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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3차원 적층 제조 방식을 활용한

바이트 홀더 제작 연구

절삭공구는 모든 산업의 근간으로 불릴 정도로 제조업 산업에서 부품 및 제품제

조에 사용되는 소모성 도구이며, 절삭공구의 성능과 수명이 가공품의 생산성, 품질,

납기 및 가격을 결정하므로 제조 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고 있다.

이처럼 여러 산업 분야에 필수로 필요한 소비재이며 향후 제조 산업에 영향이 큰

만큼 4차 산업을 대비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3차원 금속 조형기를 통하여 제작된 바이트 홀더를 이용한 절삭 시 표

면조도에 관한 연구가 전무한바 실제 바이트 홀더를 3차원 금속 조형기로 제작하여

두 제품을 가지고 피삭재 절삭 시 표면조도 테스트를 진행하고 성능이 실 제품 대

체가 가능한지에 대해 증명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이를 위하여 첫째, 연구를 위해 제작하고자 하는 기존 제품의 재료 특성과 3차원

조형기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다양한 재료들의 특성을 비교 후 금속 분말의 SUS

재료(Stainless Use Steel)를 선정 하였다.

둘째, 연구하고자 하는 절삭공구의 역설계를 통한 3D모델링 작업 후 3차원 금속

조형기를 사용하여 3D모델링 데이터인 STL 파일을 장비에 인식시키고 PBF 방식

의 금속 분말 재료를 형상대로 레이저 용융 과정을 거쳐 기존 제품과 같은 형상의

시제품을 제작하였다.(솔리드/경량화 타입)

셋째, 3차원 금속 조형기로 만들어진 바이트 홀더와 기존제품 그리고 솔리드 타입

이 아닌 경량화한 타입의 바이트 홀더에 인서트 팁을 결합 한 후 회전속도

(250RPM/550RPM), 이송속도(120mm/min, 40mm/min), 절입깊이(3mm)의 가공 조

건으로 피삭재를 소형선반에서 절삭 가공하여 절삭면에 대한 표면조도 데이터를 표

면조도 측정기를 통하여 도출하고 분석하였다.

그 결과 평균적인 표면조도 값(Roughness)은 3차원 조형 기술로 제작한 솔리드

타입의 바이트 홀더가 가장 좋았으며 기존 제품의 바이트 홀더와 동등 이상의 성능

을 나타내었다.

따라서, 가장 이상적인 성능을 보일 수 있는 절삭 조건에 따라 3차원 조형 기술을

응용한 커스터마이징(개인 맞춤형) 제작에 있어 성능적인 측면에서 실 제품 대체가

가능하다는 것을 본 연구를 통해서 확인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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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절삭공구는 금속재료를 깎아 내어 가공할 수 있는 공구를 말하며 밀링이나 선반

머신, 드릴링 머신 등이 절삭을 하는 공작 공구이다. 초반에는 절삭공구의 재료에

탄소강이 주로 사용되었지만 고온에서 절삭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최근에는 절삭력

이 좋은 크롬과 텅스텐을 넣어 합금한 고속도강, 탄화텅스텐으로 만든 초경합금을

사용한다[1].

절삭공구는 모든 산업의 근간으로 불릴 정도로 제조업 산업에서 부품 및 제품제

조에 사용되는 소모성 도구이며, 절삭공구의 성능과 수명이 가공품(생산품)의 생산

성, 품질, 납기 및 가격을 결정하므로 제조 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고 있다[2].

이처럼 여러 산업 분야에 필수로 필요한 소비재이며 향후 제조 산업에 영향이 큰

만큼 4차 산업을 대비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3].

[그림 1-1] 의 4차 산업의 정의를 살펴보면 경량화, 고 강성, 고 효율화, 고 정밀

화 등을 추구하는 고 부가 가치화를 요구하고 있고 유연한 제조 과정으로 나만의

원하는 제품을 짧은 시간에 만들어 낼 수 있는 기술을 절삭공구 산업과 접목시킨다

면 더욱 더 큰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림 1-1] Industry 4.0 정의 (출처 : 포스코 경영 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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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산업 전반에 걸쳐 3차 산업 에서 현재 4차 산업 으로 발전하고 있다. 4차 산

업은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다품종 소량 생산 시대이고, 고객의 니즈에 따라 제품

을 생산할 수 있는 3차원 조형기를 이용하여 금형이 생략 가능하며 원하는 재료를

적층하여 제품을 만들 수 있다.

3차원 조형기술은 밀링 또는 절삭이 아닌, 기존 잉크젯 프린터에서 쓰이는 것과

유사한 적층 방식으로 입체물로 제작하는 장치를 말한다[4].

최근 3차원 조형 기술을 활용하여 헬스 케어, 건축, 자동차, 패션, 다양한 제조업

등에서 소비자가 원하는 다양한 형태로 제작이 되고 있다. 3차원 조형기는 신속한

부품제작, 소량 부품제작, 경제성으로 인하여 국내 외 제조업분야에서 시제품 제작

후 디자인 검증 등에서 점진적으로 활용되고 있다[5].

[그림 1-2] 제조업에서의 3차원 조형기 기술 도입 시 기대효과

 
[그림 1-2] 와 같은 연구를 바탕으로 3D 업종이라 불리는 일하기 까다로운 제조

업에서 인력부족으로 떨어지는 생산성에도 큰 기여를 할 것이다. 3차원 적층 기술

은 밀링 머신이나 선반 등 보다 업그레이드 된 자동화 시스템과 깨끗한 시설 상대

적으로 쉬운 장비 셋팅 및 오퍼레이션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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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의 목적 및 방법

1.2.1 연구의 목적

[그림 1-3] 과 같이 4차 산업 발전방향에 따라 다양한 제조분야에서 3차원 조형

기를 이용한 기술발전을 위해 정부에서는 산학연을 통한 많은 연구비용을 투자하고

있다 (“삼차원 프린팅 산업 진흥법” 16년 12월 시행). 아직은 효율적인 면에서 금형

이나 CNC(Computer Numerical Control) 가공을 통한 대량생산에 비해 떨어지는

경제성으로 인하여 3차원 조형기를 통한 직접 생산은 힘들지만 가까운 미래에는 커

스터마이징 제품 선호가 주를 이룰 것이고 다 품종 소량 생산으로 3차원 조형기술

의 활용도는 증가 할 것이다[6].

[그림 1-3] 3D프린팅 핵심 활용분야 : 산업통상자원부 출처

또한 [그림1-4] 처럼 본 논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절삭공구의 기존 가공 방법은

연마 가공 시 미세 분진으로 인한 작업자의 질병을 초래하거나 스페셜 제품 또는

커스터마이징 제품의 대응 시 재고 및 단 납기에 문제와 복잡한 형상의 제작의 어

려움 등의 문제가 있다.

이러한 문제는 3차원 적층제조 기법을 통하여 디자인 설계 후 3차원 조형기를 통

하여 제품 제작 시 기존 가공을 진행 할 때 작업자가 내부 장비 환경에 노출 될 일

이 없으며 복잡한 형상의 커스터 마이징 제품 설계와 소량생산 체계에 최적화 되어

있는 3차원 적층 제조 기술을 통해 스페셜 제품의 대응 문제에도 유연하게 대처가

가능하다.

