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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Generally, ceramic material is very difficult to machine due to high strength and hardness. However,
ceramic material can be machined at high temperature by plastic flow as metallic material due to the
deterioration of the grain boundary glassy phase. Recently, a new method was developed to execute cutting
process with CBN cutting tool by local heating of surface with laser. There are various parameters in
LAM because it is a complex process with laser treatment and machining. During laser assisted machining,
high power results in reducing of cutting force and increasing tool life, but excessive power brings
oxidation of the surface. The effect of laser power, feed rate, cutting depth and etc. were investigated on
the life of cutting tool. Chips were observed to find out suitable machining conditions. Chips of SSN had
more flow-types than HIPSN. It means SSN is easier to machining. The life of cutting tool was increased
with increasing laser power and decreasing feed rate and cutting depth.
Key Words : Silicon nitride, HPDL, LAM, Oxidation, Softening, Chip, Main cutting force

1. 서

론

질화규소 세라믹의 고강도 및 높은 취성(high brittleness)이라는 재료적 특성으로 인하여 표면결함(surface
defect), 미소균열(microcrack), 표층하부의 손상(subsurface damage) 등이 쉽게 발생하여 재료를 제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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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상화하는 것이 어렵고, 제품가공에 있어서 높은 비용
및 긴 가공시간을 요구하므로 여러 분야에서의 폭넓은
적용에 큰 제약이 뒤따르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레이저를 이용하여 세라믹을
국부적으로 가열하고 연화된 부분만을 선삭하여 제거
하는 레이저보조가공(Laser assisted machining,
LAM)에 대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질화규소는 1보
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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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2보에서 관찰하였듯이 약 1,000℃ 이상에서 연화
하기 시작하여 그 이상의 고온에서는 현격하게 경도
가 감소되어 일반적인 공작기계로도 절삭가공이 가능
하다. 특히, 레이저는 고밀도의 에너지를 집속시키므
로 국부적인 가열이 가능하여 시편 가열부의 온도를
매우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다. 레이저 예열선삭은
절삭공정과 레이저 예열이 복합된 공정이기 때문에
가공변수가 많고 복잡하므로 예열 선삭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공구의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레이
저조사, 선반에 의한 회전속도 및 이송속도, 시험편의
종류 및 형상, 그리고 이들의 복합적인 관계를 파악하
고 최적의 공정변수를 도출하여야 한다. 이 중 레이저
에서는 입열을 결정하는 출력 및 빔 이송속도가 주요
인자가 된다.
1보에서 관찰한 산화메커니즘을 근거로 공정변수에
따른 HIPSN및 SSN의 절삭특성을 논하고자한다. 특
히 앞서 2보에서는 공정변수의 변화에 따른 HIPSN
및 SSN시편의 표면변화를 중점적으로 다루었으며,
그 결과 SSN이 HIPSN에 비하여 더 깊은 절삭깊이
까지 절삭이 가능하고, 출력이 증가함에 따라 표면의
산화가 커져 경도가 저하하며, 이송속도가 빨라지고
절삭깊이가 깊어짐에 따라 산화도가 저하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그 정도에 차이는 있지만
HIPSN 및 SSN 시편 모두 유사한 경향을 보인다.
본 논문에서는 절삭시 발행사는 절삭칩, 절삭력 및 공
구의 수명을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2. 사용 재료 및 실험방법

본 실험에서는 2보와 마찬가지로 HIPSN 및 SSN을
선삭가공에 적합한 길이 150mm 및 직경 16mm의 환
봉형상으로 제작하여 사용하였다.
레이저 열원으로는 2.5kW급 고출력다이오드레이저
(HPDL)를 사용하였으며, 시편의 표면온도를 실시간으
로 측정하기위하여 적외선 타입의 고온계(pyrometer)
와 절삭력 측정을 위한 공구동력계(dynamometer)를
이용하였다.
본 실험에서 사용된 공구는 CBN 공구로써, 노즈반
경(nose radius)이 0.8mm, 두께 4.76mm 및 -6°의
음의 경사각을 가진다.
레이저 예열선삭을 위해 설치한 실험장치는 1,2보와
동일하게 시험편을 척에 고정시키고, 레이저의 조사부
로부터 90° 지점에 고온계를 180° 위치에 공구 및 공
구동력계를 설치하여 선삭을 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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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험 결과 및 고찰
3.1 절삭된 칩의 형상관찰

