈 홀더의 양산 제작 전에 설계 단계에서 고유
진동수, 관련 고유모드 그리고 공진 등 기계 진동학적으로 여러

고속 회전체인 보빈 홀더의 유한요소해석의 기초 연구로 단순

가지를 고려한 전산모사 모델을 개발하고자 한다. 개발된 보빈 홀

모델에 대해 모드해석을 수행한다.[11] 앞서 확보한 각각의 베어링

더의 전산모사 모델에 대한 모드 해석의 결과는 모달 실험을 통해

의 등가 강성을 축의 단면 방향으로 2개의 단순화된 선형 스프링으

그 결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또한 운전 조건에 따른 공진 회피를

로 유한요소 모델에 적용한다. 또한 복잡한 구조의 보빈 홀더 시스

[1]

위해 설계 변수를 확보하여 기존 모델 에 대해 개선안을 제안하고

템을 기계공학적 가정하에 단순화 및 간략화를 수행하여 유한요소

자 한다.

모델을 구성한다. 이를 통해 구축된 전산모사 모델은 쉘만 고려한

본 연구의 대상인 보빈 홀더는 원통 형상의 쉘에 끼워지고 축과

단순 보빈 홀더이며, 이를 사용하여 보빈 홀더의 작동 속도에서의

열박음으로 체결된 구조이며, 3종류 5개의 베어링이 사용된다. 따

공진회피설계에 필요한 고유진동수와 관련 고유 모드를 도출하고

라서 전체 시스템의 진동에 베어링의 등가 강성을 보빈홀더의 내

자 한다.

부 형상 구조 중 중요 설계 변수로 설정한다. 베어링은 NSK 사의

기초 해석을 기반으로 실제 보빈홀더의 부품으로 링과 슬리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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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하여 정밀한 모델에 대해 척의 유무에 따라 다른 경계 조건을
갖는 유한요소 모델을 확보를 위해 CAE 상용 프로그램인
ANSYS을 사용하여 모드 해석을 수행한다. 그리고 임팩트 해머를
사용한 모달 실험을 통해 구한 고유진동수 값과 비교 분석한다.
이 과정에서 이론해석과 실험해석 사이의 차이가 발생한다면 그
최소화하기 위해 실험적으로 구한 베어링의 등가 강성을 설계 변
수로 최적화 해석을 수행하여 향후 보빈 홀더 회전특성 분석 해석
과 설계에 적용 가능한 최종적인 유한요소 해석모델을 구축하고자
한다. 또한 상기의 절차를 수행한 후 검증된 전산모사 모델을 기반
으로 열박음부 길이, 쉘의 내경, 쉘의 형상 등을 설계 변수로 설정
하여 설계 변수의 변화에 따른 보빈 홀더의 고유진동수의 경향성
을 살펴보고자 한다. 최종적으로 이를 통해 기존 모델이 가진 문제
Fig. 1 Schematic diagram of experimental set up for equivalent
stiffness of bearings in a bobbin holder

점을 개선하는 설계안을 제시한다.

2. 베어링 힘-변위 실험
2.1 실험 방법
보빈 홀더에 사용되는 베어링은 총 3 종류의 베어링으로 구성되
어 있으며, 축과 쉘은 열박음으로 연결되어 있다. 또한, 각각의 베
어링은 회전 특성을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보빈 홀더의
회전 특성을 분석함에 있어 베어링의 강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
하다[2].
보빈 홀더는 NSK 사의 볼 베어링 6004 1개, 6011 2개, 6206
2개로 구성되어 있다. 각 베어링의 외경, 내경, 기본 동 정격하중,
기본 정 정격하중을 Table 1에 요약하였다. 반면, 베어링의 강성의
경우 베어링 사양에서 확인할 수 없다. 볼베어링의 경우 보통 댐핑
을 고려하지 않고 동일한 반경에 대해 같은 강성 값을 갖는다. 따라
서 부가적인 실험을 통해 베어링 강성값을 도출하여야 한다[3].

