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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세라믹은 고강도, 우수한 내마모성, 열전도율이 

낮아 고온에서 고강도를 유지하므로 기계 및 의료

분야 등 산업전반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고강도, 높은 취성으로 가공이 매우 어려워 다이아

몬드를 이용한 연삭가공이 이루어지고 있다. 다이

아몬드를 이용한 연삭가공은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며, 가공비용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

다.1-2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최근 레이저 보조 

가공(Laser Assisted Machining)의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3 레이저 보조 가공이란 취성재료를 레이저를 

이용해 예열하고 연화된 재료를 절삭하는 가공법

이다. 레이저 보조 가공은 선삭에서는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만 복잡하고 정교한 가공이 이루어

지는 밀링에서는 미비한 현실이다. 
본 연구에서는 세라믹의 레이저 보조 밀링가공

에 앞서 SM45C에 적용하여 절삭력을 측정하여 

레이저 보조 가공의 효과의 타당성을 검토 하였다.

2. 실험장치 및 방법

실험을 위해 Fig. 1 과 같이 장치를 구성하였다. 
레이저가 선회하며 공작물(workpiece)을 예열하여 

연화시키고 공구가 뒤따라가며 절삭하는 장치를 

구현하기 위해 레이저장비를 스핀들에 설치하였

다. 레이저 장비는 Laser line 사의 최대 1kW의 

고출력 다이오드레이저(HPDL)를 사용하였고, 시
편표면의 온도를 측정을 위해 고온계(pyrometer)를 

장착하여 표면온도를 실시간으로 측정하였다. 절
삭력 측정을 위해 틸팅 테이블(tilting table)에 공구

동력계(dynamometer)를 설치하였다.  

Fig. 1 Experiment set-up for cutting force measurement

정확한 절삭력측정을 위해 지그를 제작하여 

SM45C를 고정하였다. 레이저 출력은 120W 로 설

정하였고, 절삭 깊이 0.15mm 로 실험하였다. 예열

효과 비교를 위해 같은 조건으로 예열 없이 측정을 

다시 하였다. 나머지 실험조건은 아래 표에 나타내

었다.

Table 1 Experiment condition
Laser type HPDL
Meterial SM45C
Block size 60mm × 14mm × 14mm
Laser feed rate 3.33mm/s
Depth of cut 0.15mm
Tool Diameter 8mm
Heat source size 3mm
Laser power 120W
Spindle speed 5000r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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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Force direction of dynamometer

Fig. 3 Cutting Force of feed rate

3. 실험 결과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평판 레이저 보조가공에서 

SM45C의 절삭력을 측정하여 비교하였으며 레이

저 예열효과로 SM45C의 이송분력(Fy) 절삭력이 

약 11%정도 감소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실험의 

결과를 바탕으로  세라믹에 대해서도 레이저 예열 

절삭 실험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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