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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3. 실험 결과 및 고찰

공작기계의 가공 정밀도는 많은 요소들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다. 공
작기계의 정밀도에 관하여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20세기
에는 큰 성능의 발전이 있었다. 본 논문에서는 장비의 수직 이송 정밀
도에 관하여 서술하며 수평 이송계와 다르게 적용되는 오차 요인에 대
한 실험을 다룬다. 수직 이송계는 이송 테이블의 하중이 이송축과 동
일한 방향으로 작용하여서 상향, 하향 이송 시 작용하는 부하가 다르
며 하중과 추력의 작용점의 불일치로 모멘트가 발생한다. 또한 하중을
보상하기 위해 보상장치(Count Balance)를 사용할 경우 이로 인한 동
특성 저하, 보상력의 전달오차 발생 등 수직 이송계는 수평 이송계와
달리 구별하여 연구될 필요가 있다. 수직 이송계의 하중 보상장치가
이송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해 진동측정 실험이 수행 되었다.

기계식 하중 보상장치를 사용하는 장비에서 z축을 따라 Feed
1200mm로 이동할 때 2Hz의 진동이 발생하며600mm로 이동할 때에
1Hz의 진동이 발생하였다 Fig. 2. 이 진동은 z축이 10mm 이송 할 때
마다 발생하며 z축에서만 발생하며 x,y축에서는 동일 진동이 발생하
지 않았다. 이 주파수는 하중을 보상하는 무게추와 장비의 헤드를 연
결하는 체인의 피치와 동일하며 수직축이 이송함에 따라 스프로켓을
통과하는 체인의 회전반경 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보상력의 오차로 인
한 진동으로 추정한다.

2. 수직 이송계 진동 측정

Fig. 3. Vibration on z-axis without counter balance
Fig. 1. Machine and measuring instrument

하중 보상장치를 사용하지 않는 장비에서 진행시 매 1.25mm 마다
나타나는 진동이 측정 되었다. 피드6000에서 피드3000로 이송 속도
를 변화시킴에 따라 80Hz에서 40Hz로 속도 변화에 대응하여 진동 주
파수가 변화하는 것을 볼수 있다 Fig. 3. 이는 하중을 보상하지 않아
볼스크류에 작용하는 부하가 크게 작용하며 볼스크류의 볼 패스 주파
수가 나타난 것으로 추정한다. 시간 도메인에서 스틱슬립 현상으로 인
한 진동이 모든 축에서 정지시 보다 출발시에 강하게 나타났으며 체인
현운동의 영향을 규명하기 위한 추가실험이 필요하며 계획되었다.

수직 이송계의 진동 특성 연구를 위해 장비 하중 보상장치에 따른
3가지 종류의 장비에 대하여 진동실험을 수행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장비는 각각 기계식 하중 보상장치, 유압식 하중 보상장치, 그리고 하
중 보상을 하지 않는 장치이며, 장비를 x,y,z 축으로 특정거리 특정 속
도로 이송할 때에 장비 헤드에 가속도계를 부착하여 가속도를 측정하
였다. 사용된 가속도계는 앰프내장 3축형으로 한번 이송시 x,y,z방향
가속도를 동시 측정 하였다. 3가지 장비의 이송 진동을 측정하고 FFT
을 사용하여 주파수 도메인에서 이송축과, 이송 속도에 따라 비교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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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Vibration on z-axis with mechanical counter bal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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