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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교육용으로 사용되는 피삭재(소재)는 SM20C, Al6061, 아크릴 등의 소재를 사용한다. SM20C 소재는 탄소강으로서 자격증 
시험 및 기능경기대회에서 많이 사용되지만 산업현장에서도 많이 사용된다. Al6061 소재는 탄소강에 비하여 경도가 낮아지고 
전성(연성)이 강한 소재이기에 공구의 구성인선이 많이 발생하는 소재 라고 한다. 아크릴 소재를 이용하여 학생들에게 실습지

도 하면 어느 부분에서 과다 절삭으로 인하여 진동이 발생하고 공구의 파손이 발생하는 소재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5축장비인 

2NC헤드에게 가해지는 충격이 정밀도 제어에는 어느정도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알아본다. 5축장비의 가장 취약한 부분은 AC축

을 제어하는 헤드가 가장 약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이 부분의 정밀도 및 누적 공차가 발생할 경우 모든 제품의 정밀도가 떨어

지는 현상이 발생한다. 따라서 2NC헤드의 핵심적인 부분, 스핀들 하우징은 Al7075 T6(미국 알코아사) 소재를 사용하고 전체 바
디는 FCD450 (구상흑연주철) 사용하여 진행하였다. 이 두가지 소재에서 작용되는 진동 및 절삭 과정에서 힘을 극한조건에서 
유한요소 해석으로 적용되는 값을 밝혀 내고자 해석을 진행하였다. 이러한 해석 데이터를 활용하여 학생들이 5축절삭 보다 5축
가공기의 구조를 보고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 Abstract ]

Materials used for education include SM20C, Al6061, and acrylic. SM20C materials are used a lot in certification tests and 
functional competitions as carbon steel, but they are also used in industrial sites. Al6061 is said to be a material that produces 
a lot of tools because it has lower hardness than carbon steel and is highly flexible. When practical guidance is given to st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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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본 론 

A. 5축절삭가공기의 2NC 헤드의 전체 구조 설계

본 연구대상인 5축절삭가공기는 운동변환기구가 기어에 

의해서 제어되지 않고 전체적으로 가속 및 감속이 증가함

에 따라 정밀도를 악화시키는 벡래시 및 컴플라이언스로부

터 자유로운 A축 및 C축의 회전하는 최대 100 rpm 회전수를 

가질 수 있다. A축 및 C축의 전체적은 힘은 120 kw의 torque 
motor 용량으로 사용되고 Clamping torque at MAX 0~6 bar, 

spindle 120 kw, 30000 rpm을 제어할 수 있게 스핀들 하우징

을 제작한다. 실제로 공구가 장착되는 부분은 HSK63A 공구

를 장착하여 진행하였다. 5축절삭가공기는 제어방식에 따라

서 2가지로 분류되고 그 중에서 테이블이 회전하는 C축 테이

블이 각도를 제어하는 것이 A축이라고 한다. 테이블이 제어

되는 5축가공기는 소형공작물을 가공하는데 용이하고 기계

설치 공간이 협소해도 충분히 설치를 할 수 있도록 제작된 5

I. 서 론 

최근 국내 산업분야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높다. 지난 수십년 동안 대한민국의 경제발전을 선도해 온 

분야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제조업 분야에서 지속적인 경

쟁력을 확보하고 세계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고부가가

치 상품을 제조를 통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생산하는 것이 매

우 중요하다. 그 중에서도 세계적으로 4차 산업혁명 준비하

고 한 단계 더 도약하고자 하는 나라가 많이 존재한다. 1차 

산업혁명은 수력을 이용한 증기 기관차 2차 산업혁명은 대량

생산을 위한 전기가 사용되고 3차 산업혁명은 인터넷으로 제

어할 수 있는 시대이다. 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 스마트 산

업분야가 활성화 된다. 공작기계 분야에서의 대표적인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5축절삭가공기라고 할 수 

있다. 앞으로 산업현장에서 크게 활용되는 5축절삭가공기 교

육은 우리나라가 첨단산업의 선두주자가 될 수 있고 그에 맞

는 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다. 특히 항공분야에서 만큼은 5축
절삭가공기가 아니면 국제 항공부품 가공 승인을 받지 못하

기에 필수라고 할 수 있다. 그 밖에도 금형, 전기자동차, 모든 

산업분야 전반적인 곳에서 필수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5축절삭가공기를 이용하면 상대적으로 피삭

재(소재) 경도가 낮은 것을 선호하며 스틸 인 경우에는 가공 

깊이를 많이 제어하기 힘들어서 절삭속도가 느리게 작용 한

다. 알루미늄 소재는 가공깊이를 많이 제어할 수 있고 절삭

속도 빠르게 할 수 있는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Al(알루미늄)
의 가공조건에서 극한 조건을 부여하여 유한요소 해석으로 

