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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자동차 시작차 시트, 귀중품 포장용 박스 등의 소량 다품종 

분야에서는 금형 제작에 따른 성형가공 비용이 과다하여 폴리우레

탄 폼 소재를 직접 NC 밀링 가공하여 제작한다. 특히 문화재나 

미술품 등의 귀중품 운반용으로 사용되는 폴리우레탄 또는 폴리스

틸렌 소재 포장 지지틀 블록은 귀중품을 외부 충격으로부터 충분

히 보호할 수 있도록 귀중품 외곽 표면 형상을 기초로 유격, 눌림 

등을 고려한 보정 여유를 주어 이에 알맞도록 디자인하여 그 표면

을 NC 밀링으로 가공하여 제작한다. 이때 형상정밀도가 열악하여 

과대한 압박을 받는 부위에서는 변형이 생기고, 충분한 접촉 없이 

틈새가 생기는 경우에는 외부 진동을 차단하지 못하여 내용물에 

스크래치나 균열 등의 손상을 일으키기 때문에 표면의 형상정밀도

가 매우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부드러운 소재의 폼은 NC 밀링이나 4축 NC 

라우터를 이용하여 가공하게 되는데, 금속이나 딱딱한 재료를 가

공할 때와는 달리 커터 날에 침상 돌기가 부착되어 있는 특수 공구

를 사용하며, 가공시 공작물에 쿠션 변형이 생긴다.
이러한 특수 가공에 대해 Kim[1] 등은 비교적 경한 에폭시 발포

재 폼을 NC가공할 때 공작물의 표면거칠기를 높이려는 노력의 일

환으로, 적정한 주축회전속도, 축방향 절입깊이, 스텝 오버, 공구 

경로 패턴 등의 가공조건을 실험적으로 구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Min[2]과 Zhang[3] 등은 소프트한 폴리우레탄 폼 소재를 NC밀링 

가공할 때, 특수 제작된 공구와 공작물과의 접촉면 변형을 고려하

여 공구 오프셋 량을 실험적으로 구하기도 하였다. 또한 Shim[4] 
등은 포장 지지틀 소재로 사용되는 폴리우레탄폼의 충격 흡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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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연구로 강구를 낙하시켜 감속되는 속도를 통해 충격 흡수율

을 산출하기도 하였으며, Kim[5] 등은 포장 신뢰성 시험에 관한 연구

로 에어컨 실외기를 폴리우레탄 폼으로 포장한 상태에서 이를 낙하

시키는 과정을 시뮬레이션을 통해 CAE 해석하였으며, 그 결과를 

통해 포장 지지틀의 취약점과 보강 방안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아직 부드러운 폴리우레탄 폼을 가공할 때 형상정밀도를 

고려하여 쿠션 변형이 적게 되도록 가공조건을 결정한 연구 사례

는 없으며, 지지틀 표면의 틈새나 죔새 부위가 어떤 영향을 주는가

에 대해 연구한 사례는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귀중품 포장 지지틀 소재로 가장 널리 사용되

는 폴리우레탄 폼에 대하여 표면의 형상정밀도를 잘 유지하기 위

한 NC가공조건을 결정하는 방법에 대하여 연구하였으며, 다구찌 

기법6, 7]을 이용하여 4가지 가공조건 인자들을 단순화된 실험 모형

을 통해 최적 가공조건을 찾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2. 포장 지지틀 가공 시스템
2.1 포장 지지틀 가공 시스템 구성 및 절차

