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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일반적인 가공기 에서 모터내장형 

주축(Built-in spindle)의 공구를 자동으로 

교체하기 위해선 A.T.C(Automatic Tool 

Changer)가 사용된다. A.T.C 의 제작 시에는 

주축의 홀더 부분과 A.T.C 의 공구가 서로 

간섭이 없이 최소 오차를 가지도록 제작하지만 

많은 시간 사용하다 보면 오차가 미세하게 

점점 증가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주축의 홀더 

부분에 공구에서 떨어지는 이물질들이 남을 수 

있다. 이런 이물질들은 주축이 공구를 

정확하게 고정하지 못하게 하여 공구 교체 시 

주축에서 공구가 분리될 수 있다. 또한 이물질 

들이 주축 내부로 유입 시 주축의 고장을 

유발할 수도 있다. 따라서 주축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공구가 물리는 부분에 압축 공기가 

나오게 하여 공구가 교체될 때 마다 미세 

조각들을 제거 하게 한다. 여기서 압축공기 

구멍의 크기와 배치는 주축 제작 과정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 한다. 

본 연구에서는 각기 다른 형태의 공기구멍을 

가진 주축을 유한요소 법을 이용하여 유동해석 

후 각각을 효율적 측면에서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2. 본론 

 

2.1 모델링 

 

 

 

 

 

 

 

 

 

 

 

Fig. 1 3D mesh of 1mm diameter spindle 

 

 

 

 

 

 

 

 

 

 

Fig. 2 3D mesh of 3mm diameter spindle 

 

주축의 모델링(1)은 CATIA 를 사용 하였다. 

Fig.1 은 주축 압축공기 구멍의 직경이 1mm 인 

관 4 개로 구성되어 있는 주축의 격자이며, 

Fig.2 는 직경 3mm 인 관 6 개로 구성되어 있는 

주축의 격자이다. 격자는 ICEM CFD 13.0 을 

이용하여 형성하였고, 격자 개수는 약 

100 만개로 설정하였다. (2)  

 

2.2 경계조건 

주축 테이퍼 부의 이물질 제거용 압축공기 구멍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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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해석의 경계조건은 주축 모델링 

전면인 압축공기가 나오는 부분에 육면체를 

추가한 뒤 육면체 내부에는 대기압조건인 

101,325pa 을 주었고, 주축의 후면 공기 입력 

단에는 500,000pa(5bar)의 압력을 주었다. 해석 

프로그램으로는 ANSYS workbench 를 

사용했으며 난류 모델로는 k-ε 을 사용하였다.(3)  

 

3. 해석 결과 

3.1 속도분포 

 

공기구멍의 직경이 1mm 인 주축의 출구 

속도는 80~110m/s 로 측정되었고, 직경이 

3mm 인 주축의 출구 속도는 110~140m/s 

정도로 공기구멍이 3mm 인 주축의 출구 

속도가 더 높게 측정되었다. 

 

3.2 압력 분포 

 

공기가 이동하는 관이 직렬관 이므로, 입력 

부분에서는 입력 압력인 500,000pa 의 압력을 

가지고 출구 쪽으로 갈수록 대기압과 같아 

지는 분포를 보였다.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주축의 이물질 제거용 

공기구멍에 대한 유동해석을 하였다. 같은 

압력이 입력 되더라도 유량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직경이 더 큰 공기구멍의 출력 속도가 

더 빠름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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