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정밀공학회 2009년도 추계학술대회논문집

툴 홀더 스핀들 끝단의 응력해석
Stress Analysis of a Tool Holder Spindle 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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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인류가 기계장치를 고안하고 만들어 사용하기 시작한 이후 

기계공학의 연구는 오늘날 만족할 만한 성능을 내기 위한 고속화, 
고정밀화, 소형화 등의 방향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다. 현재의 

산업구조에서 제품의 수명은 급격히 단축 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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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현상을 줄이기 위해 툴 홀더 스핀들 끝단에 걸리는 

응력을 ANSYS Classic®을 통하여 분석하고 iSIGHT-FD 3.1® 통하

여 길이와 두께의 최적의 값을 찾아 툴 홀더 스핀들 끝단에 

걸리는 응력을 줄이려 한다. 
툴 홀더의 FEM(유한 요소 모델링)은 설계자의 경험에 의한  

툴 홀더 스핀들 전체의 설계 도면을 바탕으로 우리가 알고자 

하는 툴 홀더 스핀들 끝단의 응력 해석을 위하여 보는 바와 

같이 툴 홀더 전체 도면 중에 끝단 부분만 ANSYS Classic®으로 

유한요소 모델링을 하여 Fig. 1에 나타내었다. 그리고 Fig. 2에서

는 유한요소 모델링한  모델을 ANSYS Classic®을 통하여 응력을 

구해 보았다.(3) 
 

Fig. 1  Finite Element Modeling of Tool Holder Spindle Tip

Fig. 2  Analysis Result of Tool Holder Spindle using ANSYS Classic®

2. OLH(Optimal Latin Hypercube)를 이용한 최적 설계

tool holder spindle Top
. tool holder spindle 

top tool holder spindle tip

.  
taguchi iSIGHT-FD 3.1® OLH(Optimal Latin 
Hypercube) .(4) 

OLH RLH(Random Latin Hypercube)
. Table. 1에서는 

tool holder spindle tip의 물성치를 나타내었다. 
여기서 실험 변수 길이와 두께는 각각 Table.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두 개의 인자에 최초의 위치 그리고 Lower Bound와 Upper 
Bound를 적용하여 Fig. 3과 같은 최적의 값을 구하였다. 

Table 1 Material properties of Spindle

Table 2 Base Line, Lower Boundary and Upper
             Boundary of 5 Design Variables

Initial
Value

Lower
Bound

Upper
Bound

Tool holder
spindle tip length 10.5 5.5 15.5

Tool holder
spindle tip Thickness 8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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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ite element 
modeling RBF error

Stress
(MPa) 23.02 24.91 8.2%

Fig. 3 iSIGHT-FD 3.1® simulation 

3. RBF(Radial Basis Function)를 통한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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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Fig. 4에서는 RBF를 통하여 나온 결과 값의 2D 그래프를 나타 

내었다. 그리고 Fig. 5에서는 3D 그래프를 나타내었다. 
실제 유한요소 모델과 RBF를 통한 해석 결과 값을 Table 3에서

와 같이 비교하여 보았다.

Fig. 4 2D Optimized approximation model

Fig. 5  3D Optimized approximation model

Table 3 Finite element modeling and optimized approximation model of 
RBF with error

4. 결론

iSIGHT-FD 3.1® OLH RBF
tool holder spindle tip stress tool 
holder spindle tip length tool holder spindle thickness 2

. iSIGHT-FD 
3.1® RBF

. iSIGHT-FD 3.1®

stress 23.02(MPa)
5.5mm 8.24mm stress 18.78(M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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