이처럼 많은 제조 산업에서 더욱더 안전한 작업환경과 정밀하고 우수한 부품 제

조를 원할 것이며 이러한 4차 산업 기술을 토대로 기존 가공 장치나 공구에 신기술

을 접목시켜 기초산업을 발전 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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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절삭공구의 기존 제작 공정의 문제점

절삭공구를 이용한 선반의 가공조건에 관한 연구로는 가공 재료, 절삭공구의 재

질, 형상, 여유각, 경사각, 절삭유제 종류, 이송속도, 절삭속도, 절삭 깊이, 절삭 조건

에 따른 칩의 형태 등등이 있으며 본 연구는 3차원 금속 조형기를 통하여 제작된

바이트 홀더를 이용한 절삭 시 표면조도에 관한 연구가 전무한바 실제 바이트 홀더

를 3차원 금속 조형기로 제작하여 두 제품을 가지고 피삭재 절삭 시 표면조도 테스

트를 진행하고 성능이 실 제품 대체가 가능한지에 대해 증명하는 것이 목적이다[7].

바이트 홀더란 금속을 자르거나 깎을 때 선반 종류의 공작 기계에 붙여 쓰는 날

(인서트)이 달린 공구를 고정해 주는 홀더이다[8].

기존 제품 대체 평가를 위해 절삭공구 중 합금 또는 후처리 되어있는 제품들은

3D프린팅 제품도 후처리를 해야 하는데 연구하고자 하는 바이트 홀더의 원재료

SKD 61은 SUS 계열(Stainless Use Steel)과 물성이 비슷하여 SUS 계열 재료를 선

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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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 재료 종류 특성

액체 액체 형태의 수지
뛰어난 표면과 미세형상 구현이

가능하나 내구성이 다소 떨어짐

분말 수지, 모래, 금속 성분의 가루

다양한 재료의 선택이 가능하며,

높은 정밀도, 견고함 등의

장점을 보유

고체

와이어, 필라멘트 형태의 수지
내습성 등의 장점을 보유, 정밀도

떨어짐

왁스 성질을 가진 패럿

매끄러운 표면, 신속성, 정밀성,

다양한 복합재료 사용 등의

장점을 보유

얇은 플라스틱, 종이 필름

형태의 재료

재료비가 매우 저렴하고 대형

제품의 제작이 가능, 내구성

떨어짐

<표 1-1> 3차원 조형기 재료 종류

1.2.2 연구의 방법

본 연구의 방법은 제작하고자 하는 절삭공구(바이트 홀더)를 3차원 적층 제조

기법으로 시제품을 만들고 기존 제품과 비교하여 품질적인 차이를 분석하고 기존

제품의 대체가 가능한지에 대해 연구 하였다. 이를 위하여 첫째, 연구를 위해 제작

하고자 하는 기존 제품의 재료 특성과 <표 1-1> 의 3차원 조형기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다양한 재료들의 특성을 비교 후 재료를 선정 하였다.

제작하고자 하는 기존 제품인 바이트 홀더의 재질은 초경합금으로 SKD 61종의

재료의 특성을 가진다. 이와 유사한 재질의 시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3차원 조형

기의 종류 중 금속 타입의 재료를 사용 할 수 있는 3차원 금속 조형기를 사용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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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연구하고자 하는 절삭공구의 역설계를 통한 3D모델링 작업 후 3차원 금속

조형기를 사용하여 <표 1-2> 에 설명한 프로세스 순서대로 기존 제품과 같은 형상

의 시제품을 제작하였다.(솔리드/경량화 타입)

작업순서 1 2 3 5 6 7

프로세스 STL 준비
파일 배치

및 작업 준비
장비 세팅 파트 제작 파트냉각

파트 추출 및

후 처리

사진

장비
워크스테이션

Magics S/W
PBF 방식의 3차원 금속조형기 냉각장치

제품분리기

글라스비드

블라스터

작업 내용

-모델링데이터

를 STL 변환

-오류 발생 시

모델

수정/편집

-출력할

STL파일을

배치

-작업 준비에

필요파일을

생성

-적외선온도

계 세팅

-콜렉터빈

체크

-파우더서플

라이빈 보충

-예열

- 파트제작

-파트 냉각

-콜렉터빈

체크

-장비 수입

-제품과

파우더 분리

-후 처리

<표 1-2> 3차원 금속 조형기 장비 구동 프로세스

3차원 금속 조형기의 종류는 DED(Directed Energy Deposition), PBF(Powder

Bad Fusion), 진공법 방식으로 나뉘는데 PBF 방식의 조형기술이 실 제품과 기계적

물성치가 가장 가깝고 DED 방식과 진공법은 열 응력에 의한 박리현상과 밀도 차이

가 떨어지기 때문에 본 연구를 위한 연구용 바이트 홀더 제작은 [그림 1-5] 의

PBF 방식을 선택하였다[9].

[그림 1-5] PBF방식의 3차원

금속조형기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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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3차원 금속 조형기로 만들어진 시제품 절삭공구(바이트)와 기존제품 그리고

솔리드 타입이 아닌 경량화한 타입의 시제품 절삭공구에 인서트 팁을 결합 한 후

피삭재를 절삭 가공하여 절삭면에 대한 표면조도 데이터를 도출하고 분석하였다.

단, 본 연구에서는 3차원 조형기술을 사용하여 제작한 바이트 홀더가 기존제품 대

비 표면조도 성능이 대체 가능한지가 목표이기 때문에 바이트에 결합되는 인서트는

요소에서 배제하였다.

넷째, 분석한 데이터를 토대로 3차원 금속 조형기를 통하여 제작된 바이트 홀더가

실 제품 대체 가능한 수준인지에 대해 표면조도 데이터 분석을 통한 성능을 비교하

여 3차원 적층 제조의 타당성을 검증하고 향 후 최종 연구 결론을 도출하는 것으로

본 논문을 구성하였다.

[그림 1-6] 연구 접근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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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이론적 배경

2.1 3차원 적층제조 방식을 활용한 절삭공구 제조의 타당성

2.1.1 기존 CNC 가공으로 만들어진 절삭공구의 장점과 단점

범용 공작 기계는 수동으로 공작물을 가공하기 때문에 정밀 부품을 대량 생산하

는 것이 어렵다. 그러나 CNC(Computer Numerical Control)는 컴퓨터에 의해서 정

확한 수치로 절삭 공구의 움직임을 자동 제어하기 때문에 정밀 부품의 대량 생산을

가능케 한다. 또한 절삭공구가 입체적인 경로로 이송이 되면서 극 미세 오차범위

안에서 매끄럽게 곡면 부품을 가공해주기 때문에 종전의 방식과는 제품의 가공 수

준이 전혀 다르다. 이처럼 CNC 가공은 높은 정밀도와 정확도, 안정적인 품질 확보

가 가능하고 기계 조정 및 검사 시간 단축으로 부품 절삭기간이 짧아져 유연한 리

드타임 확보로 인한 생산성 향상의 장점을 가지고 있다[10].

