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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s  Conditions
  MCT   W사 3축MCT
  Workpiece   Cemented carbides(K30, HRc74)
  Tool dynamometer   9257 (kistler)
  Cutting speed (v)   2000, 6000, 9000,12000 (rpm)
  Depth of cut (d)   1.5, 2.0 (mm)
  Feed velocity (V )   300 (mm/min)
  Width of cut (w)   0.2, 0.5 (mm)

1. 서론
                                 

최근 난삭재의 고정밀, 고능률 가공을 위한 고속가공이 각광

을 받고 있는 현재, 이에 부응하는 절삭공구의 개발이 필요한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 개발되어진 자기연마 

방식에서 미 해결과제였던 자기연마방식에 의한 고속절삭공구 

개발연구에서의 연구내용인,1  자기연마 운동방식과 절삭조건

에 미치는 공구표면의 경면화의 영향도에 초점을 맞추어, 자기연

마절삭공구의 절삭특성을 절삭저항 및 공구마모의  관점에서 

파악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하였다.  

2. 실험장치 및 실험방법
                             

본 연구에서는 엔드밀의 자기연마를 위하여 자기연마 장

치를 자체 제작하였다. 자기연마 장치는 자기장을 발생시키

는 자석부, 공작물을 구동하는 주축부 및 자성연마재의 용기

인 수조부로 구성되어 있다. Fig.1은 자체 제작되어진 자기연

마장치의 사진을 보여주고 있다.

초경엔드밀의 자기연마 시 사용되어진 연마입자는 ＃8000 다
이아몬드 입자로 자성유체(241ES)와 50wt%의 비율로 혼합하여 

사용하였으며, 자속밀도는 0.6Tesla, 연마속도는 1050rpm으로 

하였다. 연마되어 진 엔드밀의 표면관찰은 Mitutoyo사의 공구현

미경(MF1030TH)을 사용하였고, 표면조도는 엔드밀표면의 복

잡성을 고려하여 코사카사제 비접촉표면조도계를 사용하여 엔

드밀의 크레이트면(Crater plane)과 프랭크면(Flank plane)에 대하

여 측정하였다. 

Table 1은 본 실험에서의 절삭실험조건을 보여주고 있다. 

    

   
 
 

   
  Fig. 1 Photograph of experimental equipment

Table 1 Experimental condition

3. 자기연마 운동방식에 따른 절삭특성
                                                                                       

엔드밀의 자기연마 시 자기연마 운동방식은 Fig. 2에서 보

는바와 같이 엔드밀을 요동 없이 반시계방향으로 회전하면서 

연마하는 경우(Fig. 2(a), CCW Rev.), 요동을 주면서 반시계 

방향으로 연마하는 경우(Fig. 2(b), CCW Rev.＆ Osc.), 요동 

없이 시계방향으로 회전 하면서 연마하는 경우(Fig.2(b), CW 
Rev.), 요동을 주면서 시계방향으로 연마하는 경우(Fig. 2(d), 
CW Rev.＆ Osc.)의 4가지 방식을 채택할 수 있다. 엔드밀의 

회전방향은 인선날부의 표면조도에 영향을 줄 것이며, 엔드

밀의 요동의 유무는 크레이트면의 조도에 큰 영향을 줄 것으

로 예상된다.

Fig. 3은 상기의 4가지연마운동방식으로 30분간 자기연마를 

수행한 각각의 엔드밀에 대하여 절삭실험을 수행한 결과를 보여

주고 있다. 절삭시간 Tc의 증가에 따라 각각의 엔드밀에 의한 

절삭가공시의 절삭저항과 프랭크면 마모는 점진적인 증가의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4가지 연마운동방식 중에서는 CW Rev.＆ 

Osc. 경우의 증가추세가 가장 완만한 것으로 보아, CW Rev.＆
Osc. 연마운동방식이 엔드밀의 성능을 가장 우수하게 함을 알 

수 있다.

