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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Chip breaker 형상에 대한 

Ti-6Al-4V 합금 선삭가공특성 연구

차 재 훈

울산대학교 산업대학원

자동차선박기술전공

 Ti-6Al-4V 소재는 대표적인 티타늄 합금으로 형상 가공성, 용접성, 주조성이 좋아 

사용하기 쉽고 높은 신뢰성을 가지고 있어 항공기, 우주선, 미사일, 선박과 같은 전

반적인 산업 분야뿐만 아니라 임플란트, 인공뼈 등과 같은 생체 의료용 재료 분야

에서도 많이 사용되고 있다. Ti-6Al-4V합금은 절삭가공이 어려운 난삭재 중 하나로

써, 생산성 및 높은 가공 품질을 달성하기 위해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Ti-6Al-4V합금의 선삭가공 조건인 절삭속도와 이송속도를 3개의 

Chip breaker형상에 따라 가공특성을 연구하여 티타늄 합금의 가공성을 향상하는데 

목표를 두었다. 절삭속도는 티타늄의 일반적인 가공속도인 90 m/min에 생산성 및 

부하의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150 m/min를 추가로 실험하였으며, 이송속도는 정삭

속도인 0.05 mm/rev와 황삭속도인 0.1 mm/rev를 사용하였다. Chip breaker는 활용

성을 고려하여 산업전반에서 많이 사용되는 범용적인 3가지 타입을 선형, 물방울, 다

각형의 윗면 형상, 서로 다른 날끝 두께와 첨단 요철 형태, 인서트팁의 옆면 형상 등

에 따라 선정하였으며, CNC 선반을 사용하여 선삭가공 실험을 수행 하였다. 절삭력

(주분력, 이송분력, 배분력)과 표면 거칠기, Chip의 배출 형상을 분석하여 가공성을 

평가 하였다.

 그 결과 공구표면(Chip breaker)형상에 따라 Chip의 배출 방향이 절삭력의 이송분

력과 배분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며, 선삭가공 중 Ti-6Al-4V소재 가공물의 배분력 

방향으로 Chip이 배출 시 표면 거칠기(Roughness) 값이 높고 가공성이 나쁘다는 것

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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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원자번호 22번의 티타늄은 은회색을 띠고 있는 고체금속으로서 비중이 작아 가볍

고 강도가 크며 뛰어난 내식성을 가진다. 

 티타늄은 지각을 구성하는 금속원소 중 4번째를 차지할 정도로 매장량이 풍부하지

만 사용량이 적은데 그 이유는 티타늄이 산소, 탄소, 수소 등과 친화력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발견된 이후 한참이 지나서야 티타늄의 제련이 가능하게 되었고, 

지금까지 생산성 및 품질 측면에서 많이 개선되었다. 비중은 철에 비해 절반에 불

과하지만 강도는 이와 비슷하거나 강하며, 대부분의 금속 및 일부 비금속과 결합하

여 우수한 기계적 물성을 가진 합금으로 쓰인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항공기, 우

주선, 미사일, 자동차, 선박뿐만 아니라 임플란트, 인공뼈, 의료기기 등과 같은 생체 

의료용 재료 분야에서도 많이 사용되고 있다. [1], [2]

 티타늄 합금 중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소재는 Ti-6Al-4V로서 가공성, 용접성, 주

조성이 좋아 사용하기 쉬우며 신뢰성이 높은 합금이다. 특히 이 합금은 기존 티타

늄 강도에 비해 약 4배의 강도를 지니며 철의 비중보다 약 0.6배로 가벼워 티타늄

의 합금 중 가장 많이 사용된다. 이러한 그 중요성 및 활용성을 고려하여 

Ti-6Al-4V합금을 연구에 활용하였다. [3]

 본 연구는 Ti-6Al-4V합금의 선삭가공 시 가공특성을 분석하고 티타늄 합금의 가공

성을 향상하는데 그 목표를 두었고 [그림 1.1]과 같은 순서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선삭가공을 위한 공구의 Chip breaker형상, 절삭속도와 그리고 이송속도를 가공 변

수로 하여 실험을 수행하였으며, 가공성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는 가공 중 발생하

는 절삭 3분력(주분력, 이송분력, 배분력)과 가공된 소재의 표면 거칠기, Chip의 배

출 형상을 선정하였다. [4] 

 실험 수행을 위해 원통형상을 가공하는 CNC(Computerized Numerical Control)선반, 

절삭력을 측정하는 공구동력계, 가공된 표면을 측정하는 표면 측정기, 표면형상을 

분석하는 광학현미경 등의 장비를 활용하였다. 선삭가공용 인서트 팁의 Chip 

breaker형상은 그 활용성을 고려하여 산업전반에서 많이 사용되는 범용적인 3가지 

타입을 <표 1.1> 사용하였다.  

 티타늄 합금의 가공특성 연구로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가공환경에서 신속

하고 정 한 절삭가공에 활용될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표 1.1> 티타늄 선삭가공 조건

번호 Chip breaker 가공조건 성능지표

1 M1 (A타입)
 ∘ 절삭속도(m/min)

 ∘ 이송속도(mm/rev)

 ∘ 절삭력(주분력, 이송분력, 배분력)

 ∘ 표면 거칠기

 ∘ Chip의 배출 형상

2 MF4 (B타입)

3 MF1 (C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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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Ti-6Al-4V합금 실험과정 및 순서



- 3 -

2. 이론적 배경

2.1 티타늄의 정의

 티타늄(Ti)만 가지고 만들어진 순수티타늄 외에 추가적으로 다양한 금속을 첨가하

면 티타늄 합금이 된다. 첨가되는 합금에 따라α합금, β합금, α+β합금의 3가지 

티타늄 합금으로 분류가 되는데, 이는 아래에서 설명할 티타늄의 금속구조에 영향

을 주는 합금에 따른 것이다.

