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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타늄 가공에서 절삭력 분석을 위한 ADL 밀링 가공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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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using coolant in machining is both to increase a tool life and also to prevent product deformation and thus, 
stabilize the surface quality by lubricating and cooling the tool and the machining surface. However, a very small amount of 
cutting mist should be used because chlorine-based extreme pressure additives are used to generate environmental pollutants in 
the production process and cause occupational diseases of workers. In this study, medical titanium alloy (Ti-6Al-7Nb) was subjected 
to a processing experiment by selecting factors and levels affecting cutting power in the processing of the Aerosol Dry Lubrication 
(ADL) method using vegetable oil. The machining shape was a slot to sufficiently reflect the effect of the cutting depth. As 
for the measurement of cutting force, the trend of cutting characteristics was identified through complete factor analysis. The 
factors affecting the cutting force of ADL slot processing were identified using the reaction surface analysis method, 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cutting force according to the change in factor level were analyzed. As the cutting speed increased, the 
cutting force decreased and then increased again. The cutting force continued to increase as the feed speed increased. The increase 
in the cutting depth increased the cutting force more significantly than the increase in the cutting speed and the feed speed. 
Through the reaction surface analysis method, the regression equation for predicting cutting force was identified, and the optimal 
processing conditions were proposed. The cutting force was predicted from the secondary regression equation and compared with 
the experimental 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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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1)

1.1 연구 배경

산업계의 환경오염이 요한 문제가 되고 있어 최근 

기업 활동이 친환경 작업으로 변화하고 있다. 기계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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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삭유는 인체에 해로운 물질을 포함하고 있어 근

로자의 호흡기 계통의 직업병을 유발하고 있다. 따라서 
인체에 해로운 물질의 발생 억제  작업환경의 오염으

로부터 최소화하기 한 방이 요구된다. 삭유는 윤

활제로서의 성능을 높이기 해서 유황, 인 등 여러 극압 
첨가제가 혼합되어 있어 환경이나 인체에 나쁜 향을 

미친다. 한 기계가공 시에 비산하여 공장 내부를 오염

시키고 장기간 사용으로 부패  세균 번식을 시키기 때

문에 작업장 내 악취와 작업자 피부  폐에 질환을 유

발하고 있다. 국제규격 ISO14000에서도 작업환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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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고, 기계가공에서 삭유 사용  
폐기까지 사회 으로 심이 증폭되고 있다. 따라서 
삭유 사용에 따른 유지 리 비용이 증가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사유로 생산 장에서는 환경친화  가공 

방법을 도입하여 MQL(Minimum Quantity Lubrication) 가
공을 용하고 있다[4, 5]. 삭유 사용을 최소화하는 방법

으로 극미량 윤활이라고 잘 알려진 MQL 가공은 공구 수명 
증가에 따른 원가 감, 수용성 삭유의 리 비용 감, 
가공 표면 거칠기 향상에 따른 품질향상, 가공성 향상에 
따른 시간 단축 등의 경제  이득이 많이 있다. 한 작업자 
안   장 작업환경 개선을 해서도 역할을 하고 있다. 
MQL 가공의 문제 은 oil 분사가 일정하지 않아 oil 공 이 

공구에 착되어 공구 마모 심화  oil이 흘러내리는 상 
때문에 공작기계와 주변 오염으로 작업환경에 나쁜 향을 

주고 있다. 이러한 작업환경 오염에서 벗어날 수 있는 친환
경 가공 방법으로 환이 필요한 시 이다. 

