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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형 플로워 타입 보링 머신 개발
Development of Super Size Floor Type Boring Mach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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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우리나라는 현재 전 세계 조선 산업에서 1위를 

달리고 있으며, 그에 따른 선박 엔진사업도 세계 

1위를 달리고 있다. 하지만 선박 엔진부품 가공장

비의 개발은 조선 산업 세계 1위라는 명성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엔진부품을 가공하기 위한 

대형공작기계나 장비 등은 대부분수입에 의존하

여 부품을 제작하고 있다. 그에 따른 막대한 기술비

와 수입비용이 사용 되고 있어서 국내 기술을 이용

하여 ‘초대형 플로워 타입 보링 머신’을 개발하고

자 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초대형 선박엔진의 

MAIN FRAME BOX, BED PLATE, CYLINDER / 
CAM SHAFT FRAME, 대형 풍력 발전기 케이싱, 
GEAR BOX, 발전 설비 가스 및 증기 터빈 케이싱, 
원자력 발전 설비 원자로 등 대형 제품의 핵심부품 

가공에 적용되는 장비인 ‘초대형 플로워 타입 보링 

머신’의 개발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2. 스핀들 헤드

Fig. 1 System of Floor type Boring Machine 

위 Fig. 1은 보링 머신의 전체 시스템을 나타낸 

그림이다. ‘초대형 플로워 타입 보링 머신은 초대형 

공작물을 가공하기 위한 공작기계로써, 공작물의 

무게와 크기도 매우 크다. 따라서, 공작물을 가공하

기 위한 고중량의 스핀들 헤드가 장착 된다. 

Fig. 2 Spindle Head

위 Fig. 2는 스핀들 헤드를 3D 모델링한 그림이

다. 스핀들 직경(∅250)과 베어링 직경(∅340)의 

대구경으로 인하여 스핀들이 회전시 발열에 의한 

열변위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므로 저발열 구조 

설계 및 발열에 따른 열변위를 보상해줄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 또한, 램(RAM)의 스트로크

(Stroke)가 1,800 mm 스핀들(Spidle)의 스트로크가 

1,600 mm 이므로, 각 돌출거리에 따른 처짐 보상장

치의 개발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3. 고중량 로터리 테이블

보링 머신을 이용하여 가공하는 공작물의 최대 

중량은 200 ton 이며, 테이블 자체 중량도 100 ton 
이므로 총 300 ton 의 무게를 지지하기 위한 대형 

유정압 베어링이 필요로 하게 된다. 그리고 이 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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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은 단순히 300 ton 의 무게를 지지하는 것만이 

아닌, 공작물 가공시에 고정밀도 및 고강성이 유지 

되어야만 사용자가 원하는 정밀도 내에서 가공이 

이루어 질 것이다.

Fig. 3 Hydrostatic bearing

위 Fig. 3은 고강성 고정밀 로터리 테이블에 사용

되는 유정압베어링(Hydrostatic bearing)이다. 로터

리 테이블은 박스형 구조로 테이블, 테이블 베이스, 
테이블 베드 3개의 구조물의 구조를 설계하고 설계

한 구조에 대해서는 구조 해석 및 최적화 설계를 

수행하여 제작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가공오차에 

따른 정밀도 예측으로 정밀도 구현이 가능한 가공

공차를 확보하고 조립과정에서의 부품가공 정밀

도 향상을 통해 목표 정밀도를 구현해야 할 것이다.

4. 칼럼 및 이송 시스템

보링 머신의 정밀도를 결정하는 또 하나의 중요

한 요소인 칼럼은 중량 120 ton 이상의 칼럼 이송체

에 대해서 10 µm/m 의 진직도를 유지하면서 이송거

리 25 m, 최대 10 m/min 의 이송속도를 달성할 

수 있는 메카니즘 설계 및 제작기술을 개발해야 

한다.

Fig. 4 System of column transfer

위의 Fig. 4는 칼럼 이송시스템의 전체 모습을 

나타낸 그림이다. 칼럼의 높이가 12 m 이기 때문에 

칼럼 본체의 상, 하부 높이에 따른 온도 차이에 

의한 상, 하부의 자세 변화에 따른 정밀도를 고려하

여 열대칭 구조 설계 및 열오차 자동 보상장치를 

개발하여 칼럼 전체에 대한 이송 메카니즘의 고정

밀, 고강성화가 수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유정압 

베어링 시스템과 더블랙(Double rack) & 피니언

(pinion) 구동시스템의 적용을 통한 마찰력, 마모의 

감소 및 10 m/min 의 이송속도를 구현하여야 한다. 
그리고 칼럼, 칼럼 베이스의 구조 해석 및 최적 

설계를 통하여 구조 고강성화 설계를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5. 결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초대형 플로워 타입 

보링 머신’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스핀들헤드부의 

저발열 설계와 돌출거리에 따른 처짐 보상, 테이블

의 고중량, 고강성을 고려한 최적화 설계, 칼럼부의 

이송 시스템의 정밀한 이송 및 제작기술 등을 학계

와 전문기관 등을 통하여 충분한 자료 조사와 상호 

협의를 통하여 핵심적인 원천 기술을 개발하여 

설계, 조립, 수정, 보완 하여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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