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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이중곡면 5축 가공을 위한 가공조건 연구 및 소프트웨어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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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타원은 리드각을 가지는 평엔드밀에 의해 형상화 되며 a는 평엔드밀
의 반지름r과 동일하며 b는 r과 sin(a)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다. 이를
타원 곡률반경식과 연립하여 식(6)을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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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의 우측 그림에서 타원 형상과 원형과의 접점을 원점으로 하
는 x에 대한 y의 식은 식(7)과 같으며 동일 좌표계에서 외각 원형의
식은 식(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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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스킨을 제작할 때에 하중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스킨 표면
을 부분적으로 얇게 가공하며 화학적 에칭이나 기계가공 공정을 사용
한다. 항공기 스킨은 다양한 곡률을 가지는 박판으로 기계가공 보다
화학적 에칭이 공정상 용이하지만 기계가공에 비하여 생산성이 떨어
지는 단점을 가진다.
단일 방향의 곡률을 가진 박판의 경우 곡률이 없는 평탄한 치구에
강제로 펴서 기계가공을 수행이 가능하지만 항공기 동체 테일 콘과 같
(1)
이 스트레칭 성형을 통한 2방향 곡률을 갖는 이중곡면 스킨 의 경우
는 불가능 하며 5축가공이 불가피 하다. 5축가공에서 효율적인 공구자
(2),(3)
세를 통해 커습과 불량을 최소화 할 수 있다.
가공속도의 이점 확보를 위한 측면에서 이 논문에서는 볼엔드밀이
아닌 평엔드밀을 사용한 가공을 전제한다.







2. 5축 가공 방법에 대한 수학적 해석

3. 조건추천 S/W 개발

이송방향 백터와 공구의 축벡터가 이루는 각을 리드각이라고 정의
한다. 평엔드밀을 사용한 가공에서 일정 리드각을 적용하게 되면 가공
단면은 타원의 형상을 가지게 된다.
타원 형상은 두 고정된 점에서 거리의 합이 일정한 점의 궤적을 나
타낸다. Fig 1.에 표기된 것처럼 두 정점 중심을 원점(C)으로 직각 좌
표계를 설정하여 r1과 r2의 합은 주축의 길이와 같음을 식(1)과 같이
나타내며 식(2)를 정의하여 식(3)을 얻는다. 특정위치에서의 곡률반경
일반식은 식(4)와 같으며 이때 특정 위치의 x좌표는 식(5)로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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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외곽 원형의 곡률반경은 가공면의 곡률반경을 나타내며 식
(7),(8)의 차로 커습을 식(9)와 같이 예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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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에 사용 될 공구의 직경, 가공면의 곡률반경, 커습을 대화상자
에서 입력받아 Lead Angle과 Side Step을 계산하여 제시하는 소프트
웨어를 개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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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Lead Angle, Side Step prediction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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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End mill with lead angle & ellipse

Fig. 2. Cusp predi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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