Oil 미세 가공은 일반 으로 MQL로 삭가공 시 순 식물
성 oil을 미립 화하여 시간당 20cc 이내로 삭가공지
(Cutting point)에 분사하여 국부 으로 윤활을 극 화하고 

삭유 사용의 문제 을 개선하며 공구 수명을 증가하고 

삭성을 향상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0]. Al-Samarrai, 
et al.[1]은 새로운 하이 리드 극 온 MQL 냉각  윤활 
시스템을 제안하여 Ti-6Al-4V Titanium 합  가공에 용하

여 노즐을 통해 70mL/h 유량과 6bar 공기 압력으로 식물성 
oil을 분사하여 공구의 수명을 30배 증가했으며 Huanga et 
al.[9]는 Ti-6Al-4V 체 소재인 Ti-5553 합 의 극 온 가공

을 통한 삭력, 표면 거칠기, 공구 마모에 한 가공성 
결과를 제시하고 Flood cooling  극 온 가공으로 삭 

부하 감을 30% 향상하 다. Bermingham et al.[2]은 
Ti-6Al-4V 가공에서 액체 질소와 고압 수성 에멀션 가공 
방법을 비교 분석하여 액체 질소를 사용하는 것보다 더 

나은 공구 수명을 확인하 다. Hong et al.[8]은 Titanium 
합  가공에서 극 온 액체 질소(LN2)를 가공지 까지 집

 분사시켜 공구와 Chip 사이의 마찰이 어떠한 향을 
받는지 분석하 으며, Caudill et al.[3]은 극 온 냉각 링

작업을 해 가공 에 발생하는 삭력  가공 열을 측

하 으며 극 온 가공에 액체 질소를 사용함으로써 삭온

도가 감소하고 공구 수명이 길어지는 것을 확인하 다. 
Wu[21]는 최소량의 윤활(MQL)  극 온 최소량 윤활 

(CMQL)과 같은 환경친화  방법을 용하여 공구 마모 

상태, 삭력, Chip 상태, 표면거칠기  제품의 형상 변형을 
확인하 다. MQL 가공의 문제 을 개선하고 환경친화

인 식물성 oil을 이용하여 높은 표면 무결성이 요구되는 
바이오 임 란트의 제조에 기존 삭유 공 방식의 안으

로 2ml~8ml/min으로 분사하는 시스템을 용했으며[18], 열 
 마찰 특성이 우수한 나노유체가 다양한 농도의 식물성 

Oil-Water 에멀션에 TiO 나노입자를 사용하여 일반 습식 
가공유보다 더 우수한 가공을 하 다[6]. 압축 공기와 삭
유 혼합물을 최 화된 방식으로 분사하여 냉각수 사용을 

최소화하여 근 건식 가공(Near Dry Machining)으로 최소량 
윤활(MQL) 가공하 다[19]. 다양한 방식의 미세 MQL 가공 
 최근에 미세 가공이 한층 더 친환경 인 ADL 가공방식
이 개발되었다. 미세한 Oil-Air 혼합물, 즉 마이크로 범 의 

윤활 입자가 공구 인선에서 열 발생을 억제하는 방식이다. 
입자 크기 0.1㎛ ~ 0.5㎛의 oil을 인선에 안정 으로 공 하

여 공구 마모를 억제하는 것이다[17].
본 연구는 상온에서 ADL(Aerosol Dry Lubrication) 가

공의 Titanium 합  소재를 삭가공하는 방식으로 MQL 
보다 더 극소량의 미세한 oil을 공구의 인선과 가공지
에 직  분사하여 소재와 공구의 발생 열을 억제하는 방

식이다.

1.2 연구 필요성 및 연구 목적

MQL 가공보다 환경친화  가공 방법인 ADL 가공에 
한 국내 가공사례는 찾을 수 없으나 독일과 일본에서 

일부 사용하고 있다. 이에 기계가공의 환경과 경제성 향
상을 해 항공기 부품  의료용에 사용하는 Titanium 
합 (Ti-6Al-7Nb)을 ADL 방법으로 가공을 시도할 필요
성이 있다. 일반 삭유를 사용하는 습식 가공 삭조건
으로 삭깊이를 충분히 반 하는 Slot 형상을 상으로 
가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Titanium 합  가공의 삭성 분석을 해 

ADL 가공을 통해 Slot 형상을 링 가공하여 삭력에 
미치는 인자와 수 의 향력을 분석하고, 그 자료를 바
탕으로 반응표면분석법을 이용하여 삭력 측 식을 제

안하고 검증하며 최  삭조건을 도출하는 것을 목 으

로 한다. 

