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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론

최근 유가상승  환경규제 강화의 향으로 내연기 의 가스 

배출량 감소를 도모하고, 연비 향상을 해 차량 경량화에 노력을 

기울이는 추세이다. 이러한 비강도가 높은 경량화 소재는 다양한 

산업에서 차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며, 부품의 크기도 

소형에서 형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다양한 크기의 고경도 소재 가공을 해서는 형의 고강성 공작기

계에 한 필요성이 크게 두되고 있다. 한, 경량화를 한 부품

들은 일반 으로 기하학  형상이 매우 복잡하므로 기존의 공작기

계에서 한 번에 가공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가공 생산성이 매우 낮

아지는 문제를 갖고 있다. 기하학  형상이 복잡한 부품은 터닝

(turning)과 링(milling) 등의 작업이 순차 으로 반복되는 가공

을 진행해야 하고, 이로 인해 공작물의 공작기계 설치  제거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공작물의 셋 이 반복되면서 가공정 도가 

낮아지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해 

한 번의 셋 으로 복잡한 형상의 부품을 가공할 수 있는 5축 복합

가공기가 사용된다. 그러나 일반 으로 5축 복합가공기의 경우, 공

작기계의 구조가 3축 공작기계에 비해 복잡하고, 각 구성요소에서 

발생하는 자 과 소재의 삭력 등으로 인해 공작기계의 정  강성

이 약하게 되어 가공오차가 커지고, 이로 인한 불량률 증가  생산

량 감소로 연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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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으로 형 5축 복합가공기의 설계는 구조물의 복잡성 등

으로 인해 공작기계의 개발  설계 시 숙련자의 경험에 의존하여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강성 강화를 한 공작기계 구조

물의 형화와 고 량화  이로 인한 가공정 도 하 등의 문제

를 래하게 된다. 일반 인 3축  5축 공작기계의 설계를 해 

최근에는 유한요소해석을 활용하여 복합가공기의 각 구성요소의 

정  강성에 해 평가하고[1-5] 설계에 반 하거나, 최 화 유한요

소해석 결과를 바탕으로 설계자가 재설계[6-10] 하는 방식으로 진행

되고 있다. 그러나 자 의 향이 크고, 삭력이 상 으로 큰 

형 복합가공기에 이와 같은 최 화 해석을 수행한 는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본 논문에서는, 주로 경험 인 설계로 인해 반  구조물의 강

성이 고려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해 상최 화(topology 

optimization)를 통해 각 구조물의 정강성을 높이고 자 을 감소시

킬 수 있는 리 구조의 최 설계를 수행하 다. 본 논문에서는, 5

축 복합가공기의 구성요소  가공오차에 큰 향을 미치는 구성요

소인 램(ram), 새들(saddle), 컬럼(column)을 상으로 유한요소

해석을 활용하여 자 과 삭력이 작용하는 상황에서의 최 화 해

석을 수행하 다. 구조물의 최 화를 해서는, 정강성, 동강성  

열변형 등에 한 복합 인 해석이 필요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우

선 정강성에 국한하여 구조물 최 화를 수행하고자 한다.

2. 5축 복합가공  초  계안의 강  해

2.1 5축 복합가공  해  모델

5축 복합가공기의 정강성 해석을 수행하기 한 모델은 아래 

Fig. 1과 같으며, 해석 수행 상 구조물은 에서 언 한 바와 같

이 램, 새들  컬럼 구조물이다. 주축(spindle)에서는 임의의 공구 

끝 을 생성하 으며, 이는 삭력이 작용하는 작용 인 동시에, 

구조물들의 정강성을 평가하기 한 기  역할을 한다. 한, 복

합가공기의 이송시스템으로는 LM가이드(guide)와 블록(block) 

 볼 스크류(ball-screw)로 연결되어 있다. 

이러한 공작기계의 정강성 해석은 각 구조물들의 단품 해석으로 

진행하 으며, 컬럼의 경우 구조물의 크기가 크고, 구조에 곡면과 

구멍(hole)이 다른 구조물에 비해 그 수가 많이 존재한다. 따라서,

곡면들을 표 하기 해 생성된 요소의 수가 증가하게 되며 해석 

시간을 크게 증가시키게 된다. 그러므로 해석 시간 단축을 해 칼

럼의 정강성 해석에서만, Fig. 2와 같이 램과 새들의 3차원 모델링

을 간소화하여 1차원 형상으로 묘사하 다. 