일반적으로 자동화된 포장 지지틀 제작은 Fig. 1과 같은 과정을 

거친다. 3D 스캐너를 이용하여 포장 대상물 표면의 3D 스캔 데이

터를 수집하고, 수집된 3D 데이터를 바탕으로 지지틀 폼의 형상을 

디자인한다. 이때 내용물과의 접촉부 곡면에 대해서는 틈새, 탄성 

여유, 물림 등을 고려하여 곡면을 보정한 후, NC가공을 위한 공구

경로 데이터를 생성한다. 그리고 나서 이 NC데이터를 NC밀링머

신에 입력하여 테이블에 장착한 절삭 작업을 실시하여 지지틀 폼

의 가공을 완료한다. 그 다음 후속 작업으로는 포장 지지틀을 구성

하는 여러 부속 요소들을 조립한 후 내용물을 지지틀 내부에 안착

시켜 포장한다. 이때 지지틀 소재로 널리 사용되는 폴리우레탄 폼

은 매우 부드럽고 접촉하고 탄력이 있으면서도 온도 변화 안정성, 
화학적 안정성, 충격 및 진동 안정성이 있는 소재를 사용하는데, 
Table 1은 폴리우레탄 소재와 EVA (ethylen-vinyl acetate)폼의 

2가지 소재에 대하여 대표적인 3가지 물성치를 비교하여 나타낸 

것이다.
한편 Fig. 2(a)는 스캔된 3D 데이터를 바탕으로 지지틀에 내용

물을 적재시키기 위한 곡면을 디자인한 사례로 이때 틈새와 공차, 
여유 등을 고려하여 곡면형을 보정하는 작업이 이루어진다. 디자

인 과정이 완료되면, Fig. 2(b)와 같은 상형과 하형의 2가지 곡면

으로 분리하며, 각각의 곡면에 대해서는 Fig. 2(c)와 같이 NC가공

을 위한 절삭경로 산출 과정을 거치는데, 여기서 사용하는 공구는 

그림 (c)의 오른편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표면에 침상 돌기가 부착

되어 있고 공구의 하단 끝은 구면으로 형성되어 있는 볼엔드밀 형

태의 특수 공구를 사용한다.

3D Scanning Photograph

Design of Support Frame based on 3D Scanned Data

NC Data Generation for Machining of Support Frame

Machining of Support Frame

Packaging Work and Investigation

Assembly of Fabrication Element with Support Frame

Fig. 1 Sequence diagram of packaging support

Table 1 Properties of two packaging support materials

Materials Polyurethane foam EVA foam
Conductivity 

(∙  ∙  )
0.024 0.038

Elastic Modulus
() 0.34 0.49

pH 6.7 6.3

 

(a) Design process of packaging frame

 

(b) Sculptured surface located in packaging frame

(c) NC data generation for machining

Fig. 2 Design and machined sample of support fr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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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폴리우레탄 폼의 최적 가공조건 탐색 방법
폴리우레탄 폼은 가공할 때 특수한 공구를 사용하기는 하지만 

여전히 쿠션에 의한 공작물 변형량이 많기 때문에 적정한 가공조

건으로 가공하지 않으면 예측하지 못하는 열악한 형상정밀도가 나

타난다. 그리고 가공조건도 이송속도나 스핀들 속도뿐만 아니라 

가공 방향, 공구 축방향 절삭깊이, 경로간 간격 등 많은 인자들을 

동시에 고려하여야 하는 복잡한 문제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미 경험적으로 전문가 집단을 통해 축적되어 있는 가공조건들을 

