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정밀공학회 2013 년도 춘계학술대회논문집  

 

 
 

1. 서론 
 

공작기계에서 회전 유니트는 가장 중요한 

구성요소 중에 하나이며 가장 일반적인 예가 

주축 시스템이다. 따라서 주축의 회전계 

유니트 열적 특성은 기계 정밀도와 가공물의 

품질에도 지대한 영향을 주는 인자이다(1-5). 

회전축수를 사용하는 공작기계 회전 유니트에 

있어서는, 주축수를 끼워서 절삭력등의 부하가 

전달되고 주축계의 구조 및 주축수의 

정·동강성에 의해서 가공점의 변이가 

결정되었다. 게다가 열적부하가 가하면 주축의 

열변이 뿐만 아니라 주축계의 정 ·동강성의 

변화에 의한 운동오차도 생기게 된다. 즉 

주축수의 예압 상태 및 강성에 따라서 주축의 

발열이 생기고, 그 열이 주축수의 요소 및 

주변 구조체의 열 변형을 일어나게 하고, 

주축계의 강성이 변화하게 된다. 따라서, 고속 

회전 유니트의 열 변형을 최소화하기 연구가 

중요하다. 그러나, 회전유니트의 열 변형의 

경우, 여러 요인들의 복합적인 작용으로 

인해서 발생하므로 일반적으로 현장 

작업자들이 FEM 해석을 통해서 시작품 제작 

전에 예측하기에는 힘들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회전유니트에 대해서 열 해석 

단순화 모델을 구축하고 실험적 튜닝을 통해서 

회전유니트의 열 변형 특성에 대한 해석 

모듈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2. 회전 유니트 열해석 모델 구축 
 

종래의 회전 유니트의 열 변형 해석의 

경우에는 우선, 회전 유니트의 shaft 타입, 

회전유니트 하우징의 형상, 각 결합면의 

열전달계수, 접촉부 합계값, 접촉면 거칠음, 

하중예 압, 회전수 등의 입력정보를 기초로, 

접촉면의 접촉압력 및 접촉열 컨덕턴스, 회전 

유니트 발열량을 기지식으로 추정하여 

초기조건으로 하고, 각 요소단체의 온도분포 

및 열 변형을 유한 요소법을 사용하여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단순화 베어링 삼차원 모델을 

기반으로 주축의 열변형에 대한 해석을 

수행했으며 연구에서 구축한 단순화된 삼차원 

모델은 Fig. 1 에 나타나 있다. 본 연구의 

단순화된 삼차원 모델의 경우 두 개의 Angular 

contact 베어링으로 지지 받고 있다. 

회전유니트 열 해해석을 위해서 해석적 모델을 

결합부 타입에 따라 구축하고 축 및 반경 

반향의 강성은 제조사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부여하였다. 

 

 

Fig. 1 Simplified FEM model for the thermal 
de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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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전유니트 열변형 해석 
 
 

회전 유니트의 열 변형 해석 모델 구축을 

위해 기존의 복잡했던 해석 모델에서 베어링 

발열부와 냉각 자켓에 열 하중을 부여하기 위

해 volume 단위의 모델로 단순화 하였다. 베어

링 발열부와 냉각 자켓의 내부 열량을 부피단

위로 환산하여 유한 요소 상용 프로그램인 

ANSYS APDL v14.0 환경에서 해석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 수행된 해석에 사용된 격자의 종

류는 Solid90(Brick 20 node)이며, 해석에 입

력된 steel 의 물성치가 사용되었다. Fig. 2 은 

위에서 언급된 단순화된 열 해석 모델의 베어

링 부에 열량을 40 도에 상응하는 부피 단위별 

열량값과 냉각 자켓의 냉각 열량 20 도에 준하

는 -210000W/m3 값을 주었을 경우의 온도 분포 

해석 결과값이다. 

 

 

Fig. 2: FEM result of the temperature rise of the 
rotating system 

 
4. 결론 

 
 

본 연구는 회전 유니트 단순화된 유한요소 

해석 모델을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해서 

회전계 시스템의 열 해석을 수행 하였고 이와 

동시에 실험 결과와의 비교 검증을 수행하였다. 

또한, 회전 유니트의 냉각 자켓 주요 인자에 

대한 수식화 관련 연구를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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