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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재료 공학이 발전함에 따라 강하고 단단한 난삭

재의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난삭

재는 취성파괴 현상으로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가

공이 어렵다. 따라서 LAM(Laser Assisted 

Machining)이라는 새로운 공법이 제안되었다. 

LAM은 취성재료를 레이저로 예열하고 연화된 부

위를 절삭하는 가공방법이다. LAM에 의해 세라믹

이나 니켈 등의 난삭재를 가공할 경우 가공비용을 

60%이상 절감할 수 있다.1-2

현재 자동차, 항공 등 여러 생산제조 현장에서는 

밀링(milling) 공정 제품이 많이 요구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밀링 LAM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그러나 밀링 LAM은 시편표면과 레이저간의 실시

간 거리변화로 밀링 공구에 선행하는 레이저열원

의 간섭회피 등 구동 및 제어가 어렵고, 3차원곡면 

상에 조사된 레이저 열원의 해석과 예열제어가 

어렵다.

본 논문에서는 3차원 레이저 어시스티드 가공  

에 관한 연구를 연차별로 나타내었다. 또한 밀링 

LAM을 수행하기 전에 턴밀(Turn-mill) LAM을 수

행하여 레이저 예열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2. 연구 내용

Fig. 1 1-axis drive(X-axis) LAM system

1차년도에는 1축 변형원 형상 열원을 해석한다. 

또한 2차원 선삭과 밀링 LAM 기술과 온도 제어 

알고리즘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다.

Fig. 2 2-axis drive(XZ-axis) LAM system

2차년도에는 2축(X-Z축)레이저 선행궤적시스

템을 연구한다. 또한 빔 형상, 시간, 속도, 출력에 

따른 예열정도를 해석하고 구성방정식에 대한 연

구를 수행한다.

Fig. 3 Fixed 2-axis(4-axis) tilting LAM system

3차년도에는 틸팅에 의한 2축(4축) 레이저선행

궤적시스템을 연구한다. 또한 2축 변형원 형상 열

원을 해석하고 열적파괴와 균열방지에 대한 연구

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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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Rotary drive LAM system

4차년도에는 에너지 효율에 관한 계량(metric) 

연구와 회전에 의한 2축 레이저 선행궤적시스템을 

연구한다. 또한 예열효과를 최대화할 수 있는 MQL 

적용에 관한 연구를 수행한다.

Fig. 5 Rotary lens LAM system

5차년도에는 LAM에 적합한 최적 고속가공 적

용 및 레이저빔의 흔들림 저감연구를 수행한다. 

또한 1~5차년도에 연구개발한 최적광학 모듈을 

적용한 실용화에 관한 연구를 수행한다.

3. 실험 장치

Fig 6. Experimental set-up for laser-assisted 
machining

Fig. 6은 실험을 위해 제작된 LAM 장비를 나타낸

다. 본 레이저 광학모듈의 파장대는 808~980nm이

고, 최대출력은 1kW인 HPDL(High Power Diode 

Laser)을 사용하였다.

 

4. 실험 결과

4.1 LATM(Laser Assisted Turn-mill) 실험

LATM을 이용한 SM45C가공에서 소재의 형상

과 레이저 출력에 따른 소재의 표면 거칠기와 절삭

력을 비교 분석하였다. LATM을 단순 턴밀의 절삭

력과 비교한 결과, 8~13% 정도의 절삭력 감소를 

확인 하였다. 또한 LATM과 단순 턴밀의 표면 거칠

기(Ra)를 비교한 결과, 사각 형재에서는 최대 

39.9%, 스플라인 형재에서는 최대 37.1%의 표면 

정도 개선 효과를 나타냈다. 

4.2 LAM(Laser Assisted milling) 해석 및 실험

LAM을 이용한 SM45C의 경사각에 따른 예열효

과를 해석하였다. 경사각이 증가함에 따라 레이열

원이 타원형상으로 변화하여 온도가 감소하였고, 

이에 따라 출력제어가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질화규소에 대하여 출력에 따른 열해석과 

예열실험 온도를 비교하였다. 실험값과 해석값이 

6.5%이하의 오차 범위 내에서 잘 일치함을 알 수 

있었다. 출력이 증가함에 따라 해석값과 실험값의 

차이가 커짐을 알 수 있었다. 

5. 결론

본 신개념 3차원 레이저 어시스티드 가공 시스템

에 관한 연구를 통해 다양한 레이저 열원 해석 

방법과 실험에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난삭재

의 가공시간 단축과 비용절감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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