하지만, 신제품 개발 단계에서 디자인 변경 시 빠른 수정에 한계가 있으며 소량생

산을 위해 프로그래밍을 하는 것에 대해 비 효율 적인 경제성을 지니고 있다. 그리

고 공작 기계의 유지보수는 전문 보수 인력이 필요한 단점이 있다.

[그림 2-1] CNC 가공을 3차원 조형 기술로 전환 시

SWOT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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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장단점을 토대로 CNC 가공을 3차원 조형 기술로 전환 시 기업의 내부 환

경을 분석하여 강점과 약점을 발견하고 외부환경을 분석하여 기회와 위협을 찾아내

어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는 SWOT 분석을 [그림 2-1] 과 같이 실시하였으며 4차

산업 시대에는 CNC 가공을 통한 생산 전략 외에 [그림 2-2] 와 같이 바이트 홀더

종류 별로 피삭재를 절삭 가공하는 목적에 따라 개인 맞춤화(커스터마이징) 제품이

주를 이룰 것이므로 이를 통하여 소품종 대량생산이 아닌 다품종 소량생산 기술 전

환의 전략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전략에서 3차원 조형기술은 커스터마이징 설계에

최적화된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공정 생략으로 인한 생산성 향상과 비용 절감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림 2-2] 바이트 홀더 종류 : 구글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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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3차원 적층 제조 방식을 활용한 바이트 홀더의 가격 효율성

연구하고자 하는 바이트 홀더를 3차원 적층 제조 방식을 활용하여 제작하였을 시

경제적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제조 단가를 기존 제품의 판매 비용과 3차원 적층 제

조 방식을 활용한 제작 단가를 비교하였다.

먼저 기존 제작 방식의 판매가격을 살펴보면 검색결과 머신파크 홈페이지에서 판

매비용은 4개 종류의 소형 바이트 홀더를 총 1,6000원으로 개당 4,000원 정도의 가

격을 형성한다고 볼 수 있다.

3차원 적층 제조 방식을 활용한 제작 단가의 경우 아래 [그림 2-3] 과 같이 모

델링에 대한 부피를 환산했을 경우이며, 메탈 재료의 kg 당 단가 제조사의 재료비

인 약 80유로를 적용하였을 때 개당 약 400원 정도의 가격을 나타내었다. 이는 장

비 사용 비용 및 인건비가 제외 된 금액이지만 기존 제품의 판매비용과 비교하였을

경우 1/10 수준이며 개당 단가에서 충분히 가격적인 효율성을 지닌다 할 수 있고

향 후 3차원 적층기의 재료의 발전으로 재료비가 점점 내려갈 수 있는 환경이 조성

되면 3차원 조형기술을 활용한 제품 제작의 단가가 더 내려갈 것이다.

순 번 품 명 부피(mm3)

1 Tool 3463.111

2 Lattice 2478.252

3 Lattice2 2640.96

4 Lattice3 2140.27

[그림 2-3] 제작하고자 하는 바이트 홀더의 모델링과 부피 환산3차원 적층 제조

방식을 활용한 바이트 홀더의 가격 효율성



- 11 -

2.2 3차원 조형기의 종류

3차원 조형기의 기술이라 알려진 적층가공기술은 재료를 자르거나 깎는 방식의

전통적인 생산 방식인 절삭가공과는 달리 디지털 설계도면을 바탕으로 폴리머, 세

라믹 또는 금속 재료의 연속된 레이어를 적층 시킨 후 경화과정을 통하여 3차원의

제품을 생산하는 기술이다[11]. 이러한 기술은 산업/생산 활동 전반에 대한 긍정적

효과뿐만 아니라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잠재적 영향력을 분석하기 위하여

현재 3차원 조형 기술이 가장 널리 사용되어 지고 있는 산업 분야에 대하여 분석

한 결과, 기존의 절삭법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재료의 낭비를 줄일 수 있으며 높

은 강도, 경량화 가능성의 증가 및 손쉬운 유지보수가 가능한 복잡한 내구 구조의

우수한 제품의 생산이 가능하다[12].

[그림 2-4] 에서와 같이 최종 사용자가 만든 오픈소스를 바탕으로 제품을 설계

하며 소량생산의 단위비용에 따른 주문자 맞춤화의 생산비용은 대량생산비용에 근

접하고 물류수송, 공구세공 및 조립과 같은 기존의 전통적 생산법의 공정단계를 생

략 할 뿐만 아니라 빠른 설계 공정과 시제품 주기로 인해 시장 출시까지의 시간을

줄일 수 있다.

[그림 2-4] 기존 제조 방식 vs 3차원 조형기 활용 방식의 제조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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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명 특징

1

Directed Energy

Deposition 3D프린터 - 티타늄 등 특수금속 재료 친환경적 제품제작

- 경량 특수 금속 제작 및 후처리

- 금형 보수 공정 최적화

- 엔진/구동부 부품 제작

- CNC 후가공을 통한 정밀 제작 가능

2

다중소재 3D프린터

- 460여 가지 컬러구현, 러버 및 수지 복합형

제품 제작

- 2중 사출부품 대체

- 부품 제조 공정 개발 응용

3
PBF 3D프린터

(Powder bad fusion)

- 다양한 메탈 소재 (AL,SUS,티타늄, 니켈

알로이) 및 높은 정밀도, 복합형 구조 제작

- 고효율/경량 금형제작

<표 2-1> 3차원 조형기 대표 종류 및 특징: 한국콘텐츠진흥원 출처

3차원 조형기는 사용하는 재료 및 제작하는 제품의 사이즈에 따라 다양한 방식의

장비로 나뉘며 크게 5가지 방식으로 <표 2-1> 과 같이 분류하였다.

① Selective Laser Sintering(SLS) 방식으로써 레이저를 사용하여 플라스틱 파우

더를 조사 소결하여 적층하는 방식으로 소재 레이어를 최종 부품으로 융합하는 기

술의 3차원 조형기이다[13].

② 다중소재 3차원 조형 방식으로써 잉크젯 프린트 기법처럼 다양한 컬러 소재를

Jetting 분사하여 레이어를 적층하는 방식으로 컬러재료의 조합을 통하여 원하는 색

상을 구현할 수 있다[14].

③ Directed Energy Deposition(DED) 방식은 금속 분말을 노즐을 통하여 분사

조사하며 동시에 레이저를 이용하여 조사하는 방식이다[15].

④ Powder Bad Fusion(PBF) 방식은 레이저를 사용하여 플라스틱 파우더를 조사

소결하여 적층하는 방식으로 소재 레이어를 최종 부품으로 융합하는 기술의 3차원

조형기이다[16].