 티타늄(Ti)의 금속구조는 온도에 따라 변화하는데, 이 구조의 변화 점은 약 885 ℃

이며, HCP 결정구조(조  육방격자)로부터 BCC 결정구조(체심 입방격자)로 동소 변

태를 일으킨다. 885 ℃에서 일어나는 동소변태에서는 원소가 첨가됨에 따라 온도가 

변화되는데, 변태 온도를 상승시키는 요소인 산소(O), 질소(N), 등의 원자들과 영향

을 강하게 받는다. 이러한 원소들뿐만 아니라, 금속 불순물과 합금원소들 역시 변태

온도의 변화를 주는 요인인데, 티타늄(Ti)에 합금 원소를 참가하면 참가 원소의 종

류에 따라 α/β의 변태온도가 변화함을 알 수 있다. 티타늄(Ti)에 첨가되는 원소들

은 이 동소 변태에 미치는 효과에 따라 α상 안정화 원소와 β상 안정화 원소로 구

분되며, α상 안정화 원소는 α에서 β로의 변태온도를 상승시키고, β상 안정화 원

소의 경우에는 반대로 변태온도를 하강시킨다. α안정화 원소에는 대표적으로 산소

(O)와 알루미늄(Al), 질소(N)와 탄소(C)가 있고, β상 안정화 원소에는 철(Fe), 망간

(Mn), 몰리브덴(Mo), 바나듐(V) 및 니오븀(Nb) 등이 있으며, β상 안정화 원소를 사

용할 시에는 상온에서 조차 어느 정도의 β상이 존재하게 할 수 있다. 

 α합금은 공업용 순수티타늄계 합금이므로, 기계적 성질은 열처리 및 조직 구조의 

변화에 의한 변화가 거의 없어, 용접으로 인한 성질의 변형 및 조작에 의한 영향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연성이 있는 모재와 비슷한 강도의 용접계수를 가진다.

 α+β합금은 합금과 같은 성분의 열처리를 하면 기계적 성질이 많이 변한다. 이 

때문에 일반적으로 3 %이상의 크롬(Cr), 철(Fe), 망간(Mn), 몰리브덴(Mo), 4 ~ 6 % 

이상의 바나듐(V)을 포함한 합금은 연성이 낮아지기 때문에 용접에는 사용하지 않

는다. 



- 4 -

<표 2.1> 티타늄합금의 종류

 티타늄 합금은 인장 강도가 꼭 높은 재료라고 할 수 없지만, 도 대비 강도로 나

타낸다면 높은 강도의 재료라고 볼 수 있다. 티타늄(Ti)은 온도에 따라 다른 특성을 

가지는데, 200 ~ 400 ℃의 범위에서는 인장강도에 비해 강한 크립 강도를 가지며 

안정적인 크립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스테인레스 스틸(stainless steel)에 비교

할 때 양호한 크립 특성이라고 볼 수 있으며, 티타늄 합금은 더 강한 크립 강도를 

가지고 있다. 특히 5Al-2.5Sn-Ti합금은 500 ℃ 까지도 강한 내열강도를 유지하고 있

어, 빠른 가공에 유리한 합금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외의 티타늄 합금에서는 400 ℃ 

이상에서 가공할 시 충분한 주의가 필요하다. 순수티타늄과 티타늄 합금의 충격진

성 물성은 서로 상이한 결과를 나타내는데,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진정이 증가하는 

비례 관계를 보여준다. 티타늄 합금의 충격성질을 그래프로 나타내 보면, 변이온도

에 따라 선형적으로 충격성질이 변하는 것을 보여준다. [5], [6] 

Crystal structure Ti Al V Mo Sn Fe Cr Others

Pure titanium (α) 100

Ti-6Al-4V (α+β) 90 6 4

Ti-4.5Al-3V-2Fe-2Mo(α+β) 88.5 4.5 3 2 2

Ti-15V-3Cr-3Sn-3Al (β) 76 3 15 3 3

Ti-20V-4Al-1Sn (β) 75 4 20 1

Ti-22V-4Al (β) 74 4 22

Ti-16V-4Sn-3Al-3Nb (β) 74 3 16 4 3N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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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Chip의 형태

 공구로 가공 재료의 표면을 절삭가공 하면서 발생하는 쇳가루, 절삭분을 Chip이라

고 한다. Chip의 형태는 공구의 형상, 재료의 재질, 절삭속도, 절삭깊이, 이송속도 

등에 따라서 다양하게 나타난다. 크게 유동형, 전단형, 균열형, 열단형 등의 4가지 

형태로 분류한다. Chip 발생 형태의 그림과 특징은 <표 2.2>와 같다. [7] 

<표 2.2> Chip의 특징과 형태

Chip 발생 형태 특징 발생원인

유동형 칩

(Fiow type 

chip)

 

칩이 연속적으로 

발생하며 

공구경사면을 따라  

흘러가는 모양의 

칩이다. 가공면이 

깨끗하다. 

인성이 큰 재질을  

윗면 경사각을 크게 

하고 절삭 할 때, 

절삭 깊이가 작고 

절삭속도가 클 때 

발생한다.

전단형 칩

(Shear type 

chip) 

공구경사면을 

따라 전단형태의 

비연속적인 칩이 

형성한다.

윗면 경사각이 작고 

연성 재료의 저속 

절삭 할 때, 절삭 

깊이가 클 때 

발생한다.

균열형 칩

(Tear type 

chip) 

압축되어 균열이 

생기고 전단이 생겨 

분리되는 모양의 

칩이다. 가공면이 

거칠고 가공 후 

흠집이 생긴다.

점성이 큰 재질을 

작은 경사각으로 

절삭하고 절삭 

깊이가 클 때 

발생한다.

열단형 칩

(Crack type 

chip) 

순간적으로 균열이 

발생하고 모재로부터 

분리되는 칩이다. 

비연속적인 칩으로 

가공면이 거칠다.

