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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1.

항공기내에서 각종 유압장치회로의 유압균형과

유압유 손실을 보충하면서 유압유를 장하는 항

공기 장조는 최근 항공 산업의 발달과 더불어

그 수요가 증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그러나 성.

층권내의 가혹한 환경 하에서 항공기 장조 내부

에 치하는 피스톤을 원활하게 구동을 시키기

해서 항공기 장조 내면의 표면 거칠기를 Ra 0.2

이하로 가공될 수 있도록 요구 되고 있다.㎛ 이

러한 요구에 부응하기 해서 장에서는 수작업

에 의해 장조 내부를 연마하는 원시 인 방법에

의존하고 있고 그 공정 한 복되어 있어 생산

성 하를 야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가공 표면 거.

칠기의 개선 균일성을 유지하기 한 연마작업

에 한 연구는 근래부터 많은 연구를 통해 여러

방법으로 시도되고 있지만[1-4] 제의 장조Al7075

내면 정 연마에 한 연구는 무한 실정이다.

아노다이징 표면 처리된 항공기 저장조의

내면 정밀연마를 위한 제조공정의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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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irplane reservoirs made of Al7075 are coated with an anodizing layer to maintain precision, air tightness

and corrosion resistance. It is commonly required that the inner surface roughness of the reservoir be less

than an average 0.2 to maintain stable oil pressure. Even though precision polishing is necessary to achieve㎛

this quality it is not easy. Inner surface roughness is not uniform and the quality of the product is irregular

because most of the work is done by han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sign an exclusive polishing

machine and to determine the standard cutting condition and polishing condition necessary for good inner

surface roughness and to improve workeffici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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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장조 내면의 표면거칠기 값을 Ra 0.2 ㎛

이하로 균일하게 유지함과 동시에 연마효율을 높

이기 해서 자동화된 연마기계의 개발과 연마조,

건의 표 화가 필수 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여 장

에서의 비효율 인 장조 제조공정을 개선하고

연마작업의 효율성을 증 시키는 것을 목표로 연

구를 진행하 다 이를 하여 선삭 실험을 통한.

복된 연마 공정의 개선과 장조 제조공정의,

자동화를 한 연마장치의 설계 모델링작업을

수행하고 기 실험을 통해 합리 인 제조공정 개

선을 이루고자 한다.

항공기 저장조의2.

조 및 제조 공정

항공기 장조는 항공기내의 유압 조 과 유압

유 손실을 보충하고 유압유를 장하게 된다 따.

라서 과 같이 고압배 과 내부의 압배Fig. 1 ,

사이의 유압의 균형을 유지하도록 장조 내경부

에 치하는 피스톤이 원활하게 작동해야 한다.

이를 하여 장에서는 장조 내면의 표면

거칠기 심선 평균 거칠기 가 균일하게Ra( ) 0.2

이하로 가공 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유압유,㎛

를 장하고 있기 때문에 아노다이징 처리를 통하

여 장조 내부 표면의 내식성을 유지할 수 있도

록 규정되어 있다.

직경 길이 두께 의260mm, 170~270mm, 2.5mm

박 으로 이루어져 있는 항공기 장조의Al7075

제조공정은 에 나타내었다 먼 통Fig. 2 . Al7075

소재를 건드릴 로 장조의 형태를 략(Gun drill)

으로 제작 후 선반에서 황삭 정삭을 통하, NC ,

여 치수정 도를 맞추고 차 연마작업을 수행한1

다 장에서 연마작업의 목표는 이하이. Ra 0.2㎛

며 과정이 수작업으로 진행된다 이. Ra 0.2㎛

하로 연마하는 이유는 장조 내면의 아노다이징

처리 후 연마 량을 최소화하기 함이다. Al7075

선삭표면의 연마작업은 알루미늄재료의 특성상 연

마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수작업의 비효율성으로

체 장조의 제조단가를 높이는 요인으로서

반드시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

차 연마공정 후 아노다이징 처리를 수행하는1

데 이때 표면 처리에 의해 장조의 내부 표면 거

칠기가 나빠지기 때문에 차 연마작업을 수행 한2

다 아노다이징 처리표면은 산화알루미늄. (Al2O3 층)

으로 장에서는 일반 인 입자의 샌드페이, SiC

퍼 로 수작업에 의해 장조 내부의(Sand paper)

체표면에 하여 이하로 균일하게 연마Ra 0.2㎛

작업을 수행하는 원시 방법을 택하고 있다 따.

라서 산화알루미늄표면의 연마를 한 한 연

마입자의 선정과 원시 인 수작업에서 탈피 할 수

있는 자동화 되어진 연마기계의 개발이 필수 라

할 수 있다.

