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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micro pattern machining on the surface of wide mold is not easy to be simulated by conventional 
software. In this paper, a software is developed for micro pattern cutting simulation. The 3d geometry 
of v-groove, rectangular groove, pyramid and pillar patterns are visualized by C++ and OpenGL library. 
The micro cutting force is also simulated for each patte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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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설명

a  : 공구 각도 

p  : 패턴 피치 

d  : 가공 깊이

w  : 사각형 공구의 폭

 : 절삭력

A  : 절삭 단면적 

K  : 비절삭에너지

C  : 실험상수

n  : 실험상수

1. 서 론

국제시장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제품을 만

들어 내는 것에 있어서 더욱 짧은 생산시간이 요

구 되어가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제품을 시뮬

레이션 상에서 가상으로 제작해보는 것은 매우 

큰 이점으로 작용하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제

품이 생산 전 이라도 제작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오차요인을 시뮬레이션으로 미리 발견하는 것이 

주안점이 되었고,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에 툴과 

가공장비의 상태를 적용하여 최적의 장비 셋팅을 

찾아내는 연구가 있었다.(1) 시뮬레이션으로 NC코

드에 의해 이상적으로 제작된 공작물과 동역학

적, 열 변형, 절삭력에 의한 변형, 셋팅 에러 등 

수많은 에러들을 종합하여 이것을 이상적 공작물

의 데이터에 적용 그 차이를 해석 공작물의 작업 

후의 상태를 예측하는 것이 가능하다.(2) 경계표현

법을 사용한 솔리드 모델링에서 특징 형상을 적

용하여 설계하고 치수를 쉽게 변경하는 연구가 

있었다.(3) NC 밀링 시뮬레이션을 실시간으로 구

현함에 있어 데이터의 실시간 처리를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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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ad-tree를 적용한 연구가 있었다.(4)

미세가공에서 절삭력은 공구마모, 절삭온도, 변

형 등 가공오차에 가장 기초가 되는 물리적 현상

으로 연구의 필요성이 있다. 절삭력 해석은 크게 

절삭모델을 이용한 연구와 FEM을 이용한 수치

해석적 연구가 있었다.(5~8)

하지만 위 시뮬레이션 방법과 일반적인 시뮬레

이션 소프트웨어는 미터단위의 넓은 면적에 마이

크로 단위의 미세패턴을 가공하는 대면적 미세패

턴가공(9,10)의 시뮬레이션에 적합하지 않다. 따라

서 넓은 면적에 마이크로미터 크기의 미세패턴을 

가공할 때 3차원 형상과 물리적 절삭현상을 시뮬

레이션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의 개발이 요구된

다.
본 논문에서는 대면적 미세패턴가공 과정을 가

공 전에 미리 시뮬레이션 하는 기술을 개발해 가

공과정과 결과를 미리 가상공간에서 관찰하고, 
미세가공 중에 공구에 작용하는 절삭력을 예측하

고자 한다.
       

2. 미세패턴 3D 가공 시뮬레이션

2.1 가시화 방법

이 연구에서 그래픽에 가시화하는 대상은 공구

와 공작물 그리고 공작물 표면에 가공되는 미세

패턴이다. 넓은 롤 금형에 수많은 미세패턴 모델

을 실시간으로 가시화하기 위해 멀리 있는 형상

은 데이터 크기를 줄이고 단순화해 표현하고 가

까이 있는 형상은 자세히 표현하는 LOD 방법을 

이용할 필요가 있다.(4) 즉 원거리에서 롤 전체 형

상을 보여줄 때는 미세패턴을 제외한 원통형만을 

표현하고 아주 가까이 확대 했을 경우는 확대영

역 안에 있는 미세패턴을 정밀하게 표현한다. 초

정밀 미세가공품의 특징상 동일한 패턴이 반복됨

으로 확대 영역을 자세히 표현할 때는 한번 계산

된 형상을 연속적으로 배열해 가시화함으로써 메

모리와 CPU 사용을 최소화 한다.
확대영역의 표시 면적은 가로 세로 100μm의 

면적을 표현 하도록 한다. 롤 몰드의 표면은 곡

면이지만 100μm*100μm의 평면과의 차이가  

0.005μm로 매우 작아 평면으로 간주할  수 있다. 
그리하여 확대영역은 곡면이 아닌 평면으로 표현

하며, 확대영역에서 제거되는 소재는 공구의 형

상과 동일한 형상을 지닌다.

