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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1.

현재 제품의 형상이 다양해지고 곡면의 사용이 증가하면서,

제품 제작을 위한 가공 데이터의 획득에 소프트웨어의CAM

의존도가 절대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소프트웨. CAM

어에서는 초기 설정한 주축회전수나 이송속도를 가공 경로 전반

에 적용하게 된다 따라서 비교적 절삭력이 적게 발생하는 직선구.

간이나 상대적으로 절삭력이 높게 발생하는 곡선구간에서도,

동일한 조건으로 코드를 생성하게된다NC .

현장에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많은 연구와 노력이 이루어지

고 있으나 코드의 최적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은 아직 미흡한, NC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공기와 절삭공구에 따라. NC

코드 작성 후 절삭력의 크기를 조절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1)

일반적으로 기어는 호브를 이용한 치형절삭에 의해 제작된다.

그러나 특수한 압력각을 사용하여야 되는 경우 단조 및 압출과,

같은 형틀를 제작하여야 하는 경우 등은 치형 절삭으로 기어를

제작할 수 없게 된다 현재 와이어 컷 방전가공에의한 가공방법이.

활용되고 있지만 윤곽가공에 국한되어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

다.
2)3)

본 연구에서는 기어에 관련된 형틀 제작시 필요한 기어 윤곽

가공을 실시하고 가공 조건을 최적화하여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가공조건최적화2.

기어의 설계값은 압력각 모듈 잇수 개이다 이 때20°, 4, 14 .

이뿌리원의 반경이 약 정도로 측정되었으며 은 기어1mm , Fig. 1

윤곽가공을 하기 위해 설계된 기초 형상을 나타내고 있다.

Fig.1 3D model for tool path generation

이를 바탕으로 정삭용 공구를 선택하고자 한다 기어 치형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하여 기어 외곽으로 황삭 및 펜슬 가공 공정을

먼저 거친뒤 정삭을 수행하였다.

는 소프트웨어인 을 이용하였다 황삭NC code CAM PowerMill .

에는  날 엔드밀을 사용하였고 펜슬 및 정삭 가공에는3 2 , 1
날 엔드밀을 사용하였다 이를 기본조건으로 은2 . Fig. 2 CAM

소프트웨어인 을 이용한 생성 화면이다PowerMill Tool Path .

Fig. 2 Tool path generation using PowerMill-CAM software

가공 조건을 최적화하기 위해 연구에 사용된 절삭력 해석

프로그램은 의 을 사용했다AdvantEdge Production Module .

절삭력을 기준으로 하여 최적화한 결과 전체적으로 절삭력은,

안정화되어 균일한 힘이 작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펜슬.

가공의 경우 양이 상대적으로 많은 기어 이뿌리원 쪽에서 절삭력

이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가공 시간은 황삭의 경우 큰 이득을.

얻을 것으로 나타났으나 펜슬 및 정삭의 경우 시간적으로 손실이

발생함을 알 수 있었다 은 절삭력을 기준으로 하여 최적화. Fig. 3

한 결과이다.

(a) Result of rough cutting

(b) Result of pencil cutting

Fig. 3 Result of Otimization of cutting condition according to

cutting force

코드 변화를 살펴보면 이송 속도가 각 지점에 적합하게NC ,

변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황삭 가공시 조건 최적화. Fig. 4

전후 결과 비교한 코드를 나타내고 있다.

(a) before optimization (b) After optimization

Fig. 4 Compare of NC code optimized about rough cut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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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및방법3.
기어윤곽가공3.1

공작물의 재질은 이며 가공에 사용된 머시닝 센터는SM45C ,

두산인프라코어의 호기이다 공구는 한국 에서 생산된8 . OSG 3,
 의 날 초경 엔드밀을 사용하였다 는 본 연구에1 mm 2 . Fig. 5

사용된 머시닝 센터 및 기어 윤곽 과정을 나타내고 있다.

Fig. 5 Generation of gear profile by machining

최적화 전후의 조건에서의 가공시 예상 시간과 실제 가공․
시간이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으나 황삭 가공시 예상과 실제,

시간이 공통적으로 확연하게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은 최적화 전후의 조건에서의 가공시 예상 시간과 실제Table 1. ․
시간을 비교한 결과이다.

Table 1. Compare of real machinig time and smulating maching

time

예측 실제

황삭 최적화 전( ) 분 초20 17 분20

황삭 최적화 후( ) 분 초11 28 분11

펜슬 최적화 전( ) 분 초5 3 분5

펜슬 최적화 후( ) 분 초5 45 분6

정삭 최적화 전( ) 분 초12 43 분12

정삭 최적화 후( ) 분 초12 46 분14

최적화 후의 조건으로 가공시 황삭 가공 중 공구의 파손이

발생하였다 이것은 이송 속도가 급격하게 변동함에 따라 굽힘.

응력과 더불어 절삭 저항 및 주축 회전에 의한 과도한 비틀림에

의해 파괴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은 머시닝 센터를. Fig. 6

이용하여 최적화 가공중 파손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Fig.6 Result of broken tool of otimized machining

본 연구에서는 최적화 조건의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재료를

나이론으로 바꾸어 실험을 수행하였다 가공 조건 및 경로는MC .

동일하다 은 가공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Fig. 7 .

(a) before optimization (b) After optimization

Fig. 7 Result of machinig using MC nylon

스캐너를이용한검사3.2 3D

본 연구에서는 가공된 기어 윤곽 형상을 확인하게 위해 3D

스캐너를 이용하여 검사를 수행하였다 기어 치형에 대한 가공.

정밀도를 비교하였다 은 최적화 전과 후의 데이터를. Fig. 8 CAD

데이터와 비교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a) before optimization (b) After optimization

Fig. 8 Compare of maching data and CAD data

은 주요 지점에서의 오차를 나타내고 있다 총 점에Table 2. . 18

대한 측정 결과를 비교하였으며 치형에서의 오차는 거의 유사하,

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Table 2. Gap distance between measured data and CAD date

on measured points

Measured point
Befor

optimization

After

optimization

CMP1 : 1 -1.0415 -1.016

CMP1 : 2 -0.9008 -0.1535

CMP1 : 3 -0.8559 -0.9323

CMP1 : 4 -0.9307 -0.9951

CMP2 : 1 -0.2247 -0.1263

CMP2 : 2 -0.1145 -0.8097

CMP2 : 3 -0.0769 -0.2308

CMP2 : 4 -0.0437 -0.1347

CMP2 : 5 -0.1336 -0.6608

결론4.

주축 회전수와 이송 속도에 대한 가공 조건을 최적화 함으로1.

써 절삭력을 안정화 시킬 수 있었다.

가공조건 최적화를 위해서는 공구 강성이 우선 확보가 되어2.

야 함을 알 수 있었다.

기어윤곽 가공시 가공조건 최적화는 정삭가공 보다 황삭가3.

공에 효과가 큼을 알수있었고 황삭시 약 의 시간을 줄일, 50%

수 있었다.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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