취성재료인 

주철에서 저속 절삭 

시에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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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절삭력

 절삭가공을 할 때 공구에 작용하는 힘을 절삭력이라고 한다. 절삭력의 크기와 방

향은 [그림 2.1]와 같이 3가지 힘으로 나타낸다.

[그림 2.1] 3분력의 절삭날 각 및 절삭력 그래프

 절삭가공 시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절삭 분력은 주분력이며 회전축과 직각방향

의 분력이다. 3개의 분력에서 주분력이 가장 절삭력이 높고 절삭날 각이 증가하면 

절삭력도 증가한다. 회전축과 병행한 방향의 분력으로 이송방향에 대한 저항력을 

이송분력이라고 하며 주분력의 0.1 ~ 0.2배이며 주분력에 비례하여 증가한다. 배분

력은 공구의 축방향으로 작용되는 절삭 깊이 방향의 분력이다. 주분력의 0.3 ~ 0.5

배이며 절삭날 각의 증가에 반비례하여 감소한다.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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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험방법

3.1 실험재료

 Ti-6Al-4V합금은 티타늄에 알루미늄과 바나듐을 첨가한 합금으로 비중이 작고(4.4 

~ 4.5) 일반 티타늄에 비해 강도는 매우 크며(항복강도 880 ~ 920 MPa) 인성, 연성, 

용접성, 제작성이 가장 잘 조합된 재료이다. 이로 인해 상업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특히 항공우주분야에서 유용한 소재이다. 하지만 고강도의 소재로 절삭가공이 어렵

다는 문제점이 있어 선삭가공 실험을 위한 소재로 Ti-6Al-4V합금을 선정하였고, [그

림 3.1]과 같은 원통 형태의 시편 형상을 가지고 있다. Ti-6Al-4V합금의 화학성분은 

<표 3.1>, 기계적 성질은 <표 3.2>에 표시되어 있다. [10], [11]

     

[그림 3.1] 실험재료용 Ti-6Al-4V합금 형상

<표 3.1> 실험재료용 Ti-6Al-4V합금 화학성분표

성분 Al V Fe C N H O Y Ti

함유량

(%)
6.15 3.94 0.16 0.02 0.02 0.001 0.12 0.001 89.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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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실험재료용 Ti-6Al-4V합금 기계적 물성치

Mechanical properties Ti-6Al-4V

Tensile strength 977 MPa

Yield strengths 902 MPa

Elongation 27 %

Reduction of area 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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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실험장비

3.2.1 CNC선반

 CNC선반은 범용선반에 컴퓨터수치제어 컨트롤러를 장착한 공작기계이다.

CAM(Computer Aided Manufacturing) 소프트웨어로 프로그래밍 된 가공명령 데이터

에 의해 대량생산 및 자동으로 다양한 부품을 빠르게 생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

다. Ti-6Al-4V합금의 가공실험에 사용된 장비는 S&T중공업의 CNC선반이다. [그림 

3.2]는 장비의 외형, <표 3.3>은 자세한 사양을 표시하고 있다. 이 장비는 인서트 

Chip breaker형상 별 가공조건에 따라 Ti-6Al-4V합금의 절삭가공에 사용되었다.

      

[그림 3.2] CNC선반 외형

<표 3.3> CNC선반 사양

Items Specifications

Capacity
Max. Bar working dia φ42 mm 

Spindle speed 50 ~ 5,000 RPM

 Travel X-Axis travel  170 mm 

Z-Axis travel 480 mm

Rapid traverse
X-Axis rapid traverse 20 m/min

Z-Axis rapid traverse 24 m/min

CNC Controller FANU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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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공구동력계

 선삭가공 실험에 사용 된 절삭력 측정 장비인 Kistler사의 공구동력계는 압전소자

(Piezoelectirc) 기반 절삭력 측정 장치로 센서의 측정원리는 압전 소자를 기계적 부

하(Load)에 비례하는 전기적 전하를 발생시켜 앰프를 통해 발생한 신호를 전압으로 

전환하여 최종 측정 물리량으로 환산된다. [그림 3.3]은 장비의 설치 모습, <표 3.4>

는 자세한 사양을 표시하고 있다. 이 장비는 Ti-6Al-4V합금의 절삭가공 시 절삭력

을 측정하는데 사용되었다.  

[그림 3.3] 공구동력계 설치 모습

<표 3.4> 공구동력계 사양

Items Specifications

Measuring range
Fx, Fy, Fz -250 ~ 250 N

Mx, Mz -11 ~ 11 N

Overload (Fx, Fy, Fz): -300 ~ 300 N 

Threshold: < 0.002 N 

Sensitivity
Fx, Fz -26 pc/N 

Fy -13 pc/N  

Linearity, all ranges < ±0.4 % FSO 

Hysteresis, all ranges < ±0.5 FSO 

Crosstalk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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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표면조도 측정기

 가공된 Ti-6Al-4V합금 소재의 표면 거칠기를 측정하기 위한 장비로는 [그림 3.4] 

와 같은 Mitutoyo사의 SV-3100을 사용했으며 사양은 <표 3.5>에 표시되어 있다. 이 

장비는 표면 거칠기 측정 및 형상 윤곽 측정에 정 하고 정확한 테이터를 보여주는 

장비이다. 이 장비는 절삭가공된 Ti-6Al-4V합금의 평균 표면 거칠기 측정에 사용되

었다.

      

[그림 3.4] 표면조도 측정기 외형

<표 3.5> 표면조도 측정기 사양

Items Specifications

X-Axis measuring range 100 mm

Measuring force of detector 0.75 mN

Vertical travel 300 mm power column

Granite base size(W x D) 610 mm x 450 mm 



- 12 -

3.2.4 마크로 줌 현미경

 인서트 팁의 표면(Chip breaker형상) 및 Chip의 형태, 전체적인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그림 3.5]와 같은 ZEISS사의 Axio Zoom V.16을 사용하였고 자세한 사양은 <표 

3.6>에 표시되어 있다. 이 장비는 시편의 전체적인 형태를 관찰하고 길이 둘레 원주

를 측정하여 수치로 변환해주는 이미징(Imaging) 장비이다. 이 장비는 Chip과 인서

트 팁(Chip breaker형상 및 마모)의 측정에 사용되었다.

