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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기계 산업이 발달함에 따라 부품 정밀도가 높아지고 있

다. 그에 따라서 부품의 청정도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절삭가공에서의 청정도라 함은 버와 칩의 처리 
및 제거를 말하며, 여기서 버란 가공 후 모서리 부분에 남
아있는 의도하지 않은 돌출된 부위를 말한다.[1] 대부분의 
자동차나 유압제품의 정밀 부품은 수많은 내부 교차홀이 
존재한다. 만약 버가 제거되지 않아 유압 회로 내에 버가 
잔존할 경우 유압 흐름을 따라 부품 사이를 유동하게 되고, 
밸브 사이에 낀 침에 의해 오작동과 같은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게 된다.[2] 그러나 교차홀에 발생된 버를 제거하는 
것은 매우 힘들고 노력에 비해 효율이 적다. 교차홀에 발
생된 버를 제거하기 위해 워터젯 및 자기연마[3]와 같은 특
수 가공법을 이용한 많은 디버링 방법이 있으나, 시간과 
비용 소모가 매우 크고 완벽한 제거가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산업 현장에 실질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새로운 
디버링 툴의 개발이 요구된다. 여기서 디버링 툴이라 함은 
머시닝센터를 이용하여 제품에 생성된 버를 기계적인 방법

으로 제거하는 툴을 말하며, 사용이 간편하여 현장에 적용

하기 용이하고 비용면에서도 큰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어 
그 기대효과가 크다. 

특히 메인홀 디버링의 경우 한번의 공정을 통해 여러 
홀을 작업할 수 있어 굉장히 유용하며 또한 중요하다. 

이번 논문에서는 제품 내에 존재하는 메인홀과 교차홀

에 기존 디버링 툴을 적용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메인홀

과 교차홀 디버링 툴의 방향을 제기하고자 한다. 
 

 
2. 실험 조건  

메인홀과 교차홀에 대한 디버링 툴 실험을 위하여 시편

을 제작하였다. 9mm 의 드릴 홀과 7mm 의 드릴 홀이 서로 
직각으로 교차하여 메인홀과 교차홀의 특성을 나타내도록 
하였으며 9mm 드릴홀에 디버링 툴을 적용하여 메인홀 디
버링 실험을 진행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디버링 툴은 우리 연구실에서 선행된 연
구 결과를 토대로 경사면에서 가장 뛰어난 디버링 효율을 
보여준 5 번 툴을 사용하였다.[4] 5 번 툴의 세부 치수는 
Table 1 에 나타내었고, 5 번 툴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른 형
상을 갖는 툴을 추가로 실험하여 비교함으로써 툴 형상에 
따른 디버링 특성을 찾고자 하였다. 
 
 

 
 
 

 
 
 
 
 

Fig.1 Sample, Direction of Drill and Deburring 

Table 1 Detail size of Tool 5 
 

Tool Number Dmax(mm) L1(mm) L3(mm) 

Tool 5 10.43 
2.386 

86 
2.419 

 
 

3. 실험 결과 및 비교  
디버링 툴이 메인홀과 교차홀에 대해 어떠한 영향을 미

치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5 번 툴을 적용시켜보았다. 시계방

향 회전과 상하향 이송을 적용시킨 후 반 시계방향 회전으

로 상하향 이송을 적용 시켰다. Fig.2 에 나타난 것처럼 네 
꼭지점 부분이 챔퍼면에 의해 마치 사각형 모양처럼 변형

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한 더 확실한 영향

을 보기 위하여 각 회전방향과 이송 방향에 따른 실험을 
추가적으로 진행하였다. 

 

 
Fig.2 Result of Deburring by Tool 5  

 
 
 
 
 
 
 
 
 
 
 

 
 

 
Fig.3 Effect of Feed and Spin Direction 

메인홀과 교차홀에서의 디버링 방법과 팁 형상에 따른 특성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the deburring method and tip shape 

in the main hole and intersecting ho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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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 에서 보이는 것처럼 각 회전방향과 이송방향에 따

라 디버링이 이루어지는 부분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툴 팁이 교차홀에 들
어갔다 나오면서 디버링이 이루어 진다는 것을 말해준다. 
따라서 툴 팁의 날이 적용되는 교차홀의 크기보다 작게 설
계되어야 한다. 

