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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자원 고갈, 기후변화협약을 통한 CO2 배출 

규제 등으로 에너지 비용이 생필품의 비용 

증가보다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1]. 이러한 

배경으로, 최근 제조업에서도 소비되는 

에너지의 특성을 파악하고 저감하기 위한 연구 

및 기술 개발이 증가하고 있다[2]. 

터닝센터(Turning Center, TC)는 머시닝센터 

(Machining Center, MC)와 함께 대표적인 공작기 

계의 한 형태로, 공작물을 회전시키면서 절삭 

공구를 이동시켜 원통형 형상을 가공하는 

방법이다. 

본 논문에서는 터닝센터의 에너지 소모 

모델을 구성하고, 이를 활용한 에너지 소모 

분석 결과에 대해서 기술하였다. 

 

2. 터닝센터 에너지 소모 모델 
 

공작기계의 에너지 소모는 크게 

구동부에서 소재의 절삭을 위해 직접 사용되는 

발생하는 가변적(variable) 에너지 소모와 

구성부품들에서 소모되는 단계적(stepwise) 

에너지 소모로 나눌 수 있다. 

 

2.1 에너지 소모 모델 

TC 의 에너지 소모 모델은 MATLAB 및 

SIMULINK 환경에서 각 구성부품들의 에너지 

소비 모델을 구현하였다(Fig. 1). 이를 통해, 

공작기계의 부품 규격과 입력된 가공 

프로그램에 대응하여 에너지 소모량의 예측이 

가능하다. 본 논문에서는 두산 인프라코어의 

수평형 TC PUMA 시리즈를 대상으로 모델을 

구성하였다[3]. 

 

Fig. 1 Diagram of TC energy consumption model 

 

2.2 에너지 소모 측정 및 모델 개선 

에너지 소모 분석을 위하여 예제 가공 

프로그램을 선정하고, 이에 대한 에너지 

소모량을 측정하여 에너지 소모 예측 모델을 

조정하였다(Fig.2 ). 

 

 

Fig. 2 Energy consumption with spindle RPMs  

 

3. 에너지 소모 분석 
 

TC 의 에너지 소모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절삭속도, 이송속도, 절입량과 같은 

가공 조건, 공작물의 물성, 절삭 공구의 형태 

및 소재, 구성 부품의 규격 등으로 다양하다. 

본 연구에서는 구현된 에너지 소모 분석 

모델을 기반으로 터닝 공정 및 가공 조건 

차이에 따른 에너지 소모 특성을 고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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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터닝 공정별 에너지 소모 

대표적인 터닝 공정으로 단면 가공과 외경 

선삭에 대해 에너지 소모를 분석하였다. 

 

 

(a) Face turning 

 

 

(b) Outer general turning 

Fig. 3 Energy consumption with turning processes 

 

이를 통해, 단면 가공의 경우 소재의 반경 

방향에 대한 이송으로 인해 스핀들 

회전수(RPM)의 변화가 크며, 이로 인한 

감가속으로 인해 전력 소모가 큰 것을 

확인하였다(Fig. 3). 반면, 외경 선삭은 가공 

깊이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가공 

중 절삭력으로 인한 에너지 소모가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또한, 절입량 또는 가공량에 대해 

에너지 소모가 비례함을 알 수 있었다. 

 

3.2 가공 조건에 따른 에너지 소모 

가공 조건은 가공품의 품질뿐만 아니라 

작업의 생산성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다. 

따라서, 품질이 보장되는 영역 내에서는 

경제적인 가공 조건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에너지 소모 모델을 기반으로 가공속도와 

절삭속도의 영향을 평가하였다(Fig. 4). 

평가된 영역에서 절삭속도와 가공속도가 

증가할수록 가공 시간 및 에너지 소모가 

감소하였다. 이는 절삭력 증가보다 가공 시간 

감소에 따른 효과로 보여진다. 

에너지 소모는 가공 시간, 절삭력, 

구동부의 에너지 소비 등의 변화에 따라 그 

패턴이 다양할 수 있기 때문에 에너지 

소모량을 사전에 예측함으로써 경제적인 

가공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a) Cutting velocity 

 

(b) Feed rate 

Fig. 4 Energy consumption with variable cutting 

velocities and feed rates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대표적인 공작기계인 

수평형 TC 의 에너지 소모 분석을 위한 예측 

모델을 구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가공 공정 및 

가공 조건의 변화에 따른 에너지 소모 예측 

결과를 기반으로 정량적인 에너지 소모 특성의 

분석이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에너지 소모 모델을 활용하여, 가공 

실험을 줄이면서 에너지 소모에 대한 다양한 

이론적 접근이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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