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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이중곡면 5축 가공을 위한 진공치구 구조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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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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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동체 꼬리부문은 이착륙 시에 활주로와의 충돌을 방지를 위
해 끝단으로 모이면서 동체 단면적이 줄어드는 이중 곡면의 형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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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제작사 및 전문업체들에서 항공기 스킨(Skin)을 성형 기술을 적용하
(1)

고 있으며 , 중량 절감을 위한 내부 포켓(Pocket) 가공은 케미컬 밀링
(Chemical Milling)방식을 적용하고 있으나 이 방식은 공정 관리 및





절삭하중은 160 N이 계산되었으며 구조해석 적용하중은 수평으로

생산성과 품질 환경오염 등의 문제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2) 현재

480N, 수직으로 240N 을 적용하였다.

의 기계 가공 기술에서 도달할 수 있는 최대 한계 두께 (0.71 mm) 로
가공함으로 가공면이 불균일하거나 가공 중에 움직일 경우는 두께 불
량 또는 파손이 발생하게 된다. 이중 곡면으로 성형된 테일콘 스킨
(Tailcon Skin)의 경우는 성형된 곡면 형상을 유지한 상태로 가공해야
함으로 스킨 각각의 전용 장치 또는 모든 형태의 곡면에 공용으로 적
용할 수 있는 특수 장치 (POGO Tool) 개발이 필요하다. 따라서 박판
의 고속가공(Hi-Speed Machining) 기술과 전용 진공고정 장치를 이
용하여 가공시간 단축 및 친환경적인 가공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목적

Fig. 2. Tailcon section of aircraft Fig. 3. Vacuum Fixture Design

이다.

3. 구조해석 결과 및 고찰
진공치구는 5축 가공머신의 테이블에 올리게 되며 이를 기준으로
경계조건을 설정하였다. 가공저항이 표면을 움직이며 걸리기 때문에
여러 부분에 적용하여 구조해석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Fig. 5.의 부분
인 지지대 사이가 제일 큰 변형량 결과가 나왔으며 변형량 감소를 위
해 지지대의 배열을 교정하여 재해석하였다. 최초 구조해석에서 0.03
mm의 변형량을 보였으나 최종 0.008 mm으로 목표변형량을 만족하
는 결과가 나왔다. 구조해석을 이용하여 이상적인 지지대의 형상 및

Fig. 1. Doubly curved surface of Tailcon Skin

배열을 제시하였다.

2. 절삭하중 계산
본 연구에서는 ANSYS 12.0을 사용하였으며 진공치구(Vacuum
fixture)는 상판, 지지대, 베이스(base)로 구성되며 재질은 AL PLATE
6061-T6로 Yong’s Modulus는 69 GPa, Poisson’s Ratio : 0.33,
3

Density: 2700 kg/m 이다. 구조해석 하중 적용을 위해 스킨의 절삭저
항을 계산하여 그 값의 3배수를 부하하중으로 입력하여 해석하였다.
테일콘 스킨(Tailcon Skin)의 재질은 AL 2024이며 420 MPa의 극한
강도를 가진다. 절삭 환경은 공구 직경(d) : 40 mm, 절삭 깊이(t) : 2

Fig. 4. Deformation by weight

mm, 이송 속도(v) : 8,400 mm/min, 공구 회전수 : 14,000 rpm으로 안
전율 3에서 최대 0.01mm이하의 변형량을 가지는 진동치구의 지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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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Deformation by machining fo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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