2.2 5축 복합가공  강   조건

본 논문에서는 5축 복합가공기 구조물의 최 설계를 해 기

설계의 정강성 평가를 진행하 으며, 해석에 활용된 소 트웨어는 

Altair사의 Hyperworks 13.0이다. 구조물의 소재는 주축부에는 

SM45C, 이송계를 포함한 램, 새들, 칼럼 구조물에는 GC300이 

사용되었다. 각 소재의 물성치는 Table 1과 같다.

정강성 해석 조건으로는 우선, 각 구조물들의 이송계에 한 강

성과 자 을 고려하 으며, 임의의 공구 끝 을 생성하여 삭력이 

작용하도록 하 다. 복합가공기의 각 축의 이송계는 LM가이드와 

블록  볼 스크류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때의 LM 가이드와 블록

의 강성을 고려하 다. 입력된 강성 값은 Table 2에 나타내었다. 

여기서 X축 이송은 칼럼의 좌우 직선왕복운동 방향이며, Y축은 

램의 후 직선왕복운동 방향, Z축은 새들의 상하 직선왕복운동  

방향이다. 한, ,  , 는 X, Y, Z축 방향에 한 강성 값이

고 , , 는 각 축 방향 모멘트에 한 강성 값이다. 이러한

강성에 한 설정 방식은 LM가이드와 블록이 되는 부 의 유

한 요소들을 각각 한 에 해 강체 요소를 이용하여 설정하고 

Fig. 1 Configuration of the multi-functional machining center

Fig. 2 Detailed model of the ram and saddle structures

GC300 SM45C

Young’s modulus 90 [GPa] 210 [GPa]

Poisson’s ratio 0.25 0.3

Density 7,250 [kg/m3] 7,850 [kg/m3]

Table 1 Mechanical properties of GC300 and SM45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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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과 같이 그  사이에 1차원 스 링 요소를 생성하여 강성 

값을 입력하 다.

다음으로 삭력은 임의의 공구 끝 을 주축 끝단에서 –Z방향으

로 100 mm 거리에 치한 을 생성하여 Fig. 4와 같이 X, Y, 

Z 각 축 방향으로 1,000 N씩 각각 작용하도록 하 다.

2.3 5축 복합가공  강  평가

5축 복합가공기의 정강성 평가를 해 의 조건을 활용하여 

해석을 진행하 다. 각 구조물에 한 해석 결과는 Fig. 5와 같으

며, 정강성의 평가방법은 식 (1)을 이용하 다. 임의의 공구 끝단

에서 작용하는 각 축 방향에 한 삭부하 1,000 N에 발생된 

변형량을 나 어 강성을 계산하 다. 각 구조물의 입장에서 고려

하면, 구조물 간의 결합부에서 발생하는 변형이 요할 수 있지만, 

가공 시 공구 끝단에서 발생하는 공작기계의 오차는 결합부의 오

차를 포함하고 있어 본 논문에서는 가공의 에서 처짐량을 계

산하 다.

  


 (1)

정강성 해석 결과 각 구조물의 변형량은 램의 기 설계안에 

해서는 각 축에 한 변형량이 각각 X축은 18.1 µm, Y축은 15.2 

µm, Z축은 16.8 µm이다. 새들의 경우는 각각 X축 14.5 µm, Y축 

12.4 µm, Z축 11.3 µm이며, 마지막으로 칼럼에서 X축의 변형량

은 41.7 µm, Y축은 40.2 µm, Z축 37.3 µm이다. 

한, 의 식 (1)을 이용하여 변형량을 강성으로 변환한 값을 

Table 3에 나타내었으며, 램의 X, Y, Z축은 각각 55.3 N/µm, 

X axis Y axis Z axis

 [N/mm] 1 1,176,000 2,000,000

 [N/mm] 1,600,000 1 2,381,000

 [N/mm] 1,538,000 2,000,000 1

 [N/mm] 7,600,000 5,000,000 12,500,000

 [N/mm] 21,500,000 214,000 12,739,000

 [N/mm] 24,000,000 6,207,000 500,000

Table 2 Stiffness of the feed system

Fig. 3 Contact condition of spring element between the ram and 

saddle

Fig. 4 Cutting force for finite elements analysis of the ram

(a) Displacement distribution of the ram

(b) Displacement distribution of the saddle

(c) Displacement distribution of the column

Fig. 5 Displacement distribution of the initial designed model of 

5-axis multi-functional machine t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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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7 N/µm, 59.7 N/µm이다. 새들에서 각축의 강성은 68.8 

N/µm, 80.4 N/µm, 88.7 N/µm이고, 칼럼은 24.0 N/µm, 24.9 

N/µm, 26.8 N/µm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기 모델의 해석 결과

를 참고하여 상최 화를 수행하 다. 