     

[그림 3.5] 마크로 줌 현미경 외형

<표 3.6> 마크로 줌 현미경 사양

Items Specifications

Zoom ratio 1 : 16 (5.6X to 89.6X or 25.3X to 412X)

Objective nosepiece Z 0.5X or 2.3X

Mechanical stage Range 150 x 100 mot; CAN

Illumination Fluorescence, Brightfield, Reflected illum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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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 레이저 스캐닝 현미경

 레이저를 이용하여 인서트 팁의 표면(Chip breaker형상) 및 Chip의 표면을 스캐닝 

하여 3차원의 영상을 획득하는 장비로 [그림 3.6]과 같고 사양은 <표 3.7>에 표시되

어 있다. Roughness와 Waviness을 측정하여 표면 거칠기를 수치화 시키는 장비이

다. 이 장비는 Chip의 표면 거칠기와 Chip breaker형상 측정에 사용되었다.

     

[그림 3.6] 레이저 스캐닝 현미경 외형

<표 3.7> 레이저 스캐닝 현미경 사양

Items Specifications

Objectives 5X, 10X, 20X, 50X, 100X

Resolution X, Y-120 nm, Z-10 nm

Laser 405 nm / 0.9 µW (JIS Class2)

Frame size 1024 x 1024 pixel 

Observational method Bright field, Dark field, D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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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 저온전계방출형주사전자현미경

 저온전계방출형주사전자현미경(Cold field-emission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이하 SEM)은 빛 대신 전자를 이용해 이미지를 만드는 현미경이다. SEM은 렌즈보다 

전자 태그 라인을 사용하는 장비로 [그림 3.7]과 같고 사양은 <표 3.8>에 표시되어 

있다. 이 장비는 인서트 팁의 마모 측정에 사용되었다.

          

[그림 3.7] 저온전계방출형주사전자현미경 외형

<표 3.8> 저온전계방출형주사전자현미경 사양

Items Specifications

Magnification LM 20 ~ 2,000X, HM 100 ~ 800,000X

Resolution 0.8 nm at 15 kV, 1.1 nm at 1 kV 

Detector SE, HA-BSE, LA-BSE, EDS

Traverse X, Y Axis 50 mm x 50 mm

Electron gun Cold cathode field emission electron sou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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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절삭공구

3.3.1 인서트 홀더 선정

 실험에 사용된 인서트 홀더는 좌승수로 ㈜세코코라이툴스의 인서트 팁의 규격에 

맞추어 인서트 홀더(PCLNL2020K12)를 선정하였다. [그림 3.8]은 절삭 실험에 사용된 

인서트 홀더의 외형이고 [그림 3.9]는 인서트 홀더의 규격이 표시되어 있다.

          

   

[그림 3.8] 인서트 홀더 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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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 인서트 홀더(PCLNL2020K12) 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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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인서트 팁의 선정

 위의 인서트 홀더와 호환이 가능한 ㈜세코코리아툴스의 난삭재인 Ti-6Al-4V합금용 

3종류의 인서트 팁을 선정하였다. 동일한 노즐 반경값(R0.4)과 코팅된 인서트 팁을 

선정하였고 Ti-6Al-4V합금을 가공실험 하기위해 Chip breaker형상 별로 분류하였다. 

각각의 자세한 규격은 <표 3.9>에 표시되어 있다.

<표 3.9> 인서트 팁 규격

규격 Chip breaker 형상

CNMG-M1, TS2000

[A타입]

CNMG-MF4, TS2000

[B타입]

CNMG-MF1, TS2000

[C타입]

사이즈 d l s h

1204 12.7 mm 12.9 mm 4.76 mm 5.15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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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실험방법

 본 실험에서는 Chip의 형상 별로 형태를 보기 위하여 CNC선반을 활용하였으며, 

Ti-6Al-4V합금의 외경 단면의 가공을 수행하였다. Chip breaker형상 별로 동일한 주

축일정제어(G97)를 적용하였다. CNC선반 내부 터렛(Turrey)부에 공구동력계를 장착

하여 절삭력(주분력, 배분력, 이송분력)을 다양한 가공 조건 하에서 측정하였다. 그

리고 가공 중 발생된 Chip 및 가공된 표면을 비교하였다. 가공된 표면을 비교하기 

위하여 각각의 Ti-6Al-4V합금 실험시편을 표면조도 측정기로 표면 거칠기를 측정하

였으며, 가공 시 발생한 Chip을 수집하여 Chip의 형상 및 표면을 측정하였다.

3.5 가공 및 측정방법

 실험을 위하여 CNC선반의 장비에 공구동력계를 장착하여 Chip breaker형상 별로

Ti-6Al-4V합금의 절삭속도, 이송속도를 다르게 하여 <표 3.10>와 같이 비교해 보았

다.

<표 3.10> 실험 가공조건

 가공 실험 수행 시 공구동력계에 측정된 절삭력을 비교 분석하여 주분력 뿐만 아

니라, 배분력과 이송분력의 차이를 판별하였다. 그와 더불어 절삭가공된 Ti-6Al-4V

합금 실험시편을 조도형상 측정기로 표면 거칠기를 각각 5번씩 측정하여 평균값을 

도출한 후 비교 분석을 하였다.

 또한 Chip breaker형상 및 가공 후 발생한 Chip을 광학 현미경으로 Chip의 지름, 

길이, 표면 거칠기, 형상 등을 측정하여 비교하였다.

