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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3D 프린터는 다양한 방식의 적층방식으로 재료를 적층하여 형

상을 제조한다. 주로 시제품 제작 및 결합 테스트에 사용해 왔으나, 
3D 프린터와 재료의 발달로 인하여 금속 분말 재료를 이용하여 

제품을 제작할 수 있는 3D 프린터가 개발되어 실제 제품 적용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1,2,3].
금속 재료의 경우 소재 제거율을 높이면 가공시간 및 제품제작 

시간이 줄어들지만 공구 수명이 줄어든다[4]. 그러나 일반재료에서

는 소재 제거율을 증가시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리하여 3D 
프린터에서 금속재료를 이용하여 제품을 제작하는 연구가 이루어

지고 있다. 3D프린터는 시제품 제작, 금형 수정 및 제품 수정의 

용이성을 위하여 고출력 방식으로 Ti-6Al-4V 금속분말 소재를 이

용한 3D 프린터 적용 방안이 연구되고 있다. 그러나 분말 소재를 

이용하여 3D 프린터로 제작한 제품 또는 부품의 경우 표면 품질 

저하로 인하여 공차 관리 및 조립시 접촉면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Fig. 1은 금속 3D 프린터를 이용하여 제작한 절삭시험편을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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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면은 주조 후 형상과 흡사하며 3D 프린터를 실제 제품에 적용

하더라도 표면 품질 향상 및 공차 관리를 위해서는 제품 표면에 

대해 절삭 가공을 통한 후처리 공정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절삭 

가공은 제품 제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생산 공정이다. 
그러나 비용, 시간 및 기술적 문제로 인하여 금속 가공 공정을 분석

하는데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5,6].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시뮬레이션이 대두되고 있다. 절삭시뮬레이션에서는 절삭공정에

서 기본조건인 절삭속도, 이송, 절입량 뿐만 아니라 마찰 계수, 메
시 크기 그리고 소재의 변형에 필요한 구성방정식이 필요하다[7]. 
그리고 이런 조건으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솔버를 이용하여 시

뮬레이션을 하면 절삭력 및 다양한 결과를 구할 수 있다.
절삭 시뮬레이션은 컴퓨터 관련 기술의 발달로 예측 정확성이높

아지고 있다. 그래서 잠재적으로 실험설계에서 반복 횟수를 줄이

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절삭시뮬레이션에서 마찰 계수와 메시

크기는 온도, 절삭력 등에 영향을 준다. 마찰은 상대운동으로 공구

와 공작물의 마찰 계수에 의하여 제어된다. 마찰 계수가 온도 및 

절삭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중요하다. 
그리하여 본 논문에서는 절삭시뮬레이션에서 마찰 계수와 메시 

크기에 따른 절삭력의 변화 및 전단형 칩형상에 미치는 영향에 대

하여 고찰하고자한다. 

2. 이론적 배경
2.1 구성방정식[8]

구성방정식은 재료의 변형이 일어날 때 시뮬레이션에서 사용되

는 물성으로 가공경화, 변형률 속도경화, 온도연화현상의 함수로 

구성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세 가지 함수를 분리하여 구성방정식

을 만들었을 때 재료유동응력을 비교적 잘 기술하는 것으로 알려

져 있다. 식 (1)은 본 논문에서 사용된 S-K 구성방정식을 나타내고 

있다. 첫 번째 항은 가공경화, 두 번째항은 변형률 속도경화, 세 

번째항은 온도연화를 표현하고 있다[9]. 이 구성방정식은 변형률 속

도항의 계수값에 의하여 스트레스 업튼현상을 기술할 수 있는 특

징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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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유동응력, 는 항복강도, 는 가공경화상수, 는 가공경

화상수, 는 변형률 속도 경화상수, 는 stress upturn 현상이 발

생하는 변형률 속도 제어상수, 은 온도연화지수, 은 유효소성

변형률, 은 변형률 속도, 는 기준 변형률속도, 는 온도, 은 

용융온도, 는 기준온도를 의미한다.
S-K 구성방정식의 계수값은 소성 응력-변형률 선도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통계적인 방법으로 획득할 수 있다. 다양한 조건의 응력 

