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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공작기계는 전기 에너지를 투입해서, NC장치와 

서보모터를 이용해 공구의 위치를 NC 데이터에서 

계획했던 공간적 위치로 이동시킴으로서 공작물

의 외형을 가공하는 시스템이다. 이 가공 공정에서 

소요되는 에너지는 주로 서보모터의 작동 에너지

와 지지 베어링, 볼너트, LM 블록의 마찰 에너지, 
유공압 공급장치의 작동 에너지, 기계의 조명, 그리

고 이송질량의 가감속으로 인한 운동에너지를 들

수 있다.1 여기서 이송계의 운동에너지와 유공압 

공급장치를 제외한 에너지는 대부분 기계의 기본 

에너지로서 일정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가공 중 다축의 이송계는 다양한 거리를 이동하면

서 이송 에너지의 변화가 심하게 나타난다. 지금까

지는 이송계의 소비에너지를 실험적 방법으로 측

정해 왔는데, 측정의 재현성에 어려움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송계가 가감속 운동을 할 때, 

순수히 NC 데이터에 의해 이송계의 소비에너지

 

Fig. 1 Kinematic motion of 5-axis machining center 

를 예측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NC 데이터의 운

동궤적에서 가속도를 추출하고 이송질량과 속도

를 곱해서 시간에 따른 Power를 계산하였다. 이 

방법은 실 가공 전에 공작물 가공에 소비되는 이송 

에너지를 예측할 수 있고, 동일 공작물 형상에 대해  

다양한 이송궤적의 소비 에너지를 비교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2. NC 데이터로부터 가속도 추출

Fig. 1과 같은 5축 머시닝센터에서 가공물을 가

공할 때, 각 이송 축은 NC데이터의 명령에 따라 

운동하게 된다. 이 때 장비에서 소비하는 총 에너지

는 Fig. 2에 보이는 바와 같이 Power의 변화로 측정

된다. 그림에서 보듯이 순수한 이송계의 소비 에너

지는 장비의 작동에 따른 주변장치의 마찰과 손실

로 인해서 총 에너지로부터 정확히 분리되지 않는

다. 특히나 이송속도가 작은 경우에는 이송계의 

운동 성분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래서 서보모터에 

이송 명령을 지령하는 NC 데이터로부터 각 축

 

Fig. 2 Electricity energy consumption of a cutting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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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순차적 위치와 이송속도로부터 시간에 대한 

위치, 속도, 가속도, Jerk를 추출해 냈다. 간단한 

운동방정식으로 Jerk가 없는 경우, 아래 식과 같이 

초기 설정한 가속시간 t1 동안 목표속도 Vs에 도달

하기 위해서는 가속도 as가 계산되고, 이때 도달한 

거리는 Sa가 된다. 또한 목표거리 Sg까지는 목표속

도 Vs로 t2의 시간이 더 소요된다.

·

  

··  


··



 ·

이렇게 추출된 위치, 속도, 가속도의 데이터를 

이용해서 아래와 같이 이송체의 질량과 속도 및 

이송거리를 곱하여 Power와 Work를 계산할 수 있

다.

···
···

3. 이송계의 소비 에너지 예측 예

실제 예로 Fig. 3에 사용된 NC 데이터와 3D 운동

궤적을 나타내었다. 공간적 운동궤적은 X방향으

로는 단순 이송 증가를, Y와 Z방향으로는 왕복 

이송을 한  형태 이다. 이때, 이송속도는 첫 Step에서 

40m/min, 두 번째 Step에서 70m/min 이다. 이 이송

속도는 X, Y, Z 축 방향의 속도로 분리되고, 계속해

서 위치와 가속도 Jerk를 계산해 낸다.  

X300, Y225, Z200, F40000
X400, Y350, Z0  , F70000
X600, Y280, Z100, F0

Fig. 3  3D moving trajectory of NC data

Fig. 4에는 X축 방향의 위치, 속도, 가속도, Jerk의 

계산 결과를 나타내었다. 목표위치까지 도달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은 0.668 s이고, 가속도는 첫 Step
에서 4.3 m/s2, 두 번째 Step에서 12.3 m/s2가 된다. 
Fig. 5에는 이송체의 질량이 100 kg일 때 Power를 

나타내고 있는데, 초기 가속 시에는 약 100 W, 두 

번째는 1100 W, 세 째는 1400 W의 Power가 소요되

고, 누적 에너지는 최종적으로 100 J이 되었다.

Fig. 4 Position, velocity, acceleration, jerk of X-axis

Fig. 5 Power and work of X-axis feeding unit 
 

4. 결론

1. 이송 시스템의 가감속 운동에너지를 예측하기 

위해서 NC 데이터로부터 위치, 속도, 가속도, 
Jerk를 이론적으로 추출하고, 이송 질량를 곱하

여 시간적 Power와 누적 일량을 예측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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