⑤ Fused Deposition Modeling(FDM) 방식이라 불리는 방식으로써 가장 일반적

으로 많이 쓰는 기술이다. 압출기가 원료를 노즐을 통해 밀어내어 얇게 쌓으면서

원료를 층층이 올리는 방식이다. 원료가 쌓이는 플랫폼 위에 노즐이 함께 움직이면

서 쌓인 원료가 3차원의 모양으로 만든다[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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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SLS 3D프린터

(selective laser

sintering)
- Nylon기반의 소재로 고강도 대형 제품 제작

- 공기역학구조 제작

- 조립 부품 개선 제품제작

5

FDM 3D프린터

(Fused Deposition

Modeling)

- 열가소성 수지 필라멘트 노즐을 사용

- 가장 보편적인 3차원 조형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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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3차원 조형기 시장 전망 : Wohiles report 2016 출처

[그림 2-6] 3D프린터로 생산된 제품시장 규모 전망 :

리스 리서치 출처

2.3 3차원 조형기의 활용 분야

3차원 조형 기술은 디지털 설계도면을 바탕으로 3D프린팅 장비를 이용하여 원하

는 형상을 적층하는 방식으로 현재 많은 산업 분야에서 이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3D프린팅 관련 시장은 매년 높은 성장세를 보이며 급속히 성장하고 있으며, 연평균

성장률(CAGR)은 매년 29%에 이를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18].

[그림 2-5] 와 같이 3D프린팅 시장은 초기 20년 동안 10억 달러 수준이었으나,

이후 5년 동안 10억 달러의 시장 성장을 보였으며, 그 이후 급격한 성장을 보여

2015년에만 52억 달러 성장을 하였다. 2021년에는 265억 달러, 5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기존의 절삭가공, 사출성형 기술 및 대량생산 체제를 보완하고 공존하는 관점에서

3차원 조형기술 산업이 육성될 전망으로써 전통 제조 기술을 대신하기보다는 단점

의 보완 수단으로 3D프린팅 기술이 활용될 전망이다.

짧은 Setup 시간, 공구 작동 오차 감소, 생산성 향상의 관점에서 3차원 조형 기

술을 적극 활용하여 [그림 2-6] 과 같이 2025년 3D프린팅 기술로 생산된 제품 시

장은 84억 달러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향 후 기술의 파급력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커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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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선반을 이용한 절삭 가공 시 작용 요소 및 Chip 의 형태

일반적으로 선반 바이트 홀더는 피삭재를 절삭가공하기 위해 직접적인 절삭을 시

행할 수 있는 인서트를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절삭공구이다. 절삭가공 시 공구에

작용하는 힘을 절삭력이라고 하는데 절삭력의 방향과 크기는 [그림 2-7] 과 같이

3가지 힘으로 나타난다.

[그림 2-7] 3분력 및 절삭력 그래프[19]

절삭가공 시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절삭 분력은 주분력이며 회전축과 직각방향

의 분력이다. 3개의 분력에서 주분력이 가장 절삭력이 높고 절삭날 각이 증가하면

절삭력도 증가한다. 회전축과 병행한 방향의 분력으로 이송방향에 대한 저항력을

이송분력이라고 하며 주분력의 0.1 ~ 0.2배이며 주분력에 비례하여 증가한다. 배분

력은 공구의 축방향으로 작용되는 절삭 깊이 방향의 분력이다. 주분력의 0.3 ~ 0.5

배이며 절삭날 각의 증가에 반비례하여 감소한다[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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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삭가공 중에 발생하는 Chip 의 형태는 <표 2-2> 와 같이 나타나며 Chip의 발

생형태에 따라 절삭 가공의 최종 결과 상태를 유추 할 수 있다.

3차원 조형기술로 바이트 홀더를 제작하여 피삭재를 절삭 할 때 절삭력 및 Chip

의 형태를 알아보기 위하여 본 연구를 진행 하였다.

Chip 의 발생 형태 특징 발생원인

유동형 칩

(Fiow type

chip)

칩이 연속적으로

발생하며

공구경사면을 따라

흘러가는 모양의

칩이고 가공면이

깨끗하다.

연하고 인성이 큰

재질을 윗면

경사각이 큰

공구로

절삭 할 때,

절삭 깊이가 작고

절삭속도가 높을

때

발생한다.

전단형 칩

(Shear type

chip)

공구경사면을

따라 전단형태의

비연속적인 칩이

형성한다.

윗면 경사각이

작고

연성 재료의 저속

절삭 할 때, 절삭

깊이가 클 때

발생한다.

균열형 칩

(Tear type

chip)

압축되어 균열이

생기고 전단이

생겨

분리되는 모양의

칩이며 가공면이

거칠고 가공 후

흠집이 생긴다.

점성이 큰 재질을

작은 경사각의

공구로 절삭할 때,

절삭 깊이가 클 때

발생한다.

열단형 칩

(Crack type

chip)

순간적으로 균열이

발생하고

모재로부터

분리되는 칩이며

비연속적인 칩으로

가공면이 거칠다.

주철과 같은

취성의 재료를

저속으로 절삭할

때 발생한다.

<표 2-2> Chip의 형태 및 특징 : 네이버 출처



- 17 -

제 3장 실험 (제작과정) 및 검증

3.1 연구용 바이트 홀더 제작을 위한 3D 모델링(설계)

일반적으로 모델링 작업은 실제로 존재하는 사물이나 제품을 모델링 하는 것과

상상속의 물체를 모델링 하는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실제 물체의 경우 특정

기기(스캐너 등)를 사용하여 3차원 구조를 측정하거나 이미지 기반 모델링 접근 방

식이 있고 상상의 객체를 모델링 할 경우 3차원 모델링 소프트웨어 등을 사용한다
[20].

[그림 3-1] 은 본 연구에서 제작하고자 하는 바이트 홀더의 도면이다. 3차원 조형

기술을 이용하여 동일한 제품을 구현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3D모델링을 해야 하는

데 이를 위해 제품을 역설계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3D모델링을 실시하였다.

[그림 3-1] 연구를 위해 제작하고자 하는 바이트 홀더 도면



- 18 -

3.1.1 3D 스캐닝

3D모델링 설계에 앞서 먼저 언급한 대로 본 연구는 실제 존재하는 절삭공구 종류

중 선반에 쓰이는 바이트 홀더를 3차원 조형기를 통해 제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표 3-1> 와 같은 3D 스캐너를 사용하여 역설계를 진행하였다.

역 설계 3D스캐너 (Raxcan4) 원리 및 특징

• 측정원리 : Phase shifting optical

triangulation, area type scan

(위상천이 광삼각법, 면단위 스캔)

카메라의 모든 픽셀에서 data

획득 (한번의 스캔당 최대 200만

포인트 획득)

• 특징 : 백색광 패턴방식으로 및

고해상도 twin CCD카메라

장착으로 정밀한 데이터 획득

4개의 측정영역을 가변적으로

선택하여 사용가능 10도 angle

설정기능으로 복잡한 측정물의

깊은 부분까지 측정가능

<표 3-1> Raxcan4 3D 스캐너 및 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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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xcan4 스캐너의 스캔 정밀도는 0.05%(0.05mm)까지 정확하게 스캔이 가능하

고 메쉬 밀도와 정확성이 매우 높으며, 메쉬 밀도 스캔당 최대 2,000,000개의 점으

로 고사양의 스캐너 중 하나이므로 고품질의 메쉬 밀도와 뛰어난 디테일, 노하우가

많이 필요한 고급형 스캐닝 장비이다. 움직임에 제약이 없는 이동식이기 때문에 스

캔 될 표면 앞에 쉽게 위치 시킬 수 있고 한 번의 클릭으로 스캐닝 과정이 시작되

며, 불과 몇 초 후에 3D모델이 디지털화 되어 화면에 나타낼 수 있다. 또한 사용자

가 스캔 대상의 모든 측면을 연속적으로 스캔 할 수 있고 스캔 이후에 360도의 모

델을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21].