Fig. 1 Data structure of micro pattern

2.2 미세패턴 자료 구조

미세패턴을 단면 모양을 기준으로 크게 3가지

로 분류하면 삼각단면, 사각단면, 일반단면으로 

나누어진다. 또한 가공 방향으로 분류하면 일방

향, 두방향, n방향으로 분류된다. 미세패턴의 자

료구조는 앞의 분류와 C++ 클래스 특성을 반영

해 Fig. 1과 같이 설계되었다.

2.3 미세패턴 3D 가공 시뮬레이션

프리즘 패턴의 기본 요소는 피치, 각도, 깊이의 

세 가지 요소로 이루어진다. Fig. 2(a)와 같이 절

삭 폭이 피치보다 작을 경우에는 소재의 윗면과 

V홈이 함께 보이며, 절삭 폭이 피치보다 커지게 

되면 프리즘 패턴의 형태가 된다.
사각패턴의 기본요소는 피치, 각도, 깊이, 폭이

다. 사각형 패턴은 삼각형과 매우 유사하나 폭이 

존재하여 폭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면의 정의가 

필요하다. 기본 요소의 중앙에서 정의되는 사각

단면 패턴은 각각 5개의 면 ⓐ, ⓑ, ⓒ, ⓓ, ⓔ로 

이루어지게 된다. 사각 패턴의 기본요소와 시뮬

레이션 결과는 Fig. 2(b)에서 볼 수 있다.
피라미드 패턴의 기본적인 형태는 프리즘 패턴

의 기본형상을 두 방향으로 가공하여 생기는 형

상을 시뮬레이션 상에 구현한 것이다. 완전한 피

라미드 패턴이 생성되기 전 황삭 결과와 완전한 

피라미드 패턴이 완성된 정삭 결과를 Fig. 2(c)에
서 볼 수 있다.

사각형 공구를 두 방향으로 가공할 경우 사각 

기둥 패턴이 가공되며 가시화를 위한 기본 요소

와 시뮬레이션 결과는 Fig. 2(d)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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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rism pattern

(b) Rectangular pattern

Fig. 2 Micro pattern simulation

(c) Pyramid pattern

(d) Pillar patte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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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세가공 절삭력 해석

3.1 프리즘 패턴의 절삭력

기초적인 형상에 대한 시뮬레이션에 데이터를 

기초한 절삭력에 대한 어플리케이션의 추가적인 

구축이 가능하다. 공작기계에서 공작물의 절삭 

시 발생하는 절삭력은 식 (1)로 정의된다.(7) Fig. 
3(a)는 삼각 프리즘 패턴 절삭 시 발생하는 단면

이다. 공작물의 가공 시 발생하는 절삭력 Fc는 절

삭면의 면적과 비절삭에너지(specific cutting 
enrergy)에 비례한다. 여기서 절삭면적은 Fig. 3(a)
에서 나타난바와 같이 i번째 절삭 깊이와 이전 

깊이를 뜻하는 와  의 절삭면적의 차이에 

의해 정의 된다. 절삭면적의 경우 두 가지 경우

가 발생하게 되는데 절삭 폭이 피치 p보다 작은 

황삭의  경우 즉 원소재의 윗면이 남아있는 경우

에는 i번째 절삭면적은 식 (2)로 계산 된다. 두 

번째 절삭 폭이 피치보다 큰 정삭의 경우 즉 프

리즘 패턴이 완성된 정삭 단계의 경우 절삭되는 

면적은 식 (3)로 계산 된다.