토대로 형상정밀도에 주된 영향을 미치는 특성을 고려하여 보다 

최적화된 가공조건을 탐색하고자 하였으며, 이들 가공조건을 탐색

하기 위한 실험 과정으로는 각 인자의 영향력을 쉽게 평가할 수 

있는 다구찌 기법[6, 7]을 적용하였다. 다구찌 기법을 이용하게 되면, 
가공조건 각각의 인자에 대한 영향은 S/N비로 정의되는 가중치 

형태로 나타낼 수 있는데, 형상 정밀도의 오차 값이 작을수록 높은 

수준의 결과가 되므로 아를 망소(lower is better) 특성값으로 나타

낼 수 있다. 따라서 형상정밀도를 구속조건(constraint)으로 하면

서 여러 번(N번) 실험한 결과 값들을 국소인자로(local factor)로 

대입하여 얻은 S/N비 반응표를 통해 어느 조건이 우수한지를 찾을 

수 있다. S/N비 반응표에서 망소 특성은 값이 작게 나오는 것이 

가장 좋은 인자 수준에 해당하므로 반응표에서 작은 값에 대응하

는 가공조건을 찾으면 이것이 주어진 실험영역에서는 최적의 조건

이 된다. 여기서 형상 정밀도는 원본 3D 모델 데이터와 가공이 

완료된 시편의 3D 모델 데이터(target data)와의 형상 거리차로 

정의하여 표현하였다. 그리고 가공이 완료된 시편의 3D 데이터는 

T-Scan[8]을 이용하여 수집하였으며, 형상의 비교는 3차원 형상 분

석 프로그램인 Geomagic Control X[9]를 통해 타겟(target) 데이

터와 레퍼런스(reference) 데이터 사이의 형상 거리차의 평균이 프

로그램에서 환산되도록 하였다.

3. 최적 가공조건 탐색 실험 및 고찰
3.1 가공조건 탐색 실험 장치 및 조건

최적 가공조건을 탐색하기 위한 초기의 가공조건은 형상 정밀

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인자를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경사방

향 공구경로 패턴(tool path pattern)과 스텝오버(step over)의 2
개 인자에 대해 실험하였다. 실험은 Fig. 3에서 보이는 바와 같은 

Tinyrobo사의 TinyCNC-6060 밀링머신과 Table 2 규격의 (주)
태산솔루젼스 제작 발포소재용 엔드밀을 사용하였다.

여기서 가공 모델은 Fig. 4에서 보이는 바와 같은 경사진 모델을 

대상으로 완만한 경사부(경사각 12°), 급격한 경사부(경사각 60°), 
코너부 등 3가지 부위에 대하여 실시하였다. 그리고 사용된 초기 

가공조건은 이미 경험적으로 실제 현장의 가공에서 적용되고 있는 

Table 3과 같은 3가지 조건으로 로 하였으며, 가공 상태의 안정성

을 검토하기 위한 수단으로는 표면 거칠기 측정을 통해 확인하는 

것으로 하였는데, Mitsutoyo SJ-400 측정기를 이용하여 가공이 

완료된 9개의 샘플에 대해 완만한 경사부(경사각 12°), 급격한 경

사부(경사각 60°), 코너부 각각에 대해 동일한 위치를 선정하여 컷

오프 값을 8 mm로 적용하여 측정하였다. 
한편 3차원 형상 정밀도 측정은 가공 완성품의 동심도 평가를 

염두에 두고, Fig. 5와 같이 구면, 원통면의 2가지 모양을 대상 모

델로 선정하였다. 가공조건은 구면 형상에서 급격한 경사부를 고

려하여 Table 3에서 설정된 3가지의 조건에 대하여 가공패턴에 

따른 형상 정밀도의 변화값을 다구찌 기법에 의한 S/N비로 산출되

Table 2 Size specification of foam endmill

Shank diameter D1 10 mm Body diameter D2 15 mm
Blade Diameter D3 16 mm Blade accuracy 50 m

Blade length 80 mm Sank length 50 mm
Particle height 0.5 mm Particle width 1.4 mm

Size parameter

Table 3 Three kinds of initial machining condition setting

Conditions 
factor unit

Comparison conditions
I II III

Spindle speed rpm 1,800 2,000 2,200

Feedrate mm/min 1,000 1,250 1,500
Step over mm 0.5 0.6 0.7

Pattern direction X-axis Y-axis Diagonal

 

Fig. 3 NC milling machine used for machining experiment

 

Fig. 4 Surface model used for inclined mach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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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하였다.
한편 가공 패턴은 구면 형상 모델의 경우 라스터(raster) 가공을 

