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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개요

가공기계용 축 구동장치

기술 개요
발명의 명칭

가공기계용 축 구동장치

등록일

2015년 03월13일

등록번호

10-1504286

출원일

2014년 05월 09일

출원번호

10-2014-0055454 (분할)

발명자

장정환 外 2명

분류

출원인

B23Q 5/04, B23B 19/02,
H02K 7/10

동아대학교 산학협력단
가공기계에서 공구 또는 가공물을 고정시키는 축을 회전 및 직선 운동시키는 구동장치에 관한 것으로,

요약

성형 장치 또는 절삭 장치 등의 각종 가공기계에서 축의 회전 운동과 선형 운동이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발생할 수 있도록 한 가공기계용 축 구동장치에 관한 것임
청구항 1
가공기계 본체에 고정되게 설치되는 축지지부(10)와;
상기 축지지부(10)에 축방향으로 직선 이동 가능하게 설치된 이동축(20)과;
상기 이동축(20)의 선단부에 이동축(20)과 동축상으로 설치되면서 후단부가 이동축(20)의 선단부와
마주보도록 설치되어, 이동축(20)과 함께 축방향으로 직선 이동함과 더불어 이동축(20)에 대해 회전

대표 청구항

운동하는 회전축(30)과;
상기 이동축(20)과 회전축(30)이 축방향으로는 함께 이동하지만 회전축(30)이 이동축(20)에 대해서

자유롭게 회전 운동하도록 이동축(20)의 선단부와 회전축(30)의 후단부를 상호 연결하는 커플링부재와;
상기 이동축(20)과 연결되어 이동축(20)을 직선 이동시키는 이동축 구동수단과;
상기 회전축(30)과 연결되어 회전축(30)을 회전 운동시키는 회전축 구동수단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공기계용 축 구동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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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기계용 축 구동장치

기술 특장점

기술의 특장점
 가공기계 본체에 고정되게 설치되는 축지지부와; 상기 축지지부에 축방향으로 직선 이동 가능하게
설치된 이동축과; 상기 이동축의 선단부에 이동축과 동축상으로 설치되어 이동축에 대해 회전
운동하는 회전축과; 상기 이동축과 회전축이 축방향으로는 함께 이동하지만 회전축이 이동축에
대해서 자유롭게 회전 운동하도록 이동축과 회전축을 상호 연결하는 커플링부재와; 상기 이동축과
연결되어 이동축을 직선 이동시키는 이동축 구동수단과; 상기 회전축과 연결되어 회전축을 회전
운동시키는 회전축 구동 수단을 포함함

[가공기계용 축 구동장치를 개략적으로 나타낸 단면도]

<부호의 설명>
10 : 축지지부

44 : 고정 클러치

20 : 이동축

51 : 모터

21 : 스플라인 홈

52 : 회전 동력전달부재

22 : 스플라인 돌기

53 : 모터케이스

30 : 회전축

54 : 모터케이스 55 : 고정자

41 : 반경방향 하중지지 베어링 56 : 회전자 57 : 고정자
42 : 축방향 하중지지 베어링

58 : 회전자 59 : 모터케이스

43 : 가동 클러치

60 : 링크부재

5

1-03

지식재산권 현황

가공기계용 축 구동장치

지식재산권 현황

번호

발명의 명칭

출원번호

등록번호

1

영구자석형 전동기

1020110115188

101243303

2

리니어 액추에이터

1020120127778

101356765

3

전기구동 터렛 시스템 및 그 작동방법

1020150031589

101682558

4

리니어 액추에이터

1020120127776

101331931

5

선형기어 모듈 및 이를 이용한 선형 액추에이터

1020120131985

101331929

6

세탁기의 구동장치 및 이를 이용한 세탁기의 구동 방법

1020140127776

101644561

7

세탁기의 구동장치

1020140135926

-

8

공작 기계의 전기 구동 장치 및 방법

1020140180369

101639688

9

저속 모터를 이용한 세탁기의 구동장치 및 이를 이용한 세탁기의 구동 방법

1020140142523

101628292

10

전기식 축 구동장치 및 그 작동방법

1020140042846

101582630

11

가공기계용 축 구동장치

1020140055454

101504286

12

스마트폰 다중모니터 운영 방법

1020140009667

-

13

동축 마그네틱 기어

1020140010838

101537046

14

근적외선 다리미

1020130127063

101442100

15

전기식 축 구동장치

1020130044295

101452304

16

가공기계용 축 구동장치

1020130005935

101476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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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기계용 축 구동장치

