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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C 선반 바이트 각 변화에 따른 가공의 정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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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Components of cutting force

1. 서 론

CNC 선반의 절삭 공구인 바이트는 여러 절삭각

에 의해 가공되며 절삭각의 크기에 따라 가공면의 

거칠기나 정밀도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 

Fig. 1은 바이트의 형상 및 명칭에 대해 나타낸 

것으로 기본 앞면 여유각을 변경하였을 때 가공의 

정밀도가 어떻게 바뀌는 가에 대하여 알아보고 

바이트가 재료별, 각도별 정밀도가 얼마나 영향을 

받는지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이러한 실험연구들을 통하여 자동선반

인 CNC 선반에서 인서트 바이트에 고정되어 있는 

공구 각의 변화에 따른 가공의 정밀도를 확인하고

자 실험해석을 수행하였다.  

Fig. 1 선삭공구의 형상 및 명칭[1]

2. 절삭의 조건

절삭 가공을 할 때에는 절삭저항이 발생하고 

그 절삭저항은 크게 주분력(), 이송분력(), 

배분력()이 있다. 이러한 작용하는 힘의 크기

의 비는 식 (1)과 같다.

        ∼  ∼      (1)

 이 저항 값들은 Fig. 2와 식(2)～식(4)에 나타

냈듯이 절삭 저항 값들을 조정하여 접근각을 줄이

면 이송 분력이 증가하고 배분력이 감소하여 가공

의 정밀성과 절삭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 cot∅ tan              (2)

  c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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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s
 ·· cot∅ tan cos  

   (4)  

 
여기서, :접근각(횡절인각), d:절삭깊이, f: 

이송량, : 코너반경,  : 전단응력, ∅: 전단

각, : 유출각이며 절삭폭은 b = d/cos, 절삭두

께는 h = f cos이다[2].

3. 실험내용

절삭실험에 사용한 기계는 CNC Turning Center 

SKT200 Series[3]를 사용하였으며, 실험용 바이

트는 DCLN 2525M-12 인서트 홀더와 CNMG 12040GU 

인서트 팁[4]을 사용하였다. 기초가공재료는 

Fig.3 에 나타낸 바와 같으며 인서트 홀더의 음의 

뒷면 경사각과 앞면 여유각의 변경을 위하여 팁 

받침 시트를 0.6°, 1.2°로 변경하여 절삭가공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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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3 Machining drawing and structure

실험용 재료는 2종류로 탄소강 SM45C와 스테인

레스 강 STS303 재료를 Table 1과 같이 두 공작물을 

각도별, 가공 깊이별로 분류하고 일정한 가공속도

인 feed = 0.15(mm/rev)로 고정하여 가공하였다.

또한, CNC 선반은 수가공이 아닌 컴퓨터 프로그

램으로 가공하는 것으로 기초 가공 및 정삭가공을 

NC데이터인 G97코드를 이용하여 가공하였다. 

가공 완료 후 재료 절삭 결과 측정 공구는 25 

~ 50mm(0.01mm)까지 측정이 가능한 Micrometer측

정기로 측정하여 그 결과 값을 비교 분석하였다.

Table 1 Machining condition
SM45C/ STS303

angle feed machining depth(mm)
0˚ 0.15 0.5 1.0 1.5

0.6˚ 0.15 0.5 1.0 1.5
1.2˚ 0.15 0.5 1.0 1.5

4. 실험결과

 본 실험연구을 위하여 Table 1을 기준으로 직

접 가공한 공작물은 Fig. 4 와 같다.

Fig. 4 Machining workpiece and measurement

실험공작물의 자동가공으로 재료의 가공 정밀

도를 측정한 결과를 Table 2에 나타내었다. 표에서 

알 수 있듯이 feed=0.15(mm/rev)로 고정하고 절삭 

깊이를 0.5mm, 1mm, 1.5mm로 가공한 결과 측정값은 

깊이와 관계없이 동일한 측정값을 나타내었다.

기준 가공센터를 맞추어 인서트 홀더 시트를 

0.6˚, 1.2˚가공하여 공작물의 정밀도를 측정하

였을 경우, 0.6˚가공은 약 0.03mm~0.04mm의 정밀

성을 보였다. 또한, 구매한 제품 그대로 가공한 

0˚의 경우는 약 0.07mm 차이를 보였으며 1.2˚의 

경우는 약 0.04mm~0.05mm까지 정밀도에 차이를 

보였다.

Fig. 5는 두 재료별 절삭 결과를 비교한 것으로  

본 인서트홀더에 시트를 0.6˚로 변경 가공한 홀더

의 정밀도가 가장 높음을 알 수 있었다.

Table 2 Comparison of cutting result 
Unit: mm STS303 SM45C

Depth(0.5) 0˚ 0.6˚ 1.2˚ 0˚ 0.6˚ 1.2˚

Thickness 29.07 29.04 29.05 29.07 29.03 29.04

Depth(1,0) 0˚ 0.6˚ 1.2˚ 0˚ 0.6˚ 1.2˚

Thickness 28.07 28.04 28.05 28.07 28.03 28.04

Depth(1.5) 0˚ 0.6˚ 1.2˚ 0˚ 0.6˚ 1.2˚
Thickness 27.07 27.04 27.05 27.07 27.03 27.04

Fig. 5 Comparison of cutting result 

6. 결 론

본 연구결과 시중에 판매되는 인서트 홀더의 

고정적 정밀도의 값을 위와 같은 실험을 통하여 

정밀 가공의 정확성으로 맞추어 실험 후 그 결과로 

제작 판매한다면 가공정밀도의 오차범위를 최소

한으로 축소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인서트 홀더 바이트 및 팁의 조화를 최적화 설계 

및 실험을 통한 팁 시트 설계를 통하여 정밀 가공의 

차원을 한 단계 상승시켜 가공 산업 발전에 기여하

고자 실험연구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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