3. 5축 복합가공 의 상 최 화

3.1 5축 복합가공  계 목표

5축 복합가공기 기 설계안의 정강성 해석 결과와 설계 목표를 

바탕으로 상최 화를 수행하기 한 변형량  자  목표를 선

정하고, 주조 공정을 고려한 리  설계 기 을 참조하 다. 정강성

해석조건과 동일하게 진행하되, 높이 방향(Z)에 해당하는 삭하

인 주분력의 경우 자 에 의한 처짐을 상쇄시키게 됨으로 상

최 화를 진행할 시 조건에서 제외하 다. 램, 새들, 컬럼을 각각 

설계 변경을 진행할 최 화 역과 설계 변경이 이루어져서는 안 

되는 비최 화 역으로 구분하여 상최 화를 진행하 다. 한

편, 상최 화는 몇 가지 재설계 후보군에 해 수행되었으나, 

본 논문에서는 가장 효과 인 재설계안에 해서만 언 하고자 

한다.

3.1.1 5축 복합가공 의 변 량 및 자  한조건

5축 복합가공기 기 설계안의 유한요소해석에서 도출한 각 부

품의 X, Y, Z 변형량을 최  변형량으로 선정하고, 상최 화를 

진행할 시 세 방향의 변형을 동시에 고려하기 해 식 (2)를 사용하

여 세 축 방향의 변형량을 합산하여 용하 다. 합산한 변형량은 

기 설계 결과를 해석하여 얻은 값으로서, 상최 화를 통한 수

정 설계안의 변형량이 기 설계안보다 커지지 않도록 한 것이며 

그 기 값은 Table 4에 도시하 다. Table 5에는 기 설계안의 

자 과 설계 변경 시 자  제한조건을 도시하 다. 도시된 자 을 

최  자 으로 선정하여 상최 화를 진행하 다. 기 설계안 

비 증가 가능한 하 은 램의 경우 30%, 새들과 컬럼은 25%로 제

한되도록 설정하 다. 이처럼 구조물 무게 증가가 가능하도록 설정

한 것은 기 설계안의 리  구조 이외에도 무게에 한 강성비가 

더 향상된다면 추가 으로 리 를 보강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

다. 무게가 가장 작은 램의 경우, 실질 으로 가공 시 공작기계의 

강성과 직결되므로 필요한 리 가 많을 것으로 단하여 증가 가능

한 하 을 30%로 크게 하 다. 새들과 칼럼의 경우는 기 설계의 

하 이 크게 나타나 25%로 제한을 두었다. 

     (2)

3.1.2 5축 복합가공 의 리  계 

5축 복합가공기의 구조물은 주조를 통하여 제작된다. 따라서 주

조공정을 고려하여 최소 구조물  리  두께 20 m, 리  간 최소 

간격 80 mm, 리  코어와 구조물의 최소 간격을 20 m, 구조물 

외벽부 최  두께를 90 mm로 제한하여 상최 화  재설계를 

진행하 다. 이를 Fig. 6에 도시하 다.

3.2 5축 복합가공 의 상최 화 조건

3.2.1 5축 복합가공 의 상최 화 한 조건

앞 에서 선정한 구조해석 조건을 용하여 램과 새들 그리고 

컬럼의 상최 화를 수행하 다. 세 가지 부품 모두 목 함수는 

설계 역에서 컴 라이언스(compliance)가 최소화 되도록 설정하

고, 설계 목표의 량  변형량을 과하지 않도록 하는 제한조

건을 만족하도록 하 다. 램에 한 제한조건을 로 들어 수식으

로 나타내면 식 (3)과 같다. 

X-Stiffness

(N/μm)

Y-Stiffness 

(N/μm)

Z-Stiffness

(N/μm)

Ram 55.25 65.66 59.70

Saddle 68.82 80.39 88.73

Column 23.98 24.88 26.82

Table 3 Calculated static stiffness of the initial designed 5-axis 

multi-functional machine tool

Ram Saddle Column

Displacement

(magnitude, mm)
0.1224 mm 0.1345 mm 0.2334 mm

Table 4 Deformation constraints for the design modification with 

the topology optimization

Ram Saddle Column

Initial model mass  (kg) 1,793 kg 2,038 kg 6,476 kg

Mass constraint (max, kg) 2,330 kg 2,547 kg 8,095 kg

Table 5 Weight constraints for design modification with the 

topology optimization

Fig. 6 Design guide line of the rib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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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3)

3.2.2 상최 화를 한 최 화 역 구분

각 부품의 상최 화 수행 시 부품을 설계 수정이 수행될 최

화 역(design region)과 다른 트와의 결합부  구동부 등으로 

인해 설계 변경이 불가능한 비최 화(non-design region) 역으

로 구별하여 수행하 고, 비 칭 으로 편향된 열변형을 방지하기 

해 칭조건을 부여하 다. 각 부품의 최 화 역을 Fig. 7에 

도시하 다.