절삭가공의 적합성을 판단하는 기준의 하나로써 절삭
된 칩을 관찰하였다. 절삭된 칩이 유동형일수록 절삭조
건이 소성유동을 일으켜 공구의 수명을 증가시키고 유
리한 가공조건을 가지며 좋은 가공표면을 얻는다. Fig.
1에서 공정변수에 따른 HIPSN의 절삭된 칩을 관찰하
여 나타내었다. 출력이 비교적 낮은 400W의 레이저
출력에서는 칩의 형상이 전단형인 것을 확인할 수 있으
며, 출력이 증가함에 따라 칩의 형상이 점점 연속적으
로 변화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출력이 상승함에
따라 시편 표면의 온도가 상승하여 YSiAlON의 연화에
의하여 소성변형을 일으켜 전단형칩이 유동형칩으로 전
이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편표면의 산화도를 고려
하지 않는다면, 출력이 상승할수록 절삭공정에 유리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출력이 상승함에 따라 칩의 현상
변화는 뚜렷하였으나 열에너지를 받은 양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송속도에 따른 칩의 변화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이송속도의 변동 범위가 출력변화의 범위에 비
하여 작아 변화정도가 눈에 띄지 않았으며, 본 연구에
서 사용된 이송속도의 변동범위는 앞서 나타내었던
0.013mm/rev의 이송속도로 절삭한 시편의 표면 및
칩의 형상을 고려해 볼 때, 시편표면의 산화도에는 영
향을 미치지만 칩의 형상변화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
는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절삭깊이가 깊어짐에 따라
칩에 비해 두께가 두꺼운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절삭깊이가 칩의 두께를 결정짓는 주요 인자이기 때문
이다.
Fig. 2에 칩의 형상변화가 가장 두드러지는 출력변화
에 따른 SSN의 절삭된 칩을 나타내었다. SSN의 경우
HIPSN과 거의 같은 양상을 보이지만 HIPSN의 경우
에 비하여 연속형 칩을 가지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출력이 600W 및 800W로 증가함에 따라 칩의 유동
성 및 연속성은 더욱 잘 나타났으며, 소성변형에 의한
유동형 칩의 경향이 강하므로 SSN은 같은 출력에서
더 나은 가공결과를 가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3.2 SSN 및 HIPSN의 절삭력 변화

레이저예열선삭시 HIPSN의 공정변수에 따른 절삭력
을 실시간으로 측정하여 Fig. 3에 나타내었다. 출력에
따른 절삭력을 비교해보면 출력이 낮을수록 절삭력이
높고 채터링(chattering)이 증가하는 것을 보인다. 이
는 고온으로 시편표면이 예열됨에 따라 YSiAlON이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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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ser
power

Feed rate

Cutting
depth

Fig. 1 Photographs of chips for HIPSN according to parameters
SSN, N =620rpm, f =0.013mm/rev, d =1mm
Laser
power

Fig. 2 Photographs of chips for SSN according to laser power

화되어 소성변형에 의한 절삭으로 절삭력이 저하되었기
때문이며, 이는 절삭공구의 마모도도 저하시켜 공구의
수명을 증가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이송속도에 따른 절삭력그래프를 관찰하여 보면, 이
송속도의 변화에 따라 가공시간이 변화되어 측정된 절
삭력의 길이가 다르다. 이송속도가 증가함에 따라 가공
시간은 줄어들고 절삭력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송속도의 증가는 공구수명을 단축시키는 원인
이 될 수 있다.
절삭깊이에 따른 절삭력을 비교하여보면, 절삭깊이가
깊어질수록 절삭력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는 온도가 상승한 시편표면에서 깊이방향으로 나아갈수
록 예열이 부족하여 YSiAlON이 충분히 연화되지 않아
더 많은 절삭력을 요구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절삭깊이
大韓熔接․接合學會誌 第28卷 第6號, 2010年 12月