기술 적용분야

기술의 적용 분야
 공작기계의 글로벌 기술 트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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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기계용 축 구동장치

기술동향

기술 동향 분석
 국내 공작기계 기술 동향
 공작기계 기술은 크게 절삭가공과 성형가공 부분으로 분류되며, 그 활용분야는 주로 자동차, 항공기,
선박을 포함한 기계류의 부품제작에 활용됨
 자동차 제조업체의 대형화로 신규수요가 꾸준히 증가되고 있으며, 무인 자동화 장비와 Internet를
통한 Parts 구매, 발주 System 생산 일정관리 및 원격 진단서비스 기능을 갖춘 High Technology
Controller 내장형 장비 기술 연구가 증가하는 추세임
 우리나라 공작 기계류의 원재료는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부품이 국산 공급이 가능한 상태이며, 핵심
부품류 중에서는 NC와 Ball Screw류의 상당부분을 일본제품에 의존한 형태를 보이고 있는 상태임
 그러나 국제 경쟁력의 확보를 위해 이들 핵심 부품의 국산화가 적극 추진되고 있으며, 또한 Global
Outsourcing 및 Global Standard에 의한 부품 표준화를 통하여 절대 부품수를 줄여 나가는 등 원가
경쟁력을 높여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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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특허 현황

가공기계용 축 구동장치

유사특허 현황
번호

발명의 명칭

출원번호

등록번호

1

전기식 축 구동장치 및 그 작동방법

1020140042846

10158263

2

전기식 축 구동장치

1020130044295

101452304

3

공작기계의 틸팅축 기어 구동 장치

1020120112491

4

공작기계의 회전축 클램프 장치

1020090120269

출원인
동아대학교 산학협력단
칸워크홀딩 주식회사

동아대학교 산학협력단
칸워크홀딩 주식회사
두산공작기계 주식회사

101572696

두산인프라코어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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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기계용 축 구동장치

기존기술의 한계

기존 기술의 한계점
 기존의 축 구동장치로서 사용되는 구조인 회전유압실린더 (10-0732596)의 단점
 메커니컬 씰에 의해 실린더 하우징 내의 기름이 실린더 하우징과 실린더 바디 틈 사이로 새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지만, 원심력으로 인해 메커니컬 씰과 실린더 바디 틈으로 기름이 누유
되는 문제점이 있음
 초고속 회전유압실린더에서는 실린더의 고속회전에 의해 실린더 내부 및 외부에서 발생되는 열을
냉각시키기 위한 임펠러의 날개가 외부로 돌출되도록 설치되지만 실린더의 표면만 식혀주고 내부에서
발생되는 열을 효율적으로 식혀주지 못함

 종래의 가공기계에서 이용하는 축 구조장치의 단점


축의 회전에 의해 별도의 실링장치나 냉각장치를 설치해야 하므로 시스템의 구조가 복잡하고
비효율적임



축을 회전하기 위한 시스템에서는 축의 직선 이동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여 축을 직선 이동 및
회전하는 축 구동장치의 전체 시스템의 효율이 낮아짐



데이터가 축적됨에 따라 매번 규칙을 새로 만들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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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기계용 축 구동장치

기술경쟁력

대상 기술의 경쟁력
 전체구조의 단순화, 효율성 향상


축을 동축상으로 배치되는 2개의 축부재(이동축과 회전축)로 분할 구성하여 하나의 축부재는
선형 구동부에 의해 직선 운동하도록 하고, 다른 하나의 축부재는 회전 구동부에 의해 회전

운동하도록 구성
 2개의 축부재가 직선 이동시에는 함께 병진 운동하고, 회전 운동시에는 하나의 축부재만
독립적으로 회전 운동하도록 하여 전체 구조를 단순화시키고, 시스템의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가공기계용 축 구동장치를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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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기계용 축 구동장치