2. 실험 설계 및 데이터 

2.1 실험 설계

삭력은 링 가공에서 시편과 연결된 공구동력계를 

통하여 측정된다. 각 축 방향의 삭력     을 이
용하여 삭 합력을 계산한다. 삭가공의 3  라미터

인 삭속도(V), 이송속도(f), 삭깊이(d) 3인자를 삭

력에 향을 미치는 주요 인자로 선정하고, 가공 장에
서 각 인자를 활용하는 평범한 수 을 선택하여 실험을 

설계한다[13, 14]. 삭속도 V50~65[M/min], 이송속도 
f0.2 ~ 0.5 mm/rev], 삭깊이 d1.0 ~ 2.5[mm] 내에서 4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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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한다. 다음 <Table 1>에 인자와 수 을 나타낸다. 
실험 인자의 수 은 가용 범  내에서 포 으로 정하여

야 하나, 기존 연구에서처럼[11] 3수 은 상세 특성 악이 

부족하여 4 수 으로 하 다. Titanium 합 의 링 가공 

장에서 활용도가 높은 수 을 2, 3번째 수 으로 하고 

상하에 2수 을 추가하여 4수 으로 정하 다.

Factor Level

V [M/min] 50 55 60 65
f [mm/rev.] 0.2 0.3 0.4 0.5

d [mm] 1.0 1.5 2.0 2.5

<Table 1> Experimental Factors and Levels for ADL Milling

인자 3에 각각 4 수 의 Full factorial design으로 64회 
실험을 계획한다. 다음 <Table 2>는 삭가공 라미터
와 실험 순서의 일부를 나타낸다. 

STO RO PT BL V f d

24 1 1 1 55 0.3 2.5
15 2 1 1 50 0.5 2.0
23 3 1 1 55 0.3 2.0
2 4 1 1 50 0.2 1.5

44 5 1 1 60 0.4 2.5
28 6 1 1 55 0.4 2.5
61 7 1 1 65 0.5 1.0
55 8 1 1 65 0.3 2.0
49 9 1 1 65 0.2 1.0
22 10 1 1 55 0.3 1.5

<Table 2> Experimental Order in Part

※ STO: standard no, RO: run order, PT: point type, BL: block

2.2 실험 데이터 수집

실험에 사용된 Machining Center는 독일 H사의 5축 공작
기계를 운용했으며 삭 공구는 국내 Y사의 ∅12.0mm×
L35.00mm 경 카바이드 엔드  4날을 사용한다. ADL 가
공에서 oil Mist 입자의 크기는 0.1m~0.5m이며 ∅1.0mm
인 oil 노즐 단의 치는 공구의 수직 상 방향 45°이고 발생 
압력은 6.0bar이다. <Figure 1>은 공작기계  삭력 측정을 
한 공구동력계 [12] 배치의 개략도를 나타내며 <Table 

3>은 실험에 용된 장비, <Table 4>는 ADL 가공에서 oil 
분사 규격을 나타낸다. 공구동력계의 성능으로서 Sensitivity
는    ≈,  ≈이며, Natural fre-
quency는   ≈ ,  ≈로서 자려

진동의 4배 이상이기 때문에 안정 이고, 공작기계의 성능을 
나타내는 Repeatability는 ±0.002mm이고, 고숙련도의 문 

operator가 측정하 으므로 Gage Repeatability와 
Reproducibility는 좋은 편이다. 

