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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노스케일에서의 공구와 소재 간의
절삭에너지 변화에 관한 연구

Study on specific cutting energy at nano-scale mach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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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나노기술은 오랜 기간 각광받아 왔고 현재도 

가장 유망한 미래기술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 
특히 나노스케일의 패턴은 가시광선의 파장과 유

사한 크기로 인해 특이한 광학현상이 발생하므로 

다양한 응용분야가 모색되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나노스케일 패턴 가공은 리소그래피나 화학적인 

방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대면적화 및 대량생산에 

적합하지 않은 문제점이 있다. 최근 초정밀 기계가

공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가공시스템의 정밀도가 

향상되고 가공공정기술도 함께 발달하여 과거에

는 불가능하였던 나노스케일의 패턴 가공도 시도

되고 있다. 만약 기계가공기술을 바탕으로 나노스

케일 패턴의 금형이 제작될 수 있다면 대량생산도 

가능하다. 그러나 나노스케일에서 기존 기계가공

이론 및 현상들이 어떻게 변화할지에 대한 연구가 

많이 부족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금형 가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가공공구와 소재 간의 

절삭에너지가 나노스케일에서 어떻게 변하는지를 

정량적으로 분석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2. 공구 끝부분의 뭉툭함 현상 분석

나노스케일의 기계가공에서 가장 먼저 고려하

여야 할 사항은 공구 끝부분의 뭉툭함(tip blunting) 
현상이다. 일반적으로 공구의 끝부분은 완벽하게 

날카로우며 하나의 점으로 수렴된다고 가정하지

만 실제로는 공구제작기술의 한계로 인하여 필연

적으로 뭉툭함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매크로 스케

일에서는 가공깊이 대비 뭉툭함이 매우 작기 때문

에 무시하여도 상관없지만, 나노스케일에서는 상

대적인 비율이 높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이와 유사한 기존 연구로 가공깊이가 작아짐에 

따라 절삭에너지 (specific cutting energy, ps)가 증가

한다는 연구가 있었으며 이를 크기효과(size effect)
로 명명하였다. 절삭에너지는 아래와 같이 단위부

피 당 가공에 필요한 에너지로 정의되며, 식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소재와 공구 간의 응력으로도 나타

낼 수 있다. 

 


 



(Pm, 가공에 소요되는 에너지율, Zw : 소재제거율, 
Fc : 절삭력, Ac, uncut chip의 투영면적)

절삭에너지가 증가하는 현상의 원인으로 기존

에는 크게 두 가지 이론이 제시되어 있다. 첫째, 
아래의 그림과 같이 공구의 끝부분이 뭉툭하기 

때문에 Fp의 크기는 일정하기 위해서는 가공깊이

가 작아질수록 수평방향으로의 절삭력이 커져야 

하고 결과적으로 절삭에너지가 증가한다는 것이

다. 두 번째 이론은 전위론(dislocation theory)에 의

거한 이론이다. 전위론을 바탕으로 절삭력을 계산

하면 절삭력과 가공깊이가 역수의 관계로 나타나

기 때문에 가공깊이가 작아질수록 절삭에너지가 

높아지게 된다. 
이 두 이론은 각각 약점을 가지고 있다. 첫 번째 

이론은 소재의 나노스케일에서의 특성을 전혀 고

려하지 않고 있으며 응력상태가 2축이기 때문에 

어떤 축의 응력이 더 큰 영향을 미치는지 알기 

어렵다. 두 번째 이론은 공구의 끝부분이 뭉툭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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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고려하지 않고 소재의 특성만 고려하였다. 

Fig. 1 A schematic diagram of force state of blunt 
machining tool at shallow depth [1]

3. 나노스케일에서의 절삭에너지 측정

기존 연구들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응력상태가 1축으로 간단하면서 공구 

끝부분의 뭉툭함과 소재 특성을 모두 고려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공구를 초정밀 가공기에 

부착한 뒤 수직방향으로만 1㎛ 이동하여 64황동 

소재를 누르면서 이때 공구와 소재 간의 힘을 공구

동력계(MiniDyn 9256C, Kistler)를 사용하여 연속

적으로 측정하였다. 공구와 소재 간의 정확한 접촉

면적을 구하기 위해서 AFM (Atomic Force 
Microscope, XE-100, Park systems)을 이용하여 공구 

끝부분의 형상을 측정하였다. 이렇게 얻어진 하중

과 접촉면적을 사용하여 공구와 소재 간의 응력을 

구하였고, 이를 절삭에너지로 간주하였다. 또한 

공구의 끝부분이 완벽하게 날카로울 때를 가정하

여 계산된 접촉면적으로 절삭에너지를 구하여 공

구끝부분의 뭉툭함의 고려 여부에 따른 절삭에너

지 변화를 비교하였다. 

4. 결과 및 고찰

AFM으로 측정되어 공구끝부분의 뭉툭함이 고

려된 실제 접촉면적으로 계산된 절삭에너지는 초

기에는 2GPa이 넘는 값을 나타내었으나 깊이 1㎛
에서는 약 500MPa로 감소하는 양상을 나타냈다. 
특히 초반에 급격히 감소하다가 후반부에 가서는 

미세하게 감소하는 양상을 나타내었다. 마이크로

스케일에서 수행된 기존 연구에서는 절삭에너지

의 변화가 2배 이내였으나 나노스케일에서는 4~5
배 이상 차이가 나는 다른 현상을 나타내었다. 

공구끝부분의 뭉툭함을 고려하지 않고 이상적

으로 날카로운 공구를 가정하여 계산된 면적을 

사용하여 얻어진 절삭에너지는 초기에는 10GPa이 

넘는 매우 높은 값을 나타내었고 깊이 1㎛에서는 

1GPa 이하로 AFM으로 측정된 면적 기반 응력보다 

약간 높은 값을 나타내었다. 따라서 공구끝부분의 

뭉툭함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에는 실제와 매우 

다른 절삭에너지를 예측하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

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공구끝부분의 뭉툭함을 

고려하여도 나노스케일에서는 다른 스케일에서와

는 달리 절삭에너지가 급격히 증가하므로 이는 

소재의 특성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대해서

는 Geometrically Necessary Dislocation을 이용한 

기존 이론으로 설명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며 

이에 대한 연구를 추후 진행할 예정이다. 

5. 결론

나노스케일에서의 절삭에너지 변화를 평가하

는 연구를 수행하였고 다음의 결론을 얻었다.
(1) 나노스케일에서는 절삭에너지가 급격히 증

가한다.
(2) 공구끝부분의 뭉툭함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에는 절삭에너지를 과대평가하는 문제가 발생한

다.
(3) 나노스케일에서 절삭에너지가 증가하는 현

상은 소재 내에 존재하는 전위에 의한 것으로 판단

되며 이에 대한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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