또한, 교차홀 디버링에서는 툴의 벌어진 부분이 수축되

면서 디버링이 이루어 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툴
의 강성이 디버링에 관여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에 대
한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실험을 실시하였다. 여기서 말
하는 툴의 강성이란 툴 팁이 동일한 거리만큼 수축하였을 
때 필요한 힘을 기준으로 정의하였다. 

강성의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5 번 툴과 동일한 치수

를 갖고 강성이 다른 6 번 툴을 선정하여 실험, 비교하였다. 
5 번 툴의 강성은 12.2N/mm 이고 6 번 툴의 강성은 
13.4N/mm 이다. 

Fig.4 에 나타난 결과처럼 강성이 큰 6 번 툴의 챔퍼면이 
더욱 날카롭게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강성이 클수

록 툴이 수축하기 위해 드는 힘이 커지므로 그 반발력으로 
인해 팽창 시에 챔퍼면이 더욱 날카롭게 나타나게 된다.  

 

 
Fig.4 Result of Deburring by Tool 6 

 
메인홀, 교차홀 디버링과 평면 및 경사면 디버링의 가

장 큰 차이점 중 하나는 바로 적용되는 면이 다르다는 것
이다. 다시 말하면 평면 및 경사면 디버링은 출구면이 평
면을 이루고 있는데 반해 메인홀과 교차홀 디버링에서는 
곡면을 이루고 있다는 점이다. 곡면의 경우 팁이 적용되는 
부분의 형상이 평면과 달리 일정하지 않고 굴곡을 갖고 있
기 때문에 양쪽 팁 날 사이의 간격, 즉 툴의 가장 큰 외경

에 대한 영향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네 개의 툴
을 선정하여 외경에 대한 영향을 살펴 보았다. 

 
 

Table 3 Detail size of Tool 5,7,9,14 
 

Tool Number Dmax(mm) L1(mm) L3(mm) 

Tool 5 10.40 
2.386 

86 
2.419 

Tool 7 9.75 
2.720 

79.8 
2.798 

Tool 9 10.20 
2.698 

70 
2.682 

Tool 14 10.10 
2.330 

77.7 
2.531 

  
 
 
 

 
 
 

Tool 5          Tool 9 
 
 

 
 
 
 

Tool 14          Tool 7 
 

Fig.5 Effect of Dmax 
 
Table 3 에 각 툴의 세부 치수가 나타나있으며, Fig.5 에서 

각 툴의 디버링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툴의 외경이 클수

록 챔퍼면에 의한 교차홀의 형상 왜곡이 심해짐을 확인할 
수 있다. 7 번 툴의 경우에는 챔퍼면에 의한 형상 왜곡 현
상은 적으나 외경이 너무 작아 곡면의 가장 깊은 곳에서는 
전혀 디버링이 이루어 지지 않았다. 즉, 툴의 외경이 너무 
작으면 디버링 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그 반대의 경우에는 
교차홀의 형상 왜곡이 일어나므로 디버링 조건에 따라 적
정한 외경을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4. 결론  

지금까지의 실험 결과를 종합해보면, 디버링 툴 팁의 
날 길이는 적용되는 교차홀에 비해 작아야하고 강성이 크
고 툴의 외경이 클수록 챔퍼면에 의한 형상 왜곡이 심해지

며 외경이 너무 작을 경우 디버링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다

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메인홀과 교차

홀에 대한 디버링 툴을 설계하여야 한다.  
또한 현재 챔퍼면에 의한 형상 왜곡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그 이유는 디버링 툴이 적용되는 면이 곡면으로 이
루어져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존 툴 팁의 형상과는 다
른 곡면에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툴 팁의 형상

을 설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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