  <Figure 1> Schematic Diagram for a Machining Center and 

Equipments

Experimental equipment Model Company

CNC milling machine CNC(C40U) Hermle
Table dynamometer 9257B Kistler

Charge amplifier Type 5080A Kistler
Aero Dry Lubrication MASTER*4000 Rother

<Table 3> Instrument and Specification

Nozzle diameter Lubricant flow rate Vortex tube pressure

1.0 [mm] 20 [ml/h] 6 [bar]

<Table 4> Supplying oil Mist for Aerosol Dry Lubrication 

아래 <Figure 2>는 ADL 가공에서 Titanium 합  

(Ti-6Al-7Nb) 실험 소재 100mm×100mm×30.0mm의 Slot 
형상 가공의 개략도를 나타내며 <Figure 3>은 실험가공 
모습을 보여 다. 

<Figure 2> Scheme of Experimental Speci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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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Overview of Specimen Cutting

2.3 절삭력 

선반 가공에서 공구 인선에 작용하는 삭력으로서 

주 삭력()은 삭속도 벡터 방향으로 작용하며, 이송 
분력()은 공구 이송 방향으로 작용하고 배분력()은 
가공 면에 수직으로 작용하는 반경 방향의 분력이다 

[21]. <Figure 4>, <Figure 5>, <Figure 6>은 선반 가공에
서의 주 분력, 이송 분력, 배 분력과 삭 라미터와의 
상호 계를 나타내며 <Figure 7>은 3 분력의 방향을 나
타낸다[21]. 삭속도의 증가에 따라  ,  ,  삭 

항은 모두 기에 상승하다가 이후 안정 상태에서 일

정하게 유지하므로 삭속도와는 련이 없는 것으로 나

타난다[21]. 그 지만 이송속도의 증가에 따라 3분력 모
두 상승하는 결과를 보이므로 이송속도의 증가는 삭 

항의 격한 상승을 래한다. 

<Figure 4> Cutting Forces with Changes in Cutting Speed 

<Figure 5> Cutting Forces with Changes in Feed Rate

<Figure 6> Cutting Forces with Changes in Depth of Cut 

<Figure 7> Three Components of Forces on the Tool 

선반 가공에서 삭력은 다음과 같이 2개의 서로 다른 
식으로 표 된다. 삭력을 나타내는 아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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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8> Cutting Force with f and d Level (Total)

두 식을 같게 두고 삭력 Fc를 표 하면 다음과 같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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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반 가공에서   ∙∙ 이므로 삭속도는 
상쇄되어 삭력은 삭속도와 무 하게 되어  

<Figure 4>에서 삭속도의 증가에도 3분력은 일정하게 
된다[11, 13, 20].

Spiral helix가 형성된 엔드  가공에서는 선반 가공과

는 매우 다르다. Slot 형상 삭 시 한날이 작용할 때 측
정되는 삭력을 각 축의 성분   로 나타낸다. 
링에서 삭력에 미치는 요인은 삭조건 외 공구의 형

상, 공구 재종, 코 의 상태, 삭유의 종류에 따라 달라

지므로 해석 인 방법으로 삭력을 구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Titanium 합  소재를 용하여 ADL 방식의 Slot 
가공에서 삭력을 공구동력계로 실험 데이터를 

  로 취득하여 합력을 구한다. 삭 합력은 

      로 나타낸다.

2.4 실험 데이터 분석

독일 H사의 Machining center에서 실험한 결과를 측정하
기 해 Kistler사의 Multi-component Dynamometer (Type 
9257B)를 용하여   의 삭력 신호를 받아 당 

500개의 데이터를 장하여 Charge amplifier (Type 5080A)
로 신호를 증폭하여 얻은 데이터를 Dyno Ware로 확인하여 
검출하 다. 공구동력계(9257B)는 100mm×170mm 크기로 
specimen에 작용한 삭력을 정 하게 측정할 수 있다[12].