Parameters Conditions

가공소재의 절삭속도 (m/min) 90, 150 

인서트 팁의 이송속도 (mm/rev) 0.05, 0.1 

절삭깊이 (mm) 1 

Chip breaker 형상 M1 / MF4 / MF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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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험결과 및 고찰

4.1 Ti-6Al-4V합금의 절삭력 측정실험 

 CNC선반 장비에 절삭력을 측정하는 공구동력계를 장착하여 가공 실험 시편인 

Ti-6Al-4V합금을 절삭가공 실험에 사용하였다. 3가지 Chip breaker형상(M1 / MF4 / 

MF1) 별 인서트 팁을 사용하여 [그림 4.1]의 가공조건인 절삭속도(90, 150 m/min)와 

이송속도(0.05, 0.1 mm/rev)에 변화를 주며 가공 조건 별 절삭가공 실험을 수행하였

고, 절입 깊이는 동일하게 1 mm로 고정하였다. <표 4.1>에서 알 수 있듯이 절삭력

은 주분력이 대부분 영향을 미치고 배분력과 이송분력 순으로 나타났다. <표 3.9>와 

같이 정의하여 실험에 선정된 인서트 팁의 Chip breaker형상 별로 분류하였다.  

 실험 결과로 주분력 뿐만 아니라 절삭력의 모든 분력들은 <표 4.1>와 같이 A>B>C

순으로 C타입이 낮게 측정 되었으며, 절삭속도(90 m/min)와 이송속도(0.05 mm/rev)

의 가공조건에서 절삭력이 가장 낮게 측정되었다. 

[그림 4.1] 실험 시편 절삭가공 조건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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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Chip breaker 형상 및 가공조건 절삭력 비교 결과표

 [그림 4.2], [그림 4.3], [그림 4.4]는 Chip breaker형상 별 타입에 따른 절삭력 비교 

그래프를 나타내었다. [그림 4.2]는 A타입의 Chip breaker형상 타입과 가공 조건에 

따른 절삭력 비교이며, 절삭속도(90 m/min), 그리고 이송속도(0.1 mm/rev)일 때 240 

N의 주분력에 각각 70 N과 165 N의 이송분력 및 배분력의 결과를 보여주었으며, 

이는 동일한 Chip breaker형상 타입에서의 최대값을 보여주었다. 이송분력의 경우 

0.05 mm/rev의 결과보다 0.1 mm/rev의 이송속도에서 10 N 가량 더 높은 결과를 보

여주었다. 다른 타입의 Chip breaker형상에서도 동일한 경향을 보여주었으며, 이를 

통해 이송분력이 이송속도에 지대한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 있다. [그림 4.5]는 Chip 

breaker형상의 최적 가공조건이 절삭속도(90 m/min)와 이송속도(0.05 mm/rev)일 때 

절삭분력들의 비교를 나타내며, C타입의 Chip breaker형상이 모든 분력들에서 가장 

낮은 절삭력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점에서 C타입의 Chip breaker형상이 선삭가공 중 가장 안정적인 가공을 수

행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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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A타입 절삭력 측정 비교

[그림 4.3] B타입 절삭력 측정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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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C타입 절삭력 측정 비교

[그림 4.5] 타입 별 절삭력 최적조건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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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4.2], [그림 4.3], [그림 4.4]에서 각 타입의 주분력은 가공조건이 절삭속도(90 

m/min)와 이송속도(0.05 mm/rev)일 때 가장 낮은 값을, 가공조건이 절삭속도(90 

m/min)와 이송속도(0.1 mm/rev)일 때 가장 높은 값을 보여주었다. 다만 이송분력과 

배분력의 경우는 각 타입에서 다른 값을 보여주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그림 

4.5]에서 가장 낮은 절삭력을 가지는 가공조건이 절삭속도(90 m/min)와 이송속도

(0.05 mm/rev)일 때의 값을 비교해보면 Chip breaker형상 타입에 따라 다른 값을 

가지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C타입이 모든 조건에서 가장 낮은 절삭력을 

Ti-6Al-4V합금에 가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 24 -

4.2 표면 거칠기 측정

 CNC선반 장비에 가공 실험 시편인 Ti-6Al-4V합금을 절삭가공 실험을 수행하였다. 

3가지 Chip breaker형상(M1 / MF4 / MF1) 별 인서트 팁을 사용하여 가공조건인 절

삭속도(90, 150 m/min)와 이송속도(0.05, 0.1 mm/rev)를 변화를 주어 절삭가공 실험

을 하였고 절입 깊이는 동일하게 1 mm로 측정한 결과이다. 

 Chip breaker형상은 <표 3.9>와 같이 정의하여 실험결과 데이터를 분류하였다. 

Chip breaker형상 별 각 가공조건의 표면 거칠기를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 표면의 

청결을 유지한 뒤 측정을 실시하였다. 표면조도 측정기 장비를 활용하여 측정 길이

는 5 mm, 측정 속도는 0.2 mm/s를 기준으로 정하여 측정하였다. 측정값은 평균 표

면 거칠기(Ra)로 한 가공 조건에 동일하게 5번을 측정하여 평균으로 나타내었다. 

 <표 4.3>와 같이 Chip breaker형상은 A>B>C순으로 전반적으로 C타입이 평균 표면 

거칠기가 낮게 측정 되었으며, 절삭속도(90 m/min)와 이송속도(0.05 mm/rev)의 가공

조건에서 가장 낮게 측정되었다. 