역 설계 실제 바이트 역 설계 결과

<표 3-2> 연구를 위한 소형 선반용 바이트의 모델링을 위한 역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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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3D 모델링

역설계 데이터를 기반으로 3D Max를 이용하여 3D모델링 설계를 실시하였다.

<표 3-3> 과 같이 기존 제품처럼 솔리드 타입의 시제품과 경량화 Lattice 구조를

넣은 시제품 두가지 타입을 모델링 하였다.

솔리드 타입 3D모델링 경량화 타입 3D모델링 1 경량화 타입 3D모델링 2

<표 3-3> 역설계 데이터를 이용한 3D 모델링

기본적인 방식인 3차원 조형기부터 산업용 3차원 조형기까지 모든 부품은 Lattice

구조를 활용할 수 있다.

기존 제품의 내부의 솔리드구조가 100% 차는 정도라면 Lattice 구조는 위 <표

3-3> 그림의 경량화 타입 모델링처럼 중간에 일정한 형상대로 비어있는 것을 볼

수 있다.

Lattice 구조는 위상최적화 설계를 통해 구현 할 수 있는데, 위상최적화란 <표

3-4> 와 같이 부품을 제작할 때 내부의 재료 채움 정도를 최대한 경량화 시키면서

각종 힘의 분배 방향이나 하중이 받는 방향에서의 안정적인 최소의 성능을 보장할

수 있도록 재료의 위치 분배를 최적화하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DfAM(Design for Additive Manufacturing) 적층제조 특화 설계를

통하여 복잡한 형상의 제작과 개인 특성에 최적화된 맞춤형 제품제조가 가능하다.

<표 3-4> Lattice 구조(위상최적화) : 울산3D프린팅 전시회 출처



- 21 -

3.2 기존 제품의 재료 특성과 대체하고자 하는 재료 특성 비교

기존 바이트 홀더의 재료 특성과 대체하고자 하는 재료의 특성의 차이로 인하여

바이트 홀더를 이용한 가공 성능에 차이가 나타 날 수 있으므로 대체하고자 하는

재료와 기존 제품의 재료 물성치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그림 3-2] 와 같이 3차원

조형기 제조사 홈페이지에는 사용가능한 재료의 물성치의 데이터를 확인 할 수 있

으며 기존 제품의 재료 특성은 구글을 통해 표준화된 데이터를 조사하였다.

[그림 3-2] 대체 재료의 물성 데이터 –3D Systems 社 홈페이지 출처

아래 <표 3-5> 는 기존 바이트 홀더의 재질인 SKD 61종 재료와 3차원 금속 조

형기의 재료인 SUS 계열(PH 17-4는 제조사에서 명명한 스테인리스계 재질)의 재

료 물성 데이터의 비교표이다.

구분 SKD 61 SUS (PBF) 1 SUS (PBF) 2 SUS (DED) 

탄성계수 205 200 - -

비열(cal/  

㎠/sec/℃/㎝)
0.073 0.0388 - 0.50

비중 7.85 7.9 7.97 7.8

밀도(g/㎤) 7.75 7.9 7.97 7.8

인장강도(Mpa) 980 1100±90 640 500~700

연신율(%) 9 19±4 40±15 40

경도 53 HRC 32±4 HRC 85 HRB 51~54

<표 3-5> 기존 재료 및 대체하고자 하는 재료의 특성 비교표

<표 3-5> 의 데이터를 보면 DED 방식의 3차원 조형기의 SUS 재료는 다른 재

료보다 더 낮은 밀도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기공률이 높아 상대적으로 열 응력에

의한 박리현상에 더 취약한 구조를 보이는 것에 대한 근거이다. 그리고 DED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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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3차원 조형 기술은 부분 적층에 장점이 있지만 PBF 방식과 다른 클래딩 기술의

레이저 조사를 통한 급격한 온도 변화로 인하여 잔류응력과 열 수축을 유발할 수

있는 점이 단점이 있다[22].

[그림 3-3] PBF(왼) vs DED(오른) 방식으로 만든 시편의 기공 비교

: EOS 社 및 학술지[22] 출처

[그림 3-3] 은 PBF 방식과 DED 방식의 3차원 금속 조형기를 활용하여 SUS 재

료를 가지고 만든 시편의 표면 확대 사진이다. 이를 보면 왼편의 사진에서 검은 색

보이는 부분이 있는데 이를 기공이라 하며 기공이 많을수록 재료의 밀도가 낮다고

볼 수 있으며 SUS 재료를 활용하여 만든 시편의 비교를 통해 기공의 개수가 PBF

방식을 이용한 시편의 기공 개수가 현저히 적은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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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3차원 금속 조형기를 이용한 연구용 바이트 홀더 제작

본 연구를 위해 기존 절삭공구 중 바이트 홀더를 선정하였고, 3차원 금속 조형기

장비에서 시제품 제작을 위해 3D 모델링 및 재료 선정을 하였다. 이를 토대로 <표

3-6> 의 PBF 방식 3차원 금속 조형기 장비를 이용하여 시제품 제작을 하였다.

3차원 금속 조형기(DMP Flex 100) 제원

- DMP Flex 100 솔루션은 제작 용적

100 x 100 x 90mm(3.94 x 3.94

x 3.54인치), 100W 레이저, 금속

적층 제조를 위한 3DXpert

올인원 소프트웨어 솔루션 및

인증된 LaserForm 금속 파우더를

사용한다.

- 제작방식: DMP방식 (Direct Metal

Printer)

- Effective building volume: 100 x

100 x 90 mm

- Laser type: 100W/Fiber laser

- Layer thickness: 10㎛ ~ 100㎛

<표 3-6> 시제품 제작을 진행한 3차원 금속 조형기- 장비 제원

: 3D Systems 社 출처

① 시제품을 만들기 위해 기존 바이트 홀더를 역설계하여 만든 모델링 파일을

STL 파일로 변환 후 3차원 금속 조형기에 [그림 3-4] 과 같이 데이터를 인식시킨

다.

② 3차원 금속 조형기는 PBF 적층 기술 방식으로 금속 파우더를 이용하여 레이

어를 쌓아 적층하는 방식으로 레이저 출력을 이용하여 레이어 별로 용융시키며 제

작하고자 하는 형상을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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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장비 셋업 및 레이어 용융 과정

③ 3차원 금속 조형기에서 작업이 완료 된 후 후처리를 진행하여야 한다. 그림에

서처럼 베드 위에 제작한 바이트 홀더의 지지대를 제거 후 바닥 면의 거친 표면을

밀링 머신을 통하여 [그림 3-5] 와 같이 평평하게 작업 하였다.

