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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1.

방전가공(Electrical discharge machining, EDM)
은 전극과 가공물간의 전기적인 스파크 방전으로

인한 열로 공작물을 가공하는 특수가공중 하나이

다 방전가공법은 공작물의 경도와 강도에 관계없.
이 가공이 가능하기 때문에 스테인레스 스틸

이나 초경합금 과(Stainless steel) (Tungsten carbide)
같은 난삭재 가공에 적합하다.
방전가공은 일반적으로 특정 형상을 가지고 있

는 전극을 방전을 통해공작물에형상화 하는 형조

방전가공 이 대부분이나 이러한(Die-sinking EDM)
경우 방전에 의한 전극의 마모가 문제가 될 수

있어 정밀가공이 어렵다 반면 와이어를 전극으로.
사용한 와이어방전가공(Wire Electrical discharge

은 가공 중에 연속적인 와이어machining, WEDM)
의공급이 일어나 전극의마모를방지 정밀한형상,
가공에 적합하다.
방전가공은 가공 진행 상태에 따라 가공물의

표면엔 크레이터 들이 남게 된다 일반적인(carter) .
경우가공물의좋은 표면조도를위하여 높은 전기

에너지를 사용하여 황삭 가공을 진행한 후 좀 더

낮은 전기에너지로 정삭가공을 하게 된다 이러한.
정삭가공이 진행될수록 크레이터가 작아지고 좋

은 표면 조도를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인.
와이어 방전가공을 통하여 높은 수준의 표면조도

에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와이어방전가공을 통하여 스테

인레스스틸에 렌티큘러 형상을 가공하(lenticular)
였다 가공된 렌티큘러 형상의 표면조도를 높이기.
위하여 전해 연마작업을 추가로 시행하였다.1

실험장치및실험방법2.

Fig. 1 Micro Wire-EDM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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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s

Electrode: Brass wire Workpiece: STS304

Discharge circuit

Type: RC
Voltage: 100V Capacitance: 4.7nF

와이어방전가공을이용한렌티큘러형상가공
Micro lenticular structure using wire-ED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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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및분석3.
본 실험에서는 와이어를 전극으로 사용하여 렌

티큘러 그루브 형상을 가공하였다 연속적으로 이.
송되는 와이어와 스테인레스 스틸 공작물 사이에

인가된 전압은 였으며 축전용량은 이100 V 4.7 nF
다 전해 연마의 경우 의 축전용량에서. 80 V, 0 pF
5 m 반복 가공하였다 와이어의 지름은m/s . f 250
m 이다 가공이 완료된 렌티큘러 형상의 지름은m .
f 280 m 이다m .2

(a)

(b)

(c)
Fig. 2 The lenticular SEM images ofmachined STS304

는 가공이 완료된 렌티큘러 그루브의 전자Fig. 2
주사현미경 사진이다 기존의 스테인레스 스(SEM) .
틸 표면과 가공된 면을 비교 하였을 때 매끈한

표면을 확인 할 수 있다 표면조도의 경우 값은. Ra
로 측정되었다 의 사진에서 표면에425nm . Fig. 2 (C)

부분적으로 생성된 움푹한 형상은 스파크 때문에

일어난 표면 손상이다 전해 연마가 일어날수록.
사용한 연마 가공액내의 이온이 많아져 낮은전압

에서도 스파크가 일어나게 되어 가공면에 일어나

는 현상이다.3

결론4.

와이어 방전가공은 난삭재를 비접촉식으로 가

공할 수 있는 특수가공법이다 이를 통하여 렌티큘.
러 그루브 형상을 가공하였다 그러나 방전가공의.
특성상 높은 수준의 표면조도를 얻기가 어렵다.
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표면 전해 연마법을

이용하여 가공면의 표면조도를 더욱 개선하였다.
이는 다른추가 가공장비를필요로 하지 않고기존

와이어 방전 시스템에서 전압 인가만을 통하여

표면 조도를 높일 수있는 방법으로 앞으로도다양

한 방전가공 분야에서 사용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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