<표 4.2> 표면 조도 측정 장비의 가공조건 별 표면 거칠기 분석 

가공 조건 별 측정 표면 

절삭 속도(90 m/min)

이송속도(0.05 mm/rev)

절삭 속도(90 m/min)

이송속도(0.1 mm/rev)

절삭 속도(150 m/min)

이송속도(0.1 mm/re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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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 Chip breaker 형상 및 가공조건 평균 표면 거칠기 비교 결과표

[그림 4.6] A타입 평균 표면 거칠기 측정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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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7] B타입 평균 표면 거칠기 측정 비교

[그림 4.8] C타입 평균 표면 거칠기 측정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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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9] 타입 별 평균 표면 거칠기 최적조건 비교 

 [그림 4.6], [그림 4.7], [그림 4.8]에서 A, B, C타입의 Chip breaker형상은 가공조건

이 절삭속도(90 m/min)와 이송속도(0.05 mm/rev)일 때 평균 0.198 µm의 가장 낮은 

표면 거칠기를 동일하게 보였으며, 가공조건이 절삭속도(90 m/min)와 이송속도(0.05 

mm/rev)일 때 평균 0.33 µm의 가장 높은 표면 거칠기를 보여주었다. Chip breaker

형상의 타입에 관계없이 (90 m/min, 0.05 mm/rev) > (150 m/min, 0.1 mm/rev) > (90 

m/min, 0.1 mm/rev)의 순서로 표면 거칠기가 낮은 경향을 보여주었다. 또한 [그림 

4.9]에서 가장 낮은 표면 거칠기를 가지는 가공조건인 절삭속도(90 m/min)와 이송속

도(0.05 mm/rev)일 때의 값을 비교해보면 Chip breaker형상 별 타입에 따라 다른 

값을 가지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C타입이 모든 조건에서 가장 낮은 표면 거칠기

를 나타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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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절삭력에 따른 표면 거칠기

 위의 두 실험에서 절삭속도, 이송속도에 따른 주분력, 이송분력, 배분력의 차이를 

A타입, B타입, C타입의 Chip breaker형상에 따른 변화와 각각의 절삭속도, 이송속도

에서의 표면 거칠기 변화를 확인하였다.

 이 두 가지의 실험결과를 토대로, 주분력, 이송분력, 배분력에 따른 표면 거칠기 

또한 A, B, C타입에 대하여 확인할 수 있는데, 아래의 [그림 4.10], [그림 4.11], [그

림 4.12]과 같이 세 타입에서 모두 주분력의 그래프가 가장 큰 경사를 나타내는 것

으로 보아 주분력이 표면 거칠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며, 주분력>배분력>이송분

력의 순으로 표면 거칠기의 영향에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4.4> Chip breaker형상 및 가공조건의 표면 거칠기, 절삭력 비교 결과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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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0] A타입 Chip breaker의 절삭력에 따른 표면 거칠기

[그림 4.11] B타입 Chip breaker의 절삭력에 따른 표면 거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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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2] C타입 Chip breaker의 절삭력에 따른 표면 거칠기

 [그림 4.10], [그림 4.11]에서 A타입과 B타입의 Chip breaker형상은 거의 동일한 절

삭력에서 유사한 표면 거칠기를 가짐을 보여주었다. 이는 작용하는 절삭력이 표면 

거칠기와 직접적인 영향이 있음을 보여주며, B타입의 경우 절삭력이 증가하는 것에 

비해 표면 거칠기는 완만하게 증가함을 보여주었다. [그림 4.12]에서 C타입의 경우 

비록 표면 거칠기가 증가하는 폭은 높았지만, 절삭력이 증가하는 폭이 낮아 표면 

거칠기가 A타입과 B타입의 경우보다 낮은 경향을 보였다.

 이처럼 절삭력과 표면 거칠기의 관계에서 절삭력이 높아질수록 표면 거칠기 또한 

높아지고 Chip breaker의 형상에 따라 절삭력과 표면 거칠기의 경향성이 달라지며 

주분력의 경우 상대적으로 가파른 기울기를 가져 표면 거칠기에 가장 큰 영향을 가

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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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가공된 Chip의 형상 및 거칠기(Roughness) 측정

4.4.1 Chip의 형상 측정

 CNC선반 장비에 가공 실험 시편인 Ti-6Al-4V합금으로 절삭가공 실험을 하고 Chip

을 수거하였다. 3가지 Chip breaker형상(M1 / MF4 / MF1)에서 가공조건인 절삭속도

(90, 150 m/min)와 이송속도(0.05, 0.1 mm/rev)의 변화를 주어 절삭가공 실험 중 발

생한 Chip을 분석해 보았다. 

 Chip breaker형상은 <표 3.9>과 같이 정의하여 실험결과 데이터를 분류하였다. 

Chip breaker형상 별 각 가공조건으로 발생된 Chip의 형상을 정확히 측정하기 위해 

표면의 청결을 유지한 뒤 측정을 실시하였다. 마크로 줌 현미경장비를 활용하여 

Chip의 높이와 피치는 현미경 배율(15.6X), Chip의 두께는 배율(89.6X), Chip의 너비

는 배율(63X) 기준을 정하여 측정하였다. <표 4.6>과 <표 4.7>에서 두께와 너비는 크

게 차이가 나지 않았다. <표 4.8>와 같이 측정한 Chip의 형상은 전반적으로 비슷하

게 측정 되었으며, 그 중에 Chip breaker형상 C타입의 절삭속도(90 m/min)와 이송속

도(0.05 mm/rev)일 때 Chip의 높이와 피치가 가장 낮게 측정되었다. 그리고 <표 

4.5>에서 A, B타입의 Chip은 사선으로 말리면서 배출되는 형상이지만 C타입은 Chip

이 말리는 방향과 평행하게 꼬여있는 형상을 보였다. 따라서 Chip의 배출방향과 형

태에 따라 시편의 마찰력이 영향을 받기에 절삭력과 표면 거칠기 또한 영향을 받음

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4.5> Chip 높이 및 피치 형상 비교 

Type Chip 높이 및 피치 형상 

M1 

(A타입)

MF4 

(B타입)

MF1 

(C타입)

가공조건
절삭 속도(90 m/min)

이송속도(0.05 mm/rev)

절삭 속도(90 m/min)

이송속도(0.1 mm/rev)

절삭 속도(150 m/min)

이송속도(0.1 mm/re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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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6> Chip 두께 형상 비교

Type Chip 두께 형상 

M1 

(A타입)

MF4 

(B타입)

MF1 

(C타입)

가공조건
절삭 속도(90 m/min)

이송속도(0.05 mm/rev)

절삭 속도(90 m/min)

이송속도(0.1 mm/rev)

