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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매년 대량의 노후 공작기계가 폐기되며 폐기되는 과정에서 높은 

비용이 발생하고, 자원의 낭비가 크다[1]. 노후 공작기계는 재제조

를 통해 자원 낭비 및 폐기물 처리 비용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으

며, 재제조를 통해 사용불능 상태의 공작기계를 신품 수준으로 만

들거나 더 성능이 향상된 장비로 개량할 수 있다. 
공작기계의 발열은 주로 스핀들(spindle) 내부에서 발생하며, 발

열로 인한 오차는 전체 오차의 60~70%의 비율을 차지한다[2]. 스

핀들이 회전할 때 발생하는 열은 가공정밀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

요 원인이 되며, 열 변형으로 인한 오차를 줄이는 것은 공작기계의 

가공정밀도 및 수명을 향상시키는데 매우 중요하다[3]. 
발열로 인해 발생하는 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들이 

연구되었다. 그 중 하나로 스핀들 시스템에 전달되는 열의 양을 

제어하여 열변형을 최소화하는 방법이 있다. Li은 회귀 트리

(regression tree)와 방사형 기저 함수를 결합한 새로운 방사형 기

저함수(radial basis fuction) 신경망을 이용하여 열 유도 오류를 

모델링 하였고[4], Guo 등은 개미 군집 알고리즘 기반 역전파 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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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ACO-BPN)을 이용하여 열 변형 예측 정확도를 향상시켰다[5]. 
Zhang 등은 균질 변환 행렬 방법으로 체적 오차 모델을 구축하여 

변형의 보상 값을 얻었다[6]. 또 다른 방법으로는 불균일한 온도 분

포가 발생하지 않도록 스핀들의 주축과 베어링의 내부 레이스 사

이에 단열층을 배치하는 것처럼 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있다[7,8]. 
Xia 등은 프랙탈 이론(fractal theory)을 기반으로 스핀들의 냉각 

슬리브(sleeve)에 프랙탈 트리(fractal tree)와 같은 채널 네트워크 

방열판(channel network heat sink)을 설계하여 열 분산을 개선하

였다[9]. Ge 등은 전동 스핀들의 새로운 열 변형 균형 원리를 제안했

으며, 탄소 섬유 강화 플라스틱(carbon fiber reinforced plastics, 
CFRP)의 열 수축을 활용하여 금속 스핀들의 열 변형을 억제하였다
[10].

스핀들의 구조를 최적 설계하여 경험적인 방법에 비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방법으로 Mori 등은 스핀들 중심 위치의 열변위

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구찌 방법과 유한요소해석(finite element 
analysis) 방법을 이용하여 최적의 주축 구조를 최적화하였다[11]. 
Liu 등은 FOSM (first-order second-moment method)을 사용하

여 스핀들의 변형 모델의 신뢰성을 판별하고 비선형 최적화 방법

을 제안하여 적용하였다[12]. Kim 등은 스핀들 베어링 시스템의 열 

탄성 거동을 예측하기 위한 시뮬레이션 방법을 제시하였고 

ANOVA를 사용하여 스핀들 하우징 설계 매개 변수에 대한 최적

화를 수행하였다[13].
본 연구는 재제조를 위한 노후화된 공작기계의 재설계에서 스핀

들의 발열에 의한 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실험계획법을 통한 열

적 안정화 설계를 수행하였다. 재제조는 자원을 재활용하여 보수, 
조정 후 재조립하는 환경이기 때문에 스핀들에 발생하는 열의 양

을 예측하여 제어하거나 구조 자체를 변경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실험계획법을 통한 최적 설계방법으로 기존의 구동조건과 구조를 

활용해서 최소한의 부품 위치 조정만을 통해 열적 안정화 설계를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유한요소해석을 사용하여 온도분포와 스핀

들 선단부의 열 변형을 해석하였고, 실험계획법의 반응표면법을 

사용하여 최적 설계를 수행하였다.

2. 재제조 스핀들 열 해석 모델
2.1 스핀들 구조

본 해석 모델은 벨트 풀리 시스템(belt pulley system)으로, 외
부 모터에 의해 동력을 얻어 구동되는 스핀들로 Fig. 1과 같다. 
Fig. 1(a)는 스핀들의 2D 단면을 나타내고 Fig. 1(b)는 3D 모델을 

나타낸다. 스핀들 선단부에 3개 및 후단부에 2개의 앵귤러 콘택트 

볼 베어링(angular contact ball bearings)이 각각 지지되는 구조

이다.