시장동향

시장 규모 및 현황
 국내외 공작기계 시장 규모


글로벌 공작기계 시장은 2015년 세계 경제의 저성장속에 전년대비 11.2%의 감소를 보이며 둔화
 (생산) 2015년 세계 공작기계 생산은 780억불, 전년대비 11.2% 감소하며 4년 연속 감소 지속
 (수출) 세계 공작기계 수출은 406억불로 전년대비 13.4% 감소
 (수입) 세계 공작기계 수입은 338억불로 전년대비 11.6% 감소



아시아 공작기계 시장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연평균 7% 가량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
 중국과 일본, 한국과 인도는 아시아 시장의 중요한 수익제공자로 2020년 말에는 이 지역의
시장규모는 2억 4천 3백만 달러 규모의 가치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됨



국내 공작기계 시장은 국내 설비투자 부진과 세계 공작기계 수요 감소 속에서 생산 47억불로 5위를

기록함
 수출(23억불, +4.7%, 7위), 수입(14억불, -5.9%, 7위), 소비(38억불, -21.6%, 5위)를 기록하며
수출을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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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기계용 축 구동장치

경쟁기업 현황

기업 현황
 국내 공작기계 경쟁업체 동향
[국내 3대 공작기계 업체 점유율]



국내 공작기계 3대 업체는 두산인프라코어
( 두 산 공 작 기 계 ), 현 대 위 아 , 화 천 기 계 등 이
있으며, 가공용도 별 브랜드 선호도에 우위가
있음
(산업일보 2016. 06. 29)



화천기계는 금형가공분야, 두산공작
기계는 주문제작분야, 현대위아는
정밀가공분야에서 선호도를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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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유자
소개

4-01

연구실 소개

가공기계용 축 구동장치

연구실 소개
책임교수
연구실명

전기공학과
메카트로닉스 시스템 연구실

E-mai
학력

cjhwan@dau.ac.kr

연구자

장정환 교수

전화

051-200-7735

Ph. D. in Mechanical Engineering, from Hanyang University, Seoul, 2001

Lathe System for Machinetools

Professor in Donga University, Busan, Korea ( 2009 - current )

Design and Analysis of Magnetic Gear

Dept. of Electrical Eng. RWTH Aachen University, Visiting Researcher ( 2008 -

Design and Analysis of Linear Motor

2008 )

Vibration Analysis

Technical leader in Korea Electrotechnology Research Institute (KERI), Korea

Physical Sensor Design

( 2003 - 2009 )
Dept. of Mechanical Eng. U.C Berkeley, Research Fellow ( 2002 - 2003 )

동아대 산학협력단 기술이전센터 김기연
051-200-6534 / kky1216@dau.ac.kr

Research Assistant in Institute of Brain Korea 21 at Hanyang University ,
Seoul, Korea ( 2001 - 2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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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2

주요 논문실적

가공기계용 축 구동장치

논문실적

번호

제목

저자

저널명, 발간년도

1

"Vibration and Noise Characteristics of Coaxial Magnetic Gear
According to Low-Speed Rotor Structure"

Ji-Young Lee,
Jung-Hwan Chang

JOURNAL OF MECHANICAL SCIENCE
AND TECHNOLOGY, 2017

2

"Analysis of the Vibration Characteristics of Coaxial Magnetic
Gear,"

Ji-Young Lee,
Jung-Hwan Chang

IEEE Transaction on Magnetics, 2017

3

"Effects of Flux Modulation Poles on the Radial Magnetic Forces
in Surface-Mounted Permanent Magnet Vernier Machines,"

Dae-Kyu Jang,
Jung-Hwan Chang

IEEE Transaction on Magnetics, 2017

4

"Precise Estimation of Initial Pole Position for Surface
Permanent Magnet Synchronous Motor Based on Modified
Reference Frame Method,"

Sarbajit Paul,
Jung-Hwan Chang

IEEE Transaction on Magnetics, 2017

5

"Development of the Design Algorithm Using the Equivalent
Magnetic Circuit Method for Colenoid Type Electromagnetic
Linear Actuator"

Dong-Ki Han,
Jung-Hwan Chang

Journal of the Korean Magnetics
Society ,26(2), pp. 55-61, 2016.

6

"Analytical Magnetic Field Calculation of Coaxial Magnetic Gear
with Flux Concentrating Rotor"

Ho-Min Shin,
Jung-Hwan Chang

IEEE Transaction on Magnetics, Vol. 57,
Issue 7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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