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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형 플로어타입 보링머신용 이송테이블 설계
Moving table design for super size floor type boring mach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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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들어 선박엔진, 풍력발전, 항공부품, 원자력 

부품 등 대형 부품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대형 

가공기의 개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대형 접촉 베어링의 수급 불균형 및 정밀도 특성 

확보의 한계로 대형 유정압베어링을 적용한 가공

기 개발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대형 가공기에 유정압베어링을 적용하는 경우, 

상대적으로 넓은 베어링 설치 공간에 의해 높은 

부하용량을 기대할 수 있는 반면에, 부품 대형화에 

의한  가공정밀도의 한계로 베어링 간극의 미소화

에 제한이 있으며 절삭부하도 상대적으로 높아지

게 되어 고강성화 설계가 용이하지 않게 된다. 이에 

따라, 원리적으로 보다 높은 강성을 기대할 수 있는  

자기보상형이나 정유량형 유정압베어링이 활발히 

개발되어 적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본 연구세서는 이러한 고강성화 메카니즘 가운

데에서도 원리적으로 가장 높은 강성을 기대할 

수 있도록 고안된 PM(Progressive Mengen)형 유정

압베어링(Hyprostatik Schonfeld GmbH)을 적용하

여 초대형 플로워타입 보링머신에 사용될 X, Y, 
Z, V 축 직선운동 테이블을 개발하고자 하였으며 

본 논문에서는 그를 위한 PM형 유정압베어링의 

원리, 성능 해석방법 및 이송테이블의 성능 설계 

결과를 정리하였다. 

2. 사용 조건 선정

각 이송테이블은 기본적인 대형 구조물의 자중

에도 PM형 유정압베어링이 이를 견디기위한 하중

조건과 중절삭이 작용하였을 때의 작용변위와 연

관되는 강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이를 위한 

설계 조건으로 자중을 고려하여야 하며 적재용량

은 200 t으로 하였다. 또한 중절삭 밀링가공 기준으

로 절삭력을 예측하였으며 사용조건인 400 φ, 24 
날 밀링컷터를 기준으로 절입깊이 8 mm 로 하여 

상용프로그램인 Cutpro를 이용하여 절삭렬을 계산

한 결과 X, Y, Z 방향의 절삭력이 각각 7,200 N, 
17,000 N 및 5,000 N 으로 예측되어 안전율을 고려

하여 2 배의 절삭력이 걸리는 것을 기준으로 Fig. 
1 의 조건으로 설계를 진행하였다.

Fig.1 Force condition and configuration of the rotary 
and linear table

 

3. 유정압베어링의 부하특성 설계 

PM형 유정압베어링에 있어 각 포켓에 유입되는 

유량 Qi는 일반적인 모세관형의 특성인 Fig. 2(a)
와 달리 Fig. 2(b)에서와 같이 포켓압력 Pr에 비례하

게 되므로 베어링 성능해석에 있어 유량에 대한 

경계조건을 Eq. (1)과 같이 설정하면 일반적인 유정

압베어링과 동일한 수치해법을 적용하여 성능을 

해석할 수 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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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Load characteristics of a designed vertical hydro-
static bearings for V-ax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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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Flow-rate characteristics of a designed vertical hy-
drostatic bearings for V-axis

(a) Capillary type         (b) PM type
Fig. 2 Comparison of oil flow characteristics of PM 

type compensator with capillary compensator

이러한 특성을 이용하여 유정압 베어링을 설계

하였다.  Fig. 1에 보이는바와 같이 V축은 로터리 테

이블 전체를 부상시키고 가공기의 주축방향으로 공

작물을 직선 이송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V축 테

이블이 지지하는 최대하중은 최대 공작물 무게 200 
t, B축 로터리테이블 관련 하중 150 t, 최대절삭력 5 
t  등 총 355t으로 추정되며 최소지지하중은 자중 150 
t 이  되도록 설계하였다. 

Fig. 3(a), (b), (c)에 수직방향 베어링의 부하용량, 
포켓압력 및 강성의 계산 결과를 나타내었으며, 
테이블의 최대이송속도인 6 m/min로 이송시 윤활

유 점도변화를 고려하여 부하특성을 계산였다.
최소하중인 150 t이 작용하는 경우, 테이블의 

부상량은 93 ㎛이며 이 때의 포켓압력은 5.2 
kgf/cm2, 강성은 6.4 t/㎛가 됨을 해석을 통하여 

알 수 있었다. 최대하중인 350 t이 작용하는 경우, 
테이블 부상량은 76.5 ㎛로 감소하며 이 때의 포켓

압력은 12.0 kgf/cm2로 사용 한계압력인 27.9 
kgf/cm2보다 충분히 작은 값이다. 또한 강성은 24.3 
t/㎛까지 증가함을 알 수 있다.

Fig. 4(a), (b), (c)는 수직방향 베어링에서의 소비

유량, 온도상승 및 소비동력의 계산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소비유량은 자중만 작용하는 경우 5.5 l/min
이고 최대하중이 작용하게 되면 7.2 l/min로 증가하

게 됨을 보이고 있으며, 온도상승의 경우에는 작용

하중에 따른 변화는 미미하여 2.2 ℃를 유지하며 

펌핑동력 및 마찰동력은 자중이 작용하는 경우 

158.0 및 31.6 kgf․m/s, 최대하중이 작용하는 경우 

206.4 및 41.2 kgf․m/s가 소요됨을 보이고 있다.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PM형 보상요소를 이용한 초대형 

유정압베어링 이송테이블의 설계 결과를 나타내

었으며 베어링간극 변화에 따른 부하용량, 포켓압

력, 강성 특성의 고찰로부터 설계된 이송테이블은  

최대 부하를 충분히 지지하면서 약 24 t/㎛까지의 

강성을 갖도록 설계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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