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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현재의 산업구조에서 소비자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우수한 품질의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여야 한다. 따라서 

제품의 수명이 급격히 단축되고 있으며 점점 새로운 모델을 

제작하기 위한 시간도 단축되고 있다. 그리고 제품은 보다 정교화 

되어 지고 있으며 모든 기업은 불량률 감소에 노력하고 있다. 
공작물 가공에 있어서 진동의 발생은 생산 제품의 불량을 초래한

다. 현재의 공작물 가공에서는 높은 회전 정밀도가 요구되고 

있으며 장시간 운전에 의한 기계의 손상과 베어링부의 마모로 

인한 이상 진동이 발생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이상 진동으로 

인하여 공구의 수명이 단축되고 생산 제품의 불량이 발생하게 

된다. 여러 가지 불량 중에서도 공구가 회전할 때 발생하는 진동에 

의해 발생하는 불량률이 가장 높은 추세이다. 이러한 추세에 

의해 Tool를 고정하는 Tool Holder의 모델을 개선하는 연구를 

수행 하였다
 .

우선 현재 사용되는 Tool Holder의 종류는 인접 Tool의 간섭을 

받지 않고 Drilling & Tapping 할 수 있는 (Holder AXIAL DRIVEN 
HOLDER LONG), 다양한 각도의 가공이 가능한 Driven Holder 
(SWIVEL HEAD), Drilling & Tapping Holder (RADIAL DRIVEN 
HOLDER, RADIAL DRIVEN HOLDER, AXIAL DRILLING & 
MILLING HEAD, RADIAL DRILL & MILLING HEAD, AXIAL 
DRILLING & MILLING HEAD), Milling Tool이 돌출하여 간섭 

발생 시 사용 (RADIAL OFFSET DRIVEN HOLDER), Endmill이 

가능한 Driven holder (RADIAL MILLING HEAD), Sub-spindle이 

있는 경우 Main 과 Sub 가공가능 (DOUBLE COLLET CHUCK), 
외경 단면 가공용 Holder (TURNING HOLDER), 여러 가지 치수의 

Bite 사용가능 (ADJUSTABLE TURING HOLDER), 절단에 유용하

게 쓰이는 Holder (PARTTING HOLDER)등 이런 다양한 Tool 
Holder가 사용되고 있다. Tool Holder는 Tool의 회전 시 고정하여 

진동을 줄여주는 역할 한다. 그러나 Tool이 회전하면서 Tool 
Holder 스핀들 끝단 부분이 비틀림에 의하여 깨지는 현상이 종종 

발생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현상에 의한 피해를 줄이고자 

복합 Tool Holder의 모델 개선 법에 관한 연구를 수행 하였다. 
Fig.1은 Tool Holder의 실제 도면을 바탕으로 CATIA V5로 모델링

한 모습이다.

 

Fig.1 Tool Holder

2. 실험 계획법

Tool Holder의 설계에 있어서 스핀들 끝단 부분이 정회전 역회

전으로 인하여 파손이 자주 일어나 그 부분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최적의 값을 찾기 위한 실험을 하였다. 우선 Tool Holder의 

스핀들 끝단 부분의 Stress 및 Deformation에 관한 해석이 가능한 

형태로 모델링 하였다. Tool의 회전 시에 걸리는 모멘트는 일반적

으로 걸리는 50N으로 선정하였다. Fig.2는 실제 Tool Holder의 

설계도를 바탕으로 CATIA V5에서 모델링한 모습이다.

Fig.2 Tool Holder part spindle end

실험계획법(Design of Experiments, DOE)은 통계적 분석 
기법으로 최근 기업의 경영혁신 도구로 사용되는 식스 시그마의 

개선단계에 유용하게 쓰인다. 실험 계획법은 CAE(Computer 
Aided Engineering)와 결합 할 때에 매우 유용하다. 즉,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해석을 수행 할 때 실험계획법에 따라 해석을 

수행하면 몇 번의 해석으로 인자의 영향을 파악해 주인자가 

무엇인지 파악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실험계획법 중 Daguchi 
기법을 사용하였다. Daguchi 기법의 목적은 제어 할 수 있는 

영향력이 강한 인자를 찾아내어 이 인자들의 이 인자들의 영향력

을 최대로 하여 잡음의 영향력을 최소로 하는 것이다. Tool Holder 
스핀들 끝단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생각되는 주요인을  스핀들 

끝단의 두께와 형태 그리고 길이로 설정하고  수준수 기준의 

Tool Holder 스핀들 끝단의 길이에 1.5(mm)의 변화와 형태를 

십자형과 일자형 두께는 4(mm)와 8(mm)로 총 16회의 실험을 

실시하였다.
Table1 . 
Table2 16

.

 Table 1 Level of design vari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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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Result of Diguchi Design

3. 해석 및 최적 인자 도출

CATIA V5 Tool Holder ANSYS 
Workbench Fig.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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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 Tool Holder part spindle end ANSYS analysis

Tool Holder Stress
2.8077e-8 , Deformation 9.6655e-5 . Object

0.8076 0.8808 0.0102
.

Fig.4 Main effect plot of S/N ratio

4. 결론

Tool Holder
Tool Holder

ANSYS Workbench . T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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