통해 직선 왕복 운동하는 패턴과, 나선형(spiral) 가공을 통해 구면

을 나선형 경사를 따라 엔드밀이 내려오면서 가공하는 패턴의 2가

지를 적용하였고 이들 모델에 대해서는 형상 정밀도와 동심도 모

두를 측정하여 비교하였다. 
본 실험의 가공조건과 형상 정밀도를 다구찌 기법에 의한 망소 

특성값(S/N 값)으로 산출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각각의 가공

조건에 따라서 S/N비는 최대 280%까지의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3.2 가공조건 탐색 결과 및 고찰 
Table 4의 결과에서 망소 특성값이 작게 나타나는 경우를 기준

으로 최적 가공조건을 검토해 볼 때, 우선 완만한 경사부 가공의 

경우, 스핀들속도는 Table 3에서의 III번 조건(2,200 rpm)이 적합

하며, 스텝오버 양은 I번 조건(0.5 mm)이 가장 적합하고, 이송속

도는 I번 조건(1,000 mm/min)이, 그리고 패턴은 I번 조건(X축 방

향)이 적합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여기서 각 가공조건마다의 상대적인 영향성을 살펴보면, 

스핀들속도와 패턴의 경우에는 각 조건마다의 그다지 차이가 크지 

않으나, 이송속도와 스템오버의 크기는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급격한 경사부 가공의 경우는 대부분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 스핀들속도는 III번 조건(2,200 rpm)이 적

합하지만, 스텝오버 양은 I번 조건(0.5 mm)이 가장 적합하고, 이
송속도는 II번 조건(1,250 mm/min)이, 그리고 패턴은 III번 조건

(대각선 방향)이 적합하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코너부 가공의 경우도 대부분 최대값과 최소값과의 차이가 

전반적으로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 스핀들속도는 III번 조건(2,200
rpm)이 적합하지만, 스텝오버 양은 II번 조건(0.6 mm)이 가장 적

합하고, 이송속도는 III번 조건(1,500 mm/min)이, 그리고 패턴은 

I번 조건(X축 방향)이 적합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들에 비추어 볼 때, 실제 현장에서 곡면의 유형에 

관계없이 가공할 경우에는, 완만한 경사부, 급격한 경사부, 코너부 

등의 모양 요소를 모두 포함하는 곡면형을 가공하는 경우로 생각

하여 전반적인 S/N값의 분포도 경향을 고려하여 가공조건을 설정

하는 것을 추천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실험에서 대상으로 하고 있는 

환경 조건에서는 스핀들속도는 III번 조건(2,200 rpm)이, 이송속

도의 경우는 II번 조건(1,250 mm/min), 스텝오버는 I번 조건(0.5
mm)이, 그리고 패턴은 III번 조건(대각선 방향)이 적정한 조건이

라 판단할 수 있다.

3.3 가공패턴에 따른 형상 정밀도 측정 결과 및 고찰
앞에서 추천된 가공조건에 대하여 가공물 형상에 따른 가공패턴

의 가공 특성을 검증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Fig. 5(a)에서 보이

는 구면 및 원통면의 2가지 모델에 대하여 형상정밀도를 검토하였

다. 원통면 모델에 대해서는 X방향 가공패턴과 Y방향 가공패턴을 

실험하였고, 구면 모델에 대해서는 직선가공 방향과 와선형 방향

의 가공패턴을 적용하였다. 이때 가공한 제품의 형상 정밀도는 3D 
스캐너로 측정하였고 이를 CAD 원형 모델과 비교하여 Fig. 5의 

(b)~(e)와 같은 오차 분포도로 나타냈다. 그 결과 형상 오차(가공물

의 변형량)은 경사도가 큰 부위 또는 코너부에서 많이 발생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이들 스캔된 데이터를 Geomagic Control X 프로그램에 

Table 4 Daguchi coefficient Result (Calculated S/N ratio)

S/N
ratio

Spindle speed (Lv. 1/2/3) Feedrate (Lv. 1/2/3)
Step Over (Lv. 1/2/3) Pattern (Lv. 1/2/3)

