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85 -

韓國産業應用學會論文集, 제16권, 제3호, 85-93, 2013.08
J. Korean Society of Industrial Application, Vol.16, No.3, 85-93, Aug, 2013

MCT 가공을 통한 알루미늄 합금의 표면 거칠기와

가공형상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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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MCT has been most extensively used in the machining. In particular, the ball

endmill has been mainly adopted for finishing on the free- form surface. The

advancement of CAD/CAM software has made it possible to develop various cutting

pattern methods and to create diverse tool routes. Therefore, the current research

made an attempt to find the optimal cutting pattern among the seven cutting patterns

(i.e., Follow Periphery, Zig, Zig Zag, Concentric Zig, Concentric Zig Zag, Radial Zig,

Radial Zig Zag) when aluminium 6000 series were machined by the ball endmill. The

optimal pattern was found by comparing different shapes and surface roughness

produced by the seven patterns. The current research found that each cutting pattern

produced its own unique geometric features on the machined surface. It was found

that the Radial Zig cutting pattern produced the lowest roughness on the flat

surfaces. The Radial Zig Zag cutting pattern was found to produce the most accurate

free-form surface. Finally, the most efficient cutting pattern in terms of machining

time turned out to be the Follow Periph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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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알루미늄은 지각에 가장 많이 존재하는 금속

으로 철 다음으로 많이 생산되는 금속으로, 비

중이 매우 작으나 강하여 무게 대비 강도가 높

은 고 비강도 물질이며, 공기 중에서 내식성이

강하며, 저온에서도 취약해지지 않으며, 쉽게

재활용된다는 등의 특징이 있다.

그러나 알루미늄 합금의 이용한 MCT가공의

대한 연구는 선삭에 비해 많이 부족하다.

MCT가공은 절삭가공 분야에서 가장 광범위

하게 사용되는 방법이다. 특히, 곡면형상의 정

삭가공에서는 볼 엔드밀이 주로 사용된다.

볼 엔드밀 이용한 MCT가공은 볼 엔드밀의

구조에 따른 역학적 복잡성 때문에 경험적으로

부여되는 것이 대부분이었고 곡면의 형태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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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절삭조건이 불규칙하게 변하게 되어 이로

인한 정밀 절삭 및 효율적 가공에 있어 많은

문제가 야기 되고 있다.1)

표면 거칠기에 미치는 공구 경로의 영향은

여러 학자들에 의해 연구되었는데, 연구자들의

대부분은 하향 절삭과 10°에서 20°사이의 경사

각이 가장 공구수명이 길고 표면 거칠기가 향

상된다고 결론지었다.2) 3) 4)

Hock5)는 가공 시간 단축을 위해 지그재그 가

공방법을 사용하였으나 이는 표면 거칠기 및

공구 수명 측면에서 단점을 보였다.

본 연구에서는 알루미늄 합금 6000계열을 가

지고 볼 엔드밀로 가공할 시, 7가지의 절삭 패

턴에 의해 생성된 서로 다른 가공면의 형상과

표면 거칠기를 비교 조사하여 최적의 절삭 패

턴을 찾는 것에 목적이 있다.

2. 실험 장치 및 측정 장치

2.1 실험장치

실험에 사용된 머시닝 센터는 통일중공업에

서 생산한 모델명 TNV - 40A로 Fig. 1이며 세

부규격은 Table 1.에 나타내었다.

Fig. 1. Experimental systerm.

Table 1. Specifications of machining center

Item Specification

Manufacture Tong il heavy industry

Model TNV-40A

Table size[mm] 900 X 410

Main spindle
speed[rpm] 40 ~ 4,000

Main spindle taper NT No. 40

Main spindle
diameter[mm] ∅65

Stoke
[mm]

X-axis 560

Y-axis 410

Z-axis 510

2.2 측정장치

표면 거칠기 측정기구로는 Fig. 2.이며 세부

규격은 Table 2.에 나타내었다.

Fig. 2. Surface roughness measuring instrument.

Table 2. Specifications of surface roughness tester

Item Specification

Manufacturer Kosaka laboratory
corporation(Japan)

Model Surfcoder-F3500D

Driving
methed one reciprocation

Driving speed
Measurement : 0.002 ~ 2 [mm/sec]

Auto return : 2 ~ 10 [mm/sec]

Measuring
values

Ra, Rz, Rmax(Ry), Pq, Pp, Rq, Rt,
Rv

Cut -off value 0.08, 0.25, 0.8, 8, 25

Dimmension 600 X 395 X 593 [mm]

Fig. 3. Contour measuring instrument.