절삭 속도(150 m/min)

이송속도(0.1 mm/re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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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7> Chip 너비 형상 비교

Type Chip 너비 형상 

M1 

(A타입)

MF4 

(B타입)

MF1 

(C타입)

가공조건
절삭 속도(90 m/min)

이송속도(0.05 mm/rev)

절삭 속도(90 m/min)

이송속도(0.1 mm/rev)

절삭 속도(150 m/min)

이송속도(0.1 mm/re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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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8> Chip 형상 비교 결과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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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2 Chip의 거칠기 측정

 CNC선반 장비에 가공실험 시편인 Ti-6Al-4V합금으로 절삭가공 실험을 하고 Chip

을 수거하였다. 3가지 Chip breaker형상(M1 / MF4 / MF1)에서 가공조건인 절삭속도

(90, 150 m/min)와 이송속도(0.05, 0.1 mm/rev)의 변화를 주어 절삭가공 실험 중 발

생한 chip을 분석해 보았다. 

 Chip breaker형상은 <표 3.9>과 같이 정의하여 실험결과 데이터를 분류하였다. 

Chip breaker형상 별 각 가공조건으로 발생된 Chip의 형상을 정확히 측정하기 위해 

표면을 청결을 유지한 뒤 측정을 실시하였다. <표 4.9>에서는 레이저 스캐닝 현미경 

장비를 활용하여 현미경 배율(200X), 측정범위(X 639 µm, Y 478 µm)로 Chip의 표면 

거칠기를 측정하였다. 

 <표 4.10>와 같이 Chip breaker형상은 (A, B)>C순으로 C타입의 표면 거칠기가 낮게 

측정 되었으며, 절삭속도(90 m/min)와 이송속도(0.05 mm/rev)의 가공조건에서 가장 

낮게 측정되었다. 

<표 4.9> Chip 표면 거칠기 비교

Type Chip측정 표면  

M1 

(A타입)

MF4 

(B타입)

MF1 

(C타입)

가공조건
절삭속도(90 m/min)

이송속도(0.05 mm/rev)

절삭속도(90 m/min)

이송속도(0.1 mm/rev)

절삭속도(150 m/min)

이송속도(0.1 mm/re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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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0> Chip 표면 거칠기 비교 결과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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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인서트 팁 마모 분석

 CNC선반 장비 가공실험을 수행한 이후 각각의 Chip breaker형상에 따른 마모도

(Tool wear)를 분석하였다. 마모도는 Chip breaker의 수명 및 연속 공정에서의 품질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를 분석하기 위해 각각의 Chip breaker형상을 광학

현미경(Optical microscope, OM)과 전자현미경(Scanning electron microscope, SEM)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그림 4.13] 티타늄 선삭가공 시 발생하는 공구 마모 현상

 선삭가공 중에서 발생하는 공구 마모의 대표적인 종류에는 Crater wear, Flank 

wear, Notch wear 그리고 Nose wear가 있으며 이는 위의 [그림 4.13]에 묘사되어 

있다. Flank wear의 경우 공구와 가공물 간의 Abrasion action에 의해 발생하지만, 

Crater wear의 경우 가공 중 발생하는 Chip의 흐름과 공구 사이의 Adhesion에 의해 

발생하는 경향을 보여준다. 이러한 점에서 Chip breaker와 공구 형상 변화에 따라 

주로 영향을 받는 마모 현상 중 하나는 Crater wear임을 알 수 있으며, 본 연구에

서는 인서트 공구 윗면에 발생하는 Crater wear에 대해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 

[12], [13]   

 Chip breaker형상에 따라 <표 4.11>, <표 4.12>, <표 4.13>와 같이 전자현미경을, 

<표 4.14>, <표 4.15>, <표 4.16>, <표 4.17>과 같이 광학현미경을 이용하여 사진을 

분석하였으며, 가공조건(절삭속도, 이송속도)에 따라 측정되었다. 

 마모도는 배율(89.6X), 윗면은 배율(200X), 측면은 배율(160X)로 측정하였다. 전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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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경의 경우 상위 사진은 배율(80X), 하위 사진은 상위 사진의 빨간 영역 부분을 확

대하여 배율(400X)로 측정하였다.

<표 4.11> A타입 SEM 마모 측정 비교

<표 4.12> B타입 SEM 마모 측정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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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3> C타입 SEM 마모 측정 비교

 [그림 4.13]의 보여주는 Wear 중 해당되는 것인 Crater wear가 <표 4.11>, <표 

4.12>, <표 4.13>에서 확인 되었다. 전자현미경(SEM) 이미지를 통하여 인서트 공구 

윗면에 발생한 증착이 발생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마모 면적을 측정하기는 

힘들다. 광학현미경(OM)을 이용하여 Chip breaker형상에 따른 정확한 마모면적의 

결과 값을 확인하였다.

<표 4.14> 타입 별 광학현미경 기준 형상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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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5> A타입 광학현미경 마모 측정 비교

<표 4.16> B타입 광학현미경 마모 측정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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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7> C타입 광학현미경 마모 측정 비교

 Chip breaker형상에 따른 인서트 팁의 마모도는 A, B, C타입 모두 절삭속도(90 

m/min), 이송속도(0.1 mm/rev)의 가공조건에서 가장 깊고 넓은 마모를 보였으며, A

타입의 경우 절삭속도(90 m/min), 이송속도(0.05 mm/rev)일 때 가장 작은 범위의 마

모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로 인해 윗면의 길게 형성된 티타늄의 증착도 확인되었

다. 마찬가지로 B타입의 경우 절삭속도(150 m/min), 이송속도(0.1 mm/rev)일 때 C타

입의 경우 A타입과 같은 절삭속도(90 m/min), 이송속도(0.05 mm/rev)일 때 같은 현

상이 발생하였다. 마모도가 작은 조건에서는 가공이 진행하는 도중에도 표면 거칠

기의 변화가 낮았다. 