3.3 5축 복합가공 의 상최 화 결과 

Fig. 8에 각 부품의 상최 화 결과를 도시하 다. 최 화 결과 

램의 경우 도는 주로 주축이 결합되어 하 이 가해지는 면부의 

좌우 벽부에 집 분포되었고, 상하부  후면부의 벽부는 도가 

낮았다. 새들의 경우 주로 램과 주축  램의 후 이송 스크류가 

결합되어 하 이 가해지는 결합부에 도가 집 분포되었다. 컬럼

은 주로 램과 주축의 하 이 가해지는 면부  앙 리 에 도

가 집 분포되어 보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4. 5축 복합가공 의 최 계

4.1 5축 복합가공  재 계 

5축 복합가공기의 상최 화 결과와 앞 에서 명시한 리  설

계 기   자  설계 기 을 바탕으로 재설계를 실시하고 검증해석

을 진행하 다. 램은 공작기계 강성에 가장 큰 향을 주는 부분이

므로 구조물 내부의 리  구조뿐만 아니라, 벽면부의 최 화도 함께 

진행하 다. Fig. 9에서와 같이, 상 최 화 결과 상하 부의 벽부 

 후면부의 벽부는 도가 낮게 나타나 경량화가 가능하 지만, 

(a) Design region of the ram

(b) Design region of the saddle

(c) Design region of the column

Fig. 7 Selection of the Design region and the non-design region 

for the topology optimization 

(a) Optimization result of the ram 

(b) Optimization result of the saddle

(c) Optimization result of the column

Fig. 8 Shape of the rib structure obtained from the topology 

optim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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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물제작의 특성으로 인해 최소 두께를 20 mm로 유지하 다. 보강

이 필요한 부 는 좌우벽면  상하벽면과 각 모서리부이며, 이러한 

부 에 블록형태의 보강  두께 증가를 실시하 으며 추가된 부

의 두께로 인해 증가된 자 은 모두 동일하게 하 다. 제시된 세 

가지 보강 모델의 경우 재해석을 통해 모서리를 보강하는 세 번째 

모델의 정강성 증가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재설계 된 각 모델들에 하여 검증해석을 통하여 동일한 자 조건

에서의 강성 값을 비교하여 가장 강성이 높은 모텔의 설계안을 채택

하는 방식으로 Fig. 10과 같이 새들과 칼럼의 재설계를 진행하 다. 

그림에 각 부품의 기설계안과 재설계안의 형상을 도시하 다.

4.2 5축 복합가공 의 재 계안 검증

본 연구에서 수행한 상최 화 결과는, 램은 각 설계안들  네 

모서리부의 두께를 증가시킨 설계안이 가장 강성이 높게 나타났으

며, 새들의 경우 상하/좌우 부의 리 들의 높이와 두께를 조 하여 

기 설계안보다 경량화된 재설계안을 선택하 다. 마지막으로 칼

럼의 경우 리 의 횡방향 리 의 수를 이고 두께를 증가시켰으

며, 한 램과 새들을 지지하는 LM가이드가 결합되는 면부의 

리 를 두께를 증가시켰다. 이러한 차로 인해 얻어진 재설계안을 

Fig. 9 Three cases of re-designed rib structure of the ram

(a) Final rib design modification of the ram

(b) Final rib design modification of the saddle

(c) Final rib design modification of the column

Fig. 10 Reinforcement of the rib structure as a result of topology 

optimization

(a) Displacement distribution of the ram

(b) Displacement distribution of the saddle

(c) Displacement distribution of the column

Fig. 11 Displacement distribution of the re-designed model of 

5-axis multi-functional machine t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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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하기 해 구조해석을 다시 실시하고 기 모델과 재설계안의 

응력과 변형량을 비교하 다. 변형량의 경우 강성으로 계산하여 비

교를 진행하 다. Fig. 11에 각 부품의 축방향 변형량 결과를 도시

하 고, Fig. 12에는 각 부품의 응력 결과를 도시하 다. 

