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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구면 형상 가공 시 발생되는 공구 전면 여유 각으로
 인한 간섭저감연구

Study on interference reduction from primary clearance of the tool 
during ultra-fine machining of aspherical sha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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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광전자기계 복합제품 기술의 발달로 광학기기

나 의료 및 산업기기 등에서 다양한 기능을 만족시

키기 위하여 비구면 렌즈의 사용이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고기능성 초정밀 비구면 렌즈 또는 금형을

제조하기 위해서 그 기반이 되는 나노미터 정밀도

의 초정밀 가공기술과 절삭공구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수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곡률이 가파른 Sine형상 비구면

렌즈 금형을 가공 시 발생하는 공구의 여유 각에

의한 간섭분석을 실시하였다. 곡률에 대한 공구의

여유 각을 수치적으로 계산 된 값을 공구 제작

시 적용하여 간섭 없는 Sine형상 비구면 렌즈 금형

을 가공하고자 하였다.

2. 절삭공구 설계

오목과 볼록 형상을 가지는 Sine형상 비구면을

가공하기 위하여 Fig.1과 같이 진폭 0.15mm와 주기

3mm를 가지도록 설계하였다. 설계된 Sine형상 비

구면을 가공하기 위해서는 비구면의 곡률을 계산

하여 절삭공구의 여유 각을 결정하여야한다. 식(1)
은 설계된 Sine 함수를 나타낸 것이며 식(2)는 Sine 
함수의 곡률의 기울기를 구하기 위해 식(1)을 미분

한 것이다. 곡률이 가장 큰 구간은 0° 구간으로

식(3)에 적용하여 값을 구하여 식(4)과 같이 arctan
를 적용하여 원하는 ɵ값을 구할 수 있다. 위의 식을

통하여 설계된 Sine형상을 가공하기 위해서는 절

삭공구의 여유 각을 17.44° 이상으로 제작을 해야

한다.

Fig. 1  Design of sine type aspherical lens mo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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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험방법

Sine 형상을 가지는 비구면을 가공하기 위하여

Moore Nanotechnology사의 Nanotech 350KFG 
DTM(Diamond Turning Machine)장비를 사용하였

다. 좌우가 비대칭인 Sine 형상 비구면 금형을 가공

하기 위해 X-Y-Z축만으로는 가공이 어렵기 때문에

스핀들의 회전에 따라 Z축이 이송하는 SSS(Slow 
slide servo)방식을 적용하였다. SSS방식의 Feed 
rate는 일반적인 가공과는 달리 스핀들의 회전마다

X축이 이송하는 Radial feed를 사용하게 된다. 서로

다른 패턴을 가공하기 위하여 Radial feed를
0.01mm/rev로 설정하였으며, 절삭깊이 3㎛/pass, 
Ø12.7mm의 64brass를 이용하여 가공을 하였다. 실
험에 적용한 자세한 가공조건은 Table 1에 나타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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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chine tool Nanotech   350KFG

Cutting tool
Diamond   tool radius 0.1mm
Include angle 30° Rake angle 3°

Clearance angle 6°, 20°
Workpiece 64   Brass, Ø12.7mm

Cutting shape
     Sine type   - 

amplitude 0.15mm, 
Period 3mm

Depth of cut  3µm/pass
Radial feed (SSS) 0.1mm/rev

Cutting oil ISOPAR-H   Mist
Axis X, Y,  Z(SSS), C(Spindle)

었다.

Table 1 Cutting condition

Sine 형상 비구면 렌즈 금형을 가공하기 위하여

Fig.2와 같이 Tool Radius100㎛, Include angle 30°, 
Rake angle 3°, 앞서 계산된 17.44° 이상의 여유

각을 가지도록 Clearance angle 1차 100㎛-20°, 2차
900㎛-30°의 다이아몬드 공구를 제작하였다. 또한

여유 각을 고려하지 않은 공구로 인한 가공 시

발생되는 간섭을 보기 위하여 Primary clearance 
6°의 공구를 함께 제작하였다.

Fig. 2 Fabricated diamond cutting tool

4. 실험결과

Fig.3(a)는 Clearance angle 6°를 가지는 공구를

이용하여 가공된 비구면 금형 사진이다. 곡률에

대한 공구의 여유각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간섭으로 인한 뜯김 현상이 나타났다. 반면 Fig.3(b)
는 Clearance angle 20°를 가지는 공구를 이용하여

가공된 비구면 금형 사진이다. 위의 식을 통해 계산

된 17.44°이상의 여유 각을 가지고 있어 간섭 없는

비구면 금형이 가공되었다. 실험결과를 통해 가공

하려는 비구면에 따라 곡률을 고려한 공구의 제작

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a) Primary clearance 6°    (b) Primary clearance 20° 
Fig. 3 Machined sine type aspherical lens mold

5. 결론

본 논문에서는 오목과 볼록 형상을 동시에 가지

는 Sine형상 비구면 금형을 가공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곡률이 가파른 Sine형상 비구면 금형

을 가공하기 위해 절삭공구의 여유 각을 계산하여

설계 제작하였다. 제작된 공구와 DTM장비의 SSS
를 이용하여 간섭 없는 Sine형상 비구면을 가공하

였다.

후기

 본 연구는 지식경제부 “100nm~100㎛ 나노복합구

조물 응용제품 생산을 위한 금형가공 및 에너지 

10%절감 성형시스템 개발” 의 일부 지원을 받아 

수행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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