Fig. 1 Schematic diagram of airplane reservoir

Fig. 2 Manufacturing process of airplane

reservo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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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연마공정의 개선3. 1

차 연마공정은 장에서는 선삭 된 표1 Al7075

면을 이하로 수작업으로 연마하는 공정Ra 0.2 ㎛

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차 연마공정의 비효. 1

율성에서 탈피하기 하여 연마공정을 배제한 선,

삭 공정만으로 의 표면을 얻기 한 일Ra 0.2 ㎛

련의 실험을 수행하 다.

실험장치 및 실험 방법3.1

본 실험에 사용한 선반은 화천 선반 모델( HI

이며 삭공구는 에서 보여주는ECO10) , Fig. 3

경합 제의 뾰족 날 바이트 와 둥근 날(DC type)

바이트 를 사용하 다 선삭 된 표면의 거(R type) .

칠기와 형상은 침식 표면거KOSAKA SE-3500

칠기 측정기를 사용하여 측정하 으며 표면의,

찰은 계 방사형 주사 자 미경 을 사(FE-SEM)

용하 다 는 실험장치의 모식도를 보여주고. Fig. 4

있다 실험에 사용한 시편은 이며 입 깊. Al7075

이는 로 일정하게 유지하 다 은 실험0.1 . Table 1

조건을 나타내고 있다.

선삭을 통한 표면 거칠기 의 개선3.2

재 수작업으로 진행되는 차 연마 공정을 없1

애기 해 효율 인 선삭 공정만으로 를Ra 0.2㎛

달성할 필요가 있다 는 뾰족 날 바이트. Fig. 5 (DC)

와 공구의 직경 이 각각 8mm(R8) 10mm(R10)

의 둥근 날 바이트를 사용하여 스핀들 스피드를

으로 유지 하 을 때 이송 의 증가에 따300rpm , (f)

른 표면거칠기의 변화를 도시하고 있다 그림과.

같이 의 표면을 얻기 해서는 바이, Ra 0.2 DC㎛

트를 사용한 경우는 이송의 값이 0.01m 에 국m/rev

한되어져 가공시간이 과다해지므로 비효율 이다.

그러나 바이트를 사용한 경우는 실험에서 사용R

한 범 의 이송 값에서 얻을 수 있었다.

이러한 사실은 바R 이트를 사용하면 단시간에

연마 공정 없이 선삭 가공만으로 를 달성Ra 0.2㎛

Fig. 4 Experimental set up

Fig. 5 Relationship between feed and Ra using DC

and R type tool

Fig. 3 Specification of tool types

Table 1 Experimental con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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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본 실험에서 스핀들 스피.

드Vw의 변화는 표면 거칠기의 변화에 향이 없

음이 확인되었다.

아노다이징 처리와 표면 거칠기와의3.3

계

통상 으로 아노다이징 처리를 하게 되면 산화

층을 성장시키는 과정에서 표면이 불규칙해 지기

때문에 거칠기 값이 상승하게 된다 과 같이. Fig. 6

아노다이징 처리는 황산 계열의 용액 안에서 통

하면 발생되는 산소에 의해 알루미늄 면이 산화되

어 산화알루미늄 층이 생성되게 된다 이때 기존. ,

의 표면이 부식이 되면서 산화층이 성장하게 되고

산화층 표면에 다공 층 이 생성되어(porous layer)

이로 인해 표면거칠기 값이 나빠지게 된다.

은 차 선삭 가공 실험을 통해 얻은 데Fig. 7 1

이터를 토 로 가 내의 범 로 가공되Ra 0.1-1.1㎛

어진 표면에 아노다이징 처리를 하 을Al7075

때 의 변화를 나타낸 그림이다 그림에서 보는Ra .

바와 같이 선삭표면의 거칠기 가 정도로, Ra 0.1㎛

양호할 때는 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아노다Fig. 6

이징 처리에 의한 처리에 의해 표면거칠기가 악화

되지만 선삭 표면거칠기가 나빠짐에 따라 아노다,

이징에 의한 향이 어들게 되어 선삭 표면거칠

기 정도에서는 아노다이징 처리가 에 거1.1 Ra㎛

의 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

서 선삭작업에서 정도의 를 얻은 경우0.2 Ra ,㎛

의 실험의 결과에 의하면 아노다이징 처리Fig. 7

후 후의 표면 거칠기를 얻기 때문에Ra 0.7 ,㎛

차 연마작업에서 연마 량을 약 정도로 연2 0.5㎛

마를 하면 이하의 표면을 얻을 수 있음Ra 0.2㎛

을 알 수 있다.

은 아노다이징 후의 선삭표면의 로Fig. 8

일과 단면형상을 찰한 그림이다 먼 선삭표면.

