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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스커계 공구를 이용한 초내열합금강의 선반 절삭
Turning of Super Heat Resisting Alloys using Whisker Series Too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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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tting Speed
(V: m/min(rpm))

Feed 
(f: m/rev)

Depth of 
Cut 
(D: mm)

Cutting 
Distance
(L: m)

80
(440)

0.1 0.2 20
0.15 0.2 20
0.2 0.2 20

100
(620)

0.1 0.2 20
0.15 0.2 20
0.2 0.2 20

150
(900)

0.1 0.2 20
0.15 0.2 20
0.2 0.2 20

Density (g/cc) 3.75
Thermal conductivity (W/mK) 20
Young's Modulus (GPa) 400
Poisson's Ratio 0.23
Heat capacity (J/gC) 0.880

1. 서론

Ni 합금강인 Inconel계열 초내열합금강은 내열

성이 우수하고, 경도 및 강도의 우수성과 합금 조성

비의 조절로 다양한 특성을 가지는 제품들 생산이 

가능함으로 인해, 고가이며 난삭재라는 결점에도 

불구하고 그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Inconel 718이 절삭가공이 힘든 이유는 경도가 

다른 난삭재들에 비해 크지 않으나 철(Fe)의 함량

은 줄이고 니켈(Ni)과 크롬(Cr)의 함량을 증가시켜 

인성이 크고 고온 강도가 큰 특성이 있어,  가공 

시 절삭온도에 의해 가공경화가 발생하기 쉬우며, 
공구재료와의 친화성이 높아 여러 형태의 이상마

멸을 촉진시키기 때문이다.1) 이러한 문제점의 해

결을 위하여 절삭공구의 변경으로 가공성을 개선

하거나, 고속가공법을 이용한 가공 특성을 분석하

여 동일계열 합금소재의 가공 특성을 통해 가공성

을 유추한 연구가 있다.2) 본 연구에서는 휘스커계 

공구를 이용하여 Inconel 718의 선반 절삭에서 절삭

속도를 변화시켜 절삭력 및 표면거칠기 등의 특성

을 수치해석과 실험적으로 얻어 그 특성을 상호 

비교한 후 최적절삭조건을 선정하고자 하였다.  

2. 실험조건

선반 절삭실험 조건의 범위를 선정하기 위한  

수치해석 실험조건으로서 절삭속도  (V = m/min)는 

80에서부터 200까지 6단계로, 각 속도에서의 이송

속도(mm/rev)는 각각 0.1, 0.15, 0.2로 설정하였으

며, 각 이송 별 절삭깊이(mm)는 0.1과 0.2로 하였다. 
수치해석 결과를 토대로 한 선반 절삭실험 조건

은 Table 1과 같다. 

3. 수치해석을 위한 공구의 열 민감도 분석

물성 간의 상대비교가 목적으로서 피삭재 물성

Table 1. Cutting Condition for Experimental

을 Inconel 718 (454 Bhn)로 하여 메시 재연성(再演

性)이 좋은 2D Process로  내부의 온도옵션을 조정

하여 민감도 분석을 수행하였다.  
열용량 값에 대한 민감도 평가가 필요하나, 

Al2O3-SiCw와 Al2O3 열전도도의 차이는 20%로서 

실제 온도 변화에 대한 기여도는 낮을 것으로 판단

할 수 있다. 
따라서 FEM 해석 소프트웨어에 탑재된 라이브

러리의 알루미나 공구물성을 수치해석에 그대로 

사용하였으며, 그 외 사용자 정의 공구 물성은  Table 
2와 같은 열전도 관련 데이터를 입력하였다.

Fig. 2는 V=150 m/min, f=0.45 mm/rev, 절삭깊이 

D=0.25mm인 조건에서의 공구의 열 민감도 분석 

예를 나타낸 것이다.

Table 2. Material Properties of  Whisker(Al2O3-Si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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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f D L
Surface 

Roughness
(Ra: ㎛)

Cutting  
Force 

(Ft: N)

80
0.1 0.2 20 3.56 129.038 

0.15 0.2 20 0.52 143.375 
0.2 0.2 20 2.75 120.435 

100
0.1 0.2 20 0.65 94.628 

0.15 0.2 20 4.7 91.760 
0.2 0.2 20 1.93 111.833 

150
0.1 0.2 20 3.34 88.893 

0.15 0.2 20 1.82 48.748 
0.2 0.2 20 4.64 163.448 

Fig. 1 Analysis of tool heat capacity 

4. 절삭공정 시뮬레이션 및 시험을 통한 절삭력 
분석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공구 라이브러리와 피삭

재 물성 라이브러리를 보유한 절삭해석 전용 FEM 
소프트웨어인  AdvantEdge TM FEM (Third Wave 
Systems, 이하 AE FEM)이 사용되었다.  

Fig. 2는 수치해석의 결과로 얻어진 절삭력을 

나타내고 있으며, 해석 결과 절삭깊이 0.1mm의 

대다수 경우에서 절삭공구와 피삭재가 접촉을 하

지 않고 미끄러지는(slipping) 경향이 관찰되어 시

험에서는 배제되었다. 또한 V=120m/min와 

180m/min사이에 있는 대부분의 절삭 조건에서 slip
이 나거나, 절삭력이 안정되지 않고 진동 또는 발산

하는 경향이 관찰되어 선반절삭시험에서의 조건

에서 우선 제외하였다. Table 3은 휘스커계 공구를 

이용한 Inconel 718가공 시험결과를 나타낸 것으로 

수치해석으로 얻어진 결과를 토대로 조건을 재검

토하여 실험을 수행한 후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가공 조건별로 얻어진 절삭력은 절삭속도 단일

조건에 의한 영향보다는 이송속도와의 조합 조건

에 따라 매우 다르게 분포함을 알 수 있다. 특히 

절삭속도 150m/min와 이송속도 0.15mm/rev의 조

합이 가장 낮은 절삭력을 보였고, 표면거칠기 또한 

매우 좋게 측정되었다. 그러나 같은 150m/min의 

속도일지라도 이송을 0.2mm/rev로 설정할 경우 높

은 절삭력이 나타났으며, 표면거칠기도 매우 나쁘

게 측정되었다.

5. 결론

1. 절삭 해석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수치해석의 

수행으로 선반 절삭 시험에서 절삭조건 범위 선정

의 기초를 마련할 수 있었다. 
2. 실험결과, V=150m/min,  f=0.15mm/rev, 
D=0.2mm가 최적 절삭조건으로 판단되었다.

   

Fig.2 Cutting forces obtained by the FEM analysis.
V=80m/min Feed=01,02mm/rev, depth of cut=0.1, 
0.2mm

Table 2. Cutting Forces (N) corresponding to vari-
ous cutting condition

후기

 이 논문은 “2012년 대구경북광역권 선도사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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