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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국방, 항공, 우주 분야뿐만 아니라 자동차 헤드업 디스플레

이(HUD: head up display), 온도 측정용 적외선 카메라 등 일상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이르기까지 광학 부품이 폭넓게 사용 중이

다. 보다 나은 광학적 특성이나 기계적 특성을 얻기 위해 다양한 

소재부품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반도체 분야, 
적외선 카메라 분야에서 소재부품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선진국에 비해 광학부품 가공기술이 

미비하여 초정밀 가공이 요구되는 부품들은 대다수 수입에 의존하

고 있는 실정이다. 
그 중 적외선 광학계는 초기에 야간에도 사용이 가능하다는 장

점으로 야간 투시경 등 국방산업에 주로 사용되다가, 적외선 관측

을 위한 인공위성 광학계로도 사용되고 있다. 근래에는 물체에 물

리적인 영향을 주지 않으며 반복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이점으

로 반도체 집적회로의 검사장비, 산불감시와 같은 보안용 카메라, 
자동차용 나이트 비젼(night vision)등에 응용되고 있다[1,2].

일반적인 광학소재는 적외선을 투과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적외

선 굴절 광학계의 개발을 위해서는 적외선 파장 영역을 투과시킬 

수 있는 광학 초자를 사용해야 한다[3].
대표적인 광학 초자로 게르마늄(Ge), 불화칼슘(CaF2), 불화 마

그네슘(MgF2), 실리콘(Si) 등이 있다. 그 중에서도 실리콘은 큰 

굴절률을 가지고 있으며, 투과율이 60% 이상으로 IR광학초자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하지만, 다른 적외선 광학 초자에 비해 탄

소함량이 높아 강성이 크고 취성이 있어 난삭재로 분류되어 절삭 

가공 시 공구마모가 심하여 생산성이 떨어지는 등 애로점이 있고, 
비구면, 자유곡면 등의 고부가가치 광학부품으로 개발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단점 때문에 보다 낮은 기계적 특성과 높은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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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에도 불구하고 게르마늄(Ge)을 대체재로 사용하고 있는 상황

이다.
초정밀 광학부품을 제작하는 방법으로 가장 많이 이용되는 가공 

방법이 다이아몬드 공구를 이용한 DTM (diamond turning 
machine) 가공으로, 복잡한 자유곡면 및 비구면 광학부품의 경우 

연마, 연삭공정보다 우수한 생산성을 가지고 있다. 광학 부품으로

써의 기능을 하기 위한 형상 정확도(form accuracy)와 표면조도

(surface roughness)를 만족시키면서 생산성을 확보하기 위한 연

구를 통해 절삭성 개선 혹은 생산성 향상을 위해 극저온 가공, 
MQL (minimum quantity lubrication), 초음파 보조 가공, 고압 

분사 냉각가공, 레이저/플라즈마 보조 가공 등이 개발되었다[4-6].
DTM을 활용한 광학부품 제작은 사양에 따라 다르지만 표면조도 

Ra 10 nm 이하, 형상정도 500 nm 이하의 수준의 표면 품질이 요구

되며, 그 이하의 표면은 MRF (magneto rheological finishing: 자
기유변유체 연마)등의 연삭 공정으로 얻게 된다[7].

레이저 보조가공(laser assisted machining)은 레이저를 조사해 

고온으로 피삭재를 국부적으로 가열시켜 연화시킴으로써 절삭성

을 개선시키는 방식으로 특히 취성재료에 있어 취성파괴가 방지되는 

장점이 있어, 취성이 발생하는 난삭재의 가공에 장점이 있다[8].
본 논문에서는 적외선 광학계 초자로서의 기능성이 우수하나 단

순 절삭가공으로 가공하기 어려운 Si를 DTM과 레이저보조 가공

을 이용한 복합가공을 통해 표면조도를 개선하여 표면조도 Ra 5 
nm 이하를 목표로 최적의 레이저 파워를 찾고자 하였다.

2. 실험 장비 및 방법
2.1 실험장치

적외선 광학계의 초정밀 절삭가공을 위해 자유곡면 광학부품 초

정밀 가공기인 Nanoform Xtc. (Precitech: USA)를 사용하였다

(Fig. 1).
최근 설계, 제작되는 DTM은 최첨단 유정압 이송 슬라이드 및 

이송 제어기술을 바탕으로 가공 시 발생하는 열이나 진동 등의 간

섭요인을 최소화하여 나노 단위의 가공 결과를 얻을 수 있다[5].
실험에 사용된 가공기는 이송축 2개(X, Z Axis)와 회전축 1개

(C Axis)의 3개의 축으로 구성되어 최대 직경 440 mm까지 가공

이 가능하며, 가공기의 이송 분해능은 0.01 nm이며 위치 피드백 

분해능은 8 pm로써 초정밀 터닝 공정에 적합하다. 또한 터닝기반 

장비이나 부속 장비를 add-on하여 milling, raster fly-cutting, 
fast tool servo (FTS), vibration assisted machining (VAM), 
laser assisted machining (LAM) 등의 특수가공이 가능하여 자유

곡면, 마이크로패턴, 회절광학계 등 다양한 광학부품의 제작이 가

능하다. 

