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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C 공작기계용 다각형 홀 가공장치 및 이를 구비한 CNC 공작기계
1. 판매희망 기술정보
기 술 명 (국 문 )

CNC 공작기계용 다각형 홀 가공장치 및 이를 구비한 CNC 공작기계

기 술 명 (영 문 )

POLYGONAL HOLE PROCESSING DEVICE AND CNC MACHINE TOOL WITH THE SAME

기 술 분 류

대분류

H
기계

H04

중분류

정밀생산기계

소분류

H0401
절삭 가공기계

2. 지식재산권정보
출 원 번 호
출

원

인

10-2014-0073288

등

록

번

호

10-1698186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공

개

번

호

10-2015-0144501

 CNC 공작기계용 가공장치에 관한 것으로, 특히 다각형 홀의 내표면을 연마하기 위한
기 술
및

개 요
특 징

절삭 공구에 동력을 전달하기 위해 헬리컬 기어 대신 벨트구동 방식을 채용함으로써
비용절감은 물론 중량 부담없이 메인바디를 길게 늘릴 수 있으므로 홀 가공길이를 연
장할 수 있고, 초소형의 홀 가공이 가능하게 된 CNC 공작기계용 다각형 홀 가공장치
및 이를 구비한 CNC 공작기계에 관한 것임.

핵심 키워드

국문

씨엔씨, 홀 가공, 벨트구동

영문

Computer Numerical Control, Hole fabrication, Belt drive

대표
도면

기술 세부내용
청구항 1.
수평이동 및 수직이동 가능하고 모터의 구동력을 제공하는 CNC 공작기계의
대표

공구대에 대하여 외팔보 형태로 부착되어 피가공물의 다각형 홀 내부로 삽입될

청구항 수 있도록 한 중공의 메인바디와.. (이하중략)
상기 커터를 회전시키기 위한 구동력을 전달하는 구동벨트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CNC 공작기계용 다각형 홀 가공장치.

 다각형 홀의 내표면을 연마하기 위한 절삭 공구에 동력을 전달하기 위해 헬리컬 기어
대신 벨트구동 방식을 채용함으로써 비용절감은 물론 중량 부담 없이 메인바디를 길게
늘릴 수 있으므로 길이가 긴 피 가공물에 대해서도 이동을 최소화하면서 원활하게 가
공할 수 있음.
기술의 효과

 길이 증가와 함께 폭이 증가하지 않는 구조이므로 메인바디의 길이가 증가하더라도 여
전히 초소형의 홀 가공이 가능함.
 텐션 베어링에 의해 장기간 사용에도 구동벨트의 장력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고,
텐션베어링이 슬라이드바를 따라 이동 가능하도록 구성되어 작업자가 별도의 분해작업
없이도 메인바디의 외측에서 텐션베어링의 위치를 용이하게 조절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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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술 및 시장동향

 앵글헤드라고 불리는 방향전환 공구홀더는 이미 성숙된 기술이라고 보아야 함. 그러나
기 술 동 향

최근에 A대학교에서는 아주 작은 직경의 안쪽 면에 홈을 가공하기 위하여 소형 엔드밀
을 장착한 앵글헤드를 개발한 바 있음.
 A대학교에서 개발한 공작기계는 주축에 삽입 가능한 테이퍼진 공구홀더를 가지고 있으
며, 이 홀더를 통하여 회전동력을 전달 받도록 되어있다. 회전동력은 수직 또는 수평방
향으로 그 방향을 바꾸기 위하여 베벨기어를 사용하는데, 회전소음과 진동을 고려하여
스파이럴 베벨기어를 사용함.
 국외의 경우 앵글헤드는 이미 성숙단계에 있는 기술로서, 대학이나 연구소 수준의 연구
학술활동 보다는 산업체를 중심으로 하는 상용화가 중심인 것으로 파악됨.
 대표적으로 일본의 Nikken을 비롯하여 Gerardi SPA(이탈리아), BIG KAISER Precision
Tooling Inc., (미국), BENZ(미국), ELTOOL Corp.,(미국), MST(일본), BIG DAISHOWA
SEIKI CO., LTD.(일본), OMG(미국) 등 다수의 기업이 시장을 지배하면서 기술을 주도하
는 것으로 보임.

목표시장 동향

 TechNavio에 따르면, 공작기계 중 금속절삭기계의 전 세계 시장규모는 2015년 443억
7,000만달러에서 연평균 성장률(‘15~’20) 6.75%로 증가하여, 2020년에는 615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고 평가대상기술과 관련성이 높은 공작기계 부품의 경우에
는 2015년 270억 2,000만달러에서 연평균 성장률(‘15~’20) 6.05%로 증가하여, 2020년에
는 362 5,000만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작기계 중 금속절삭기계의 국내 시장규모는 2015년 32억 348만달러에서 연평균 성
장률(‘15~’20) 6.91%로 증가하여, 2020년에는 44억 7,418만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
다.
 국내 공작기계 시장은 A사, B사, C 등의 대기업에 집중되어 있는데, 이들 3개 기업은
전체 시장의 90% 이상을 점유하면서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즉, 국내
공작기계시장은 수많은 중소기업이 난립해 있는 상황이지만, 생산액 규모로 보면 대기
업 중심의 과점시장이라고 할 수 있다. 중소기업의 경우 확실한 기술력 우위를 확보하
고 있지 않으면, 수요처의 변동에 따라 실적이 급격히 흔들리는 구조임
 공작기계 중소 제조기업들은 경기침체와 대규모 자본과의 경쟁에서 밀리면서 M&A를
통한 새로운 활로 개척을 모색 중이다. 특히 이들 기업들은 대규모 자본을 앞세운 대기
해당 기술의
사업성 및 향
후
전 망 성

업과 엔저에 따른 가격 경쟁력으로 무장한 일본기업에 밀려 실적 하락세는 보이고 있
다.
 또한 공작기계 시장이 다품종 소량 체계로 전환하면서 공통 시장성이 떨어지고 정밀도
가 높고 기능성이 좋은 제품을 개발 및 생산할 여건이 안되는 기업들은 더욱 생존이
어려운 상황이다.
 중국 정부는 공작기계 산업을 국방군수업, 제조업 경쟁력을 결정짓는 주요 요인으로 중
시하여, 대형, 정밀기기, 고속 CNC 설비와 기능성 부품 관련 산업을 중국의 중점진흥개
발산업으로 지정하였다. 이 같이 관련 품목계열 및 업종 지원책에 따라 중국 공작기계
산업은 빠른 속도로 발전하는 동시에 신기술에 대한 연구도 꾸준히 진행하여 머지않아
세계적 수준의 고급 공작기계 제조기업도 생겨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