Fig. 2 Equipments of compression test for equivalent stiffness
of bearings in a bobbin holder

2.2 실험 결과

로드셀은 약 25 kg인 보빈 홀더의 중량을 고려해 범위는 약 0~
1,000 N으로 한다. 이에 따라 하중에 따른 변위의 기울기 값을 강

베어링 강성은 압축 실험을 기본으로 한다. 기준점을 0으로 변위

성으로 정의한다. 앞서 기술된 실험 방법과 같이, 실험은 축과 결합

량을 측정하는 변위 센서와 하중을 부여하는 로드셀을 이용하여

된 베어링에 하중을 가하고, 약 0N에서 1,000 N까지의 힘을 주었

측정하였다. 실험 장치는 Fig. 1과 Fig. 2와 같다. 베어링은 축과

을 때의 변위를 측정한다[5]. 이때 보빈 홀더의 하중인 약 250 N이

거치대에 의해 고정되며 로드셀에 의해 하중이 부여된다. 이때의

적용되었을 때, 기울기를 강성으로 계산한다. 결과를 도식화하여

하중은 베어링에 가해지고, 변위 센서를 통해 변위를 측정한다[4].

Fig. 3에 베어링 6004의 결과를, Fig. 4에 6206의 결과를, Fig.
5에 6011의 결과를 나타내었다. 실험을 통해 도출한 데이터는 모

Table 1 Specifications of bearings in a bobbin holder

두 선형회귀분석을 하였으며,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 실험에서 발

Bearing

6004

6011

6206

O.D [mm]

42

62

90

I.D [mm]

12

16

18

Cr [N]

9,400

28,300

19,500

은 9,465.418 N/mm, 6011은 7,266.719 N/mm의 강성 값을 도

Cor [N]

5,000

21,200

11,300

출할 수 있다. 이는 Table 2에 나타내었다.

생할 수 있는 오차를 줄이기 위해 반복 실험을 수행하여 데이터를
평균 내었다. 베어링 강성은 각각 6004는 6,725.756 N/mm, 6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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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Equivalent stiffness of 3 types of bearings in bobbin
holder by compression tests
Type of bearing

6004

6011

6206

Radial-stiffness [N/mm]

6725.756

9465.418

7266.719

Fig. 3 Result of force and displacement of 6011 bearing by
compression tests
Fig. 6 Meshed FE model of simple model of a bobbin holder

센터캡, 모터홀더, 실린더, 베어링으로 구성하였다. 경계 조건은 척
(chuck)이 없는 자유단 조건을 적용하였으며[7], 앞서 베어링 힘-변
위 실험을 통해 얻은 베어링들의 등가강성 값들을 선형 스프링으
로 모델링하여 적용하였다[8]. Fig. 6은 보빈홀더의 단순모델을
ANSYS를 사용하여 FE 모델을 보여준다.
3.1.2 베어링 등가 강성의 변화에 따른 단순 모델의 모드해석
ANSYS를 사용한 단순 모델의 모드 해석의 결과로 모드 1에서
18.38 Hz, 모드 3에서 102.51 Hz를 보인다. 축의 단면이 좌우 대

Fig. 4 Result of force and displacement of 6004 bearing by
compression tests

칭 형태에 의해 짝수 모드는 홀수와 동일한 형태를 나타내므로 생
략하였으며, 모드 해석 결과는 Table 3에 작성하였다.
단순 모델에 대해 척이 없는 경계 조건에서 베어링 6004, 6011,
6206 등 각각의 베어링의 등가강성이 고유진동수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베어링 등가 강성을 50%~200%로 적용하여 경향
을 파악하였다. 베어링 6004는 베어링 강성을 50%로 적용하였을
때, 모드 7의 고유진동수가 0.04%가 감소하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그 외에는 영향이 미미하다. 베어링 6011은 등가강성