Table 3. Specifications of contour measuring systerm

Item Specification

Manufacturer Hommelwerke(Germany)

Model Hommel_C8000

Measuring

distance

Vertical (Z axis) : 40 [mm] with

460 mm tracing arm

Horizontal(X axis) : max. 120 [mm]

Max.

resolution

X axis : 0.100 [μm]

Z axis (gauge) : 0.066 [μm]

Z axis (stylus tip) : 0.666 [μm]

Measurement

speed
0.1 bis 3 [mm/s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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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상 측정기구로는 Fig. 3.이며 세부규격은

Table 3.에 나타내었다.

2.3 실험공구

실험에 사용된 절삭공구는 대구텍에서 생산

된 모델명 SBE 2060으로 금형의 자유 곡면에

가공용으로 사용되는 코팅되지 않은 초경 범용

엔드밀로 형상과 상세한 규격은 Fig. 4.와

Table 4.에 나타내었다

Fig. 4. Photograph of ball endmill.

Table 4. Dimension of ball endmill

Order No.
Dimension(mm)

D R L l d

SBE 2060 6.0 3.0 80 12 6

2.4 실험재료

실험에 사용된 시편은 Al6061으로 실용 알루

미늄 합금 분류 중 열처리성 Al-Mg-Si계 합

금으로 시편의 형상은 자유 곡면형상으로, 70 x

70 x 19[mm] 소재를 사용하였다. 시편의 화학

적 성분 및 기계적 성질은 Table 5.와 Table 6.

에 나타내었다

Table 5. Chemical compositions of specimen

Workpiece

material

Chemical composition(%)

Cu Si Mg Zn Mn Cr Fe Al

Al6061

0.15

-

0.4

0.4

-

0.8

0.8

-

1.2

0.25

Under

0.15

Under

0.04

-

0.35

0.5

Under

The

rest

Table 6. Mechanical properties of specimen

Workpiece

material

Tensile

strength

(N/m㎡)

Yielding

strength

(N/m㎡)

Elongation

(％)

Hardness

(HBS

10/500)

Al6061 125 55 25 30

3. 실험방법

시편 제작에 앞서 NX를 이용하여 시편의 형

상을 3차원으로 모델링을 하고, 가공조건을 부

여하여 절삭 패턴별 공구 경로를 생성 후 시뮬

레이션 기능을 통해 가공 후의 형상을 미리 검

증하고 이상 여부를 확인한 후 황삭, 정삭의

NC 코드를 생성하였다.

황삭 가공에서는 모든 시편에 동일하게 ‘ㄷ’형

태로 가공이 되며 바깥쪽에 안쪽으로 가공이

이루어지는 파트따르기(follow part)로 절삭 패

턴을 부여하여 공구 경로 생성하였다. Fig. 5.은

파트따르기 절삭 패턴을 이용한 공구경로를 생

성한 모습을 나타낸 그림이다.

Fig. 5. Cutting pattern of rough cutting.

정삭가공에서는 여러 표면거칠기 연구에서

검증된 하향절삭을 기반으로 7가지 절삭 패턴

을 이용하여 공구 경로를 생성하였다. Fig. 6.은

NX상에서 외곽 따르기(follow periphery)로 절

삭 패턴을 부여하여 공구경로를 생성한 모습이

다.

Fig. 6. Cutting pattern of follow periphery.

Fig. 7.은 지그(zig)로 절삭 패턴을 부여하여

공구경로를 생성한 모습이다. 적용된 절삭 각도

는 45°이며 급속 이송을 하기 위한 안전높이 10

으로 설정하였다.



MCT 가공을 통한 알루미늄 합금의 표면 거칠기와 가공형상에 관한 연구

- 88 -

Fig. 7. Cutting pattern of zig.

Fig. 8.는 지그 재그(zig zag)로 절삭 패턴을

부여하여 공구경로를 생성한 모습이다. 갈 때

한번 올 때 한번, 두 번 가공을 하는 방법이다.

시편에 적용된 절삭 각도는 45°이다.

Fig. 8. Cutting pattern of zig zag.

Fig. 9.는 동심 지그(Concentric zig)로 절삭

패턴을 부여하여 공구경로를 생성한 모습이다.

동심 지그는 직접 지정하거나 자동으로 계산된

최적의 중심점에서 점점 커지거나 점점 작아지

는 원형 절삭패턴이다.

Fig. 9. Cutting pattern of concentric zig.

Fig. 10.은 동심 지그 재그(concentric zig zag)

로 절삭 패턴을 부여하여 공구경로를 생성한

모습이다. 갈 때 한번 올 때 한번, 두 번 가공

을 하는 방법이다.

Fig. 10. Cutting pattern of concentric zig zag.

