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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다기능 고능률 광폭 센터리스 연삭기는 

연삭 숫돌(Grinding wheel)과 조정 숫돌(Regulati-

ng wheel) 모두 이동 가능한 양 슬라이드 

방식의 이송계를 채택하여 가공 정도를 

용이하게 조정할 수 있으며, 숫돌폭 600 

mm 에서 800 mm 까지의 다양한 숫돌을 적용 

가능한 광폭 스핀들을 개발하여 다양한 연삭이 

가능하며 연삭공정을 비교적 간소화 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다기능 고능률 광폭 

센터리스 연삭기의 개발 비용을 절감하고 성능 

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의 일환으로 설계 

단계에서 구성 요소들이 구조 변형 및 강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그 결과로부터 제작 

단계에서 요구 성능을 확보하기 위한 구조 

특성 정보를 도출하는 데 그 초점을 두었다.  

 

2. 다기능 고능률 광폭 센터리스 연삭기의 

구조 
 

Fig. 1 다기능 고능률 광폭 

센터리스 연삭기의 3D 모델 

다기능 고능률 광폭 센터리스 연삭기의 3D 

모델을 Fig. 1 에 나타내었다. 구조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베드 위에 숫돌을 

이송하여 연삭 깊이를 조정해주는 연삭 숫돌 

슬라이드와 조정 숫돌 슬라이드가 각각 

위치하고, 각 슬라이드 상면에는 드레서와 

고강성 스핀들, 그리고 각 슬라이드 후방에는 

볼스크류와 기어박스가 위치한다.  

 

3. 다기능 고능률 광폭 센터리스 연삭기의 

설계 변경 및 해석 조건 
 

연구 기간 동안 센터리스 연삭기의 베드는 

총 3 번에 걸쳐 설계 변경이 이루어졌다. 1 차 

모델에서 2 차로 변경되면서 베드의 높이를 

100 mm 낮추고 내부의 리브 폭을 늘려 강성을 

보완했고, 다시 2 차 모델에서 3 차 모델로 

변경되면서 베드의 총 길이를 3,250 mm 에서 

3,500 mm 로 늘리고 전방과 후방에 각각 

레일형 냉각유 드레인이 보강되었음을 Fig. 

2에서 확인할 수 있다. 

Fig. 2 베드의 설계 변경 

4. 다기능 고능률 광폭 센터리스 연삭기의 

구조 변형 및 온도 상승 
 

Fig. 3 는 다기능 고능률광폭 센터리스 

다기능 고능률 광폭 센터리스 연삭기의 

구조 및 열 특성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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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삭기의 3 차 모델의 구조 변형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최대 변형은 약 38.7 ㎛로 조정 

숫돌 스핀들 부분에서 나타났다. 

 

Fig. 3 센터리스 연삭기의 구조 변형 

Fig. 4 설계변경에 따른 안내면의 처짐 

Fig. 4 에 베드의 안내면의 처짐 측정 

위치와 설계 변경에 따른 안내면의 변위를 

나타내었다. 3 차 모델에서 전방 안내면에서 

최대 변위는 6.25 ㎛ , 최소 변위는 3.60 ㎛ , 

변위 편차는 2.66 ㎛ 로  나타났으며, 후방 

안내면에서 최대 변위는 6.96 ㎛ , 최소 변위는 

3.78 ㎛, 변위 편차는 3.18 ㎛로 나타났다. 

Fig. 5 센터리스 연삭기의 온도 상승 해석 

센터리스 연삭기의 온도 상승 해석은 

안내면 및 베어링의 발열, 기계 내부에서의 열 

전도, 기계 표면의 방열, 기계 내부에서의 공기 

대류, 오일에 의한 열 전도 등을 고려하여 

실시하였다. Fig. 5 는 센터리스 연삭기의 3 차 

모델의 온도 상승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GW 

모터 하우징에서 16.039 ℃로 최대 온도 상승을 

보였고 GW 및 RW 베어링에서 각각 5.566 ℃, 

5.006 ℃의 온도 상승을 보였다. 

 

5. 결론 
 

본 논문에서는 다기능 고능률 광폭 

센터리스 연삭기의 구조해석을 통하여 자중이 

기계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해석 및 

평가하였다. 연삭기의 스트로크와 크기 변화에 

따른 총 3 번의 설계 변경이 이루어졌으며, 

이에 따라 베드 구조 해석을 수행하고, 베드의 

안내면 처짐을 측정하였다. 그 결과 안내면 

처짐의 변위 편차는 큰 차이가 없었다는 

점으로부터 고능률 광폭 센터리스 연삭기의 

구조 설계 변경이 잘 이루어 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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