Table 3 Results of modal analysis of simple model of a bobbin
holder

Fig. 5 Result of force and displacement of 6206 bearing by
compression tests

3. 보빈 홀더의 모드해석

Mode

Frequency [Hz]

1

18.38

3

102.51

3.1 단순 모델의 모드해석
3.1.1 단순 모델의 유한요소모델링
해석 대상인 보빈 홀더는 약 25종이 넘는 부품들로 이루어져 있
다. 모든 부품을 모델링하여 진행할 수 있지만, 효율적인 해석 시간
분배를 위해 모델 단순화 및 간략화가 요구된다[6]. 스냅링과 볼트
키 등 소형 부품은 생략하고 해석에 있어 주요한 부분인 쉘, 축,

Fig. 7 Mode shapes of simple model of a bobbin hol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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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Effects of the equivalent stiffness of BRG 6004 on
frequency of a bobbin holder

Table 6 Effects of the equivalent stiffness of BRG 6206 on
frequency of a bobbin holder
(a)

Equivalent stiffness of bearing 6004 [N/mm]
Mode
[Hz]

3362.87
(50%)

5044.31
(75%)

6725.75
(100%)

10088.6
(150%)

Equivalent stiffness of bearing 6206 #1 [N/mm]

13451.5
(200%)

Mode 3633.36
[Hz] (50%)

5450.04
(75%)

7266.719
(100%)

10900.08
(150%)

14533.43
(200%)

1

18.38

18.38

18.38

18.38

18.38

3

102.51

102.51

102.51

102.51

102.51

1

18.38

18.38

18.38

18.38

18.38

102.51

102.51

102.51

102.51

102.52

5

268.87

268.88

268.89

268.90

268.90

3

7

452.29

452.42

452.46

452.51

452.54

5

268.72

268.81

268.89

269.04

269.20

7

451.90

452.18

452.46

453.00

453.53

Table 5 Effects of the equivalent stiffness of BRG 6011 on
frequency of a bobbin holder

(b)
Equivalent stiffness of bearing 6206 #2 [N/mm]

(a)

Mode 3633.36
[Hz] (50%)

Equivalent stiffness of bearing 6011 #1 [N/mm]
Mode 4732.709
(50%)
[Hz]

7099.069
(75%)

9465.418
(100%)

14198.13
(150%)

18930.84
(200%)

1

17.81

18.13

18.38

18.74

18.99

3

98.87

100.87

102.51

105.02

106.84

5

254.69

262.12

268.89

280.6

290.21

7

442.70

447.50

452.46

462.74

473.33

5450.04
(75%)

7266.719
(100%)

10900.08
(150%)

14533.43
(200%)

1

18.38

18.38

18.38

18.38

18.38

3

102.51

102.51

102.51

102.51

102.51

5

268.83

268.86

338.19

268.94

268.99

7

452.25

452.36

505.05

452.66

453.16

(b)
Equivalent stiffness of bearing 6011 #2 [N/mm]
Mode 4732.709
(50%)
[Hz]

7099.069
(75%)

9465.418
(100%)

14198.13
(150%)

18930.84
(200%)

1

17.97

18.20

18.38

18.65

18.84

3

99.63

101.20

102.51

104.55

106.05

5

256.25

262.88

268.89

279.24

287.72

7

442.45

447.40

452.46

462.78

473.19

Fig. 8 Schematic diagram of precision model of a bobbin holder

50%를 적용하였을 때 모드 5에 약 5%가 감소함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200%를 적용하였을 때 모드 3에서 약 4%, 모드 5에서 약

Fig. 9 Sleeves and rings of a bobbin holder

7%, 모드 7에서 약 5% 증가하였다. 베어링 6206은 강성을 50%로
적용하였을 때 모드 5와 7에서 약 0.1% 이하의 감소 영향을 가진
다. 이들 결과로부터 3종류의 베어링 중에서 베어링 6011이 보빈
홀더의 고유진동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Table 4~Table 6에 베어링 등가 강성 변화에 따른 고유진동수 값
을 정리하였다. 여기서 6004 베어링은 한 개의 단열 구조이고,
Fig. 10 Meshed FE model of precision model of a bobbin
holder

6011과 6206 베어링은 두 개의 복열 구조이므로 각 위치의 베어링
의 등가강성의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1과 #2로 명명하였다.

