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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ghtweight Design of Ram for 5 Axis Machine Tool Using Topology 

Optim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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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공작기계의 운동요소는 공작기계 구성방식에 

따라 다양하게 존재하며, 각 축별 이송을 담당하는 

동력장치들에 의해 움직이는 구성요소들을 의미

한다. 이러한 운동요소의 중량 저감은 이송계의 

가감속이 용이하고 이송을 위해 소비되는 에너지

를 저감하는 등의 장점이 있는 반면 그로 인해 

공작기계의 정적/동적 강성에 영향을 미쳐 취약부

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각각의 운동요소가 갖고 

있어야 하는 정/동강성은 유지하면서 각 운동요소

별 중량의 최소화 설계를 추구하는 구조최적화 

방법으로 위상최적화 (topological optimization)를 

지원하는 CAD 프로그램이 사용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공작기계를 구성하는 전체 요소

들 중에서 공구중심점 변위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운동요소인 램(ram)의 위상최적화를 통해 강성은 

유지하면서도 중량은 감소된 최적설계를 제안하

고 검증하였다.

2. 5축 복합가공기의 유한요소 해석

본 논문의 대상이 되는 5축 머시닝센터는 두 

개의 칼럼 위에 포켓형 크로스레일이 고정되고, 
Z새들과 램은 크로스레일 내부에서 각각 좌우(X)
와 상하(Z)로 이동한다. 또한 베드 위에 AC새들, 
C축 테이블 및 턴테이블이 위치하며, 각각 전후(Y), 
틸팅(A), 회전(C)을 하도록 설계되어 있다.(Fig. 1) 
가공 시 램과 턴테이블의 중간에 위치한 공구의 

중심점을 구조물 변형의 기준점으로 선정하였고, 
램 끝단으로부터 –Z축 방향 120mm에 위치한다. 
해석에 사용된 경계조건은 베드 하부의 볼트 체결

부 8개소를 회전과 이동이 없도록 구속하였고, 

Fig. 1 FEM Model of 5 axis machining

하중조건은 공구중심점(TCP, Tool Center Point) 에 

절삭력 1000N이 각각 X, Y, Z축 방향으로 작용하도

록 하였다. 구조물에 사용된 재질은 회주철

(GC300)이며, 물성치는 탄성계수 90GPa, 포와송 

비 0.25, 밀도 7,250Kg/m3이다. 구조해석 결과 공구

중심점의 X축 변위는 47.9㎛, Y축 변위는 41.9㎛, 
Z축 변위는 2.6㎛로 나타났으며, X축 변위가 가장 

크게 나타난 원인은 크로스레일의 구조가 포켓형

으로 설계되어 X 방향에 대한 절삭력 부하를 지지

해주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베드 – 컬럼 – 

크로스레일 – Z새들 – 램 – 공구중심점으로 연결되

는 구조에서 공구중심점 X축 변위에 가장 큰 영향

을 주는 구성요소를 파악하기 위해 변형기여율을 

분석한 결과 컬럼(39.9%)과 램(35.7%)으로 분석되

었으며, 에너지 저감 관점에서는 고정요소인 컬럼

보다는 운동요소인 램의 경량화 설계가 우선적으

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3. 위상최적화 해석

위상최적화 시 공구중심점의 변위제한 조건을 

선정하기 위한 사전작업으로 Z새들과 램으로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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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Result of Topology Optimization

을 단순하게 구성하여 공구중심점의 변위를 구하

는 구조해석을 수행하였다. 경계조건으로는 새들 

하단의 LM부를 회전과 이동이 없도록 구속하였으

며, 하중은 X, Y 방향에 대해 1000N의 절삭력이 

작용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변위에 큰 영향을 미치

지 않은 Z축 절삭력은 고려하지 않았다. 구조해석 

결과 새들과 램만으로 구성된 구조물의 경우 공구

중심점의 X축 변위는 17.3㎛, Y축 변위는 15.9㎛로 

나타났다. 최적화 해석용 램 모델은 기존의 8각형 

외형은 유지하면서 최소한의 샤프트 관통 공간만

을 남기고 솔리드로 구성하였고, 램의 중량을 목적

함수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공구중심점의 모든 X
축 및 Y축 변위가 17.0㎛ 이하를 만족하는 제한조건

으로 위상최적화를 수행하였다. Fig. 2의 결과를 

보면 중간에 형성된 띠를 중심으로 상단부는 질량

감소가 가능한 부분이며, 하단부는 해석결과상 강

성 유지를 위해서 반드시 존재해야 하는 부분을 

의미한다.

4. 최적형상 검증 해석

8각형의 외형은 유지하면서 내부 형상을 변경한 

2가지 형태의 램을 설계하였다.(Fig. 3) Case 1은 

일정 두께의 8면체 형상을 유지하도록 설계하였고, 
Case 2는 내부를 원형으로 설계하였다. 그리고 질

량 감소가 가능했던 램 상부와 하부의 경계부분을 

기준으로 두께가 다른 2개의 단을 형성하였다. Z새
들에 고정되는 상부는 주물 작업 시 목형으로 실제 

제작 가능한 최소 두께인 15mm로 설계하였고, 램
의 하부 두께  t는 설계변수로 설정하였다. 램 하부 

두께 t는 기존 램의 두께인 22mm를 기준으로 10, 
20, 30, 40, 50%보강한 5개의 설계변수 모델을 만들

(a) case 1                                   (b) case 2
Fig. 3  Shape designs of Modified RAM

Fig. 4  X displacement of TCP : Modified RAM

었고, 재설계된 모델의 개선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동일한 조건으로 구조해석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재설계된 램의 중량은 239.2kg ~ 317.3Kg으로 기존 

램의 중량 357.0Kg이하를 만족하였다. 기존 램의 

X축 변위인 17.3㎛ 이내를 만족하는 모델은 Case 
1에서는 2 개의 모델(30.8t와 33.0t )이 만족하였고, 
Case 2에서는 24.2t를 제외한 4 개의 모델이 만족하

였다.(Fig. 4) Y축 변위의 경우 Case 1의 24.2t와 26.4t
를 제외한 3 개의 모델과 Case 2의 모든 모델이 기존 

램의 Y축 변위인 15.9㎛ 이내를 만족하였다.

5. 결론

재설계된 Case 1의 30.8t모델은 X, Y축의 변위 

제한인 17.0㎛ 이내를 만족하는 동시에 24.2%의 

중량 감소 효과를 보여 경량화 목표에 가장 적합한 

모델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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