Full factorial design 실험을 통하여 ADL의 Slot 형상 가공
에 한 삭력에 미치는 인자의 향을 삭속도(V), 이송

속도(f), 삭깊이(d)의 수  값이 증가함에 따라서 아래의 

<Figure 8>, <Figure 9>, <Figure 10>, <Figure 11>, <Figure 
12>, <Figure 13>에 나타냈다. 인자  삭깊이에 한 
변화는 향이 크게 나타났으나 삭속도는 미치는 향이 

가장 낮았다.

<Figure 9> Cutting Force with f and d Level (Separated)

<Figure 10> Cutting Force with V and d Level (Total)

<Figure 11> Cutting Force with V and d Level (Separ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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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2> Cutting Force with V and f Level (Total)

<Figure 13> Cutting Force with V and f Level (Separated)

 그림을 통하여 삭깊이가 삭력의 변화에 가장 

크게 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 <Figure 14>에
서 보면 삭깊이의 증가에 따라 삭 항에 직  향

을 주는 삭 단면 이 비례하여 커지기 때문이다. 좀 더 
정확한 계를 해 아래와 같이 분산분석을 통해 악

한다.
 

<Figure 14> Cutting Depth and Cutting Area

3. 분산분석

Full factorial design 분산분석 결과 이송속도(f), 삭

깊이(d), 삭속도(V)  2차 교호작용 V*d, f*d에 하
여 P값이 0.000으로 유의 수  = 0.05 이내에 유의하며 
이를 아래의 <Table 5>에 나타내었다. <Figure 15>는 이
에 한 Pareto chart로서 그림에서도 유의한 인자를 알 
수 있다. 

Source DF Adj SS Adj MS F-Value P-Value

Model 5 1883403 376681 795.02 0.000
Linear 3 1839466 613155 1294.13 0.000

V 1 33982 33982 71.72 0.000
f 1 441803 441803 932.47 0.000
d 1 1363682 1363682 2878.19 0.000

2-Way Interactions 2 43937 21968 46.37 0.000
V*d 1 11910 11910 25.14 0.000
f*d 1 32027 32027 67.60 0.000

Error 58 27480 474
Cor total 63 1910883

<Table 5> Analysis of Variance 

<Figure 15> Pareto Chart of Standardized Effects

<Figure 16> Main Effect Pl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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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7> Interaction Effect Plot

의 <Figure 16>, <Figure 17>에서 삭속도, 이송속
도, 삭깊이가 ADL Slot 형상 가공에서, 삭력은 삭

깊이에 가장 크게 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삭

속도의 향은 선삭 가공과 유사하게 낮게 나타났다. 
한, 이송속도의 증가에 따라 삭력은 상승하 다. 

4. 중심합성법 분석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함수 계를 측하기 해 

요인의 회귀식을 찾아낸다. 삭력에 미치는 삭속도, 이
송속도, 삭깊이 3 인자를 각 3수 으로 설정하여 반응표

면분석법 실험을 하 다[15, 16]. 반응표면분석법의 심합
성법에서 축 (Axial point), 심  (Center point), 요인실
험  (Cube Point)을 가지는 Cube 모형으로 설계하 으며 

<Figure 18>은 꼭짓  8, 앙  1, 축  6으로 설계한 
입방체를 나타내며[15, 16], <Table 6>은 3 인자의 실험 설계
를 나타낸다. 

실험의 횟수 =
  2k(요인실험 수)+2k(축 수)+N( 앙 수)
  =23+6+1=15

Independent variables
Level

-1 0 1

V (cutting speed) [M/min] 55 60 65

f (feed speed) [mm/min] 0.3 0.4 0.5

d (depth of cut) [mm] 1.5 2.0 2.5

<Table 6> Levels of Independent Variables

아래 <Table 7>은 심합성법에 따라 실험하여 삭

력을 측정한 결과이다.