이다. 링과 슬리브는 각자 쉘에 결합되어 있으며, 쉘의 외면에 링과

3.2 정밀 모델의 모드해석

슬리브 순으로 붙어 있다. 이에 따라 정밀 모델에서는 단순 모델에

3.2.1 정밀 모델의 유한요소 모델링

서 없던 링과 슬리브를 추가하였으며 링과 슬리브가 보빈홀더의

쉘만 고려한 단순 모델을 토대로 링과 슬리브 등을 추가하여 고

고유진동수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모달실험을 통해 확보된

려한 모델에 대해 모드 해석을 진행한다. 모델에 추가 된 부품은

유한요소모델을 검증하고자 한다. 구속 조건은 단순 모델에서 언

실린더와 링 그리고 슬리브이다. 링과 슬리브는 실을 감을 때, 지지

급한 조건과 동일하며 다만 쉘의 외곽면에 링과 슬리브가 본디드

해주는 역할을 하며, 목표치까지 감긴 실을 밀어주는 것이 실린더

컨택트로 체결되어 있다. 이는 Fig. 8과 9에서 슬리브와 링을 보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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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Results of modal analysis of precision model of a
bobbin holder
Mode

Frequency [Hz]

1

17.82

3

102.95

5

268.61

7

458.61

Fig. 12 Results of modal testing of a bobbin holder
Table 9 Comparison of modal testing and modal analysis with
optimization of equivalent stiffness of bearing 6011 in
a bobbin holder

Fig. 11 Mode shapes of precision model of a bobbin holder

Mode

홀더에 적용한 형상을 표시하였고, Fig. 10은 정밀모델의 FE 모델
을 나타내고 있다.
3.2.2 척이 없는 정밀 모델의 모드해석

Modal testing
[Hz]

Modal analysis with
optimization [Hz]

%

1

18

18.13

0.70

3

105

105.11

0.10

가속도계, 임팩트 해머 등이다. 모달 테스팅 결과는 모드 1에서 18

척이 없고, 쉘과 링 그리고 슬리브를 고려한 정밀 모델의 모드

Hz, 모드 3에서 105 Hz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해석을 통해 기존 단순 모델과의 결과를 비교하고 단순화 정도에
3.2.4 척이 없는 정밀 모델의 최적화

따른 타당성을 확인한다. 보빈홀더의 정밀 모델의 모드해석 결과
는 모드 1에서 17.82 Hz로 단순 모델의 1차 모드의 18.38 Hz에

실험 모달 테스팅 결과에서 모드 1은 18 Hz, 모드 3는 105 Hz

비해 다소 감소하였다. 정밀 모델의 모드 3에서는 102.95 Hz로

를 제시하였으며, ANSYS를 사용한 시뮬레이션 과의 차이는 각각

단순 모델의 3차 모드의 102.51 Hz 보다 거의 동일하나 미미하게

1.01% 및 1.95%를 보인다. 실험 값과 이론 값의 차이를 줄이고,

증가하였다. 정밀 모델의 주요 모드 형상은 단순 모델과 동일하게

일반적으로 진동해석에서 감쇠를 고려하지 않은 이론 해석의 고유

모드 1에서 외팔보 모드를, 모드 3, 5, 7에서 각각 차수에 기반한

진동수가 실험 해석의 고유진동수 보다 크다 라는 전제하에서 이

굽힘 형상의 모드들을 보인다. 운전 속도가 5600 rpm으로 약 93

를 보상하기 위해 보빈홀더의 고유진동수에 영향을 미치는 베어링

Hz인 것을 감안하면 공진 우려는 정밀 모델에서도 발생되지 않을

강성값을 최적화하여 모드해석을 수행하였다[9]. 앞서 단순 모델에

것으로 사료된다. 정밀 모델의 모드 해석 결과인 고유진동수와 모

대해 베어링 6004, 6011, 6206 등 총 3종류 5개 베어링의 등가

드 형상은 Table 7과 Fig. 11에 게시하였다.