스핀들의 발열은 주로 베어링의 마찰특성과 연관이 있다[14]. 베
어링의 발열에 의한 스핀들의 열 변형은 선반의 성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스핀들의 구동 조건을 고려하여 열특성을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스핀들의 최대 주축 회전수인 6,000 rpm의 조건

에서 열-구조 해석을 수행하였다. 해석을 위해 유한요소해석 패키

지(package) ANSYS Workbench를 사용하였다. Fig. 2는 초기

해석모델을 나타내며, Table 1은 각 소재 별 물성치를 나타낸다. 
해석에 사용된 재질은 SUJ2, GC250 및 SM45C를 사용하였다. 
베어링은 SUJ2, 스핀들의 하우징 부품은 GC250, 그 외 주축 등

(a) Schematic of the decrepit lathe

(b) 3D model

Fig. 1 Model of the decrepit lathe

Fig. 2 Analysis model of the spind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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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회전체는 SM45C가 적용되었다. 해석 모델은 199,292개의 

절점(node)과 38,626개의 요소(element)로 메쉬(mesh)가 구성되

었다.

2.2 발열 특성
본 연구에서는 스핀들의 발열이 주로 베어링의 회전운동으로 

인한 마찰손실로 발생하기 때문에 Palmgren 계산식[15]을 이용

하여 마찰모멘트(M)를 구한 후 발열량 Hbearing (W)을 도출하였다. 
Palmgren은 마찰 모멘트를 하중 모멘트 항과 점성 모멘트 항으로 

분리하였으며 식 (1)과 같다.

     (1)

여기서, Mload (N･mm)은 하중에 의한 하중 모멘트 항이며, 
Mviscosity (N･mm)은 윤활제와 베어링 속도에 의해 결정되는 점성 

모멘트 항이다. 하중 모멘트 항은 식 (2)와 같다.

   ∙ ∙ (2)

여기서, f1은 베어링 하중 계수, P1 (N)은 베어링의 등가 하중이

며, dm (mm)은 베어링의 피치 직경이다. 
 점성 모멘트 항은 식 (3)과 같다.

   ∙ ∙
 ∙ ∙ (3)

여기서, f0는 베어링 점성 계수,  (mm2/s)은 윤활제의 동점도이

며, n (rpm)은 베어링의 회전수이다.
발열량은 하중 모멘트 항과 마찰 모멘트 항으로 구해진 마찰 모

멘트와 베어링 회전수로 계산되며 식 (4)와 같다.

  


∙ ∙∙ (4)

2.3 경계조건
대기에 노출된 스핀들 표면에는 자연 대류 열전달계수를 열전달

에 적용하였으며, 주축 등의 회전체는 회전속도에 따른 강제 대류 

열전달계수를 적용하였다. 주변 공기의 속도는 매개변수를 통해서 

계산되며 매개변수는 식 (5)와 같이 계산된다.

   ∙ (5)

여기서, lshaft (m)는 매개변수이며, dshaft (m)는 스핀들의 평균적

인 지름을 나타낸다. 주변 공기의 속도는 식 (6)과 같이 계산된다.

 

 ∙
(6)

여기서, ufluid는 주변공기의 속도이며 n (rpm)은 베어링의 회전

수이다. Reynolds 수는 식 (7)과 같이 계산된다.

 

 ∙  (7)

여기서, Re는 Reynolds 수이며 νfluid (m2/s)는 스핀들 유닛을 통

해 흐르는 주변 공기의 동점도이다. 회전의 강제 대류 열전달계수

는 Nusselt 수 및 Prandtl 수 같은 3차원 수로 계산되며 Nusselt 
수는 식 (8)과 같다.

  ∙ ∙ Pr (8)

여기서, Pr은 공기의 물성치인 Prandtl 수이며 25℃에서 0.707
이다[16]. 고정되어 있는 스핀들 구성요소의 열전달 계수는 평면에 

따른 자연 대류 현상에 따라 9.7 W/m2･K로 계산되었다.
회전의 강제 대류 열전달계수는 식 (9)과 같이 계산된다.

 

 ∙ (9)

여기서, hshaft (W/m2･K)는 회전체의 회전속도에 따른 강제 대류 

열전달 계수이다.
Fig. 3은 재제조 스핀들 초기모델을 최대 회전속도 6,000 rpm 

Table 1 Material properties

Material SUJ2 GC250 SM45C
Density 
[kg/m3] 7,810 7,200 7.850

Young’s modulus 
[GPa] 210 110 205

Poisson’s ratio 0.30 0.28 0.29
Yield strength 

[MPa] 415 250 343

Thermal conductivity
[W/m℃] 46.6 52.0 49.8

Fig. 3 Thermal distribution of spind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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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에서 수행한 결과이다. 해석결과, 최대온도는 26.11℃로 나타

났다. Fig. 4는 재제조 스핀들의 열-구조 해석 결과이다. 스핀들의 

주축에서 발생하는 Z축 변위는 가공정밀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

므로 주축의 Z축 변위를 검토하였다. 최대 변위는 11.842 µm로 

나타났다.