-변형률 선도를 획득하고 이를 소성응력-변형률 선도로 변환하다. 
저속에서는 준정적 실험을 통하여 획득하고 고속에서는 Split- 
Hopkinson Pressure Bar (SHPB)실험을 통하여 획득할 수 있다. 
그리고 고온에서는 일정한 속도에서 시편 온도를 변화하면서 데이

커를 획득할 수 있다. 이렇게 획득한 데이터를 이용하여 구성방정

식 계수값을 통계프로그램 오리진 또는 매트랩과 같은 프로그램으

로 획득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 사용된 구성방정식 계수값은 상온

과 고온의 SHPB실험을 통하여 획득한 그래프를 이용하여 오리진

으로 획득하였다. 이를 Table 1에 나타내었다.

2.2 절삭시뮬레이션
본 논문에서 사용된 절삭시뮬레이션인 AdventEdge FEM은 2

차원 절삭 가공에서 평면변형률의 열 구조 연성 유한요소 모델을 

생성하여 사용한다. 공작물은 탄소성 거동에서 변형률, 변형률 속

도 및 온도에 의한 유동응력에 의해 결정된다고 가정하였다. 
칩과 공구의 경계면에 대한 모델은 쿨롱마찰모델을 사용하였으

며, 모델링 요소는 6절점 2차 삼각요소를 사용하였다. Fig. 2는 

AdvantEdge FEM을 이용한 2차원 절삭 시뮬레이션 공정을 나타

내고 있다. 절삭에 관련된 조건인 공구와 모재를 선택하고 절삭속

도, 이송, 절입량 및 마찰계수와 모델 메시 크기를 입력한다. 그리

고 시뮬레이션 기본 물성이 아닌 다른 물성을 적용하기 위하여 구

성방정식 계수값을 입력한다. 절삭시뮬레이션에서 구성방정식 계

수값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포트란을 이용하여 코딩하고 컴파일한 

후 시뮬레이션을 수행한다. 그리고 테크플롯을 이용하여 결과값을 

Fig. 1 Cutting test specimen using Metal 3D printer

Table 1 Parameter in the S-K constitutive equation[8]

Parameter Values
A (MPa) 1173.208
B (MPa) 681.817

C 2.372
D 0.00149
E 0.0001798
m 1.1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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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할 수 있다.

2.3 절삭조건 및 실험
재료는 3D 프린터로 제작된 Ti-6Al-4V 시편을 사용하였으며, 

마찰계수와 메시 크기의 영향을 판단하기 위하여 기본 절삭조건은 

이송 0.2 rev/min, 절삭 속도는 120 mm/min, 절입량은 2 mm의 

조건에서 절삭실험을 수행하였으며 절삭 시뮬레이션에서는 기본

조건은 동일하게 입력하고 마찰계수와 메시 크기를 변화시켜 시뮬

레이션 하였다. 
마찰계수는 0.5를 기본값으로 최소 0.01에서 최대 1로 변화시킬 

수 있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최소값을 0.1에서 최대 0.9까지 

0.2씩 증가시켜 5단계로 나누어 마찰 계수가 절삭력에 미치는 영

향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모델의 메시 크기는 0.01 mm를 기본값

으로 최소 0.001 mm에서 최대 0.01 mm 이상의 값으로 조절할 

수 있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칩 형상의 변화를 확인하기 위하여 

기본값인 0.01 mm에서 0.002 mm씩 감소하면서 최소 0.002 mm
까지 5단계로 나누어 모델 메시 크기가 칩형상 변화에 미치는 영향

을 분석하였다. 공구는 절삭실험에서 사용한 대구텍의 TPGN 
220404로 반경은 5 µm의 크기를 가지고 있다. 이를 절삭시뮬레

이션에 적용하였다. 
Fig. 3은 기준 절삭력과 칩형상을 확인하기 위한 절삭실험 장

치와 시험편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Fig. 3의 (a)는 절삭실험 

장치로 회전축인 주축에 시험편을 장착하고 테이블에 절삭력 측

정을 위한 공구동력계를 장착하였으며, 공구는 공구동력계 위에 

장착하였다. 절삭력 측정은 주축은 회전하고 있는 상태에서 테이

블의 공구가 시편으로 접근한 후 이송량 만큼 절입한다. Fig. 3의 

(b)는 절삭 실험용 시편을 나타내고 있다. 시편 제작에 사용된 

3D 프린터는 DMT (Direct Metal Tooling)의 방식으로 인스텍

사의 장비를 사용하였으며, 소재는 10 µm 크기의 Ti-6Al-4V 분
말을 사용하였다. 3D 프린터로 시편을 제작하고 주축에 장착하

는 부분과 절삭력 측정을 위한 부분을 절삭하여 직경과 두께 치수

를 맞추었다.