2NC헤드 바디(FCD450) 및 스핀들 하우징(Al7075 T6) 변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유한 해석을 진행한다. 이 데이터를 

이용하여 5축절삭가공기의 특성을 교육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dents using acrylic materials, it is a material that causes vibration and tool damage due to excessive cutting. In this process, 
we examine how impact on the 5-axis equipment 2NC head can affect precision control. The weakest part of a five-axis equip-
ment is the head that controls the AC axis. In the event of precision and cumulative tolerances in this area, the precision of all 
products is reduced. Thus, a key part of the 2NC head, the spindle housing was carried out using Al7075 T6 (U.S. Alcoasa) 
material and the entire body using FCD450 (spherical graphite cast iron). In the vibration and cutting process acting on these 
two materials, the analysis was carried out to determine the value of applying the force as a finite element analysis under 
extreme conditions. We hope that using these analytical data will help students see and understand the structure of 5-axis 
machining rather than 5-axis cutting.

Key Words: Vibration, Structural Analysis, Optimization, Machine Tools, Rigidity

그림 1. 5축 절삭가공기의 2NC헤드의 전체적인 구조

Fig. 1. Overall structure of the 2NC head of a 5-axis cutting 
mach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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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재설계 및 제거 후 스핀들 축 회전 조건(case 1)과 모터부 

회전 조건(case 2)를 가정하여 구조 및 모드 유한요소 해석을 

진행하고자 한다.

2) 유한요소해석 모델 생성

부품의 크기가 가장 큰 C-axis body, flange housing 부분에

는 FCD450 소재를 사용하고 spindle housing 부분은 (Al7075 
T6) 소재를 사용하고 C-axis body, flange housing 각각 질량수

를 맞춰주고 spindle housing 또 하나의 파트를 선정하여 해석

규모를 크게 형성하였고, 총 3가지의 파트로 나누워 유한요

소해석을 진행한다. 그림 3은 유한요소 해석을 하기 위한 메

축절삭가공기 이다. 다른 한가지의 5축절삭가공기는 2NC 헤

드는 기계자체가 테이블 이동 제어하는 X축, 주축 램의 이동 

제어하는 Y축, 램 자체가 위아래로 이송 제어하는 것이 Z축

으로 제어된다. 그림 1은 2NC 헤드 자체가 회전하는 C축, 스
핀들이 장착되어 있는 부분이 각도를 제어하는 것이 A축이

라고 한다. 2NC 헤드가 장착되어 있는 기계는 대형공작물 가

공하는데 용이하며 설치 공간차이가 많이 발생하는 기계라

고 할 수 있다. 
표 1은 2NC 헤드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AC축의 사양표이

다. A축 제어용 부품으로는 torque motor, roto clamp, crossed 
roller bearing, Rotary union, angle encoder 등이 있으며 C축

에서도 A축 부품과 동일하게 적용되어 있으며 추가적으

로 flange housing, Axial/radial bearing, 함께 포함되어 있고 

Rotary union 부품은 C축에는 사용되지 않는다.

B. 5축절삭가공기의 2NC 헤드의 핵심부품 유한요소 해석

 

1) 유한요소해석 할 경우 고려사항

그림 2는 해석에 불필요한 부분은 재설계 및 제거 후 스핀

들 축 회전 조건(case 1)과 모터부 회전 조건(case 2)를 가정하

여 구조 및 모드 유한요소 해석을 진행하고자 한다.
표 2는 유한요소해석을 하기 위하여 2NC헤드의 회전각도, 

속도 물성 조건을 표기하였다. 그림 2 해석에 불필요한 부분

표 1. 2NC헤드 사양표

Table 1. 2NC head specification table

2NC 헤드 사양

SPINDLE

max speed (S1) RPM 3000

max power (S1) KW 120

Max torque (S1) Nm 83

A축

rated torque Nm 1240

max torque Nm 2000

Clamping torque at 6bar Nm 5640

Clamping torque at 0bar Nm 3120

Clamp - Pneumatic

Swiveling angle degree ±105

Positioning accuracy " ±5

C축

rated torque Nm 1760

max torque Nm 2860

Clamping torque at 6bar Nm 5500

Clamping torque at 0bar Nm 3100

Clamp - Pneumatic

Swiveling angle degree ±360

Positioning accuracy " ±2

weight kg 1100

그림 2. 2NC헤드를 유한요소해석 하기 위하여 불필요한 부분을 제

거 후 스핀들 축 회전조건, 모터회전조건을 부여한 경우

Fig. 2. In case the spindle shaft rotation condition and motor 
rotation condition are given after removing unnecessary parts 
for the finite element analysis of the 2NC head.

그림 3. 유한요소해석을 위한 메쉬 설정

Fig. 3. Mesh settings for finite element analysis.