3. 실험계획법을 사용한 열적 안정화 설계
3.1 설계 변수

모든 경우를 고려하여 열적 안정화 설계를 하는 것은 시간 및 

비용 면에서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해결하고자 하

는 문제를 통계적 기법으로 데이터를 분석하여 최소의 실험 횟수

로 최대의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실험계획법을 사용하여 열적 안정

화 설계를 실시하였다. 목적함수는 스핀들의 온도와 변위로 선정

하였다. 파라미터는 베어링 간의 거리(X1), 주축의 내경(X2) 및 주

축의 길이(X3) 등 3개의 인자로 선정하였고, Fig. 5와 같다.

3.2 반응표면법
반응표면법(response surface methodology, RSM)[17]은 설계 

변수와 반응 변수의 실험적 관계를 근사적 반응표면모델을 만들어 

수학적으로 표현하는 통계적 기법이다. 반응표면법에 주로 사용되

는 실험계획법에는 중심합성(central composite design, CCD)과 

Box-Behnken 방법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반응표면분석의 Box-Behnken 설계법을 사용하

였다[18]. Box-Behnken 설계법은 Fig. 6과 같이 꼭지점이 실험점

으로 포함되지 않는 실험계획법이며 육면체의 모서리들의 중심과 

전체 실험 영역의 중심에서 실험을 진행할 수 있는 계획법이다. 
Table 2는 3개의 설계 변수가 가질 수 있는 값의 범위를 분할하여 

3개의 수준으로 설정한 표이다. Table 3는 반응값인 스핀들의 최

대 온도 및 최대 변형량을 구한 결과이다. 설계 변수 3개에 대해 

Fig. 4 Deformation of the shaft in the spindle 

Table 2 Parameters and levels of the spindle

Parameters
Coded levels

-1 0 1
Bearing span X1 (mm) 132 147 162

Shaft diameter X2 (mm) 24 30 36

Shaft length X3 (mm) 487 497 507

Table 3 Simulation results 

Run
order X1 X2 X3 Temperature

(℃)
Deformation

(µm)
1 1 0 -1 25.976 11.402
2 -1 -1 0 26.098 11.835
3 0 0 0 26.038 11.554
4 -1 0 1 26.096 11.668
5 1 1 0 25.987 11.241
6 -1 1 0 26.086 11.534
7 0 0 0 26.038 11.554
8 0 -1 -1 26.037 11.725
9 1 -1 0 25.648 11.527
10 0 1 -1 26.027 11.436
11 -1 0 -1 26.089 11.706
12 0 1 1 26.044 11.393
13 1 0 1 25.999 11.370
14 0 0 0 26.038 11.554
15 0 -1 1 26.055 11.69

Fig. 5 Schematic of design variables for spindle shape

Fig. 6 Box-Behnken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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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x-Behnken 설계법에서 정해주는 15개의 실험 점과 실험 계획

에 따라 15회의 열-구조해석을 수행하였다. Table 4는 스핀들의 

열 변형량을 반응값으로 하는 추정된 모델에 대한 회귀 계수의 유

의성을 t-검정한 결과이다. Table 5는 변경 가능한 3가지의 설계

변수에 대한 스핀들의 열 변형량을 목적함수로 하는 2차회귀모

형(regression model)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분산분석

(ANOVA)한 결과이다. 분산분석 결과 추정된 모델은 95% 내에

서 유의하였다. 1차, 2차 모델 및 교호작용항은 약 95% 내에서 

유의하여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다. 1차, 2차 모델의 계수 중에서 

유의하지 않은 계수는 없었으며, 따라서 추정 모델의 1, 2차 곡면

을 모두 사용하였다. 회귀 방정식의 결정계수 R2는 99.96%로 추

정되어 이 모델이 스핀들의 열 변형량을 추정하는데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식 (10)과 같이 2차 회귀방정식을 추정하였다.

    ∙

∙ ∙ ∙


∙
∙



∙∙ ∙∙ ∙∙

(10)

Table 6은 스핀들의 온도를 반응값으로 하는 모델에 대해 추정

된 회귀 계수의 유의성을 t-검정한 결과이다.
스핀들의 온도를 반응값으로 하는 모델의 회귀계수 X3

2와 X1X2 

및 X2X3가 유의하지 않아 오차항으로 풀링(pooling)하였다. 
Table 7은 변경 가능한 3가지의 설계변수에 대한 스핀들의 온도

를 목적함수로 하는 2차 회귀모형(regression model)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분산분석한 결과이며 추정된 모델은 95% 내에서 

유의하였다. 1차 모델은 95% 내에서 유의하였고, 2차 모델 및 교

호작용은 약 90% 내에서 유의하였다. 
1, 2차 모델의 계수 중에서 유의하지 않은 계수는 추정모델의 

1, 2차 곡면이 유의하거나 무시할 수 없어 사용하였다. 회귀방정식

의 결정계수 R2는 89.90%로 추정되어 모델은 스핀들의 온도를 

추정하는데 적합하였다. 이에 식 (11)과 같이 2차 회귀방정식을 

추정하였다.

