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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대형 보링머신은 장비의 높이 12m, 폭 25m, 무게 

500 여톤에 달할 정도로 커서,  가공 가능한 대상은 

대형 선박이나 풍력 발전기의 부품으로서 부득이 

Z축 방향 작업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주축의 보링 

바와 램 이송이 총 3.4m 정도가 되게 돌출된 주축대

를 설계하게 된다. 
이렇게 장비가 고중량이고 주축의 돌출길이가 

큰 경우는 무부하 상태에서도 각 위치에서의 처짐

이 크기 때문에 FEM에 의한 정동적 해석과 보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데 대형장비인 만큼 부품의 

조립공차도 커서 조립부품의 결합부 강성이 실제

적으로 얼마나 작용되는 지 알 수가 없다. 특히나 

주축대에서 베어링의 강성은 보링바 끝의 절삭점

에서 처짐에 크게 영향을 미치므로 실제적인 베어

링 조립강성을 측정하여 FEM 해석에 입력해야 

구조물의 총체적 처짐을 평가할 수 있다.

Fig. 1 Ultra large boring machine with horizontal 
          spindle head stock

본 논문에서는 대형 주축의 지지 베어링 강성을 

Boring Bar의 처짐을 측정함으로써 예측하는 간접

적 측정기법에 대해서 서술하였고, 이론적 검토결

과 예측 정밀도 99%에 도달하였다.

2. 대형 주축 베어링의 강성 모델링

보링 머신의 주축대는 Fig. 2에 나타낸 바와 같이 

Ram이 1.8m 주축 외곽부에서 돌출하고, Boring 
Bar가 주축 내부에서 1.6m 돌출하는 구조로서, 정
작 주축선단은 외부에 노출이 되지 않아 주축에 

직접 하중을 가할 수 없는 구조이다. 그래서 주축 

베어링의 강성을 예측하기 위해서 주축의 굽힘처

짐을 이용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없고,1 Boring Bar
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 이때 Boring Bar는 주축내부

에 전부 접촉하기 때문에 주축 전체에 분포하중이 

가해진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주축의 반경방향 두께

가 Boring Bar로 인해서 증가하는 상태가 되어 거의 

굽힘이 없는 강체로 가정할 수 있다. 다만 Boring 
Bar의 처짐 측정을 굽힘이 없는 곳으로 해야 강체 

축에 대한 가정이 타당하므로 주축 선단 근처에 

측정점을 결정하였다.    

Fig. 2 Spindle head stock with boring b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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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축 베어링은 전부에 2개, 후부에 2개로서 

Double O type으로 조립되어 있고, 한 개의 베어링 

마다 스프링을 반경 방향으로 8개씩 설치된 강성 

모델링을 하였다. 그리고 Ram과 Boring Bar의 슬라

이딩 접합부는 각 10줄과 5줄의 방사형 스프링으로 

모델링 하였다.

Modeling of Spindle Bearing

Modeling of Ram Guide Slide Way

Modeling of Boring Bar Slide Way

Fig. 3 Spring modeling of spindle bearing, boring bar
          slide way  and ram slide way 

3. 주축 베어링의 강성값 추출 방법

Fig. 4에 보인 바와 같이 주축 베어링의 조립 

강성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실제 Boring Bar에서의 

처짐 측정치를 기본으로 해서, 이론적 처짐을 FEM 
해석이나 간략식으로 얻어서 결과을 비교한다. 이
때 처짐의 크기가 다르면 이론적 모델에서 베어링 

강성값을 증가시키고, 처짐의 크기가 동일할 때까

지 반복한다. 처짐의 크기가 동일하면 이때 베어링 

의 강성이 실제 베어링의 조립강성이 된다.

Spring Modeling of 
Spindle Bearing

Arbitrary Value Input of 
Bearing Stiffness K

Deflection of Boring Bar
under Load at Bar End

Movement of Boring Bar

Prepare Spindle System with 
Experimental Set-up

Real Movement of Boring Bar

Load at Boring Bar End
for Measurment

Measure Deflection of
Boring Bar End

Compare of 
Deflection

Change of 
Bearing Stiffness

Find a Real 
Bearing Stiffness 

Value

Fig. 4 Searching method of bearing stiffness value 
           using theory and experiment

본 연구에서는 Fig. 5와 같이 주축이 강체라는 

가정 하에 전후 베어링으로 인한 처짐 간략식을 

이용해서 선형 방정식을 만들고, Boring Bar를 이동

하면서 다수의 선형 방정식을 만들어 전후 베어링

의 강성을 추출해 낸다.

Fig. 5 Spindle deflection with movement of boring bar

yb=0.0082, c1=1.96, c2=0.16
Fig. 6 Spindle deflection with front and rear bearings

 
4. 결론

1. 보링 머신의 주축 베어링 강성을 예측하기 위해

서, 주축이 강체라는 조건과 전후베어링에 의한 

간략식을 이용해 4번의 Boring Bar 선단부 측정

으로 예측 정밀도 99%의 결과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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