[그림 3-5] 3차원 금속 조형기를 이용한 바이트 홀더 제작 완료 및 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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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소형 선반을 이용한 절삭 가공

실험을 위해 사용한 장비는 절삭가공에 사용되는 소형 선반 Manix ML 제품이다.

3차원 금속 조형 기술로 제작한 바이트 홀더와 기존 바이트 홀더를 이용한 절삭 시

의 차이점을 알아보기 위하여 표면조도 테스트를 선택하였고 <표 3-7> 의 소형선

반에 바이트 홀더를 결합하여 다음과 같은 실험을 진행하였다.

소형 선반(Manix ML-360) 제원
· 고정도 가공을 통한 고강성의 주축

- 고정밀 연삭과 Taper roller bearing을

채택하여 정밀가공과 강도ㆍ내구성의 향상

을 실현

· 왕복대 전후이동량의 극대화

- 85mm의 왕복대 전후 이동량을 극대화하

여 밀링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

· 정/역회전이 가능한 300W의 강력 모터

- 강력한 콘덴서 모터를 채택하여 정ㆍ역

회전이 가능토록 하여 나사가공, 자동이송

등이 편리

<표 3-7> 바이트 홀더를 이용한 피삭재의 선반 절삭가공 - 장비 제원

: Manix 社 홈페이지 출처

3차원 금속 조형기를 이용하여 만든 바이트 홀더와 기존제품 홀더에 인서트를 결

합 후 피삭재 절삭 가공 실험을 하였으며 순서는 아래와 같다.

① 실험편 준비

[그림 3-6] 와 같이 피삭재를 알루미늄 원 소재로 준비하였다. 그 이유는 일반적

으로 알루미늄 소재는 가벼우면서 부식이 좋고 산업에서 많이 사용되는 소재의 이

유와 소형선반에서 절삭가공에 적합한 강도이기 때문에 실험편으로 채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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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절삭가공 실험편(피삭재) 알루미늄 소재

② 소형 선반을 이용한 절삭 가공 조건

소형 선반을 이용한 절삭가공 조건은 <표 3-8> 에서처럼 4가지로 분류하였다.

회전속도는 소형선반에서 이용할 수 있는 RPM 2가지를 선정하였으며 이송속도는

빠른 속도와 느린 속도를 수동으로 이송하였을 경우의 속도를 측정하였다. 속도의

차이를 둔 이유는 최적 조건과 극한 조건을 나누기 위해서이다. 마지막으로 절입

깊이는 본 실험조건에서 절삭력에 큰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공통으로 0.3mm를 기

준으로 절삭 가공을 진행하였다.

절삭 
가공조건 회전속도 이송속도 절입깊이

Fast1 RPM1(250RPM) 120mm/min 
0.3mm

Fast2 RPM2(550RPM) 120mm/min 
Slow1 RPM1(250RPM) 40mm/min 

0.3mm
Slow2 RPM2(550RPM) 40mm/min 

<표 3-8> 소형선반을 이용한 절삭 가공 조건 

③ 3차원 금속 적층제조 방식으로 만든 바이트 홀더(솔리드, 경량화 타입)와 기존

제품 홀더를 사용하여 인서트 결합 후 [그림 3-7] 피삭재(실험편) 절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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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 피삭재 절삭가공

④ 가공한 피삭재(실험편)에서 절삭 시 발생한 Chip의 형태를 분석하기 위해 조

건 별로 [그림 3-8] Chip 샘플 수거

[그림 3-8] 피삭재 절삭 가공 시 발생한 C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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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실험편의 시험 분석 데이터

3.5.1 표면조도 데이터

3차원 금속 조형기를 이용하여 제작한 바이트 홀더의 가공 성능을 확인하기 위하

여 바이트 홀더에 인서트 팁을 부착하여 가공된 실험편의 실험결과 값을 추출하였

으며, 표면조도를 측정하는 장비인 <표 3-9> 의 표면조도 측정기를 사용하여 보다

정밀하고 객관적인 실험값을 얻고자 하였다.

표면조도 측정기(미쯔도요 SV-C 3100) 제원

· 측정기 본체의 고속 이동과 더불어, 측정

전 준비 시의 번거로운 측정면 레벨링 조

정을 자동화하는 각종 옵션품과 조합하여

측정 시간을 단축이 가능

· 고속 이동(X축: 최대 80mm/s, Z2축: 최

대 30mm/s), 측정 속도의 고속화(X축:

30mm/s)를 통해 측정 처리가 가능

<표 3-9> 바이트 홀더의 성능 검증을 위한 표면조도 측정기 - 장비 스펙: 미쯔도요 社

홈페이지 출처

표면조도는 공작물의 표면의 요철을 실제의 값으로 측정을 하여 나타내는 것이며

제품의 정밀도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 표면조도를 측정하는 방법으로는 표준

편과의 비교에 의한 측정법, 촉침식 측정법, 광절단식 측정법이 있다[23].

본 연구에 활용한 조도 측정 방법인 촉침식 표면조도 측정방법은 촉침으로 측정

면을 검출기로 긁은 다음 드라이브 유닛과 컨트롤 유닛을 통하여 이것을 전기적,

기계적, 광학적 방법으로 확대하여 표면조도를 측정 후 [그림 3-9] 과 같이 데이터

와 프린터로 결과 값을 보여주는 방식이다.

[그림 3-9] 표면조도 측정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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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RPM1/이송속도 (120mm/min) 평균

기존제품 1.088 1.015 1.059 0.863 1.04 1.013

3DP 1.4 0.735 1.076 0.724 0.76 0.939

Lattice 1.136 1.44 1.347 1.883 2.1 1.5812

촉침식 표면조도 측정기 측정방법으로 그림과 같은 데이터를 도출할 수 있었으며,

표면조도 측정기로 위와 같은 실험 방법을 통하여 아래 <표 3-10> 과 같은 데이터

를 도출하였다.

<표 3-10> 표면조도 측정기를 이용하여 도출한 데이터

단위 : um

구분　 RPM1/이송속도 (40mm/min) 평균

기존제품 0.376 0.586 0.563 0.395 0.383 0.4606

3DP 0.508 0.551 0.601 0.579 0.661 0.58

Lattice 0.31 0.471 0.321 0.421 0.439 0.3924

단위 : um

구분　 RPM2/이송속도 (120mm/min) 평균

기존제품 1.013 0.965 1.061 0.919 1.074 1.0064

3DP 0.662 0.636 0.688 0.614 0.719 0.6638

Lattice 0.91 0.953 0.855 1.199 0.941 0.9716

단위 : um

단위 : um

구분　 RPM2/이송속도 (40mm/min) 평균

기존제품 0.798 0.457 0.487 0.362 0.554 0.5316

3DP 0.608 0.608 0.469 0.661 0.563 0.5818

Lattice 0.75 0.675 0.806 0.606 0.77 0.7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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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p의 형상

RPM 1/이송속도 (120mm/min)

A (실 제품) B (3DP) C (Lattice)