Fig. 2는 본 실험에서 사용한 미국 Micro-LAM사에서 개발한 

레이저 보조 가공장비의 tooling system을 나타낸다. 다이아몬드 

터닝장비 전용으로 개발된 장비로써, 주 장비의 tool post에 장착

된다. 소재를 연화시키는데 사용되는 레이저는 1,064 nm파장의 

ND:YAG를 사용하며 최대 출력은 50 W이다. 
Fig. 3과 같이 증폭기를 거쳐 발진된 레이저는 광 파이버를 통해 

빔을 평행하게 만들어주는 collimator와 빔 셰이퍼 렌즈를 투과해 

다이아몬드 공구의 뒷면으로 입사하여 공구와 피삭재의 접촉면에 

정렬되게 한다. 입사된 레이저 에너지의 약 60%가 재료에 흡수되

Fig. 1 Equipment for fabrication – Nanoform Xtc 

Fig. 2 Laser assisted machining equipment – Optimus T1

Fig. 3 Laser-assisted machinin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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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재료가 국부적으로 가열되어, 소재의 풀림 온도(단결정 Si의 경

우 1,000℃부근)까지 도달하고, 연화되어 가공성이 향상된다. 
tool post는 레이저 정렬을 위한 alignment stage로 구성되어 레이

저 초점을 미세조정할 수 있게 되어있다.
초정밀 가공 결과를 검증하기 위한 측정평가는 매우 중요하다. 

주로 미세촉침으로 표면을 긁어 측정하는 접촉식과 비접촉방식으

로 반사광의 간섭의 비율을 정량적으로 측정하는 광파 간섭계로 

가공 품질을 평가한다. Fig. 4는 본 실험에서 사용된 측정 장비로 

미국 Taylor Hobson사의 PGI Freeform XL을 나타낸다.
측정기의 최대 측정범위는 200 × 200 mm, 측정 높이는 최대 

28 mm까지 가능하며 최대 55°의 경사면을 측정할 수 있다. PGI 
Freeform은 Windows를 기반으로 하는 간단한 조작과 분석이 가

능하고, 내장된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DXF, IGES, STEP과 같

은 CAD 데이터, 비구면 방정식 등의 설계데이터를 입력하여 실제 

측정 데이터와 비교하여 보상가공을 위한 CAM 데이터를 생성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초정밀 가공에서의 정밀도 향상에 유리하다.

2.2 실험방법
자유곡면 초정밀 가공기(DTM, Nanoform Xtc., Precitech : 

USA)와 레이저 보조가공 장비(LAM, Optimus T1, Micro-LAM 
: USA)를 사용하여 Si 평면 시편을 가공하였으며, 가공면은 광부

품 표면 측정기(PGI Freeform XL, Taylor hobson : USA)를 이

용하여 형상정확도(PV : peak to valley)와 표면 거칠기(Ra)를 측

정하였고, 가공 전후 다이아몬드 공구의 nose tip 형상을 분석하여 

마모도를 정성적으로 평가하였다.
또한, 실험결과에 미치는 외부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온도 20

± 1℃, 습도 60%로 관리되는 가공실에서 실험하여 온도에 의한 

영향을 최소화하였다.

절삭조건은 Table 1에서 정리한바와 같이 황삭을 완료한 지름 

40 mm의 평면 Si 시편을 주축회전속도 3,000 RPM, 이송속도 

3 mm/min, 절삭깊이 2 µm로 고정하고 레이저 파워를 변경하여 

각 레이저 조건마다 3회 가공하여 표면조도와 형상정도를 측정하

였다. Fig. 5는 황삭이 완료된 시편을 나타낸다.
레이저보조 가공을 이용한 다이아몬드 터닝 복합가공을 위해서 

별도의 특수제작한 공구를 사용하였다. 공구는 레이저의 투과와 

난반사 방지를 위해 단결정 다이아몬드로 제작되며 레이저 정렬을 

위해 rake angle이 부가되어 있다. 이번 실험에서는 35°의 rake 
angle이 적용된 공구를 사용하여 실험하였다. Fig. 6은 레이저보조 

가공을 적용하여 시편을 가공하는 모습을 나타낸다.

Fig. 4 Equipment for measurement – PGI Freeform 

Table 1 Experimental condition of Si machining

Parameter Cutting condition
Cutting speed (RPM) 3,000
Feed rate (mm/min) 3
Depth of cut (µm) 2
Laser power (W) 0, 5, 10, 15, 20

Tool nose radius (mm) 0.5
Cutting fluid Oil mist (MQL)

Tool rake angle (deg) 35

Fig. 5 Specimen of experiment

Fig. 6 Diamond turning with laser assisted mach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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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레이저 보조 가공 실험 결과 및 고찰
앞서 실험방법에서 전술한 대로 레이저 파워를 변수로 하고 절

