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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산업기술의 발달에 따라 기계 부품의 정밀가공

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가공품의 

정밀화 추세에 따라 연삭가공의 수요 또한 늘어나

고 있으며 고정밀, 고품위 연삭표면을 동시에 요구

하고 있다. 가공품 중 하나인 크랭크샤프트는 핀부

와 저널부로 나누어져 있으며 크랭크샤프트를 연

삭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오비탈 연삭방식이 주로 

사용된다. 오비탈 연삭은 공작물과 연삭 숫돌의 

접촉이 중심선상이 아닌 특정 궤도를 그리며 연삭 

가공을 하는 연삭 방식이다[1]. 오비탈 연삭의 개념

도를 Fig. 1에 나타냈다[2].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소형 크랭크샤프트뿐만 

아닌 대형 선박용 크랭크샤프트를 연삭할 수 있는 

오비탈 연삭시스템을 개발하고자 베드의 구조 설

계 및 구조해석을 실시하였다. 

Fig. 1 Orbital Grinding System

2. 시스템 구조

장비의 베드는 두 부분으로 나눠진다. GW 
(grinding wheel) head를 지지하는 베드와 공작물

(crankshaft)을 고정하기 위한 headstock, tailstock, 
방진구를 지지하는 베드로 나눠진다. 오비탈 연삭

시스템의 구조를 Fig. 2에 나타냈다[3].

3. 연삭기 모델링

Inventor 2010을 이용하여 3D 모델링을 수행했으

며 보다 정확한 구조해석 결과를 위해 실제도면과 

같은 크기로 모델링했다. 제작의 용이성과 진동에 

대한 감쇠성능이 고려되어야 하므로 GC300이 주

재료로 사용됐다. 각 베드에서 공작물 지지부 베드

의 질량은 34,643kg, GW부 베드의 질량은 26,997kg
으로 나타냈다. Table 1에 GC300의 물성치를 나타

냈고, 설계된 베드의 3D 모델링 형상을 Fig. 3에 

나타냈다.

Fig. 2 Orbital Grinding Mach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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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Properties of GC300

Material GC300

Density 7.308 kg/m3

Elasticity 90 GPa

Poisson’s Ratio 0.25

  (a) Crankshaft support bed          (b) GW bed
Fig. 3 3D modeling of bed part

4. 해석 방법 및 결과

유한요소해석 프로그램인 ANSYS의 Static 
Structural을 이용하여 구조해석을 했다. 베드의 바

닥 지지부에 32개의 구속조건을 적용한 뒤 자중에 

의한 정적해석을 수행했다. 공작물 지지부 베드는 

79,102개의 질점과 272,652개의 요소로 구성되었

고, GW부 베드는 100,583개의 질점과 339,905개의 

요소로 구성되었다.
공작물 지지부 베드와 GW부 베드에 대한 자중

해석 결과가 Fig. 4에 나타나있다. 해석 결과 최대 

변위는 각각 6.8773㎛와 7.1874㎛로 나타났다.

 (a) Crankshaft support bed          (b) GW bed
Fig. 4 Static displacement of bed part

5. 결론

본 논문에서는 선박용 크랭크샤프트 연삭 시스

템의 구조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 구조해석을 진행

했다. 자중에 의한 처짐량을 알아보기 위해 구조 

해석을 수행한 결과, 공작물 지지부 베드의 처짐량 

6.8773㎛, GW부 베드의 처짐량 7.1874㎛로 나타났

다. 각 부분의 처짐량이 설계 허용범위 이내를 만족

시켰기 때문에 별도의 설계 변경 없이 제작할 계획

이다.
향후 베드의 상위파트에 대한 상세 설계 및 진동

해석을 통하여 구조 설계 보완을 진행할 예정이다.

후기

본 연구는 ㈜세스코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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