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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자석인덕터를 이용한 교차구멍에 발생한 버의 효율적 디버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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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uctor   MI-4, MI-5 Powder         Fe-TiC
Feed      50mm/min Strokes       2~10strokes 
Rotational speed 800rpm Working gap      1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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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본 연구는 기계 가공 시에 발생하는 버(burr)를 제거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인 자기 연마(magnetic abrasive finishing)법을 이용하

여 미세 버를 제거하는 실험을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버(burr)는 제품의 정밀도, 성능, 수명 및 생산성을 저하시키게 

되며, 특히 정밀한 미세 가공의 경우 제품의 성능을 현저하게 

저하시키는 요인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공구의 접근이 어려운 교차구멍 내의 버를 

효과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본 연구실에서 기존에 수행되었던 실험을 통해 적합한 파우더 

특성과 조건을 선정하여 실험에 적용하였으며, 새로 제작된 MI-4
와 MI-5 자기 유도자를 이용하여 적합한 가공 조건을 선정하였다.

영구 자석 자기 유도자는 전자석 자기 유도자에 비하여 전력 

공급 장치 등 부가적인 장치들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설비를 

간소화 할 수 있고, 크기가 작아 교차구멍의 버에 접근이 용이하다.
최적의 디버링 가공 조건의 선정을 위하여 회전 속도와 이송 

속도에 관한 실험을 수행하였다.

2. Inductor 소개

Fig .1 Design oh the magnetic inductor (a)MI-4, (b) MI-5

본 실험에 사용된 MI-4, MI-5 자기 유도자는 CNC 머신에 

장착되어 회전과 이송운동을 하며 가공물에 접근하며 영구자석

에 의해 정렬된 magnetic abrasive는 브러쉬 역할을 수행하여 

가공물의 burr를 제거한다.

3. 영구자석 인덕터를 이용한 디버링 실험

3.1 실험방법 및 내용

Fig .2  Design oh the magnetic inductor (a)MI-4, (b) MI-5

CNC 머신에 인덕터를 장착하여 Φ14 실린더 형상의 홀에 

교차된 Φ3드릴에 의해서 생성된 버의 제거 실험을 하였다.
인덕터는 버에 수직 방향으로 이송하였다.

3.2 MI-4, MI-5 인덕터 비교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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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Comparison of MI-4 & MI-5 according to the number strokes

MI-4와 MI-5의 성능 비교를 위해 Feed 50mm/min RPM 800에서 

2회부터 10까지 가공하였다. 결과는 Fig.3과 같이 MI-4가 가공 

효율이 더 좋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이유는 Magnetic in-
tensity를 측정해보면 알 수 있는데 인덕터 형상의 차이로 MI-4는 

자석 사이의 간격이 없어 자력의 분포가 일정하게 분포하고 지립

이 연속적으로 정열하지만 MI-5는 자석과 자석사이 간격에서 

intensity가 낮아지고 따라서 지립의 배열이 조밀하지 않아서이다.

3.3 가공조건 선정을 위한 실험

(a) 회전 및 이송속도 변동 실험 

Fig .4  Burr height according to the feed and RPM

최적의 가공 조건 선정을 위해 이송과 회전속도에 따른 실험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두 인덕터 모두  저속 이송과 고속 회전에서 

가공능률이 좋으며 800~1000RPM 이상에서는 파우더가 손실되

므로 가공효율이 떨어진다.

(b) Coolant 사용에 따른 표면 조도 변화

가공횟수가 증가 할수록 표면 조도가 불량해지나 Coolant를 

사용하면 이를 개선할 수 있음을 실험을 통해 확인하였다. 그 

결과는 Fig. 5와 같다.

Fig .5  Variation of surface roughness accoding to cool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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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회전 방향에 따른 버의 형상 변화

Fig .6 The shape of burr according to the change of rotation

디버링시 한방향의 회전만 지속하게 되면 Fig.6(좌)와 같이 

버가 한쪽으로 누워 버의 변형으로 인해 디버링 효율이 떨어진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가공시 양방향 회전이 필수적이며 1stroke

시 정회전 2stroke 시 역회전을 하는 방법으로 양방향 회전을 

병행할 경우 Fig.6(우)와 같이 버의 변형을 개선할 수 있다.

(d) 가공 시간에 따른 버의 변화

before 1min       2min           3min
Fig .7 Gradual burr shape according to the deburring time 

Fig .8 Surface roughness accoding to the deburring time 

시스템의 자동화를 고려하여 가공 시간에 따른 디버링 실험을 

하였다. 그 결과 Fig.7과 같이 3분 가공 시 거의 완전하게 버가 

제거됨을 확인할 수 있다. 표면조도는 가공시간이 길어질 수록 

상승하는 경향을 보인다.

(e) 파우더 종류에 따른 실험 결과

Fig .9 Comparative deburring effect according to the powder and 
deburring time  

파우더의 종류에 따른 실험을 위해 Fe-Tic, Polymer-Tic, Fe-Nbc
세가지 파우더를 사용하여 가공시간에 따른 디버링 효율을 살펴

보았다. Fig.9를 보면 파우더 간에 가공능력의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으나 Fe-Tic 파우더가 가공효율이 가장 좋았다.

4. 결론

1. MI-4와 MI-5의 비교 실험 결과 MI-4 인덕터가 더 좋은 

가공 성능을 보여 주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MI-4는 자석 사이 

간격이 없어 자력선의 분포가 고르며, 주축 회전 속도가 800RPM
이상에서 MI-5 보다 파우더의 손실이 적다.

2. MI-4와 MI-5 모두 저속이송과 고속 회전에서 가공능력이 

더 좋으며 coolant를 사용할 경우 표면조도의 향상이 이루어졌다.

3. 디버링 시 인덕터가 한 방향 회전만 하게 되면 버가 회전 

방향을 따라 눕는 현상이 발생함을 발견하였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정회전과 역회전을 번갈아가며 가공하였다.   

4. 분 가공 시 거의 완전하게 버가 제거됨을 확인할 수 있다

표면조도는 가공시간이 길어질 수록 상승하는 경향을 보인다

5. 파우더의 종류에 따른 실험을 보면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으나 Fe-Tic 파우더가  연마가 더 잘 됨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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