삭속도, 이송속도, 절삭깊이를 고정하여 레이저 보조가공을 이용하

여 Si 시편을 초정밀 가공하였다.
초정밀 가공 공정에서는 절삭유를 미스트 형태로 분사하여 다이

아몬드 바이트의 손상을 최소화 하도록 하고, 공작물의 칩 배출을 

용이하도록 하였다. 이때 초정밀 가공된 표면의 형상정도 및 표면

조도 목표치는 peak-to-valley (Rt) 250 nm 이하, 산술평균거칠기 

기준(Ra) 5 nm 이하를 목표로 하였으며, 가공 전후의 공구 상태를 

10배율로 촬영하여 마모도를 정성적으로 평가하였다.
Fig. 7은 레이저 파워에 따른 가공전후의 다이아몬드 바이트의 

마모상태를 나타낸다. 레이저를 보조가공을 사용하지 않고 가공하

였을 경우의 마모도가 가장 심하고, 15 W 이상의 레이저 파워에서

는 마모가 오히려 심해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가공된 시편의 표면 측정결과를 Table 2의 표와 Fig. 8의 그래프

로 정리하였다. 레이저파워를 15 W로 적용하여 가공하였을 경우

가 표면조도(Ra) 2.92 nm, Rt 39.8 nm으로 가장 우수한 표면을 

얻을 수 있었다.
레이저 보조가공을 적용하지 않고 가공하였을 때(0 W) Ra 4.17 

nm, Rt 178 nm의 결과를 얻었으나, 레이저 파워 20 W에서 Ra 
6.28 nm, Rt 90.3 nm의 결과를 얻어 오히려 레이저 보조가공을 

(a) Before cut - 0 W (b) After cut - 0 W

(c) Before cut - 5 W (d) After cut - 5 W

(e) Before cut - 10 W (f) After cut - 10 W

(g) Before cut - 15 W (h) After cut - 15 W

(i) Before cut - 20 W (j) After cut - 20 W

Fig. 7 Diamond bite condition

Table 2 Surface quality depending on laser-assisted machining

Laser power
(W)

Surface roughness
(Ra, nm)

Form accuracy
(Rt, nm)

0 4.17 178
5 4.59 330
10 2.97 72.9
15 2.92 39.8
20 6.28 90.3

Fig. 8 Graph of surface roughness and form accuracy depending 
on laser 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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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하지 않았을 때 보다 표면조도가 나빠지는 경향을 확인하였다.
전반적인 표면의 상태를 분석하기 위해 필터를 적용하기 전의 

거칠기 프로파일을 분석해보았다. Fig. 9에서 레이저 파워에 따른 

가공 결과 프로파일에서 X축은 cut off 길이(µm), Y축은 표면 거

칠기(nm)을 나타낸다. 레이저 보조가공을 적용하기 전에는 중심으

로 갈수록 볼록해지는 거칠기 프로파일 형태를 나타내었고, 레이

저 보조가공을 적용하여 가공한 경우, 중심으로 갈수록 오목해지

는 표면 거칠기 프로파일을 경향이 나타났으며 레이저 파워가 강

해질수록 오목해지는 정도가 커지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는 레이저보조 가공을 적용하지 않을 경우, 절삭가공에 따른 

공구의 마모로 인하여 중심으로 갈수록 볼록해지는 형태의 표면양

상을 나타내는 것으로 생각되며, 레이저 보조가공을 적용할 경우 

레이저로 인해 연화되면서 열변형이 일어난 상태에서 가공되며 추

후 냉각되어 수축된 것으로 생각되나, 이러한 표면 프로파일 트렌

드가 나타나는 원인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할 것

으로 판단된다. 레이저 파워에 따른 표면 거칠기 프로파일은 Fig. 
9와 같이 정리하였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적외선 광학초자로서 우수한 기계적, 광학적 특성

을 가지고 있으나 기계적 가공성이 나빠 양산하기 어렵던 소재인 

Si의 절삭을 위하여 광학부품 제작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DTM을 

이용한 선삭가공에 레이저 보조가공을 적용하여 가공실험을 진행

하였고, 가공된 시편을 접촉식 표면 측정기(PGI Freeform)를 이

용하여 측정한 결과, 기존의 DTM만을 사용한 가공에서는 표면거

칠기(Ra) 4.17 nm, 형상정도(Pt) 178 nm의 결과를, 레이저 파워 

15 W에서 표면거칠기(Ra) 2.92 nm, 형상정도(Pt) 39.8 nm의 결

과를 얻음으로써 레이저 보조가공을 이용한 표면품질개선이 가능

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가공 완료 후의 공구마모상태를 확대 촬영

하여 확인한 결과, 육안으로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 레이저 보조가

공을 적용하였을 경우 공구의 마모가 감소한 것이 확인되었다. 레
이저 파워가 약하거나, 너무 강할 경우에는 레이저 보조가공을 적

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가공표면이 오히려 좋지 않아 최적의 레이

저 파워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함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광학부품 등 고부가 부품의 품질향상을 위해 레이저 보조가공을 

적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후에는 레이저 보조가공 관련 파라

미터와 전통적인 기계적 가공 파라미터 사이의 연관성 분석 및 최

적화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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