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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까지 높은 생산성을 유지하면서 더 

좋은 품질과 엄격한 허용 오차가 있는 제품에 

대한 증가하는 수요로 인해 공작기계의 

정확도를 향상시키는 것에 대한 중요성은 

업계와 학계 모두에서 인정 받아왔다. 

가공제품의 치수 정밀도를 결정하는 것은 

공작기계의 정확도인데, 이러한 정확도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바로 열 

오차로서, 전체 오차의 약 60%를 차지한다.(1) 

이러한 열 오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열 

변형을 예측, 이를 보상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열 보상 방법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정확하고 

강건한 모델을 만드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Zhu 는 비용-시간 측면에서의 단점을 보완하며, 

열-구조적 메커니즘을 적절하게 고려하기 위해 

열 모드 개념을 적용하여 모델링을 하였다.(2) 

이 방법은 열 모드를 통해 센서위치를 찾아서 

열 오차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복수의 열원에 의해 발생하는 열 

변위를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두 열원에 의하여 발생하는 열 

변위를 열 모드 해석을 통한 센서 위치 선정 

및 이를 이용한 모델링 및 수치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모델 성능을 평가 해 보았다. 

 

2. 열 모드 해석 및 열 오차 모델링 
 

2.1 열 모드 해석 

공작기계의 스핀들에 있어서 전체 열 변형 

과정은 몇 가지 지배적인 열 모드로 표현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열 모드 각각의 가중치를 

이용하여 온도 센서의 위치를 선정할 수 

있는데 이를 위한 가중치에 대한 계산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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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i 는 모드 열 하중을 의미, i 는 각 

모드에서의 시정수를 의미한다. 

 

2.2 열 오차 모델링 

스핀들에서 발생하는 열 오차는 위치에 

대하여 독립적인 열 오차로서, 온도만의 

함수로 표현이 된다. 그 식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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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E(t)는 열 오차, t 는 시간, N 은 

온도센서의 갯수이다. 

열 오차는 온도 변화에 대해 선형적인 

관계를 가지므로 식(2)는 아래의 식과 같이 

표현될 수 있으며, 따라서 [B]를 계산해 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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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T]는 시간 t 동안 측정된 온도 행렬, 

[B]는 선형회귀법으로 계산된 계수행렬이다. 

 

2.3 모델의 검증 

모델에 대한 성능을 검증 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회귀에 대한 검증에 쓰이는 

결정계수를 사용하였다. 이는 회귀 라인과의 

잔차 오차에 대한 정량화를 가능케 하며 

열 모드 해석을 통한 두 열원에 의한 열 변위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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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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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r2이 결정계수를 의미한다. 

 

3. 수치 시뮬레이션 
 

Fig. 1 은 단순화한 스핀들과 외부 조건을 

나타낸다. 열 유속 입력 Q1=1000W/m2, 

Q2=500W/m2, 표면과 대기 사이에서는 열 

대류 10W/m2K 가 발생한다고 가정하였고 

구조용 강의 물성치를 사용하였다. 

 

 

Fig. 1 1D model of a spindle 

 

열 모드 해석 결과로, 가중치 순서대로 

4 개의 모드를 선택하였고, 이는 1, 2, 3, 6 차 

모드가 각각 96.05, 2.58, 0.34, 0.25%로 전체의 

99.22%를 차지함을 의미한다. 이를 이용하여 

스핀들의 5, 260, 390, 490mm 지점을 온도센서 

위치로 선정하였다. 

열-구조해석을 통하여 4 곳의 온도센서 

위치에서 얻어진 온도 값과 스핀들 끝 단의 열 

변형 값을 이용하여 온도변화 T(t)와 열팽창 

e(t)의 모델을 만들었고, 그 모델은 아래와 

같다. 
 

(t)=3.78T1(t)-2.95T2(t)+10.9T3(t)-6.15T4(t) (8) 
 

이 모델은 시작점에서 60 분까지의 온도 

값과 열 변형 값으로 식(8)과 같이 모델링하고, 

이 모델에 60 분에서 120 분 사이의 온도 값을 

입력하여 계산된 열 변형 값과 열-

구조해석으로 얻은 열 변형 값을 비교 

해보았다. 그 결과로 예측구간의 r2 값은 

99.21%, 전체구간 99.62%라는 높은 예측률을 

확인하였다.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두 열원에 의하여 발생하는 

열 변위를 열 모드 해석을 통하여 온도센서 

위치를 선정하였고, 이를 이용한 모델링 및 

수치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모델 성능을 평가 

해 보았다. 그 결과로 r2 값은 예측구간에서 

99.21%, 전체구간에서 99.62%로 높은 예측률을 

보임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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