강성을 50%부터 200%까지 변경해가며 보빈홀더의 고유진동수의
영향을 확인했을 때, 6011의 영향이 가장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
다. 이에 의해 베어링 6011의 등가 강성만을 대상으로 하여 모드해

3.2.3 척이 없는 정밀 모델의 모달 테스팅
기업에서 수행한 보빈홀더의 모달 테스팅을 통해 획득된 실험값

석에 대해 최적화 기법을 적용하였다. 베어링 6011은 앞선 베어링

과 앞서 진행한 모드 해석 결과를 비교하여 확보된 유한요소모델

등가강성 측정실험에 의해 9,465.418 N/mm임을 확인하였다. 베

의 타당성을 검증한다. 모달 테스팅은 링과 슬리브를 고려한 정밀

어링 6011의 등가 강성을 100%~120%로 변화시키면서 최적화

모델에 대해 진행하였다. 모달 테스팅에 사용된 기자재는 DAQ,

기법을 적용한 모드해석을 통해 고유진동수의 변화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로 앞선 모달 테스팅의 결과와 매우 유사한 주요 고유진동

Table 8 Comparison of modal analysis and modal testing of a
bobbin holder (unit: Hz)
Mode Modal testing [Hz]

수 값은 베어링 6011의 실험 등가강성의 약 116%인 11029.08

Modal analysis [Hz]

%

N/mm일 때 모드 1에서 18.13 Hz, 모드 3에서 105.11 Hz이었다.

1

18

17.82

1.01

이는 모달 테스팅의 결과인 18 Hz 및 105 Hz와 비교하였을 때,

3

105

102.95

1.95

Table 9와 같이 각각 0.7%과 0.1% 증가된 차이를 보인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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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0 Results of modal analysis of precision model considering
a chuck in a bobbin holder
Mode

Frequency [Hz]

1

67.16

3

204.32

5

328.90

7

502.08

Fig. 14 Design plans for a bobbin holder (unit: mm)
Table 11 Results of modal analysis for simple model according
to design plans
(a)
Mode

Fig. 13 Mode shapes of precision model considering a chuck
in a bobbin holder

Origin

Design 1

Design 2

Hz

Hz

%

Hz

%

1

18.38

22.05

19.99

22.37

21.70

3

102.51

103.35

0.82

97.424

-4.96

5

268.89

247.08

-8.11

248.88

-7.44

7

452.46

456.94

0.99

441.16

-2.50

(b)

베어링 6011의 등가 강성값에 대한 최적화 모드해석을 통해 진동

Mode

을 고려하고 보다 정확한 보빈홀더의 유한요소모델을 확보하였다.

Design 3

Design 4

Design 5

Hz

%

Hz

%

Hz

%

1

22.37

21.75

20.95

14.00

18.77

2.18

3.3 척이 있는 정밀 모델의 모드 해석

3

93.32

-8.96

102.4

0.11

100.1

-2.39

3.3.1 모드 해석의 결과

5

248.83

-7.46

246.7

8.24

232.9

-13.39

7

431.68

-4.59

455.7

0.73

447.7

-1.06

전술한 결과로부터 척이 없는 경우의 정밀 모델의 모드 해석 결과
중 1차 모드에서 외팔보 굽힘 모드를 보인다. 보빈 홀더는 외팔보

파악하였다. 5가지 설계안은 본 연구의 제작사인 기업과 협의하여

구조를 가짐에 따라 처짐에 의한 영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5].

