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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1.

최근 공작기계 기술의 커다란 흐름은 고속 지능화 미세화를,

추구하고 있고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나, Milli-structure Micro

의 개발을 위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기계부machine ,

품의 소형화가 진행되면서 작은 부품에 대한 가공이 주요 요소기

술로서 차지하는 중요성이 매우 크게 대두되고 있다.

산업현장에서 널리 사용되는 고속 가공기는 주축의 회전수

를 증가시킴으로서 높은 절삭속도를 얻을 수 있고 절삭속(rpm) ,

도의 증가에 따라 기존의 이송속도보다 훨씬 빠른 이송속도로

절삭이 가능하기 때문에 생산단가의 절감과 생산성의 향상에

장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일반 범용공작기계로 가공이 곤란한.

곡면가공을 위한 미소피크피드 미소 직선분할이 가능하므로,

고정도의 제품을 가공할 수 있다 고속회전을 통해 날당의. 1

미소이송이 가능하여 절삭면의 표면거칠기의 향상과 가공시간

의 단축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 생산

분야에 빠르게 이용되고 있다 이 중에서 평면 엔드밀에 의한.

고속가공은 슬롯 포켓 및 표면가공 등 다양한 형상의 정삭가공,

에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다(1) 특히 금형가공에 있어서는 그것을.

구성하는 각종 요소기술의 개발이나 코팅한 초경함금 공구 등의

성능이 향상됨으로서 종래에 방전가공이나 연삭가공에 의존하

고 있었던 자동차 부품의 주조나 단조 등에 이르기 까지 공정집

약 고효율가공에 유용한 고속가공기의 사용빈도가 점차 증가하,

고 있는 추세에 있다(2).

하지만 작은 부품의 생산을 위한 금형의 경우는 매우 작은

슬롯 홈과 포켓이 존재하게 되고 이 부분에 대한 가공의 정도는,

제품의 품질 및 생산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현재.

보급되어있는 고속 가공기는 마이크로 엔드밀에 의한 가공시

공구의 직경이 매우 작아 주 절삭속도가 현저히 저하하게 되어

엔드밀의 파괴 절삭면의 품질 저하 가공시 이송속도의 저하에, ,

따른 제품의 가공시간이 늘어나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3).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개발한 고속회전의 초정밀 에어 베어링

스핀들을 사용하여 마이크로 엔드밀을 이용한 절삭가공을 실시

하였다 마이크로 엔드밀에 의한 슬롯가공을 통하여 고속 가공.

조건(55) 즉 스핀들의 회전수 절삭깊이 이송속도 등 가공인자, , ,

의 변화에 따른 가공면의 표면거칠기를 정량적으로 분석함으로

써 마이크로 엔드밀 가공시 가공인자의 영향을 분석하였다.

실험장치 및 방법2.

마이크로 엔드밀에 의한 절삭실험을 위해 위치결정 및 이송을

위해 밀링을 사용하였으며 주축으로는 공기 정압 베어링NC ,

스핀들을 지그 를 통해 밀링 주축에 부착하여 사용하였(zig) NC

다 실험에 사용한 공기 정압 베어링 스핀들은 최대속도.

콜렛에서 떨어진 엔드밀 선단의 흔들림은 최대125,000rpm, 20㎜

스핀들 모터의 최대출력은 이다 또한 실험에 사용5 , 0.75 . ,㎛ ㎾

한 밀링은 독일 사의 이다 밀링의 최대 절삭이NC DECKEL FP2NC . NC

송속도는 이고 최소 이송량은 이다40m/min , 1 .㎛

실험에 사용된 시편의 재질은 난삭재 중 하나인 를STS 304

사용하였으며 시편은 평면형상이고 평 엔드밀을 이용하여 홈,

가공을 실시하였다 가공면의 특성평가는 바닥면의 표면거칠기.

로 평가하였다 실험은 마이크로 엔드밀에 의한 미소절삭이므로.

실험 시 절삭 깊이를 일정하게 하기 위하여 평면도가 0.01㎜

이하가 되도록 시편을 평면 연마 후 사용하였다.

사용한 공구는 고속 고정밀 가공을 가능하게 한 고속가, 0.2∅
공용 평 엔드밀이다 모든 가공실험은 공구마멸의 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해 매 실험마다 공구를 교환하였으며 건식 절삭방법으로,

수행하였다.

실험방법은 고속 엔드밀에 의한 표면 가공은 정삭가공으로

사용되므로 본 실험에서는 공기 정압 베어링 스핀들의 회전수,

절삭 깊이 이송속도를 가공인자로 선정하고 각각을 변화시켜가,

며 실험을 하였으며, 에 실험조건을 나타내었다Table 1 . 시편의

평면도를 일정하게 유지하였지만 실험시 절삭 깊이가 매우,

작기 때문에 시편 고정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엔드밀에

의해 접촉 후 가공을 하고 그 위에 실험을 위한 가공을 실시하였

다.

가공된 시편은 공구현미경을 통해 표면의 형상을 확대하여

관찰하였으며 표면거칠기는 광학계를 이용한 비접촉식 측정기,

인 으로 측정하여 평가하였surface measurement system NT 2000

다 장비의 주요사양은 수직 분해능. (Vertical resolution)

이하 최대측정범위는 수직방향 측정0.1nm , 100mm ×100mm,

폭은 반복정확도 자동 초점 이동방식을0.1nm - 150 m, 0.1nm,

사용하는 장비이다 가공인자의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최대.

