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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미세 패턴 가공을 위한 다이아몬드 절삭공구 개발
Development of a diamond cutting tool for micro-machining of 

pattern arr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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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에 대두되고 있는 과학 분야는 초정밀 가공 

및 나노기술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가공

기술이 주로 사용되는 산업분야는 광학산업 및 

반도체산업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다. 광학산업에

서는 특히 LED 조명분야가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으며 자유 곡면 회절광학소자는 기존의 

LED 조명 광학계를 대체할 차세대 광학소자로 

각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선진국에서도 이 분야에 

많은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초정밀 마이크로 가공

은 반도체 공정 중 포토리소그래피, 이온빔 공정으

로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기술은 매우 매끄러운 

가공표면을 얻기가 힘들기 때문에 또 다른 가공 

방법들이 연구되고 있다. 초정밀 및 나노미터 절삭

가공에서 높은 경도와 내마모성과 완벽한 화학적 

안정성 및 만족스러운 공구 수명을 가지고 있는 

단결정 다이아몬드공구를 주로 사용하고 있다

[1,2,3]. 본 연구에서는 차세대 고해상도 레이저 

프린터와 고집적정보저장기술에 적용할 수 있는 

초정밀 절삭가공기술로서 3차원 자유곡면상에 마

이크로 패턴 절삭가공을 할 수 있는 절삭공구를 

개발하는 것이다.   

2. 절삭공구 형상

본 연구에서는 마이크로 패턴 가공을 하기 위해

서 사용되는 공구 도면을 Fig. 1에서 보여주고 있다. 
수㎛급 패턴가공을 위해서 0.1㎛급의 노즈 반경

(nose radius)과 공구날의 끝과 공작물과의 마찰을 

방지하기 위해서 0°~9°까지 수차례의 FEM 해석을 

통해서 9°의 전방 여유각(front clearance angle)으로 

설계하였다.   

Fig. 1 Drawing of diamond cutting tool for micro pattern

3. 설계된 절삭공구 FEM 해석

절삭공구는 총 4개의 타입으로 설계되었고 각각

의 공구형상에 따라서 FEM 해석을 수행하였으며 

2개의 공구형상을 선정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Fig. 
2는 공구 설계 요소를 고려한 공구의 기하학적인 

형상을 보여주고 있다. Table 1은 본 연구에서 개발

하기 위한 절삭공구에 대한 제원을 보여주고 있다.

(a) Top view of tool         (b) Side view of tool
Fig. 2 Cutting tool geometry with design factors

Fig. 3과 Fig. 4는 설계된 절삭공구 형상에 따른 

해석을 수행하였고 절삭가공 중 발생되는 공구의 

온도에 대한 해석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절삭속도

가 증가할수록 공구에서 발생되는 peak 온도가 증

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두 타입의 공구형상 45°-35°, 50°-35°에서 절삭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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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dius 0.1㎛
(A) 45°, 50°
(B) 30°, 35°, 40°
(C) 10°, 5°
First Clearance 9°
Second Clearance 50°
Total height 10mm

도가 6.78m/min일 때, 최대 peak 온도가 발생되었으

며 약 77.8℃과 78.81℃로 해석되었다.  

(a) 1.27m/min      (b) 4.52m/min      (b) 6.78m/min

Fig. 3 FEM results of tool temperatures at 45°-35°

(a) 1.27m/min      (b) 4.52m/min      (b) 6.78m/min

Fig. 4 FEM results of tool temperatures at 50°-35°

Table 1 Specifications of the cutting tool geometry 

Table 2 Conditions of FEM simulations

Workpiece φ5×10mm
Workpiece material Cu
Cutting tool 45°-35°, 50°-35°
Cutting tool material Carbide-Grade-K
Depth of cut(㎛) 20, 40, 60, 80
Cutting speed(m/min) 1.27, 4.52, 6.78
Feed rate(mm/rev) 0.15

4. 설계된 절삭공구 제작

본 연구에서는 FEM해석을 통해 실험 데이터와 

비교 분석하기 위해서 설계된 형상에 따라서 공구

를 제작하였다. Fig. 5는 제작된 절삭공구 형상을 

보여주고 있다. 광학측정을 통해서 노즈 반경(nose 
radius)이 1㎛이하로 측정된 것을 확인하였다.

      (a) Cutting tool      (b) Cutting edge of tool
Fig. 5 Optical micrographs of the cutting tool with 

4types geometry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마이크로 패턴 가공용 절삭공구

를 개발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형상을 가지는 절삭

공구를 설계하였고 FEM 해석을 통해 각각의 공구

에서 발생하는 peak 온도를 분석하였으며 45°-35°
의 공구에서는 약 77.8℃로 나타났으며, 50°-35°의 

공구에서는 약 78.81℃의 분포로 나타났다. 공구해

석에서 분석된 peak 온도는 공구의 마모 및 파손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공구를 제작할 때 고려할 

중요한 설계요소이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서 초미

세 절삭공구를 제작을 하였으며 향후에는 공구에 

대한 형상 분석 및 가공 실험을 통해서 공구의 

마모 및 파손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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