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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Experimental setup

1. 서론

국내 산업용 에너지 가격이 2000년대 중반 이후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1 공정에 소비되는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여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개별 제조사의 시급한 과제로 대두됨에 따라

에너지 소비 수준이 공작기계의 중요한 사양 중

하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머시닝센터가 절삭작업 동안 소비하는 에너지

패턴에 관한 Oda2의 분석에 의하면 절삭 작업

중 냉각 관련 주변장치의 소비 에너지가 54%를
차지하여 주축 및 이송축의 구동에 소비되는 에너

지보다 냉각 관련 주변장치의 에너지 소비량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에너지 비용이 부담되지 않는
다면 비가공시간 동안에도 기계의 예열을 위하여

기계를 켜두게 된다. 비가공시간 동안 냉각수 순환
펌프(coolant pump)의 구동, NC 위치 제어 상태의
유지, 예열을 위한 주축의 구동 등에 에너지가 지속
적으로 소모된다. 예를 들어, 자동차 제조업의 경우
대기 시간 동안 소비되는 에너지가 직접적 생산에

소비되는 에너지의 약 60%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3 
본 논문에서는 비가공시간 동안의 에너지 소비

절감을 고려한 머시닝센터 주변장치의 지능적 작

동 방식을 결정하여 에너지 관리 소프트웨어 시스

템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냉각기를 중심으로 공작

기계의 소비 에너지를 측정한 결과를 제시한다.

2. 측정 장치 구성

Fig. 1과 같이 DAQ 보드, Hall 센서, 전압 센서를
사용하여 전력 측정 장치를 구성하였다. 전원 단자
함 내 각 상 전선에 Hall 센서를 설치하였고, 3 
쌍의 전원 단자에 전압 센서 3개를 연결하였다. 

사용된 Hall 센서는 최대 50 A의 전류를 측정할
수 있고 ±5 V 범위에서 선형적으로 측정값을 출력
한다. 사용된 전압 센서는 최대 500 V까지 측정할
수 있고 ±5 V 범위에서 선형적으로 측정값을 출력
한다. DAQ 보드를 이용하여 5 kS/s의 샘플링 주파
수(sampling frequency)로 전압과 전류 데이터를 수
집하였다.
 머시닝센터의 전원 회로를 3상 4선식과 3상 3선식
으로 구분할 수 있다. 3상 4선식은 상전류  , 
 , 와 상전압  ,  , 를 측정
하고 식 (1)에 따라 소비전력 를 계산할 수
있다.4

(1)

3상 3선식은 선 전류  , 와 선 전압

 , 를 측정하고 식 (2)를 통해 소비
전력 를 계산할 수 있다.5

(2)

교류전원의 주기 T에 걸쳐 식 (1)과 식 (2)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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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 
(min : sec) operations time 

(min : sec) operations

0:30 terminal box
switch on 10:30 axis X feed

1:00 machine on 11:30 axis Y feed
2:00 spindle on 12:30 axis Z feed
4:35 cooler on 13:30 cooler off
5:00 axis X feed 14:30 axis X feed
6:00 axis Y feed 15:30 axis Y feed
7:00 axis Z feed 16:30 axis Z feed
8:00 spindle off 17:00 machine off

Table 1 Steps of oper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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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Energy consumption of C-Tek KM-80D

계산된 소비전력에 대해 평균을 취하여 시각 에

서의 유효전력(active power) 를 식 (3)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3)

3. 측정 결과

무부하 상태에서 C-Tek사의 3축 머시닝센터

KM-80D가 Table. 1에 제시된 지령에 따라 작동할
때 소비하는 에너지를 측정하였다. C-Tek사의 머시
닝센터의 회로는 3상 3선식이다. 냉각기는 냉각장
치(cooler)와 순환펌프로 구성되어 있다. 머시닝센
터 전체의 소비에너지와 냉각기가 소비하는 에너

지를 Fig. 2에 제시하고 있다. 기계의 전원이 킨
후 주축이 가동하기 전까지를 대기시간이라 할

수 있다. 대기시간 동안 순환펌프의 지속적인 작동
으로 약 320 W의 에너지를 소비하였다. 실험시간
을 단축하기 위해 Table 1에서 지정한 시점에 냉각
장치의 작동 온도를 낮게 설정하여 냉각장치를

인위적으로 작동시켰다. 냉각장치가 작동하면서
냉각기 전체가 약 860 W의 에너지를 소비하였다. 
개별 이송축을 4000 mm/min의 이송속도(feedrate)
로 작동시켰을 때, 각 이송축이 약 90 W 수준의
에너지를 소비하였다. 이는 냉각기의 에너지 소비
량과 비교하였을 때 미미한 수준이다.

4. 결론

머시닝센터의 냉각기와 이송축을 작동시키며

전력 소비량을 측정하여 머시닝센터의 에너지 소

비패턴을 파악하였다. 대기시간에 냉각기에서 소
비된 에너지는 머시닝센터가 소비하는 에너지의

약 44%를 차지하였다. 이는 2012년도 산업용 에너
지 가격을 기준으로 했을 때 대기시간 동안 시간

당 약 2,200원 상당의 에너지 손실에 해당한다.
본 논문의 측정결과를 바탕으로 대기시간 동안

주변장치의 지능적 에너지 관리 전략에 사용될

주변장치 동작 파라미터를 결정할 예정이다.

후기

이 논문은 지식경제부 지원의 “에너지 소비량
10% 이상저감된 5 축 머시닝센터 기반복합가공기
개발” 과제의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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