Fig. 11.은 방사형 지그(radial zig)로 절삭 패

턴을 부여하여 공구경로를 생성한 모습이다. 적

용된 급속 이송을 하기 위한 안전높이 10으로

설정하고 자동으로 계산된 최적의 중심점을 향

해 가공되는 방법을 선택하였다.

Fig. 11. Cutting pattern of radial zig.

Fig. 12.은 방사형 지그 재그(radial zig zag)

로 절삭 패턴을 부여하여 공구경로를 생성한

모습이다. 갈 때 한번 올 때 한번, 두 번 가공

을 하는 방법이다.

Fig. 12. Cut pattern of radial zig z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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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험결과 및 고찰

4.1 표면거칠기 측정

알루미늄 합금 소재를 이용하여 7가지 절삭

패턴인 외곽 따르기, 지그, 지그 재그, 동심 지

그, 동심 지그재그, 방사형 지그, 방사형 지그

재그로 나누어 각각 가공을 실행한 후 표면 거

칠기를 측정하였다. 표면 거칠기는 시편의 두

부분 평면부위와 곡면부위중 평면부위 3곳을

선정하여 측정한 후 평균값을 도출하였다.

측정한 표면 거칠기는 Table 7.에 중심선 평

균 거칠기(Ra)와 최대 높이 거칠기(Rmax), 그

리고 10점 평균 거칠기(Rz)값으로 나타내었다.

Table 7. Surface roughness results for different

cutting pattern (flat)

Cutting pattern
Surface roughness[]

Ra Rmax Rz

Radial zig 1.32 9.30 8.01

Radial zig zag 1.52 11.00 9.06

Concentric zig zag 1.67 14.03 10.44

Concentric zig 1.91 14.42 11.26

Zig 2.19 15.77 12.71

Zig zag 2.20 14.20 11.70

Follow periphery 2.26 16.33 12.90

Time Analysis of surface roughness(flat)

1

Rmax 20.20
Rz 14.76
Ra 2.36

2

Rmax 13.86
Rz 10.77
Ra 1.99

3

Rmax 14.93
Rz 13.18
Ra 2.44

Fig. 13. Measured surface roughness characteristics

cutting pattern(follow periphery).

Fig. 13.에서 Fig. 19.까지는 3회 실시한 평면

부위 표면 거칠기 측정 데이터 그래프를 나타

내었다.

Time Analysis of surface roughness(flat)

1

Rmax 16.44
Rz 12.47
Ra 2.21

2

Rmax 14.13
Rz 13.20
Ra 2.38

3

Rmax 16.74
Rz 12.45
Ra 1.99

Fig. 14. Measured surface roughness characteristics

cutting pattern(zig).

Time Analysis of surface roughness(flat)

1

Rmax 13.87
Rz 12.47
Ra 2.06

2

Rmax 14.83
Rz 12.33
Ra 2.35

3

Rmax 13.90
Rz 11.29
Ra 2.18

Fig. 15. Measured surface roughness characteristics

cutting pattern(zig z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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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 Analysis of surface roughness(flat)

1

Rmax 16.97
Rz 13.28
Ra 2.03

2

Rmax 14.44
Rz 11.08
Ra 1.94

3

Rmax 11.86
Rz 9.43
Ra 1.75

Fig. 16. Measured surface roughness characteristics

cutting pattern(concentric zig).

Time Analysis of surface roughness(flat)

1

Rmax 11.63
Rz 9.32
Ra 1.61

2

Rmax 14.31
Rz 9.96
Ra 1.67

3

Rmax 16.14
Rz 12.03
Ra 1.74

Fig. 17. Measured surface roughness characteristics

cutting pattern(concentric zig zag).

Time Analysis of surface roughness(flat)

1

Rmax 9.18
Rz 7.73
Ra 1.34

2

Rmax 8.35
Rz 7.50
Ra 1.35

3

Rmax 10.37
Rz 8.81
Ra 1.27

Fig. 18. Measured surface roughness characteristics

cutting pattern(radial zig).

Time Analysis of surface roughness(flat)

1

Rmax 10.58
Rz 9.25
Ra 1.62

2

Rmax 12.58
Rz 9.31
Ra 1.40

3

Rmax 9.84
Rz 8.63
Ra 1.54

Fig. 19. Measured surface roughness characteristics

cutting pattern(radial zig z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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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형상 측정

형상 측정은 평면부위와 곡면부위 중 곡면부위

를 측정하였다. 측정한 형상의 값은 Table 8.에

나타내었다.