표 2. 유한요소해석에 대한 고려사항

Table 2. Considerations for finite element analysis

시험 조건 구동 조건

회전 각도 조건
스핀들 축(spindle housing) : ±105도, 

고정부 축(body) : ±200도,

회전 속도 조건
스핀들 축(spindle housing) : 최대 94 rpm, 

고정부 축(body) : 최대 100 rpm

물성 조건
FCD450과 AI7075 (T6)로 설정하였을 때의 응력분포, 

변형, 모드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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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0.5% 이하, 나머지 Al성분이라고 할 수 있다. 템퍼링(고

온뜨임) 열처리가 되어 있고 인장강도 520 MPa이고 항복강

도 475 MPa 그리고 T6 열처리는 인공시효경화 처리된 소재 

할 수 있다. 그림 4는 물성조건을 주기 위하여 설정한 모습을 

보여준다. 초록색으로 표기된 부분(Spindle housing) 회색으

로 표기된 부분은 C-axis body FCD450 으로 설정하여 진행

한다.
표 3은 유한요소해석을 하기 전에 소재 별로 적용되는 하

중 값을 말한다.

4) 경계 조건

그림 5는 유한요소해석을 진행하기 전에 회전, 구속조건 

적용한 모습을 표현한 그림이고, 회전조건은 <Case 1> 스핀

들 헤드 축의 회전을 가정하고 94 rpm <Case 2> 스핀들 하우

징과 고정되는 스핀들 자체가 하우징과 함께 회전한다고 가

정하고 회전축에 100 rpm 구속조건은 motor stator 부가 고정

되어 있다. 가정하에 구속 및 회전조건을 부여하여 유한요소 

해석을 진행한다.

III. 결 론

본 논문은 5축절삭가공기를 교육하는 과정에서 장비의 특

쉬 설정한 모습을 제시한다. 총 절점 개수 833,964개 요소의 

수는 490,171개로 Mesh 생성 작업을 어렵게 만들었다. 

3) 재료 물성

그림 4는 전체 바디 FCD450 및 스핀들 하우징 Al7075 
(T6) 소재의 함유되어 있는 물성조건과 열처리되어 있

는 소재이다. C-axis body 재질은 FCD450으로 C=2.5%, 
Si=0%, Mn=0%, P=0%, S=0.02%, Mg=0.09% 이하 함유되

어 있으며 Al7075 T6 재질은 Cu=1.2~2.0, Si=0.4% 이하, 
Mg=0.45~0.8%, Zn=5.1~6.1, Mn:0.20% 이하, Cr=0.18~0.35, 

그림 4. 스핀들 하우징 및 전체 바디 설정

Fig. 4. Spindle housing and full body settings.

표 3. 소재별로 적용되는 하중조건

Table 3. Load conditions applied by material.

Materials Density (kg/m3) Elastic modulus (GPa) Poisson's ration Yield strength (MPa)

FCD450 7,700 200 0.32 350

Al7075 2823 71.7 0.33 503

그림 5. AC축의 회전, 각도 조건 및 구속조건

Fig. 5. Rotation, angular conditions, and constraints of the AC ax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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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하였고, 이는 항복응력 1% 미만의 값을 가지는 결과가 나

온다. 스핀들 하우징 부분의 유한요소해석을 진행한 결과 (알
루미늄) Al7075 T6의 소재를 사용한 경우에는 최대변형해석

결과 값이 0.45MPa 발생한다. 유한요소해석 한 결과 항복응

력 1% 미만의 결과 값이 발생한다. 그림7는 최대응력해석 결

과를 보면 전체 바디 부분 0.94 MPa 값이 최대응력해석 결과 

징 및 가장 취약한 부분을 학생들에게 교육하기 위하여 2NC 

헤드 부분으로 하여 가공하는 힘이 얼마나 작용하게 되면 변

형이 얼마나 발생하는지 알아보기 위한 유한요소해석을 진

행한 결과를 그림으로 표현한다. 그림 6은 Case2 경우에는 

최대변형해석결과를 보면 전체 바디 부분에는 FCD450(구상

흑연주철)을 사용한 경우 0.49 MPa 최대변형해석결과가 발

그림 6. 변형 분석 결과

Fig. 6. Case 2 variant analysis results.

그림 7. 응력 해석 결과

Fig. 7. Case 2 stress analysis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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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으로 항복응력 1% 미만의 결과 값이 발생한다. 스핀들 하

우징 부분의 유한요소해석을 진행한 결과 최대응력해석 값

이 0.66 MPa 나왔다. 이는 항복응력 1% 미만의 값을 가지는 

결과이다. 그리하여 일반적으로 알루미늄을 절삭할 경우 5축
절삭가공기의 가장 취약한 부분은 변형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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