Gentle
slope

15.0 19.2 14.7 14.1 14.8 22.7
13.5 21.8 15.7 14.8 16.9 16.1

Sudden
slope

23.8 22.1 8.0 18.6 8.2 22.0
8.4 21.1 17.5 18.0 19.1 8.5

Corner
10.6 12.6 3.1 9.3 8.8 4.1
9.1 4.4 8.4 4.4 9.0 9.6

 

(a) Two kinds of 3D model for machining verification

(b) Straight direction path 
applied for spherical model

(c) Spiral direction path applied 
for spherical model

(d) X-direction path applied for 
cylindrical model

(e) Y-direction path applied for 
cylindrical model

Fig. 5 Form accuracy error for recommended con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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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하여[9,10], 원래의 CAD모델과 측정된 cloud data와의 회귀분

석 곡면의 중심좌표 편심 값을 구해 이를 구면과 실린더의 동심도

로 구했는데, 그 결과는 Table 5와 같다. 여기서 동심도는 가공된 

곡면에 대한 형상 정밀도 오차의 산포도로 볼 수 있는데, 이 결과를 

통해 가공패턴에 따른 형상 정밀도를 평가해 보면, 원통면을 X방

향으로 가공할 때가 0.5039 mm로 가장 오차가 크게 나타났으며, 
구면을 와선형 방향으로 가공할 때는 0.1749 mm로 가장 적게 나

오고 있어서 구면을 와선형으로 가공할 때의 형상정밀도가 가장 

우수하게 됨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가공 패턴에 관계없이 구면과 

원통면의 가공만을 비교해보면, 구면을 가공할 때의 형상정밀도

가 원통면을 가공할 때보다 우수함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가공

물 형상의 특성상 가공 경로의 경사도나 스템오버 양의 변화가 

적을수록 형상정밀도도 우수하게 나타남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4. 결 론
자동차 시트나 귀중품 포장용으로 사용되는 폴리우레탄 소재는 

형상 정밀도를 유지하면서 절삭하기가 쉽지 않다. 그 때문에 가공

조건은 생산속도보다는 형상 정밀도를 잘 유지하기 위한 값으로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포장 블록이 안정성 있게 내용

물을 지지할 수 있도록 접촉 표면의 형상 정밀도를 잘 유지할 수 

있는 가공조건을 탐색하였다. 
가공조건으로는 이송속도나 스핀들속도뿐만 아니라 가공 방향, 

공구 축방향 절삭깊이, 경로간 간격 등의 많은 인자들이 복합적으

로 작용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현장에서 오랫동안 전문가 집

단을 통해 축적되어 있는 가공조건들을 초기조건으로 하면서, 여
기에 형상 정밀도에 영향을 미치는 특성을 다구찌 기법에 의한 망

소 특성값을 고려하여 이들 분석결과를 통해 최적의 가공조건을 

탐색하였다.
그 결과 완만한 경사부 가공의 경우, 스핀들속도는 2,200 rpm이 

적합하며, 스텝오버 양은 0.5 mm이 적합하고, 이송속도는 1,000
mm/min이, 그리고 가공패턴은 X축 방향이 적합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급격한 경사부 가공의 경우에는 스핀들속도와 스텝오

버 양이 완만한 경사부 가공의 경우와 비슷하지만, 이송속도는 

1,250 mm/min이, 그리고 가공패턴은 대각선 방향이 적합함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코너부 가공의 경우에는, 스핀들속도와 가공패

턴은 완만한 경사부를 가공할 때와 유사하지만, 이송속도는 1,500
mm/min로, 스텝오버 양은 0.6 mm의 큰 값으로 가공하는 것이 

적합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이들 결과들을 종합해 볼 때, 완만한 경사부, 급격한 경사

부, 코너부 등이 모두 포함되는 곡면형을 가공하는 경우에는 이송

속도는 1,250 mm/min, 스핀들속도는 2,200 rpm, 스텝오버는 0.5
mm, 그리고 가공패턴은 대각선 방향을 선택하는 것이 우수함을 

밝힐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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