     

   
      
     
     

Fig. 2 Moving type of magnetic polishing

        
  

Fig. 3 Tool performance accroding to polishing method

4. 절삭조건에 따른 자기연마공구의 절삭특성
                   

본 절에서는 CW Rev. ＆ Osc. 연마운동방식에 의하여 연

마되어진 엔드밀을 사용하여 저속, 중속 및 고속에서 절삭가

공을 수행 하였을 때, 자기연마의 효율성을 비교, 검토하는 

것으로 하였다. 먼저, 절삭속도를 2000rpm으로 하고 이송속

도 240mm/min, 절입 깊이를 2.0mm, 절삭폭을 0.5mm 인 황삭 

조건(저속)으로 절삭실험을 수행한 결과가 Fig. 4이다. 그림에

는 연마하지 않은 엔드밀과 60분간 자기 연마한 엔드밀에 대

하여 절삭시간에 대한 절삭저항과 프랭크마모의 변화를 동시

에 비교하고 있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황삭 조건에서

는 자기연마엔드밀의 효율성은 보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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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Tool performance according to cutting conditions 

다음으로, 절삭속도를 6000rpm으로 하고 이송속도300mm/

min, 절입 깊이 1.5mm, 절삭폭 0.5mm으로 각 각 중삭, 정삭조건

인 경우연마 하지 않은 엔드밀과 60분간 자기연마 한 엔드밀의 

절삭저항 및 프랭크마모를 비교한 그림이 Fig. 5이다. Fig.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기연마엔드밀의 효율성이 두드러지며, 이는 

공구표면의 조도 향상이 절삭속도의 증가에 따른 칩 배출저항의 

증가를 감소시킴에 따른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영향은 

고속가공을 수행하는 경우 더욱 현저 해질 것으로 판단한다. 

절삭폭을 0.2mm로 낮추고 다른 절삭조건들은 Fig. 5와 동일하게 

설정한 정삭조건에서 절삭실험을 수행한 결과가 Fig. 6 이다. 

Fig. 5와 비교하면, 절삭폭의 감소에 따른 절삭저항의 감소로 

인하여 엔드밀의 수명이 길어졌지만, 자기연마엔드밀의 효율성

의 측면에서는 변화가 없다. 

  Fig. 5 Tool performance according to cutting conditions                  
                                               

 

   

 Fig. 6 Tool performance according to cutting conditions  

Fig. 7과  Fig. 8은 각각 절삭속도를 9000rpm 및 12000rpm으로 

설정한 고속절삭영역에서, 연마하지 않은 엔드밀과 30분 연마 

한 엔드밀의 절삭특성을 절삭저항과 프랭크마모의 관점에서 

비교 한 그림들이다. 다른 절삭조건들은 두 그림 모두 동일하게 

설정하였다. 절삭속도가 9000rpm 인 경우, 공구의 수명으로 

예상되는 절삭시간 20분전 후 부터 절삭저항의 급격한 증가가 

보이며, 자기연마의 효율성이 보이기는 하나 그다지 크지 않은 

반면, 절삭속도 12,000rpm인 경우는 높은 절삭속도에 기인하여, 

절삭시간 3-4분정도에서 엔드밀의 수명에 도달해 버리지만 짧은 

공구수명을 감안하면 고속에서는 연마한 엔드밀의 효율성이 

더욱 커진다고 말할 수 있다.  

               

Fig. 7 Tool performance according to cutting conditions 
      (at V=9,000rpm)

 

                         

Fig. 8 Tool performance according to cutting conditions 
      (at V=12,000rpm)

6. 결론
               

본 연구에서는 자기연마 절삭공구의 절삭특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자기연마 장치를 자체 제작하여 엔드밀 공구를 자기

연마한 후 절삭가공을 수행하여 절삭저항과 프랭크면마모의 

관점에서 일련의 실험적 연구를 수행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

를 얻을 수 있었다.
(1)  자기연마운동방식에 있어서는 요동을 주면서 시계방향으로  

   연마(CW Rev.＆ Osc.)한 엔드밀의 표면조도가 가장 좋게 나타  

   났으며, 절삭성능도 가장 우수하였다.

(2)   황삭 절삭 조건보다는 중삭 및 정삭조건에서 공구 경면화에  

   대한 효율성이 두드러지며, 특히 고속절삭일수록 연마한 엔  

   드밀의 효율성이 더욱 커짐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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