    ∙  ∙

 ∙  ∙
  ∙



∙ ∙

(11)

Table 8은 모델의 초기 설계변수와 최적화된 설계변수의 결과를 

Table 6 ANOVA on coefficient of model of the temperature 
after pooling

Seq
SS

Adj
SS T P

X1 4.898 4.898 -1.82 0.107
X2 8.254 8.254 -2.36 0.046
X3 78.288 78.288 7.27 0.000
X1

2 8.538 8.874 2.45 0.040
X2

2 0.814 0.814 0.74 0.480
X1X3 4.757 4.757 -1.79 0.111

Table 7 ANOVA for regression model of the temperature after 
pooling

Seq
SS

Adj
SS F0 P

Model 105.54 105.54 11.87 0.001
Linear 91.44 78.28 20.57 0.000
Square 9.35 9.35 3.16 0.098

Interaction 4.75 4.75 3.21 0.111
Residual 11.85 11.85 * *

Total 117.40 * * *

Table 8 Optimum values using DOE

Design
variable

Bearing
span
(mm)

Shaft
diameter

(mm)

Shaft
length
(mm)

Initial
design 132 30 487

Optimized
design 162 36 497

Table 4 ANOVA on coefficient of model of the deformation 

Seq
SS

Adj
SS T P

X1 0.180901 0.180901 -331.1 0.0001

X2 0.171991 0.171991 -322.8 0.0001

X3 0.002738 0.002738 -40.74 0.0001

X1
2 0.001911 0.001807 -33.10 0.0001

X2
2 0.000015 0.000021 3.55 0.016

X3
2 0.000079 0.000079 6.92 0.001

X1X2 0.000056 0.000056 5.84 0.002

X1X3 0.000009 0.000009 2.34 0.067

X2X3 0.000016 0.000016 -3.11 0.026

Table 5 ANOVA for regression model of the deformation

Seq
SS

Adj
SS F0 P

Model 0.357717 0.357717 24088 0.0001
Linear 0.355630 0.355630 71844 0.0001
Square 0.002005 0.00205 405 0.0001

Interaction 0.000081 0.000081 16.41 0.005
Residual 0.000008 0.000008 * *

Total 1327.5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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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한 것이다. 추정된 회귀방정식을 사용하여 얻은 최적해는 X1 
= 1, X2 = 1, X3 = -0.0101 이다. 현재의 최적해는 재제조 시 변경 

가능한 치수의 범위가 아니므로 최적 설계 결과를 변경가능한 

치수의 범위로 결정하는 2단계 과정이 필요하다. 최종해는 설계 

시 제한된 조건을 만족하면서 구해진 최적해와 근접한 값인 베어

링 간의 거리(X1) = 162 mm, 주축의 내경(X2) = 36 mm, 주축의 

길이(X3) = 497 mm으로 선정하였다. 
Table 9는 초기 모델과 최적화된 모델의 해석결과 및 반응표면

법을 사용하여 도출된 최적해를 나타낸 것이다. 초기모델과 최적

화된 모델을 비교한 결과 열 변형량은 11.842 µm에서 11.241 
µm으로 0.601 µm감소하였고 온도는 26.11℃에서 25.987℃로 

약 0.123℃ 감소하였다. 이러한 원인은 반응표면분석 결과에 따라 

베어링 간의 거리가 증가하고 주축의 지름이 증가할수록 단위면적

당 전도되는 열의 양이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추정된 회귀 방정식

에서 도출된 열변형은 11.261 µm, 온도는 25.24℃로 나타났으며 

열-구조해석 결과와 비교하여 오차는 4% 미만으로 나타났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공작기계 재제조에서 노후된 스핀들의 기존 구조

와 구동조건을 고려하여 설계변경을 최소화하면서 열적으로 안정

된 구조를 가지는 최적설계를 수행하였다. 목적함수는 스핀들의 

온도와 변위로 선정하였고, 설계변수는 베어링 간의 거리, 주축의 

내경 및 주축의 길이로 선정하였다. 반응표면법의 Box-Behnken 
방법으로 실험설계를 수행하여 반응표면모델을 도출하였다. 추정

된 회귀 방정식을 사용하여 최적해를 얻었고, 이를 토대로 재제조 

시 변경가능한 치수로 최적모델을 설계하였다. 최적화 결과, 기존

모델 대비 최적화된 모델에서 온도는 0.47%, 열 변형은 5.08% 
감소하여 가공정밀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의 결과

는 노후된 선반 스핀들의 재제조에 활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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