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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Surface Texturing은 표면에 패턴을 만드는 것을 

말한다. 공작물의 표면을 볼록하거나 오목한 형태

로 패턴을 만들어서 표면의 마찰 및 마모 특성을 

향상시키는 기술이다. Surface Texturing의 여러 기

술 연삭 가공은 고속 회전하는 숫돌의 높이 차이에 

의해 공작물의 표면을 깎는 가공 방법이다. 연삭숫

돌의 홈을 가공한 뒤 기계부품의 표면을 연삭함으

로써 패턴 형상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미세하게 

만든  패턴을 통하여 윤활유가 저장되어 마찰이 

감소가 되는 효과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패턴 가공 공정을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가상으로 원하는 

패턴 형상을 얻기 위해 연삭숫돌의 형상, 드레싱 

방법 및 가공을 위한 공정변수를 추출할 수 있는 

수학적 모델링을 개발하고자 한다.

2. 공작물 판재의 상단 뷰 및 단면 형상

p  = 휠 나사의 피치.
α = 패턴의 기울어진 각도. 
Og = 홈 사이의 오프셋.
wt = 상단 부분에 있는 홈의 폭.
wb = 하단 부분에 있는 홈의 폭.
db = 홈의 깊이.
rin = 휠의 최소 반경.
rout = 휠의 최대 반경.
ϴy = 선형 변위의 반지름을 얻기 위한 회전각도.
rϴy = 최대 및 최소 반경 사이의 중간 반지름.
dy = 공작물 플레이트의 단위 패턴의 길이.
dx = 공작물 플레이트의 단위 패턴의 폭.
ϴt = 드레싱 툴의 상단 각도.
ϴcut = 단면에서 가공 영역의 각도 .

t = 한 사이클에 대한 드레싱 툴의 절단 깊이.
b = 한 사이클에 대한 드레싱 툴의 절단 폭.

      

Fig. 1 Top view of the work pie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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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Schematic of top view of  the work piece pl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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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뮬레이션 결과

수학적 모델링 확인과 실제로 원하는 패턴 형상

이 나오는지 MATLAB으로 시뮬레이션을 하여  

Fig. 3과 같은 결과가 나왔다. 시뮬레이션 입력된 

파라미터 값은 공통적으로 wb=100, wt=150, db=30, 
Og=350, rout=1000, ϴt=30, RPM=30 이고, α(패턴의 

기울어진 각도)의 파라미터 값만 30°, 45° 변경하여 

시뮬레이션 결과를 확인하였다. 두 결과를 보면 

변경되는 파라미터 값에 따라 시뮬레이션 결과가 

잘 나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a) α = 30°  

(b) α = 45°
Fig. 3 Cross-section view of unit pattern and 3D shape 

of the unit pattern. 

4. 결론

원하는 패턴의 형상으로부터 이를 가공할 수 

있는 연삭숫돌의 형상, 드레싱 방법 및 최종적인 

가공을 위한 공정변수를 추출할 수 있는 수학적 

모델링을 개발하였다. 개발된 모델에 따라 

MATLAB 시뮬레이션 코드가 개발되었으며, 몇 가

지 파라미터의 변화에 따른 적용 예를 보임으로서 

개발된 수학 모델과 시뮬레이션 코드가 실제 패턴

가공에 필요한 여러 가지 가공 인자를 잘 추출할 

수 있음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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