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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국내 생산 중인 수평 선반의 주축대는 후반부 

풀리에 벨트를 연결하고 별도의 스핀들 모터를 

통해 구동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는 벨트 장력

에 따라 회전정밀도와 진동 발생에 따른 가공정밀

도가 낮아지고 주기적인 점검 및 장력조절이 필요

하며 별도의 로터리 엔코더(Encoder)를 장착해야 

하는 단점이 있다.
공작기계의 개발 동향을 파악하면 고성능, 공정

밀화, 고경도 가공을 위해서는 구동 모터를 주축대 

내부에 위치한 모터 내장형(Built-in) 주축대 개발

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CNC 선반에 적용 가능한 모터 

내장형 주축대를 설계 및 제작, 조립하여 기존 벨트 

구동형 주축대 대비 발열특성을 실험하고 분석하

고자 한다.

2. 벨트 구동형 주축대의 구조 및 실험

Fig. 1은 벨트 구동형 CNC 선반 주축대의 조립 

구조이며, 베드(Bed) 측면에 장착된 모터와 벨트 

구동에 의해서 주축대 스핀들이 회전하는 구조이

다.

Fig. 1 Headstock of belt drive

Fig. 2는 Fig. 1의 그림과 같은 벨트 구동형 주축대

의 회전수 상승에 따른 발열특성 그래프이다. 스핀

들의 회전수는 200 ~ 6,000 rpm 구간에서 1,000 
rpm 단위로 상승시키면서 5 Hour 동안 온도센서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온도센서 부착 위치는 주요 

발열부인 전·후반 베어링의 하우징 외곽, 바디부에 

설치하여 측정하였다. 그래프 (a)는 벨트 장력이 

베어링에 영향을 미치는 주축대 후반부의 온도 

변화이며 그래프 (b)는 주축대 전반부의 온도변화

이다. 그래프 (C)는 대기온도이며 25℃기준이다. 
분석 결과 주축대 후반부의 온도 상승량이 전반부 

대비하여 발열이 5℃가 높게 측정되었다. 즉, 벨트 

장력의 영향으로 후반부 베어링 런-아웃(Run-out)
에 영향을 주어 발열이 더 높게 발생됨을 알 수 

있다.

 Fig. 2 Temperature rise of headstock

3. 모터 내장형 주축대의 구조 및 실험

Table 1은 모터 내장형 주축대의 주요 설계사양

이며 6인치 척(Chuck)이 적용된다. 고정자 외곽으

로 강제 냉각용의 나선형 구조를 가진 냉각 자켓

(Jacket)이 필요하며 외부 냉각기(Oil chiller)가 설치 

되어 쿨링 오일(Cooling oil)이 지속적으로 설정온

도에 따라 냉각되어야 한다.
Fig. 3은 모터 내장형 주축대의 상세 조립도이며 

스핀들 중앙에 내장형 모터가 조립되고 전·후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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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 단위 Specification
Chuck size mm ∅165

Front spindle bore mm ∅80
Spindle speed rpm Max. 6,000
Motor power kw 11
Motor torque Nm 14

Spindle motor type - Built-In Motor
Spindle nose - A2-5

C-Axis indexing deg 360°(0.001°)
Model name. - FANUC α100S

Table 1 Specification of  built-In motor drive headstock

베어링으로 지지된다. 내장형 모터의 고정자 외곽

으로 냉각 자켓하우징이 조립되고 외곽 주물 바디

(Body)로의 열전달을 억제함으로써 주축대 바디의 

열변형이 최소화되는 구조이다.

Fig. 3 Schematic diagram of built-in motor headstock

Fig. 4 Built-in motor headstock

Fig. 5는 모터 내장형 주축대의 회전수 상승에 

따른 발열특성 그래프이다. 스핀들의 회전수는 100 
~ 5,000 rpm 구간에서 500 rpm 단위로 상승시키면

서 13 Hour 동안 온도센서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온도센서 부착 위치는 주요 발열부인 전·후반 베어

링의 하우징 외곽, 바디부에 설치하여 측정하였다. 
각 그래프 (A) Flange, Front, (B) Body, Front, (C) 
Body, Center_Upper, (D) Body, Center_Lower, (E) 
Body, Rear, (F) Flange, Rear의 온도변화이다. 실험 

환경은 항온항습실 대기온도 21℃ ±1℃기준이다. 

실험전 바디부 온도는 냉각기 설정 온도인 18℃이

다. 분석 결과 주축대 후반부의 온도는 31.5℃까지 

상승하였으며, 전반부의 온도는 25.5℃까지 상승

하였다. 바디 중앙 위쪽은 냉각유 유로에 의해 20℃
까지 2℃상승하였고 바디 중앙 하단부는 24℃까지 

상승하였다. 전반부 대비 후반부 발열이 6℃가 높

게 측정되었다. 이는 설계단계에서 예상된 전·후륜 

베어링 차이로 인해 발열 또한 차이가 발생한다. 
런-아웃(Run-Out) 2㎛로 측정되었다. 

Fig. 5 Temperature rise of headstock

4. 결론

모터 내장형 주축대 구조를 설계, 제작 및 실험하

여 아래와 같은 결론을 얻었으며 베어링부 구조 

개선을 통해 향상된 모터 내장형 주축대 개발도 

가능하다.
(1) 벨트 구동형 대비 모터 내장형 주축대의 온도

는 2,500rpm 대에서 약 9℃낮게 측정되었으며 

5,000rpm 구동 시 약 20℃ 낮게 측정되었다. 
(2) 모터 내장형 주축대는 낮은 발열량으로 인해 

변형량이 적고 회전정밀도의 향상이 기대된다.

후기

본 연구는 동남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지원사업

으로 수행된 연구 결과이며 창원대학교 공인인증

실험을 통해 실험성적서가 교부된 연구 결과입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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