폭 : 0.289mm 폭 : 0.274mm 폭 : 0.273mm

RPM 1/이송속도 (40mm/min)

폭 : 0.297mm 폭 : 0.317mm 폭 : 0.264mm

RPM 2/이송속도 (120mm/min)

<표 3-11> 피삭재 절삭 과정에서 발생한 Chip 분류표

3.5.2 Chip 의 형태에 따른 데이터

소형 선반 장비에서 알루미늄 피삭재 시편을 절삭가공 실험을 하고 Chip을 수거

하였다. 가공조건인 회전속도(RPM)와 이송속도(120, 40 mm/min)의 변화를 주어 절

삭가공 실험 중 발생한 Chip을 <표 3-11> 과 같이 분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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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 : 0.268mm 폭 : 0.272mm 폭 : 0.289mm

RPM 2/이송속도 (40mm/min)

폭 : 0.268mm 폭 : 0.289mm 폭 : 0.287mm

바이트 홀더를 이용하여 인서트 팁을 부착 후 피삭재의 표면을 절삭가공 하면서

발생하는 절삭분을 Chip이라고 한다. Chip의 형태는 재료 재질, 공구 형상, 절삭 조

건에 따라서 다양하게 나타난다. 형태에 따른 종류로는 전단형, 유동형, 열단형, 균

열형이 있으며 이 중 본 연구의 절삭가공 실험 중 발생 한 Chip은 보편적으로 유동

형 Chip이 발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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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장 결과

4.1 실험 데이터 분석 결과

4.1.1 표면조도 데이터 분석 결과

[그림 4-1] 바이트 홀더 종류별 피드에 따른 표면조도

[그림 4-1] 은 바이트 홀더의 재질에 따른 기존제품 바이트 홀더와 3차원 금속조

형기를 이용하여 만든 바이트 홀더 중 솔리드 타입을 3DP로 경량화 타입을 Lattice

로 명명하였고 가공조건은 회전속도(RPM) 및 이송속도에 따라 각 실험시편의 표면

조도를 비교하기 위해 표면조도기를 통해 도출한 데이터를 이용하여 위의 그림과

같이 그래프로 나타내었다.

회전속도 RPM1 이송속도 120mm/min에서 기존제품 바이트 홀더를 사용한 피삭

재 절삭가공 시 표면조도 Ra 1.013um, 3차원 금속 조형기로 만들어진 바이트 홀더

를 사용한 피삭재 절삭가공 시 표면조도 Ra 0.939um 로 0.074um의 차이가 있다.

소형 선반의 회전 속도 조건값만 변경한 경우에도 기존제품 바이트 홀더를 사용한

피삭재 절삭가공 시 표면조도 Ra 1.0064um, 3차원 금속 조형기로 만들어진 바이트

홀더를 사용한 피삭재 절삭가공 시 표면조도 Ra 0.6638um 이며, 0.3426um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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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3차원 금속 조형기를 이용하여 제작한 바이트 홀더의 표면조도는 기존제품 바이

트홀더와 동등 이상 성능의 표면조도를 나타내었다. 하지만 위의 조건보다 더 안정

적인 절삭을 위해 이송속도를 낮춘 데이터 RPM1 이송속도 40mm/min에서 기존제

품(이하생략) 표면조도 Ra 0.4646um, 3차원금속조형기(이하생략) 표면조도 Ra

0.58um으로 0.12um 정도의 차이가 있었으며 회전속도만을 변경한 RPM2 에서도 기

존제품(이하생략) 표면조도 Ra 0.5316um, 3차원 금속 조형기(이하생략) Ra

0.5818um 으로 0.05um 차이로 기존제품 바이트 홀더를 이용한 절삭 시 피삭재의

표면조도가 좋았다. 수치상으로의 차이가 거의 없을 만큼 거의 유사한 표면조도이

지만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이유는 소재와 형상에 의해 고유 진동계수 차이가 있는

데[24], 기존제품과 비교하였을 때 3차원 금속조형기로 만든 바이트 홀더는 같은 형

상이지만 밀도 또는 Melting 과정에서 결함 또는 다른 현상으로 인해 진동수가 다

르고 재질의 경도가 낮아 피드 속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실험 조건인 RPM2에서 기

존제품보다 부하가 조금 더 생겨 표면조도 값이 기존제품보다 낮은 경향을 보인 것

으로 볼 수 있다.

<표 4-1>과 같이 종합적(평균치)으로 살펴보면 기존제품 바이트 홀더와 3차원

금속 조형기로 만든 바이트 홀더 제품(솔리드 타입)은 본 실험의 가공조건(회전속

도,이송속도,절입깊이)별 평균적인 절삭성(정밀성)에 큰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다만 3차원 금속 조형기를 이용하여 만든 경량화 타입 바이트 홀더의 경우 이송속

도에 따라 다른 바이트 홀더들과 표면조도가 차이가 나는데 무게가 가벼운 만큼 이

송속도가 빠를 경우 허용치 부하보다 더 많은 채터(진동)가 발생하고 고유진동수

차이와 강도 및 경도 약화로 내구성이 약해져 빠른 피드에서는 표면조도가 좋지 않

았지만 이송속도가 느릴 경우 Honeycomb 구조로 충격흡수가 탁월하여 절삭가공

시 발생하는 진동에 영향을 가장 덜 받았다고 볼 수 있다[25].

구분 Fast1 Fast2 Slow1 Slow2 평균

기존제품 1.013 1.0064 0.4606 0.5316 0.7529

3DP 0.939 0.6638 0.58 0.5818 0.69115

Lattice 1.5812 0.9716 0.3924 0.7214 0.91665

<표 4-1> 기존 제품과 제작한 바이트 홀더의 표면조도 실험 평균치

단위 : um

또한 공통적으로 확인 가능한 결과는 피드가 저속일 경우(40mm/min) 거칠기 값

이 고속일 경우 (120mm/min)보다 상대적으로 좋게 나왔음을 알 수 있다.이는 피드

조건이 낮을수록 채터 발생이 덜하여 보다 안정된 절삭력을 보인다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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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Chip의 형상 분석 결과

3장 칩의 형태에 따른 데이터에서 언급된 실험내용을 바탕으로 도출된 결과를

서술하고자 한다. 우선, 절삭가공을 모두 마치고 재질 별로 칩을 모아 <표 3-11>

과 같이 분류하고 그 특성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Chip 형태는 유동형이지만 절입

깊이는 고정이므로 가공속도와 이송속도 조건인 피드에 따라 약간의 차이를 나타내

는데 Chip 의 피치 폭 간격, 감긴 위치나 모양에 약간의 차이가 있음을 볼 수 있었

다.

절입깊이(3mm) 조건 대로 통상 2.5~3.17mm 사이의 너비를 확인하였으며 이 범

위 내에서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다. 측정한 Chip의 형상은 전반적으로 비슷하게

측정 되었으며, 그 중에 표면조도 데이터가 가장 좋았던 피드조건 Slow1의 C타입

(Lattice)의 경우 유동형 Chip의 형태를 나타내었고 Chip의 폭은 0.264mm 로 절입

깊이 조건대로 절삭 되었으며 피치의 폭 간격은 다른 조건들에 비하여 좁은 것을

확인하였다.