<Figure 18> Face-centered Central Composite Design

   <Table 7> Resultant Force from the Faced Centered 

Experiment

Standard 
order

Run 
order

Point 
type

V f d
Resultant 

force

8 1 1 1 1 1 835.219
3 2 1 -1 1 -1 461.196
1 3 1 -1 -1 -1 322.030

11 4 -1 0 -1 0 433.176
9 5 -1 -1 0 0 522.481

14 6 -1 0 0 1 667.713
6 7 1 1 -1 1 615.966

10 8 -1 1 0 0 589.412
13 9 -1 0 0 -1 411.012
4 10 1 1 1 -1 515.204
5 11 1 -1 -1 1 559.126
7 12 1 -1 1 1 741.837
2 13 1 1 -1 -1 351.099

12 14 -1 0 1 0 623.903
15 15 0 0 0 0 524.145

ADL, Slot 형상 가공에서 삭력에 한 반응표면분석법 
모형에 합성을 확인하기 해 분산분석을 이용한 결과를 

아래 표에 나타냈다. <Table 8>은 심합성법 실험의 삭
력에 한 분산분석 결 값, <Table 9>는 각 인자의 계수를 
나타낸다. 아래 <Figure 19>는 실험 결과의 Pareto chart 그래
이며 <Figure 20>은 잔차의 정규성을 나타내는 그래 이

다. 반응표면분석법으로 분석한 결과 R-squared 99.80%에 
인자 V, f, d  2차 교호작용 f*d, V*d, V*f가 P값이 0.005, 
0.028, 0.040으로 유의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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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Analysis of Variance for Response Surface

Source DF Adj SS Adj MS F-Value P-Value

Model 7 277568 39653 533.73 0.000
Linear 3 274064 91355 1229.66 0.000

V 1 9014 9014 121.33 0.000
f 1 80275 80275 1080.52 0.000
d 1 184775 184775 2487.13 0.000

squared 1 1250 1250 16.83 0.005
V*V 1 1250 1250 16.83 0.005

2-way Interaction 3 2254 751 10.11 0.006
V*f 1 473 473 6.36 0.040
V*d 1 564 564 7.59 0.028
f*d 1 1218 1218 16.39 0.005

Error 7 520 74
Cor total 14 278088

Source Coefficient SE Coefficient T-Vale P-Vale

Term 531.99 3.85 138.01 0.000
V 30.02 2.73 11.01 0.000
f 89.60 2.73 32.87 0.000
d 135.93 2.73 49.87 0.000

V*V 19.37 4.72 4.10 0.005
V*f 7.69 3.05 2.52 0.040
V*d 8.39 3.05 2.75 0.028
f*d 12.34 3.05 4.05 0.005

<Table 9> Coefficients from Response Surface

<Figure 19> Pareto Chart for Response Surface Method

<Figure 20> Normal Probability for Response Surface

반응표면분석법을 통하여 ADL Slot 형상 가공에서 
삭속도(V), 이송속도(f), 삭깊이(d)에 따른 삭력을 나
타내는 2차 다항식을 아래와 같이 구하 다.

  

 × 

× × 

심합성법을 이용한 분석 결과 삭력은 삭속도 수

의 증가에 따라 감소하다가 이후 서서히 증가하 으며, 
이송속도 수 의 증가에 따라 계속 상승하 으며, 삭깊

이가 증가함에 따라 크게 상승하 다. 이와 같은 결과를 
다음 그림 <Figure 21>, <Figure 22>에 나타내었다. 

<Figure 21> Main Factors Affecting Cutting Force 

<Figure 22> Interaction Factors Affecting Cutting Force

심합성법을 이용한 실험을 의 회귀식을 이용한 

반응 결과는 <Figure 23>, <Figure 24>, <Figure 25>와 같
이 나타났다. 한 인자를 고정한 후 2개의 인자의 변화에 
따른 결과를 나타낸다. 이송속도, 삭깊이가 커질수록 

삭력이 크게 증가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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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3> Response Surface Data on f and d at V=60

<Figure 24> Response Surface Data on V and f at d=2

<Figure 25> Response surface Data on V and d at f=0.4

 3개의 그림에서 V값을 60[M/min]으로 고정할 경우 
삭력은 f와 d에 따라 비례하나 V의 변화에 따라 삭
력의 최솟값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회귀모형을 이용하여 ADL Slot 형상 가공에서 삭성을 

