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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절삭에서 칩은 주변형영역(primary 

deformation zone)이라 불리는 극히 좁은 영역에

서 매우 짧은 시간 동안 발생하는 극심한 전단 

변형에 의해 생성된다. 때문에 주변형영역에서

의 칩 생성 현상을 직접적으로 관찰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힘든 일이다. 

한편 유변학(Rheology)에서는 유체의 흐름

을 가시화(Visualization)하고자 하는 시도가 있

었으며, 이를 위해 ADV(Acoustic Doppler 

Velocimetry)와 LDV(Laser Doppler Velocimetry)와 

같은 기법들이 사용되었다. 그러나 상기의 방

법들은 점(point) 단위로 측정을 하기 때문에 

시간적, 비용적 한계가 있어 최근에는 이를 발

전시켜 전체의 흐름분포를 측정하여 유속장

(velocity field)으로 표현해주는 PIV(Particle 

Image Velocimetry)기법이 널리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최근에는 전산유체역학에 대응할 수 있

는 계측기법으로까지 인식되고 있다. 

본 연구는 2 차원 직교 절삭 중 주변형영역

에서의 칩 생성 현상을 가시적으로 관찰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주변형영역에서의 변형률 

분포와 치수효과(size effect)와의 관계를 고찰하

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PIV 기

법을 금속재료의 유동에 접목시켜 주변형영역

내 변형률 분포를 구하였으며, 절삭기하(공구

날반경에 대한 절삭깊이의 비, tc/R)를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절삭깊이를 변화시키는 실험을 통

해 재료 물성에 기인한 치수효과를 고찰하였다. 

 

 

 

2. 실험방법 
 

이차원 직교절삭장치는 정밀한 선형운동이 

가능한 linear slide 에 서보모터(Mitsubishi, HC-

SFS152)를 설치하여 최대 1000 mm/sec 의 속도

로 움직일 수 있도록 고안되었다. column 은 강

성이 뛰어난 주철로 제작되었으며, m 단위로 

절입량을 조절할 수 있도록 무마찰 슬라이드

(MID,MVRU9210)가 설치되었다. 

한편 절삭이 일어날 때 주변형영역 내에서 

칩이 생성되는 과정을 포착하기 위하여 Fig. 1

과 같이 절삭방향과 수직이 되도록 카메라를 

설치하였다. 카메라(PHANTOM-MIRO-M310)는 

칩이 생성되는 극히 짧은 순간을 포착하기 위

해 1280  800 pixels 의 해상도에서 초당 3,260

장의 이미지를 획득할 수 있도록 설정하였다. 

 

 
Fig. 1 Schematic of 2-D orthogonal machining setup 

 

피삭재는 99.95%의 높은 순도를 갖는 두께 

1.5mm 의 아연판재가 사용되었다. 아연은 비교

적 절삭저항이 적고 유동형 칩(flow chip)을 형

성하므로 주변형영역에서의 칩 생성 현상을 관

찰하는 것이 용이하다. 실험은 다양한 공구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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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반경과 절삭깊이에서 이루어졌다. 다른 절

삭인자들의 영향을 차단하기 위하여 동일 공구

경사각 및 절삭속도에서 실험을 수행하였다. 

절삭 조건은 다음과 같다. 

 

Table 1 Cutting conditions 

Work 

material 

Cutting 

Edge 

Radius 

[μm] 

Rake  

Angle 

[ ° ] 

Cutting 

Speed 

[mm/s] 

Depth 

of Cut 

[μm] 

pure 

Zinc 
(99.95%) 

20 

0 50 

50,100,150 

35 35,53 

70 35,53,70,105 

105 53,105,158 

 

PIV(Particle Image Velocimetry)는 이미지 

상에 입자의 이동을 추적하여 벡터로 출력하고, 

이를 통해 속도장 등을 산출하는 image 

correlation 기법이다. 미소시간 간격 차이로 

촬영한 두 이미지를 일정 픽셀 크기의 격자로 

나누어 각각의 격자 내에서 particle 이 가지는 

빛의 세기를 서로 비교하여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갖는 한 쌍의 격자를 찾아낸 후 

감지되는 모든 particle 의 이동을 속도분포로 

표현한다.  

Fig. 2(a)는 2 차원 절삭 시 주변형영역 내 

속도분포를 PIV 를 이용하여 구한 후 이를 

유효변형률속도 분포로 변환한 것이다. Fig. 

2(b)는 Fig. 2(a)에서 칩의 이동경로 ABCD 를 

따라 유효변형률속도를 누적시켜 구한 누적 

유효변형률을 보여준다. 

 

  
(a) (b) 

Fig. 2 (a) Effective strain rate distribution in the 

primary deformation zone and (b) cumulative effecti

ve stain along the trajectory of A to D 

 

 

3. 결과 및 고찰 
 

분석 결과 Fig. 3 과 같이 공구날반경에 대

한 절삭깊이의 비(tc/R)가 증가할수록 총 변형

률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공구날반경에 대한 절삭깊이의 비가 일정할 때 

총 변형률은 공구날반경(또는 절삭깊이)이 잠

아짐에 따라 작아지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

다. 이러한 현상은 재료물성에 기인한 치수효

과(size effect)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차이를 분석해 봄으로써 절삭에서 관찰되는 치

수효과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으리라 기대

된다. 

 

 
Fig. 3 Total effective strain varying with tc/R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PIV 기법을 이용하여 2 차원 

절삭 중 주변형영역 내 변형률 속도 및 

누적변형률 분포를 실험적으로 구하는 방법을 

개발하였다. 더불어 절삭실험을 통해 

절삭기하가 유사할 때 총 변형률은 공구날반경 

(또는 절삭깊이)이 잠아짐에 따라 작아지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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