반대로 표면조도 데이터가 가장 좋지 않았던 피드조건 Fast1 의 C타입(Lattice)의

경우에도 Chip의 형태는 유동형이었으며, Chip의 넓이는 0.273mm 로 절입깊이 조

건안에 들어 왔지만 전자 현미경으로 확대한 Chip의 내면은 절삭 시 다른 형태에

비하여 더 많은 크랙이 발생한 것을 볼 수 있었다.

Chip의 형태만으로 정확히 판단하기 곤란하여 전자현미경으로 확대하여 칩의 내

면과 외면을 관찰한 결과도 <표 3-11> 에 나타내었다. 표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내면의 형상은 거의 차이가 나질 않으나 가공 조건에 따라 재질 별 외면의 Chip 형

상에 대해서는 절삭 시 피삭재에 마찰력이 영향을 받으므로 약간의 차이가 있고 절

삭력과 표면조도 역시 영향을 받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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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장 결론

본 연구에서는 절삭공구의 종류 중 바이트 홀더를 3차원 적층 제조 기술로 제작

하여 기존 바이트 홀더와의 차이점을 절삭가공과 표면조도를 통하여 알아보았다.

1) 3차원 조형 기술을 이용하여 제작한 바이트 홀더는 솔리드 타입과 경량화 타

입으로 제작하였으며 기존 바이트 홀더 와의 성능 검증을 위해 표면조도 실험을 선

택하였다.

평균적인 표면조도 값은 3차원 조형 기술로 제작한 솔리드 타입의 바이트 홀더가

Ra 0.6912um 로 가장 좋았으며 기존 제품의 바이트 홀더 Ra 0.7529um 과 동등 이

상의 성능을 나타내므로 3차원 조형 기술을 이용한 기존 제품과 비교한 표면조도

성능은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다만 경량화 타입의 바이트 홀더의 경우 피드

조건이 빠를수록 상대적으로 표면조도 값이 가장 좋지 않았는데 이는 무게가 가벼

운 만큼 허용치 부하보다 더 높은 채터(진동)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피드 조건이 느린 경우에는 위상최적화에 따른 허니콤 구조로 인해 충격흡수에 탁

월하여 가장 좋은 표면조도 값을 보였다.

즉, 경량화 타입의 바이트 홀더는 재료 절감으로 인한 생산성은 좋다고 볼 수 있

지만 그만큼 내구성의 낮아지는 단점을 보였고, 한편으로는 절삭 조건에 따라 가장

이상적인 성능을 보일 수 있는 장점이 있으므로 절삭 조건의 니즈와 형상적인 측면

에서 기존 제품에 비해 대응 할 수 있는 범위가 좋기 때문에 3차원 조형 기술을 응

용한 커스터마이징(개인 맞춤형) 제작에 있어도 다품종 소량 생산의 성능적인 측면

의 타당성을 본 연구를 통해서 확인 할 수 있었다.

2) Chip의 형상에 따라 측정한 표면조도와 비교하였을 때 Chip의 두께에서 절입

깊이 조건대로 큰 차이가 없이 절삭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Chip의 배출 형태

에서 기존 제품과 제작한 제품은 유동형의 Chip 이 발생하였으므로 기존 제품과 유

사한 Chip의 발생 형태를 보였으며 가공 조건에 따라 재질 별 외면의 Chip 형상에

대해서는 절삭 시 피삭재에 마찰력이 영향을 받으므로 약간의 차이가 있고 절삭력

과 표면조도 역시 영향을 받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해 3차원 조형기술을 이용하여 절삭공구 종류 중 바이트 홀더를 선

정하여 연구를 진행해본 결과 테스트제품의 성능이 기존 제품을 대체할 수 있는 수

준임을 확인하였으나, 3차원 조형기술을 활용 시 3차원 적층기에 따라 제작이 가능

한 사이즈의 한계와 제작완료 후 후처리 공정이 필수라는 점의 한계점과 어려움도

있었다.

- 맞춤형 제품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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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잡한 형상 제작

- 버려지는 소재 양이 적음

- 초기 제작 시간 단축

- 기능적 요소 적용(경량화, 3차원 채널등)

이러한 특장점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현재로서는 대량의 생산성, 제품의 품질,

품질평가 기준, 등의 사용처에 따른 용도별, 규격별, 수요처의 요구 사항에 대한 체

계적 메뉴얼 갖추기 전까지 이를 완벽하게 대체하기는 힘들다.

향후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조건값의 선행 연구가 필요 할

것이며 실험에 따른 방대한 데이터 수집 및 구축이 필요할 것이다.

산업별 현장에서 응용한 기술을 적용 가능하도록 정부, 지자체, 산업체, 대학, 연

구기관의 체계적인 데이터 네트워크망을 갖추어 새로운 기술 및 실험에 대한 자료

수집의 폭을 넓히면 지금보다 더 나은 3차원 적층 제조 기술의 활용이 가능 할 것

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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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manufacture of bite holder using 3D additive

manufacturing technology

In the manufacturing industry, cutting tools are widely used enough to be

called the backbone of all industries, and are consumable tools used to

manufacture parts and products. And since the performance and lifespan of

the cutting tool determine the productivity, quality, delivery time and price of

the processed product, it determines the competitiveness of the manufacturing

industry.

As such, cutting tools are essential consumer goods for various industries

and research should be conducted in preparation for the fourth industry as

they have a large impact on the manufacturing industry in the future.

Since there is no research on surface illumination when cutting using bite

holders manufactured through 3D Metal Printing Machine, this study aims to

manufacture real-world bite holders with a 3D Metal Printing Machine to

conduct surface illumination tests when cutting materials with two products

and demonstrate whether performance can be replaced by real products.

For this, first, the SUS material of the metal powder was selected after

compar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materials of the existing product and

the characteristics of various materials to be used in the 3D Metal Printing

Machine.

Second, after 3D modeling work through reverse engineering of the

cutting tool to be studied, the 3D modeling data, STL file, was recognized

by the equipment using a 3D Metal Printing Machine. Then, a prototype of

the same shape as the existing product was manufactured by laser melting

process according to the shape with the metal powder material of the PBF

method (solid/lightweight type).

Third, after combining the insert tip with a bite holder made of a 3D

Metal Printing Machine with an existing product and a lightweight bite

holder rather than a solid type, The surface illumination data for the cutting

surface was derived and analyzed through a surface illumination measuring

instrument by cutting the materials from a small shelf under the machining

conditions of rotating speed (250RPM/550RPM), transfer speed (120mm/min,

40mm/min), and depth of pickle (3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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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a result, the average surface illumination value (Roughness) was best

for solid-type bite holders produced by 3D Metal Printing techniques, and

was more than equivalent to that of conventional products.

Therefore, according to the cutting conditions that can show the most

ideal performance, it was confirmed through this study that it is possible to

replace actual products in terms of performance in customizing

(personalized) production using 3D Metal Printing techniq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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