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깊은 구멍 가공용 틸팅형 건드릴 가공장치 개발
Development    of    tilting    type    gundrill    machine    for    deep    hole

 mach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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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일반적으로 구멍가공 시 구멍길이/직경 비가 

100~200 정도의 깊은 구멍을 가공할 때 발생되는 

칩(chip)은 제거하기가 어렵다. 이러한 경우 드릴 

내부에 고압의 절삭유를 공급하여 강제로 칩을 

제거하는 건드릴 가공기를 이용한다. 건드릴 가공

기는 현재까지 기계구조상 공작물에 경사진 구멍

을 가공하려면 2회 이상의 공작물 셋업이 필요하

고, 이로 인해 생산성 저하, 작업 안전성 문제, 각도

셋업오차의 발생으로 품질저하라는 중대한 문제

를 가지고 있다. 현재까지의 틸팅(tilting)형 건드릴 

가공기 관련 기술은 미국의 Tarus, 독일의 Ixion, 
Samag, 영국의 Mollart 등 일부 선진국에서만이 

보유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선행 연구들이 논문 

등으로 보고된바 없다. 본 연구는 기존의 드릴가공

으로는 불가능한 깊은 구멍을 임의의 각도로 가공

할 수 있는 주축대 틸팅형 건드릴 가공기의 구조 

및 설계에 관하여 다룬다.

2. 틸팅형 건드릴 가공기의 구조

기존의 건드릴 가공기를 변경하여 주축이 임의

의 각도로 깊은 구멍을 가공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틸팅형 건드릴 가공기이다. 

Fig. 1 Tilting type gundrill machine

Fig. 1과 같이 주축대를 상하로 안내해 주는 Y축 

슬라이드 상에 Fig. 2와 같은 구조의 유압식 클램핑 

장치를 이용하여 주축대의 회전중심으로 한다. 그
리고 주축대 프레임의 일정거리 위치에 설치된 

Fig. 3과 같이 볼스크류와 클램핑 장치를 이용하여 

임의의 각도로 제어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또한, Fig. 4는 로터리 테이블로서 공작물을 회전시

킨다.

Fig. 2 Hydraulic clamping system(1) 

Fig. 3 Tilting mechanism by ballscrew

 

Fig. 4 Rotary 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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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Drop bar system

Fig. 5의 드롭바 시스템(drop bar system)은 깊은 

구멍가공 시 절삭유 토출과 드릴의 냉각을 위한 

회전식 급유기와 공구 척킹용 유압 실린더가 내장

되어 있다.

3. 틸팅형 건드릴 장치의 설계
                        

장치의 설계 사양은 Table. 1과 같이 주축대의 

틸팅 각도가 –25°~ 15°의 범위이고, 0.01°이하의 

분해능을 갖도록 구성되어 있다.

  Table. 1 Specification of tilting-gundrill machine
Name Unit Detail spec.

1. Rotational speed rpm ≥8000 

2. Runout of spindle mm ≤0.01 

3. Tilting angle of headstock degree -25 ~ +15

4. Resolution of tilting angle degree ≤0.01 

5. Stroke of Z-axis mm ≥1500 

6. Stroke of X-axis mm ≥2000 

7. Repeatability of X-axis mm ≤0.01 

8. Stroke of Y-axis mm ≥1300 

9. Repeatability of Y-axis mm ≤0.01 

10. Machining accuracy mm ≤0.8 

컬럼은 주축 및 Y축 슬라이드 테이블의 하중에 

의해 Z축 방향으로 집중하중을 받는다. 그러므로  컬

럼의 강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굽힘 및 비틀림에 강

한  리브 배치와 대각 리브를 사용하고, 굽힘방향을 

고려하여 컬럼 치수를 크게 하였다. 주축대의 자중

에 의한 처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주축대 중량의 

3배(6,500 N ->  19,500 N)로 증가시켜 설계하였다. 
주죽대 역시 강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대각 리브 구

조를 적용하였다.
새로 개발할 틸팅형 건드릴 가공기의 정강성 

평가는 기존 건드릴 장비의 정강성과 비교하였다. 
Fig. 6과 같이 주축대의 외부하중과 자중에 의한 

최대 처짐량과 중량을 비교하면, 기존장비(a)의 중

량은 1,121 kgf 이고 틸팅형 장비(b)의 중량은 1,917 
kgf이다. 최대 처짐량은 기존장비(a)는 0.43 ㎛이고, 
틸팅형 장비(b)는 0.01 ㎛이었다. 그러므로 틸팅형 

장비의 중량은 기존장비에 비해 170 % 증가하였으

나, 최대 처짐량은 기존장비에 비해 230 % 향상되

었다. 즉, 적절한 설계로 틸팅형 장비의 강성도 

기존 장비의 강성값 이상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름 유형 최소치 최대치
변형1 변형률 0.006㎚ 0.43 ㎛

 

(a) Non tilting type

이름 유형 최소치 최대치
변형1 변형률 0.004㎚ 0.01㎛

(b) Tilting type
 Fig. 6 Structure and stiffness of main slide bases

4. 결론

깊은 구멍 가공 시 공작물에 임의의 각도로 구멍

을 가공할 수 없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주축

에 임의의 각도를 부여할 수 있는 구조를 설계하여 

주축대 틸팅형 건드릴 가공기를 개발한 결과, 다음

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로, 주축대와 컬럼의 

고강성화를 위하여 적절한 리브의 배치와 대각리

브 방식을 병행한 결과, 약 230 %의 강성이 증가하

였다. 둘째로, 임의의 각도로 주축대를 제어할 수 

있는 원주형 유압식 고정 장치와 좌우선회운동이 

가능한 볼스크류 기구를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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