3. 마찰계수와 메시크기 변화에 따른 절삭력 변화
3.1 절삭실험을 통한 기준절삭력 결정

절삭실험은 주축에 장착된 시험편을 회전시키고 테이블에 장착

된 공구가 이송하고 절입되었을 때 발생하는 절삭력을 측정하였다. 
그리고 2차원 절삭시뮬레이션과의 비교를 위하여 기준 절삭력을 

데이터 값을 평균하여 그 값으로 결정하였다. Fig. 4는 2차원 절삭

실험에서 획득한 절삭력을 나타내었다. Fig. 4의 (a)인 Fx는 주분

력으로 x축 방향의 절삭력을 나타내었으며 542.96 N으로 결정하

였다. Fig. 4의 (b)인 Fy는 배분력으로 y축 방향의 절삭력을 나타

Fig. 2 Numerical analysis process of AdvantEdge

 

     (a) experimental machine            (b) Specimen
Fig. 3 Specimens and experimental machine for cutting test

(a) Fx

(b) Fy

Fig. 4 Cutting force using cutting experi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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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었으며 259.73 N으로 결정하였다. 

3.2 마찰계수 변화에 따른 절삭력 변화
 마찰계수 변화에 따른 절삭력의 변화를 확인하기 위하여 메시

크기를 최소크기 0.002 mm에서 0.002 mm씩 증가시키면서 5가

지 조건에서 절삭력을 확인하였다. Fig. 5는 메시 크기를 고정하

고 마찰계수 변화에 따른 Fx와 Fy의 절삭력을 나타내고 있다. 
메시 크기가 적을수록 절삭마찰계수가 낮을수록 절삭력이 낮아

지고 마찰계수가 일정 수치 이상에서는 수렴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 5의 (a)는 Fx 절삭력으로 메시크기 0.002 mm, 마찰계수 

0.01 조건을 제외한 나머지 조건에서 기준 절삭력보다 시뮬레이션 

절삭력이 높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매시 크기가 

0.004 mm와 마찰계수 0.1일 때와 메시 크기가 0.002 mm일 때 

마찰계수 전체 조건에서 기준 절삭력 542.96 N에 가장 근접하게 

나타났다. 그리고 마찰계수 0.1일 때 절삭력을 기준으로 마찰계수

가 0.3으로 증가하면 절삭력 10%로 높아지고 마찰계수 0.3에서 

마찰계수 0.5로 증가하면 절삭력이 3% 증가하였다. 그러나 마찰

계수가 0.5 이후에서는 절삭력의 변화가 1% 미만으로 변화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마찰계수가 0.5에서 절삭력이 수렴되

는 것으로 절삭력을 고려하지 않고 시뮬레이션에서 절삭력을 예측

할 때는 마찰계수 0.5를 기준으로 사용해야 한다. Fig. 5의 (b)는 

Fy절삭력으로 전체 조건에서 기준 절삭력보다 낮게 나타났다. 마
찰계수가 0.1에서 0.3으로 증가하면 마찰계수 0.1일 때 절삭력보

다 80% 증가하고 마찰계수가 0.5로 증가하면 마찰계수 0.3일 때 

보다 30% 증가하였다. 그러나 마찰계수 0.5보다 높은 조건에서는 

Fx 절삭력과 동일하게 수렴하였다. 그래서 절삭 시뮬레이션에서 

절삭력을 예측할 때 마찰계수가 절삭력 예측에 영향을 미치는 것

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Fx와 Fy 절삭력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절삭에서 영향을 많이 미치는 Fx 절삭력을 중심으

로 시뮬레이션 조건을 선정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할 수 

있었다. 
 

3.3 메시 크기 변화에 따른 절삭력 변화
메시 크기의 변화는 시뮬레이션에서 결과값의 변화를 가져온다. 