가 깊어질수록 절삭된 칩의 두께가 두꺼워지므로 더 두
꺼운 칩을 절삭하기 위하여서 절삭력이 증가할 수밖에
없음을 알 수 있다. 표면의 산화도를 고려하지 않는다
면 절삭깊이가 작은 쪽이 공구 수명을 증가시킬 수 있다.
HIPSN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깊은 절삭깊이까지
절삭이 가능하였으므로 레이저출력 600W, 이송속도
0.013mm/rev로 고정하고 1mm, 2mm 및 3mm 로
절삭깊이에 변화를 주었을 때의 주절삭력을 측정하여
Fig. 4에 나타내었다. HIPSN과 마찬가지로 절삭깊이
가 깊어짐에 따라 절삭력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으
나 SSN의 경우 채터링의 변화는 거의 없었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HIPSN에 비하여 SSN이 양호한 절삭력으
로 절삭이 가능하였다. 특히 HIPSN의 경우 채터링이
크게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채터링은 표
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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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 3 N4 , P = 600 W, f = 0.013 mm/rev, Ф t = 1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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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Laser power
Si 3 N 4 ,

240

Main cutting force, N

0.013mm/rev, 600W
0.024mm/rev, 600W
0.03mm/rev, 600W

160
120
80
40
0
-40
20

40

60

80

100

120

140

Machining time, sec

(b) Feed rate

Si 3 N 4 ,

P =600W, f =0.013mm/rev, Ф t =180°

240

Main cutting force, N

0.5mm
0.7mm

200

0.9mm

160
120
80
40
0
-40
0

20

40

60

80

100

120

140

Machining time, sec

(c) Cutting depth

Fig. 3 Graph of main cutting force for HIPSN according
to parameters

면조도를 악화시킬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즉, SSN이
같은 레이저 출력에서 더 쉽게 연화되고 산화되어 절삭
깊이가 더 깊음에도 불구하고 양호한 절삭력을 가져 공
구의 수명이 높고 양호한 절삭면을 얻을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3.3 공정변수에 따른 공구수명의 변화

앞서 행한 조건에서 HIPSN을 예열선삭한 절삭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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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Graph of main cutting force for SSN according to
cutting dep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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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Morphology of cutting tools after machining according to parameters

의 수명을 절삭력과 연계하여 관찰하기 위하여 Fig. 5
에 날끝(nose)부를 관찰하였다. 200W의 레이저 출력
에서는 공구가 깨어져 관찰하지 않으며, 400W에서는
깨어지는 형상은 없었으나 마모정도가 심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600W에서는 마모정도가 급격하게 저하되
었으며 그 정도는 출력이 상승할수록 줄어들었다. 이송
속도가 증가함에 따라 공구의 마모정도는 증가하는 것
을 보인다. 따라서 칩의 변화보다는 공구 수명에 있어
서 이송속도가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
또한 절삭깊이가 증가할수록 공구는 크게 마모되고 0.9
mm의 절삭깊이에서는 공구가 깨어진 것을 알 수 있다.
표면에서 깊이방향으로 온도가 상승되어도 산소의 침투
에 의한 재료적 변화에 한계가 있어 HIPSN의 경우 절
삭깊이가 공구수명에 큰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충분한 레이저 출력으로 시편표면을 국부적으
로 예열하면 CBN공구로 절삭이 가능하고 HIPSN 과
SSN 모두 400W에서 600W사이의 조건이 양호하
였다. 이송속도는 시편표면의 변화에 비하여 절삭력 및 공
구수명에 큰 영향을 미친다. 본 실험에서는 0.013mm/rev
Journal of KWJS, Vol. 28, No. 6, December,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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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장 적합한 이송속도로 판단되며, 레이저 출력은
후
기
600W가 적합한 조건이었다. 절삭깊이는 재료에 따라
서 큰 차이를 보였으며 같은 출력에서 SSN이 더 깊이 본 연구는 지식경제부의 지역산업기술 개발 산업인
“레이저 복합가공기 개발”과제와 지식경제부 및 정보통
절삭되었다.
신진흥원의 대학 IT 연구센터 지원사업의 연구결과로
수행되었음(NIPA-2010-C1090-1021-0015)
4. 결
론
HIPSN 및 SSN 세라믹의 공정변수에 따른 절삭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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