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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 자동차, 항공, 조선 등 첨단 산업의 발전과 

더불어 고경도 경량소재의 사용이 급격히 늘어나

고 있다. 하지만, 이들 소재는 가공하기 힘든 난삭재

로 분류되고 있어 가공성 및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고효율 난삭재 가공기술 개발이 필요하다. 
한편, 친환경 제조라는 글로벌 트렌드에 대응하기 

위해 절삭유를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 가공기술 

또한 주목받고 있다1). 친환경 가공기술에는 레이

저 및 플라즈마 보조가공, MQL(Minimum Quantity 
Lubrication), 극저온 가공 기술(Cryogenic machining) 
등이 있다. 레이저와 플라즈마 보조 가공은 고온의 

에너지로 가공부를 예열하여 가공하는 기술이며 

MQL은 절삭유를 미스트 형태로 분사하여 극소량

으로 가공하는 기술이다. 극저온 가공 기술은 액화

질소를 이용한 냉각 방식으로 환경에 무해한 친환

경 가공 기술로 분류된다.
본 연구에서는 MQL과 극저온을 이용한 가공기

술을 기존에 사용되어지는 건식과 습식가공을 비

교하여 마모와 절삭력에 대한 경향을 분석하였다. 
또한 MQL과 극저온을 혼용한 가공 실험을 수행하

여 결과를 비교하였다.

2. 실험 장치 및 방법

건식, 습식, MQL, 극저온 가공기술 실험을 위해 

3축 공작기계(DMG NVD4000)를 사용되었다. 
MQL 시스템은 Unistkorea사의  UNIMAX201F, 극
저온 냉각 방식에는 액화질소(LN2)가 사용되었

다. 절삭력 측정과 공구 마모 분석을 위하여 공구 

동력계(Kistler, 9272)와 광학 현미경(Olympus, 
BX60M)을 이용하였다.  

가공 소재는 100mm*100mm 크기의 티타늄 

(Ti-6Al-4V) block을 사용하였다. 공구는 Sandvic
의 비코팅 초경 인서트를 사용하였고 페이스 커터

에 1날만 장착하여 평면가공을 실시하였다. 가공

속도에 따른 가공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두가지 

절삭속도 50m/min(저속가공)과 80m/min(고속가

공)를 선택하였으며 자세한 실험조건은 Table 1에 

표기하였다.
극저온 냉각 방식에 사용된 액화질소는 2.5bar 

의 일정한 압력으로 인서트와 소재의 초기 접촉면

에 분사하며 MQL은 3ml/min의 유량으로 Fig.1과 

같이 노즐이 위치하도록 구성하여 실험하였다.

Cutting speed m/min 50 80

Feed per tooth mm/tooth 0.15

Axial depth of cut
Radial depth of cut

mm
mm

2
16.7

Table 1 Machining conditions

Fig. 1 Nozzle positions for MQL and cryogenic ma-
ch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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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절삭력 및 공구 마모

Fig. 2은 냉각 방식에 따른 절삭력을 나타낸 그래

프이다. 저속가공에서는 습식의 절삭력이 1005N
으로 가장 작게 나왔고, 고속가공에서는 극저온 

냉각 방식이 869.2N으로 가장 작게 나왔다. 건식과 

극저온 방식은 절삭속도 증가에 따라 절삭력이 

감소하고 나머지 냉각 방식은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W. Zhao2)는 Ti6Al4V가공 할 때 절삭속도

(180~300m/min) 변화에 따라 건식과 MQL 방식의 

절삭력이 증가하는 것을 보였다. 건식가공의 경우 

Fig. 3에 나타난 것과 같이 고속가공시에 인서트에 

구성인선이 발생했다. 건식가공의 절삭력을 보면 

고속에서 감소한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구성인선

으로 인해 유효경사각의 증가로 마찰력이 감소해 

절삭력의 저하를 가져온 것으로 보인다.3) M. J. 
Muammer4)는 극저온 방식으로 AISI 304 stainless 
steel 가공(절삭속도: 60~220m/min)에서 절삭력이 

절삭 속도와 비례하게 증가를 보였지만 Fig. 2의 

극저온 냉각 방식의 결과를 보면 절삭 속도 증가에 

따라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소재특성에 

따른 영향으로 보이며, 절삭속도 증가에도 마모가 

적고, 절삭력이 32% 감소한 것으로 보아 고속에서 

극저온 냉각 방식이 효과적인 것을 알 수 있다. 
극저온과 MQL을 혼합한 냉각 방식의 경우 MQL

과 극저온 가공보다 작은 절삭력을 보인다. 고속가

공에서 여유면 마모가 보이지만 절삭속도 변화에 

대하여 안정적인 절삭력을 나타낸다. 구성인선과 

칩핑이 발생한 건식과 습식에 비하여 MQL 및 극저

온 방식이 공구 마모와 절삭력, 환경적인 측면에서 

모두 효과적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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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Cutting forces at lubrication conditions

Fig. 3 Tool wear images at lubrication conditions 

4. 결론

티타늄 합금 에 따른 절삭력과 공구마모 분석을 

통한 실험에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고속가공시 극저온 냉각 방식이 절삭력과 공구

마모에 대하여 효과적이다.
2. MQL 냉각 방식의 경우 절삭력은 높게 나오지만 

공구 마모에 대하여 효과적이다.
3. MQL과 극저온 혼합형 냉각 방식은 절삭속도 

변화에 안정적인 절삭력과 공구마모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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