Fig. 6은 마찰계수 0.5일 때 메시 크기 변화에 따른 절삭력의 변화

를 나타내고 있다. 메시 크기 0.03 mm이후의 값에서 수렴하고 있

다. 하지만 실험 데이터와 비교했을 때 메시 크기가 적을수록 절삭

력에 가깝게 접근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하여 메시 크기

를 최소화하여 절삭력을 예측하였다. 
메시 크기 변화에 따른 절삭력의 변화를 확인하기 위하여 마찰

계수를 고정하고 메시 크기 최소 0.002 mm에서 최대 0.01 mm까

지 0.2씩 증가시키면서 절삭력을 확인하였다. Fig. 7은 마찰계수를 

고정하고 메시 크기 변화에 따른 절삭력의 변화를 나타내었다. 
Fig. 7의 (a)는 메시 크기 변화에 따른 Fx 절삭력을 나타낸 것으로 

메시 크기가 0.002 mm일 때 모든 마찰계수 조건에서 기준 절삭력

과의 오차가 10% 이내에서 시뮬레이션 결과를 획득할 수 있었다. 
그리고 동일한 마찰계수에서는 메시 크기가 0.002 mm에서 0.004 

(a) Fx

(b) Fy

Fig. 5 Cutting force change by friction coefficient

Fig. 6 Cutting force by mesh change with fixed friction coefficient 
of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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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로 증가하면 절삭력이 8%로 증가하고 메시 크기가 증가할수

록 절삭력이 7%, 5%, 4%로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메
시 크기는 증가할수록 직선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

다. 하지만 메시 크기는 일정한 마찰계수 이상에서 수렴되는 결과

값을 획득할 수 없었다. Fig. 7의 (b)는 메시 크기 변화에 따른 Fy 
절삭력을 나타낸 것으로 기준 절삭력보다 모두 낮게 나타났으며 

메시 크기가 증가할수록 기준 절삭력에 근접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메시 크기도 마찰계수와 동일하게 절삭력 예측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마찰계수와 동일하게 Fx와 

Fy 절삭력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절삭에서 영향을 

많이 미치는 Fx 절삭력을 중심으로 시뮬레이션 조건을 선정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할 수 있었다.

4. 마찰계수와 메시크기 변화에 따른 칩형상 변화 
4.1 절삭실험을 통한 칩형상

3D 프린팅으로 Ti-6Al-4V 분말을 이용하여 절삭시험시편을 제

작하고 절삭실험 조건에서 절삭을 수행하고 칩 형상을 확인하였다. 
Fig. 8은 절삭 후 칩의 형상을 나타내었으며 절삭칩은 톱니형 칩의 

형태를 보이고 있으며 칩과 칩 사이가 분리되는 전단밴드 현상을 

확일 할 수 있었다. 그리고 모서리 부가 날카롭게 생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4.2 마찰계수 변화에 따른 칩 형상
메시 크기가 0.01 mm일 때 마찰계수를 0.1 0.3 0.5 0.7 0.9로 

변화시키면서 칩의 형상을 관찰하였다. Fig. 9는 메시 크기를 고정

한 후 마찰계수 변화에 따른 칩 형상을 나타내고 있다. Fig. 9의 

(a)는 마찰계수 0.1의 일 때 칩의 형상을 나타내고 있다. 마찰계수

가 낮아 칩이 말려드는 컬 변형이 일찍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마찰계수가 높아질수록 칩과 공구사이에서 전단이 

일어나는 부분에서 플라스틱 스트레인이 높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그리고 칩 형상에서 나타내어야하는 전단밴드 현상

은 확인할 수 없었으며 톱니형 칩 형상 표현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칩 형상 및 전단밴드를 확인하기 위한 시뮬

레이션에서는 마찰계수를 시뮬레이션 조건에서 고려하지 않는 것

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할 수 있었다. 