한, Table 6에는 재설계안의 강성을 나타내었으며, 각 구조물

의 축방향 변형량을 강성으로 계산하여 기 모델과 상최 화 

해석 이후 재설계를 통한 모델과 비교하 다. 램의 경우 기 설계

안 비 재설계안의 강성은 X축이 68.87 N/µm로 24.7% 증가하

고, Y축은 77.7 N/µm로 18.3%, Z축은 62.46 N/µm로 4.6%가 

증가하 다. 반면 응력은 21.44% 감소한 9.42 MPa이 발생하

다. 질량은 72 kg의 보강 리 를 추가 하 으므로 약 3.87% 증가

한 1,865 kg이며, 설계 제한 질량인 2,330 kg를 과하지 않았다. 

새들의 경우도 강성이 X축은 89.45 N/µm이며, 이는 기 설계안 

비 30.0% 증가하 고, Y축은 97.89 N/µm로 21.7%, Z축은 

95.42 N/µm로 7.5%가 각각 증가하 다. 응력은 20.67% 감소

한 3.287 MPa이 발생하 다. 질량은 불필요한 리 를 60 kg 가

량 여 약 2.95% 감소한 1,978 kg이며, 설계 제한 무게를 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컬럼의 강성은 X축이 26.74 N/µm로 11.5% 증가하

고, Y축은 강성은 25.67 N/µm로 3.2% 증가하 으며, Z축은 

27.80 N/µm로 3.7% 증가하 다. 한편, 응력은 1.41% 감소한 

4.587 MPa이 발생하 다. 질랼은 면부 리 의 보강에 의해 

3.28% 증가한 6,695 kg이며, 설계 제한 무게를 넘지 않았다. 세 

부품 모두 자 이 설계 제한 무게를 넘지 않고 체 인 강성이 

증가하 으므로 설계 목표를 달성하 다.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형 5축 복합가공기의 설계에서, 기존의 경험에 

의존한 설계를 탈피하여 경량화  고강성 설계를 체계 으로 수행

하기 해 FEM 해석을 통한 구조 최 화 연구를 수행하 다. 5축 

복합가공기의 각 구조물의 정  변형에 의해 발생하는 가공오차를 

이기 해 상최 화를 사용하여 공작기계 구조물의 기 설계

를 변경하고 검증하 다. 특히, 가공정 도에 향을 미치는 부품

인 램, 새들, 컬럼, 테이블을 상으로 리  구조를 재설계하고 결

과를 검증하 다. 

먼 , 삭 공정상에 발생하는 삭력과 구조물의 무게를 반 하

여 유한요소해석을 수행하 고, 1차원 스 링 요소를 활용하여 복

합가공기의 이송계에서 작용하는 강성 향에 따른 변형을 고려하

여 공작기계 주요 구조물의 강성을 평가하 다. 

본 논문에서는, 상최 화 해석 이후 재설계한 모델과 기 설

계모델의 강성 결과를 비교하 다. 램의 경우 기 설계안 비 재

(a) Stress distribution of the ram

(b) Stress distribution of the saddle

(c) Stress distribution of the column

Fig. 12 Distribution of the von-mises stress for the re-designed 

rib structures

X-Stiffness

(N/μm)

Y-Stiffness

(N/μm)

Z-Stiffness

(N/μm)

Initial 

design
Re-design

Initial 

design
Re-design

Initial 

design
Re-design

Ram 55.25 68.87 65.66 77.70 59.70 62.46

Saddle 68.82 89.45 80.39 97.89 88.73 95.42

Column 23.98 26.74 24.88 25.67 26.82 27.80

Table 6 Comparison of static stiffness for the initial model and 

the re-designed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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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안의 강성은 X축이 68.87 N/µm로 24.7% 증가하 고, Y축

은 77.7 N/µm로 18.3%, Z축은 62.46 N/µm로 4.6%가 증가하

다. 새들의 경우, 강성이 X축은 89.45 N/µm로서 기 설계안 

비 30.0% 증가하 고, Y축은 97.89 N/µm로 21.8%, Z축은 

95.42 N/µm로 7.5%가 각각 증가하 다. 컬럼의 경우, 강성이 X

축은 26.74 N/µm으로 기 설계안 비 11.5% 증가하 고, Y축

은 25.67 N/µm로 3.2%, Z축은 27.8 N/µm로 3.7%가 각각 증가

하 다.

이와 같은 상최 화를 통해, 설계 경험이 없는 형 5축 복합

가공기의 경량화와 고강성화를 이룰 수 있었으며, 이는 향후 제작 

경험이 부족한 공작기계의 설계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단

된다.

후 

본 연구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신성장 동력장비 경쟁력 강화사업’ 

과제의 연구비 지원으로 수행되었음 (100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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