기업이 제작 가능한 범위 내에서 결정하였으며, 쉘의 내부 형상,

그래서 고속 회전을 할 때 불평형 질량이나 편심에 의한 진동을

쉘의 내경, 열박음부 길이를 변경하며 종합하는 결과이다. 이에 대

줄이기 위해 보빈홀더의 센터캡에 척을 연결하여 해결하고자 한다.

한 내용은 Fig. 14에 정리하였다. 원 설계안과 5가지 설계안의 쉘

척을 적용한 보빈홀더의 정밀 모델의 고유진동수와 모드 형상에

의 내부형상은 동일하다. 설계안 5개를 적용한 결과는 다음과 같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척이 있는 경우의 경계 조건은 정밀

다. 모드 1의 경우, 설계안 5를 제외한 모든 설계안에서 원 설계안

모델의 센터캡에 축 방향의 회전 자유도만 부여하는 단순지지 조

(original)에 비해 고유 진동수가 증가하였다. 모드 3의 경우, 모든

건을 채택하였다. 모드 해석 결과는 모드 1에서 67.16 Hz, 모드
3에서 204.32 Hz, 모드 5에서 328.90 Hz, 모드 7에서 502.08 Hz
를 나타냈었다. 특히, 척을 고려하지 않은 정밀 모델의 모드 1에서
보였던 외팔보 모드가 척을 고려한 정밀 모델에서는 유사한 모드
형상이 발생되지 않았다.

3.4 5가지 설계안에 대한 모드 해석
본 논문은 보빈 홀더의 설계에 앞서 선행연구로써 다양한 경우
에 보빈 홀더의 특성을 알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 이에 따라 모달
테스팅으로 검증을 거치고, 척을 고려하지 않은 즉 좌측 경계조건

Fig. 15 Mode shapes of the precision models for bobbin holders
of all 5 designs

이 자유단인 모델에 대해 5가지 설계안에 따라 고유 진동수 경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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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안에서 원 설계안에 비해 고유 진동수가 감소한 결과를 보였

도 있으므로 척이 있는 경계조건을 고려하여 보빈 홀더의 고유진

다. 모드 5의 경우, 원 설계안과 3% 이내의 차이를 보인다. 모드

동수에 미치는 영향을 모드 해석을 통해 확인하였다. 척을 고려한

7의 경우 설계안 1을 제외하고 감소 되는 경향을 보인다. 5가지

정밀 모델의 고유진동수는 모드 1에서 67.16 Hz, 모드 3에서

설계안에 대해서도 운전 속도인 93 Hz를 고려했을 때, 공진이 우

204.32 Hz를 나타내어, 목표 사속인 93 Hz에 근접하지 않는 것을

려되는 고유 진동수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에 대한 결과는 Table

확인할 수 있었다.

11에 정리하였다.

본 논문를 통해 보빈홀더를 실제 제작하기 전에 고속의 사속에
서 진동 현상을 고려한 유한요소 모델을 확보하여 향후 다양한 설

4. 결 론

계변수 변화에 따른 시뮬레이션이 가능하게 되었다.

후

본 논문에서는 보빈 홀더의 작동속도의 특성 관련 기계진동 문

기

제를 고려하여 전산모사 모델을 확보하였다. 전산모델의 개발에
앞서 보빈 홀더에 사용한 3종류의 앵귤라 컨택트 볼베어링의 힘-변

이 연구는 2022년도 정부(산업통상자원부)의 재원으로 한국산

위 측정 실험을 수행하여 커브피팅을 통해 각 베어링의 등가 강성

업기술진흥원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입니다(P0012744, 2022

을 구하였다. 또한 기초 해석으로 기계공학적 가정하에서 단순화

년 산업혁신인재성장지원사업).

및 간략화 과정을 통해 전체 25가지 종류로 구성된 부품을 주요

본 연구는 ㈜일진의 지원받아 진행된 연구입니다.

7가지 부품 및 쉘만 고려한 보빈 홀더의 단순 모델을 구축한 후
척의 유무를 경계 조건으로 상정하여 모드 해석을 진행하였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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