향상할 수 있는 최소 삭력을 구하고, 인자들이 삭력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 다. 다음 <Figure 26>은 인자들의 
수 을 변화시켰을 때 얻을 수 있는 반응의 최솟값과 개별 

인자의 수 을 보여 다. 합성 만족도가 1을 나타내고 그에 
따르는 최  삭조건은 실험의 범  내에서 삭속도 

58.5354M/min, 이송속도 0.3mm, 삭깊이 1.5mm이며, 이
때의 삭력 측값은 312.7893[N]이다.

<Figure 26> Optimal Cutting Condition Plot in ADL Machining 

5. 절삭력 예측  

실험의 측정치와 MINITAB[15] 반응표면분석법에서 
구한 2차 회귀식 모델의 삭력 값을 비교하 다. 유의 
수  =5%로 양쪽 유형으로 측하 다. 결과 15개 실
험치를 기 으로 하여 99% 이상, 오차 범  이내에서 거

의 일치한다고 단되며 추정한 회귀모형에 제시된 식이 

잘 맞음을 확인할 수가 있다. 따라서 회귀모형 식을 용
하여 삭력을 측할 수가 있다고 단한다. 아래 
<Table 10>은 실험 치와 회귀식으로부터 구한 측치의 
비교를 나타낸다.

No V f d PV EX PA

1 55 0.3 1.5 324.221 322.030 99.989

2 55 0.5 1.5 463.370 461.196 99.990

3 55 0.5 2.5 743.121 741.837 99.990

4 55 0.4 2 521.334 522.481 99.990

5 55 0.3 2.5 554.626 559.126 99.990

6 60 0.4 2 528.067 524.145 99.989

7 60 0.3 2 438.471 433.176 99.989

8 60 0.4 2.5 663.999 667.713 99.990

9 60 0.4 1.5 392.135 411.012 99.990

10 60 0.5 2 617.664 623.903 99.990

11 65 0.4 2 581.380 589.412 99.990

12 65 0.5 2.5 835.323 835.219 99.990

13 65 0.3 1.5 352.110 351.099 99.990

14 65 0.5 1.5 521.999 515.204 99.989

15 65 0.3 2.5 616.087 615.966 99.990

<Table 10> Resultant Forces of Experimental and Predicted Values

※ PV: predicted value, EX: experimental value, PA: percen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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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  론 

본 연구는 ADL 이용한 Slot 형상 가공에서 삭력 
측 식을 도출함을 목 으로 삭력에 미치는 인자의 

향에 3개의 인자 삭속도, 이송속도, 삭깊이에 하여 

실험계획법을 용하여 실험하 다. Full factorial design
을 통하여 삭가공의 특성을 악하고 이를 근거로 반

응표면분석법으로 설계하여 인자의 수  변화에 따른 

삭력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 으며 2차 다항 회귀 모델
을 추정하고 최  삭조건을 구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

을 도출하 다. 
1. ADL 방식의 Slot 형상 가공에서 삭력에 향을 미
치는 주요 인자는 삭깊이와 이송속도이다. 삭력

은 삭속도 50M/min 부터 감소하다가 이후 증가하
며 삭깊이와 이송속도는 수 의 증가에 따라 증가

한다. 
2. 반응표면분석법을 이용하여 삭력에 미치는 인자의 

2차 다항 회귀모델을 도출하 으며, 실측 데이터와 
비교한 결과를 통하여 삭력의 측이 가능하게 하

다.
3. 습식 기계가공에서 염소계의 극압 삭유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으로부터 변화하여 극소량의 식물성 oil
을 사용한 가공실험을 통하여 삭력 감소 방안을 제

시함으로써 결과 으로 친환경 ADL 가공방식의 보
할 수 있도록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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