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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직형 복합 연삭 시스템 베드의 ANSYS를 적용한 동특성해석
Analysis of Dynamic Characteristics of Hybrid Vertical Grinding System 

Bed Based on ANS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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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료      인장강도      영율      전단탄성계수      연신율
                     [MPa]         [GPa]          [GPa]

    SS41      400~550        200               80                    20%

   FC300         276           100                40                      1%

1. 서론

공작기계는 산업발전을 주도하는 핵심 첨단

설비이다. 공작기계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설계

기술, 가공기술, 제어기술등과 같은 고도의 기술

들이 요구되고 있다. 점차 산업의 발전함으로써,

새로운 산업이 발달하게 되고 품질향상을 위해

기존보다 더욱 정밀한 부품을 필요로 하게 되었

다. 이러한 부품들의 정밀도를 향상시키는 가공

공정으로는 여러 분야가 있으나, 그 중에서 연

삭가공은 부품의 정밀도 향상 및 대량생산에 용

이한 정밀 가공법 중 하나이며 그만큼 중요한

공정이다.[1][2][3]
그 중, 하이브리드 연삭시스템은 기존의 연삭공

정을 대치하여 연삭공정을 복합화하여 공간적으

로 이득을 볼 수 있으며, 제품의 생산률을 고속화하

여 효율을 극대화 하는 연삭시스템이다.
다기능 하이브리드 수직형 복합 연삭시스템은 

다품종 소량생산, 자동차 부품 가공 공정등 여러 

기종에 변경이 유연한 복합 연삭시스템이다.
공작기계에 있어서 강성은 가공정밀도와 표면

거칠기와 같은 공작물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이며, 특히 주요 부품들의 하중을 지지

하는 베드는 공작기계의 안정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에 하나이므로 공작기계 베드에 

대한 동특성 특성을 해석한 후에 공작기계의 동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2][3]
본 연구에서는 수직형 하이브리드 연삭 시스템

의 베드를 주철 베드와 SS41 베드를 유한요소법을 

이용하여 각 포지션별로 모달해석을 진행하여 동적

에 대한 특성을 비교분석 하였다.

2. 고강성베드의 재료선정

공작기계의 베드는 주축의 고속회전, 이송계의 

고속 운동에 의해 발생 되는 진동에 우수한 감쇠성

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에 수직형 하이브리드 연삭 시스템에 적용 

될 베드는 본 연구를 통하여 SS41와 주철(FC300)재
료의 베드 동특성을 통하여 선정하려 한다.

Table 1 Specification of SS41 and FC300 

 
3. 유한요소법을 이용한 모달 해석  

  본 연구에서는 3D 모델링은 SolidWorks 2010, 
구조해석은 ANSYS Workbench 12.1을 이용하고 

2D 도면을 바탕으로 1:1크기를 갖는 베드의 3D 
모델을 완성 하였다. 

Fig. 1은 수직형 하이브리드 연삭 시스템 베드의 

3D 모델로서 베드의 상단부에 이송계 대신 임의의

더미를 올려서 해석을 진행 하였다. 
수직형 복합 연삭시스템 베드의 동적인 특성

을 알아보기 위하여, 재료를 주철과 SS41을 부

여 하여 Loding, Gauging, Grinding, Turning

포지션으로 각각 1차 모드부터 6차 모드까지 해

석을 진행하였다. 구속조건은 6개의 하단지지부

에 Fixed Support를 이용하여 구속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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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sition      Loading      Gauging     Grinding      Turning

    SS41       90.867         87.734       82.941         76.016

   FC300      63.229         61.151        58.016         53.054

Fig. 1  3D Modeling of  Vertical Grinding System Bed  
Fig. 2은 주철 베드와 SS41베드의 Meshing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Meshing 작업은 Auto

Meshing를 하였으며, 주철베드의 경우 총

86378개의 노드와 17801개의 요소로 구성되었으

며, SS41베드는 총 95604개의 노드와 18697개의

요소로 구성되었다.

Fig. 2 Meshing of Vertical Grinding System 

Fig. 3은 주철 베드의 모달해석을 진행한 결

과이다. 1차모드를 분석한 결과 Loading에서

63.229Hz, Gauging 61.151Hz, Grinding

58.016Hz, Turning 53.054Hz로 나타났다.

Fig. 3 Result of modal analysis of Cast iron bed
Fig. 4은 SS41 베드의 모달해석을 진행한 결

과이다. 1차모드를 분석한 결과 Loading에서

63.229Hz, Gauging 61.151Hz, Grinding

58.016Hz, Turning 53.054Hz로 나타났다.

Fig. 4 Result of modal analysis of SS41 bed
Table. 2는 주철베드와 SS41베드의 1차모드를

비교한 것이다. 비교결과 SS41베드가 고유진동

수가 20~30Hz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Table. 2 Comparison of Iron Cast Bed and SS41 Bed
4. 결론

본 연구에서 SS41와 주철(FC300)재료의 베드를

동특성을 통하여 비교하였다.
수직형 하이브리드 연삭 시스템의 주철 베드와  

SS41 베드의 모달해석을 진행한 결과 전체적으로 

주철베드의 고유진동수보다 SS41 베드의 고유진

동수가 20Hz~30Hz 높은 결과가 나타났다.
고유진동수가 더 높은 SS41베드가 진동에 대해 

주철보다 성능이 우수 한 것으로 해석 되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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