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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레이저 보조 가공은 레이저의 높은 순간 

가열 능력을 공작물 가공에 이용하는 것으로 

레이저 빔이 가공부를 예열하고 공구가 예열한 

부위를 따라 가면서 가공하는 방법이다. 현재 

레이저 보조 가공은 전 세계적으로 대부분 

선삭에 적용되고 있으며, 마이크로 엔드밀에 

일부 적용되고 있다. 1,2 그러나 자동차, 항공, 

등의 분야에서는 복잡한 밀링 제품이 요구되기 

때문에 레이저 보조 밀링의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배기밸브, 실린더 라이너 등의 

자동차 부품이나, 가스터빈 등의 항공기 

부품에 고품질의 난삭재 제품의 사용이 

늘어나고 있다. 난삭재는 우수한 성질을 

가지고 있지만 재료의 물리적·화학적 특성 

때문에 일반적인 가공 생산이 어렵다. 이러한 

난삭재 가공에 레이저 보조 가공을 이용하면  

일반적인 난삭재 가공방식인 연삭가공에 비해 

더 효율적으로 공작물을 가공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난삭재 가공을 위한 레이저 보조 

밀링에 관한 기초연구로서 레이저 예열 효과가 

공작물 가공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 것이 

목적이다. 따라서 기초데이터 확보를 위해 

비교적 가공이 쉬운 SM45C 를 본 연구의 

해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레이저 보조 밀링에서 

레이저 예열효과에 의한 공작물의 온도분포를 

고려하여 가공 시 발생하는 절삭력을 

해석하였다.  

 

2. SM45C 의 예열효과 
 

레이저 보조 밀링은 레이저 열원에 의해 

공작물을 연화시켜 가공을 수행하기 때문에 

재료의 적절한 온도 범위를 예측할 필요가 

있다. 레이저 열원을 필요이상으로 강하게 

조사할 경우 공작물에 변형이 생길 수 있고, 

레이저 열원을 약하게 조사할 경우 가공효율을 

감소시킬 수 있다. 따라서 공작물의 특성에 

따라 적절한 온도를 예측하여 레이저 열원을 

조사해야 한다. 

본 연구의 해석대상인 SM45C 는 어닐링 

온도가 550 ℃ 이상, 변태점 온도는 약 726 ℃ 

이므로, 연화되어 잔류응력이 제거될 수 있는 

범위로 550 - 726 ℃ 를 예측할 수 있다. 

하지만, 레이저 열원에 의한 가열은 매우 

급속한 가열이므로 재료의 이력현상으로 

인하여 변태점 온도는 크게 증가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SM45C 의 적정 예열 온도를 약 

826 ℃ 로 선정하였다. 3,4 

난삭재 등 기타 재료들에 대한 예열 온도 

는 레이저의 여러 변수들을 조절하는 방법으로 

적정 온도를 선정할 수 있다.5  

 

3. 레이저 보조 밀링의 절삭력 해석 
 

절삭력 해석을 위해 상용 해석소프트웨어 

AdvantEdge 를 사용하였다. Fig. 1 은 SM45C 의 

레이저 보조 밀링 해석을 위한 해석모델을 

나타내고 있다. 해석조건은 Table 1 과 같다. 

초기온도는 SM45C 가 레이저예열효과에 의해 

가열되었다고 가정하고 826 ℃로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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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imulation model of laser-assisted milling 

process 

 

Table 1 Cutting process parameters 
 

Classification Value 

Rotational speed [rpm] 5,000, 10,000, 15,000 

Feed rate [mm/tooth] 0.15 

Teeth per cutter 2 

Depth of cut [mm] 0.5 

 

Fig. 2 Variation of cutting force for various rotational 

speed 

 

Fig. 2 는 회전속도에 따른 절삭력 해석의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회전속도 5,000rpm, 

10,000rpm, 15,000rpm 에서 레이저 보조 밀링이 

일반 밀링보다 절삭력이 각각 약 54%, 38%, 

40% 감소함을 알 수 있다.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SM45C 의 레이저 보조 

밀링에서 레이저 예열효과가 공작물 변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일반 밀링보다 

레이저 보조 밀링에서 절삭력이 감소되는 것을 

해석적으로 확인하였다. 향후 실험을 통해 본 

연구의 결과를 검증한 후, 세라믹 등의 

난삭재를 적용하여 추가 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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