                               (1)

  
   

 tan 

               (2)

                           (3) 

비절삭에너지 K는 절삭 칩 두께가 작아지면 

커지는 치수효과를 고려한 식 (4)으로 계산되며,  
KIMM의 실험 데이터(11)와 최소자승법(least square 
method)을 이용하여 실험상수 C와 n의 값을 구하

게 된다.

                                 (4)

삼각 프리즘 패턴에서 6:4황동을 절삭할 경우

에 n=0.026, C=0.00174 으로 계산되었다. 최종적

인 절삭력 는 원소재의 윗면이 남은 경우 식 

(5)로 이미 프리즘 패턴이 완성된 정삭단계인 경

우에는 식 (6)으로 계산된다. Fig. 3(b)는 각도 90
˚, 피치  50μm, 절삭 깊이18+7+3+1+0.5 μm인 

경우 프리즘패턴 가공 절삭력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여준다.

       sin 

  

   
 tan 




if  tan 

                      (5)

       sin 

      

if  tan 

≥                     (6)

3.2 사각 패턴의 절삭력

Fig. 4(a)와 같은 사각 패턴의 절삭력은 크게 

두 개의 힘으로 나누어 계산을 하고 있다. 식 (7)
과 같이 공구의 옆면에 의하여 발생하는 절삭력

과 공구의 아랫면에 의하여 발생하는 절삭력으로 

나누어 계산하는 이유는 공구의 옆면에서 발생하

는 칩의 두께와 공구의 아랫면에서 발생하는 칩

의 두께 사이의 차이로 인해 측면의 비절삭에너

지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이다. 공구의 옆면에 의

해 발생하는 절삭면적 는 식 (8)로 칩의 두께

는 식 (9)으로 계산되고, 공구의 아래쪽에서 발생

하는 절삭면적 는 식 (10)으로 이때의 칩의 두

께는 식 (11)으로 계산된다. 최종적으로 유도되는 

사각패턴 가공의 절삭력은 식 (12)로 계산된다.
Fig. 4(b)는 사각패턴 가공에서 각도 5.72˚, 피

치  150μm, 폭 120μm, 1회당 절삭 깊이는 

15*10회+12+10+8+5+3+1(μm)로 16회에 걸쳐 절

삭하는 경우(11) 각 가공 단계마다 식 (12)로 예측

된 절삭력 그래프이다. 여기에서 상수 C와 n은 

실험에서 얻은 C=0.00168, n=0.149를 사용했다.

  
   

                 (7)

        tan 

           (8)

      sin 

                 (9) 

       tan 

     (10)

                               (11) 

      sin 

  

    tan 

    

 

     tan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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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3 Cutting force of prism pattern 

(a)

(b)
Fig. 4 Cutting force of rectangular pattern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대면적 미세패턴 가공의 3D 형
상 가공 시뮬레이션과 절삭력을 해석하는 알고리

즘을 구현한다. 기존의 시뮬레이터와 다른 점은 

미터 단위의 대면적에 마이크로미터 크기의 미세

형상이 가공되는 상황에 특화 되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기본요소를 계산하고 이것을 확대 영

역 안에 배열하여 패턴을 가시화하는 방법을 이

용하였다. 시뮬레이션으로 계산된 절삭단면적과 

실험으로 계산된 비절삭 에너지를 이용해 미세절

삭력을 효과적으로 예측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
구현된 미세가공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의 효

과는 다음과 같다. 현재 육안으로 관찰되지 않는 

가공 과정 및 가공 후 패턴 형상 제품을 가공 전

에 미리 보여줌으로써 현장 작업자에게 도움을 

주고 제품의 생산을 도와줄 수 있도록 하고 있

다. 패턴을 미세가공하면서 발생하는 절삭력을 

시뮬레이션에서 예측하여 사용자의 편의를 도와 

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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