의 로 일을 보면 바이트와 바이트 모두DC R

아노다이징 에는 분명한 이송무늬가 찰 되지

만 아노다이징 후에는 약 두께의 산화층20-30㎛

표면에 다공 층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이송무늬의

주기성이 소멸됨을 알 수 있고 이는 차 연마공정2

에서 좋은 향을 것으로 기 된다.

Fig. 7 Behavior of surface roughness according to

the anodizing surface treatment

Fig. 8 Surface profile and sectional area observation

before and after anodizing

Fig. 6 Schematic diagram for anodizing surface

treatment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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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연마 공정의 개선4. 2

본 장에서는 장에서의 비효율 인 차 연마2

공정을 개선하는 연구로서 자동화 되어진 연마기

계를 제안하고 제안 되어진 연마기계에 사용될 연

마입자의 선정을 목표로 하 다.

연마기계의 제안4.1

연마기계의 개발목표는 빠른 시간에 장조의

내부표면의 거칠기를 균일하게 이하로 연마0.2㎛

하는 것이다 연마필름을 이용한 수퍼피니싱 연마.

는 기존의 숫돌에 의한 연마에 비해 항상 새로운

입자가 연마에 여 할 수 있기 때문에 연마입자,

의 변화에 따른 향을 배제 할 수 있고 항공기

장조 내면의 표면거칠기의 균일성을 유지 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5]

는 본 연구에서 제안된 연마기계의 모델Fig. 9

링을 보여주고 있다 제안된 연마기계는 고정부와.

구동부 수퍼피니셔부로 구성되고 고정부는 베,

드 와 임 으로 이루어져 체 연마(Bed) (Frame)

기계를 고정하는 역할을 한다 구동부는 수퍼피니.

셔 를 장착하여 좌우로 구동하는 슬(Super finisher)

라이딩테이블 슬라이딩테이블을 구(Sliding table),

동하게 하는 슬라이딩가이드 와(Sliding guide)

장조를 회 시킬 수 있는 로터리테이블(Rotary

로 구성된다table) .

로터리테이블에는 장조를 장착 시킬 수 있는

특수 지그 가 설치되어 있어 얇은 두(Special jig)

께의 장조를 장착 할 시 변형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고안되어 있다 슬라이딩테이블에 연결되.

어 상하로 구동하게 되어 있는 수퍼피니셔부는 내

부에는 연마필름을 이송시키는 피딩 롤러(Feeding

와 소비된 연마필름을 회수하는 와인딩 롤roller)

러 그리고 장조 내면에 직(Winding roller),

하여 압력을 가하면서 캠 구동방식, 에 의해

후로 요동운동을 가능하게 설계한 롤러

로 구성되어 있다(Contact roller) .

연마 필름의 선정4.2

본 제안된 연마기계로 연마작업을 수행할 시

사용될 한 연마필름의 선정은 연마 결과에 큰

향을 다 아노다이징 표면은 경질의 산화알루.

미늄 층이므로 다이아몬드 입자를 사용하는 것이

타당 할 것으로 단되나[6] 경제 인 에서 기,

Fig. 9 Proposed polishing machine in this study

Fig. 10 Behavior of surface roughness according to

time at various polishing fil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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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의 나SiC Al2O3 입자의 사용가능여부를 확인 할

필요가 있어 이에 한 기 실험을 수행하 다.

에서는 입자의 크기가 인Fig. 10 9 Al㎛ 2O3,

다이아몬드인 연마필름을 이용하여 아노다SiC

이징 표면의 연마작업을 수행하 을 때 연마시간

Tp의 경과에 따른 표면거칠기의 거동을 나타내었

다 실험에 사용한 연마장치와 실험조건은 기존의.

연구에서 인용하 다.[7] 기 실험의 결과로부터 아

노다이징표면의 연마에 합한 인자는 다이아몬드

입자임이 확인되었고 충분히 목표로 하는 Ra 0.2

의 표면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한 Al2O3 입자의 연마필름도 다이아몬드 입자

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경제성을 고려한다면 충분

히 용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결론5.

본 연구에서는 장에서의 항공기 장조의 비효

율 인 제조공정을 개선하고 연마작업의 효율성을,

증 시키기 한 일련의 실험을 수행한 결과 다음

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타입 바이트를 사용하면 선삭공정 만으로도1. R

효율 으로 알루미늄 선삭 표면을 이Ra 0.2 ㎛

하로 가공 되어질 수 있어 차 연마 공정을 삭1

제 할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차 연마 공정을 효율 으로 수행하기 하여2. 2

자동화 되어진 연마기계가 제안되어지고 모델링

되었으며 기 실험을 통하여 아노다이징 표면,

연마에는 다이아몬드입자의 연마필름이 함

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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