4.3 메시크기 변화에 따른 칩 형상
메시 크기 변화에 따른 칩형상을 확인하기 위하여 마찰계수는 

0.3으로 고정하였다. 그리고 메시 크기를 변화시키면서 칩 형상을 

확인하였다. Fig. 10은 절삭모델의 메시 크기를 0.002 mm에서 

0.002 mm씩 증가시키면서 절삭시뮬레이션에서 형성되는 칩의 형

상을 나타내었다. Fig. 10의 (a), (b), (c)에서는 절삭 부위의 플라

스틱 스트레인이 증가하나 전단밴드변형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Fig. 10의 (d), (e), (f)에서는 메시크기가 감소할수록 전단

밴드현상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다. 
플라스틱 스트레인은 전단부에서 높게 나타난다. 톱니형 칩에서

는 전단밴드현상이 발생하는 부위에서 플라스틱 스트레인이 높게 

나타나야 한다. 절삭모델 메시 크기가 최소가 되는 0.002 mm에서

는 칩 형상 및 전단밴드현상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 그렇기 

(a) Fx

(b) Fy

Fig. 7 Cutting force change by mesh size change

 

Fig. 8 Chip shape and height of Ti-6Al-4V in cutting experimen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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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friction 0.1

(b) friction0.3

(c) friction 0.5

(d) friction 0.7

(c) friction 0.9

Fig. 9 Chip shape of Ti-6Al-4V by change of friction coefficient 
(mesh 0.01)

(a) mesh 0.01

(b) mesh 0.008

(c) mesh 0.006

(d) mesh 0.004

(e) mesh 0.002

Fig. 10 Chip shape of Ti-6Al-4V by mesh size change (friction 
coefficient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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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칩 형상에서 전단 밴드현상을 확인하기 위한 시뮬레이션에

서는 마찰계수보다 모델 메시 크기를 시뮬레이션 조건에서 고려하

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할 수 있었다.

4.4 시뮬레이션과 절삭실험 결과 비교
절삭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예측하기 어려워 이를 극복하기 위하

여 시뮬레이션을 적용하여 절삭현상을 예측하고 있다. 절삭 시뮬

레이션에서는 칩 형상과 절삭력을 동시에 예측하고 실험결과에 근

접해야 한다. 마찰계수는 낮아질수록 절삭력이 낮아지고 마찰계수 

0.5에서 수렴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메시 크기 변화는 절삭력과 

칩 형상에서 확인해야하는 전단밴드현상을 확인하기 위하여 메시 

크기를 최소화하고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여 절삭실험에서 획득한 

절삭력과 근접한 결과를 획득하였다. 이를 Fig. 12에 나타내었다. 
기본 절삭조건 외에 시뮬레이션에서 적용할 수 있는 마찰계수와 

메시 크기는 절삭력 및 칩형상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찰계수는 Fx값이 10% 이내의 오차가 발생하고 Fy절삭력 

최대가 되는 0.5로 선정하였다. 그리고 모델 메시 크기는 톱니형 

칩 생성 및 전단밴드 현상이 정확하게 나타나는 0.002 mm로 

설정하여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Fig. 11은 마찰계수와 메시 

크기를 고정한 후 수행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Fig. 10의 (a)는 톱니형 칩 생성 및 전단밴드 현상을 나타내고있

다. Fig. 10의 (b)는 절삭력을 나타낸 것으로 Fx는 572.27 N, 
Fy는 202.74 N을 획득할 수 있었다. Fx 시뮬레이션절삭력은 절

삭실험에서 획득한 Fx 절삭력에 비해 5.5% 높게 나타났으며 Fy 
시뮬레이션 절삭력은 절삭실험에서 획득한 Fy 절삭력에 22% 낮

게 나타내었다. 

5. 결 론 
절삭시뮬레이션에서 마찰 계수와 메시 크기에 따른 절삭력의 

변화 및 전단형 칩생성의 관계를 확인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

을 얻을 수 있었다. 마찰 계수와 메시 크기 변화에 따른 절삭력은 

마찰 계수가 증가함에 따라 일정한 값까지 선형적으로 증가하고 

그 이후에는 일정하게 유지되며, 메시 크기의 변화에 따른 절삭

력은 메시 크기가 증가함에 따라 선형적으로 증가함을 확인하였

다. 이는 절삭시뮬레이션에서 마찰 계수와 메시 크기는 절삭력에 

영향을 미치며 중요한 인자로 기존 절삭조건과 동일하게 고려해

야한다. 그리고 전단형 칩은 절삭 시뮬레이션에서 톱니형칩 및 

전단밴드현상의 생성은 마찰계수와 메시 크기 모두에서 영향을 

받으며, 마찰계수보다 메시 크기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특히 메

시 크기가 작을수록 칩 형상의 표현이 잘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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