표면 거칠기인 를 측정하였으며 측정의 오차를 줄이기Rmax( ) ,㎛

위해 회를 측정하여 평균을 구해 사용하였다10 .

Table 1 Specifications of cutting conditions

RPM Depth of cut( )㎜ Feed( /min)㎜
80,000

0.01
30 , 60 , 900.02

0.03

100,000
0.01

30, 60, 90, 1200.02
0.03

120,000
0.01

30, 60, 90, 1200.02
0.03

결과3.
의 는 에서 까지의 각각Fig. 1 (a) ~ (c) 80,000rpm 120,000rpm

의 회전수에 대해 절삭 깊이와 이송속도 변화에 따른 가공면의

최대 표면거칠기 분포에 대해 나타낸 것이다 으로. 80,000rpm

가공한 경우를 보면 절삭 깊이가 에서는 이송에 따라, 0.01㎜

가공면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나 절삭 깊이가 커지면 표면거칠

기는 급격히 차이가 남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절삭 깊이가 커지면.

표면거칠기가 급격히 증가하는 현상은 에서는 이송이80,000rpm

에서 발생하고 에서는 에서 발생90 /min 100,000rpm 120 /min㎜ ㎜

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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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표면거칠기의 증가는 이송의 변화보다 절삭깊이의 변화,

에 대해 더욱 급격하게 증가함을 알 수 있다 회전수가 가장.

높은 에서는 절삭 깊이 에서 이송속도가120,000rpm 0.01 30㎜ ㎜

인 경우보다 으로 더 빠른 이송속도에서 더 양호한/min 60 /min㎜

표면거칠기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양호한 표면거칠기를 위해서.

는 회전수 증가에 따라 이송속도도 같이 증가해야 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이송조건이 에서는 절삭 깊이가 과. , 30 /min 0.01㎜ ㎜

에서 표면거칠기가 거의 같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0.02 .㎜

전체적인 경향으로 보면 같은 회전수에서 가공을 실시하는

경우 표면거칠기는 절삭 깊이에 대해 더 크게 변화하므로 회전,

당 소재 제거량을 증가시킬 때 절삭 깊이보다 이송을 증가시키는

것이 표면거칠기에 영향을 덜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가공조건에 따른 표면 거칠기 측정값을 살펴보면 다른 조건에

비해 절삭 깊이가 가장 높은 수준인 일 때 가장 거친0.03 ,㎜

표면 거칠기를 나타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일반적으로 엔드.

밀에 의한 가공에서 표면 거칠기는 날 당 이송량에 따라 결정되지

만 마이크로 엔드밀에 의한 가공에서는 엔드밀과 가공물 사이의

접촉하는 면적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스핀들의. ,

회전수 증가에 따라 표면거칠기의 분포가 좁게 나타나는 것은

절삭속도와 이송속도의 변화에 대해 절삭의 형태가 안정적인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스핀들의 회전수가 에. , 120,000rpm

서 각각의 절삭조건에 대해 표면거칠기의 평균값이 가장 양호하

며 분포의 범위 역시 좁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이는 고속의.

회전은 절삭깊이와 이송의 변화를 통해 회전당 소재 제거율을

높여 생산성의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는 일원배치에 의한 분산분석Table 2 (4)의 결과를 나타낸 것으

로 각 가공인자 중에서 어느 특정한 하나의 인자만의 영향을

조사하기 위해 각 인자에 대한 검정을 한 결과이다 여기에서. ,

는 요인에 대한 제곱합 는 자유도 는 평균제곱을 의미하S , , Vφ

며, F0는 평균제곱의 비로서 요인에 대한 평균제곱과 에러에

대한 평균제곱의 비를 의미한다 검정결과를 보면 요인에 대한.

제곱합이 가장 크게 나타나는 절삭 깊이가 표면거칠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두 번째로 영향을 미치는 인자는,

스핀들의 회전수 이송속도 순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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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urface roughness according to depth of cut and feed

at various rpm of spindle

Table 2 Analysis of variance(ANOVA) table for response

Source S  V F0

RPM 0.5704 2 0.2852 7.75

Depth of cut 1.9542 2 0.9771 26.55

Feed 0.4466 2 0.2233 6.07

Error 0.2945 8 0.0368

Total 3.2657 14

결론4.
본 연구를 통해 직경 의 평 엔드밀을 이용하여 스테인리0.2㎜

스 강 의 표면에 슬롯가공을 실시한 후 바닥면의 표면(STS 304) ,

거칠기를 측정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주축의 회전수가 증가할수록 이송속도 및 절삭깊이를(1)

일정하게 증가시켜야 양호한 표면거칠기를 얻을 수 있다.

마이크로 엔드밀에 의한 가공시 회전당 소거제거율을(2)

증가시킬 때 절삭깊이보다는 이송속도를 증가시키는 것이

더 양호한 표면거칠기를 얻을 수 있다.

마이크로 엔드밀 가공에서 가공인자는 절삭깊이 회전수(3) , ,

이송속도 순으로 표면거칠기에 영향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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