Table 8. Contour results for different cutting pattern

(concave)

Cutting pattern
Contour[mm]

Error[mm]
Radius value

Radial zig zag 22.61 +0.11

Radial zig 22.12 -0.38

Zig 22.11 -0.39

Follow periphery 22.08 -0.42

Concentric zig 22.03 -0.47

Zig zag 21.86 -0.64

Concentric zig zag 21.47 -1.03

(1) 외곽 따르기

Fig 20.와 같이 외곽 따르기 절삭 패턴 가공

후 표면 형상은 백래쉬에 의해 시편의 각 꼭지

점에서 중심까지 이어지는 직선(A) 형태와 스

텝 오버(sterp over)에 의해 270° 방향에서 중심

을 잇는 직선(B) 형태가 생겼으며 가운데 있는

곡면부위에는 과절삭에 의한 문지름과 뜯김 현

상이 발견되고, 0°, 90°, 180°, 270°에서 문지름

현상(rubbing effect)으로 인한 불규칙적인 직선

(C) 형태가 중심까지 이어지는 등의 표면형상이

보였다.

C

C

C

C

Fig. 20. Surface of machined workpiece

(follow periphery).

(2) 지그

Fig. 21.과 같이 지그 절삭 패턴 가공 후 곡

면부의 135°방향에서 -45°방향으로 문지름 현상

으로 인한 직선(D) 형태가 보이고 135°도 부근

에 과절삭에 의한 문지름과 뜯김 현상이 두드

러지게 나타난다.

Fig. 21. Surface of machined workpiece(zig).

(3) 지그 재그

Fig. 22.에서 보면 지그 재그 절삭 패턴 가공

후 표면 형상은 지그 절삭 패턴과 같이 곡면부

에 135°방향에서 -45°방향으로 문지름 현상으로

인한 직선(E) 형태가 보이고 직선의 왼쪽에 문

지름과 뜯김현상이 집중되어 분포되어 나타난

다.

Fig. 22. Surface of machined workpiece(zig zag).

(4) 동심 지그

Fig. 23.에서 보면 동심 지그 절삭 패턴 가공

후 표면 형상은 스텝 오버에 의해 90°에서 중심

방향으로 직선(F)의 형태가 생겼으며 0°, 90°,

180°, 270°에서 중심방향으로 문지름 현상으로

인한 직선(G) 형태가 표면형상으로 나타나며

문지름과 뜯김 현상은 곡면부에 고르게 분포되

어 나타난다.

E

D

AB



MCT 가공을 통한 알루미늄 합금의 표면 거칠기와 가공형상에 관한 연구

- 92 -

Fig. 23. Surface of machined workpiece(concentric zig).

(5) 동심 지그 재그

Fig. 24.에서 보듯이 동심 지그 재그 절삭 패

턴은 평면부의 모서리 부분만 표면 형상이 다

를 뿐 곡면 주변부터는 동심 지그와 같은 공구

경로를 가지므로 표면 형상이 동심 지그와 같

이 나타난다.

Fig. 24. Surface of machined workpiece(concentric zig zag).

(6) 방사형 지그

Fig. 25.에서 같이 225° 방향에서 중심으로 문

지름 현상으로 인한 직선(H) 형태가 나타나며

곡면부에서는 문지름과 뜯김현상 거의 나타나

지 않는다.

Fig. 25. Surface of machined workpiece(radial zig)

(6) 방사형 지그 재그

Fig. 26.에서 같이 225° 방향에서 중심으로 문

지름 현상으로 인한 직선(I) 형태가 나타나며

곡면부에서는 문지름과 뜯김현상 거의 나타나

지 않는다.

Fig. 26. Surface of machined workpiece(radial zig zag).

5. 결 론

7가지 절삭 패턴에 따른 가공 후 절삭 패턴

별 평면부위 표면 거칠기와 곡면부위 형상을

측정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

다.

1) 가공 후 절삭 패턴별 평면부위 표면 거칠기

를 측정한 결과, 최적의 중심점에서 연장되는

선형 절삭패턴으로 지그방식을 응용한 방사형

지그 절삭 패턴 방식이 중심선 평균 거칠기

값인 Ra 가 1.32로 가장 우수한 가공면을 나

타내었다.

2) 7가지 절삭 패턴별 가공을 한 후 절삭 패턴

별 곡면부위 형상을 측정한 결과, 최적의 중

심점에서 연장되는 선형 절삭패턴으로 지그

재그 방식을 응용한 방사형 지그 재그 절삭

패턴 방식이 오목부위 형상 오차 +0.11mm로

가장 우수한 형상을 나타내었다.

3) 절삭 패턴에 따라 각기 다른 공구경로를 사

용하여 가공되어진 가공면은 볼 엔드밀의 기

하학적 형상과 연관 되어 문지름과 뜯김 등의

가공면의 기하학적 특징이 각기 다르게 나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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