 그러므로 각각의 Chip breaker형상에 따른 인서트 팁의 마모도에 의해 표면 거칠

기가 변화되는 것이 확인되었다. 



- 42 -

<표 4.18> 광학현미경 마모 측정 비교 결과표

[그림 4.14] A타입 마모면적 측정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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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5] B타입 마모면적 측정 비교

[그림 4.16] C타입 마모면적 측정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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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7] 타입 별 평균 마모 최적조건 비교 

 

 [그림 4.14], [그림 4.15], [그림 4.16]에서 가공 조건 및 Chip breaker형상에 따른 

마모면적의 결과 값을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며, 가공조건이 절삭속도(90 m/min)와 

이송속도(0.05 mm/rev)일 때 가장 낮은 마모면적을, 가공조건이 절삭속도(90 m/min)

와 이송속도(0.1 mm/rev)일 때 가장 높은 마모면적을 보여주었다. 또한 [그림 4.17]

에서 마모면적의 가공조건이 절삭속도(90 m/min)와 이송속도(0.05 mm/rev)일 때의 

값을 비교해보면 Chip breaker형상 타입에 따라 다른 마모면적이 측정된 것을 알 

수 있었으며, 모든 가공 조건에서 C타입의 Chip breaker형상을 가진 인서트 팁이 

가장 낮은 마모 면적 결과를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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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Chip breaker 형상 및 Chip 배출 경로 분석

4.6.1 Chip breaker 형상 분석

 Chip breaker형상은 <표 3.9>와 같이 정의하여 실험결과 데이터를 분류하였다. 

Chip breaker형상을 정확히 측정하기 위해 표면의 청결을 유지한 뒤 측정을 실시하

였다. 레이저 스캐닝 현미경 장비를 활용하여 Chip breaker형상의 표면형상과 날끝 

모서리 두께를 측정하였다. <표 4.19>와 같이 A, B, C타입은 다른 Chip breaker형상

을 가지고 있다. <표 4.20>, <표 4.21>와 같이 현미경 배율(50X), 측정범위(X 2,560 

µm, Y 1,912 µm)로 측정된 날끝 두께는 A>B>C순으로 C타입이 가장 얇게 측정 되

었으며, Chip breaker형상 표면 깊이는 C타입이 가장 깊었다. C타입의 측면이 A, B

타입과 달리 직선이 아닌 라운드 형상으로 지름(93,397 µm)과 깊이(403 µm)가 Chip

배출의 방향에 영향을 주어 절삭력과 표면 거칠기에도 영향이 미쳤다.

     

<표 4.19> Chip breaker 형상 비교

순서 Chip breaker 형상

정면

옆면

모서리

Type M1 (A타입) MF4 (B타입) MF1 (C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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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0> Chip breaker 3차원 형상 비교

<표 4.21> Chip breaker 형상 비교 결과표

순서 Chip breaker 3차원 형상

모서리

3차원

형상

3차원

모델링

Type M1 (A타입) MF4 (B타입) MF1 (C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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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 Chip 배출 경로 분석

 Ti-6Al-4V합금을 절삭가공할 때에 Chip이 연속적으로 흘러나와 Ti-6Al-4V합금에 

휘말려 표면에 움푹 파이는 손상 및 열팽창, 수축으로 인해 표면 거칠기가 나빠질 

수 있다. 이런 Chip의 연속배출을 끊어주기 위해 인서트 팁에 Chip breaker가 있다. 

이 Chip breaker의 형상과 절삭 깊이, 소재의 물성에 따라 Chip의 배출 경로가 결정

되는데, <표 4.20>과 같이 Chip breaker의 첨단 요철에 영향을 받아 chip의 두께, 각

도, 방향이 변하며 이 Chip이 Chip breaker에 가하는 힘과 접촉면을 따라 배출되는 

Chip의 열이 표면 거칠기에 영향을 준다.

 앞서 A, B, C타입의 Chip breaker형상을 분석하여 Chip의 배출경로를 파악할 수 

있었다. Chip breaker형상은 인서트 팁의 중간에 있는 형상뿐만 아니라, 인서트 팁

을 제작하는 형태에 따라 Chip breaker형상은 날끝 두께와 인서트 팁의 옆면에 영

향을 주기때문에 전체적인 Chip breaker형상이 Chip의 형태를 결정한다고 볼 수 있

다.

 A, B, C타입의 Chip breaker형상을 확인해 보면 A, B타입은 날끝 두께가 있어 

Chip배출 방향을 보면 인서트 팁 방향으로 사선으로 배출된다는 것을 <표 4.21>에

서 확인할 수 있었다. C타입은 Chip breaker형상 날끝 두께가 얇고 옆면 곡선이 영

향을 주어 Chip은 평행하게 꼬여서 Ti-6Al-4V합금 시편방향으로 배출되었다.  

 <표 4.22>에서 C타입은 Chip의 꺾임 각도가 커서 배출 각도가 낮고 둥글게 말려 

배출되는 반면, A타입은 가장 낮은 꺾임 각도를 가져 상대적으로 큰 각도로 배출되

었다. 그리고 B타입은 그 사이 값을 가진다. 

 이에 따라 가장 낮은 배출 각도를 가지는 C타입이 말린 형태의 Chip으로 인해 열

의 방출에서는 유리하고 배출방향이 이송분력 방향과 동일하여 Chip breaker에 가

해지는 절삭력이 낮았다. A타입과 B타입은 큰 배출각도가 비슷하여 열 방출에서 차

이가 없지만 배출방향이 배분력 방향으로 Chip breaker에 가해지는 절삭력이 높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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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2> Chip 배출 방향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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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본 연구에서 난삭재인 Ti-6Al-4V합금 실험시편을 3가지의 Chip breaker형상으로 

여러 가공조건에 변화를 주어 절삭 실험을 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게 되었다.

1) 3가지의 Chip breaker형상 타입 중 MF1(C타입)이 다른 타입보다 절삭력과 표면 

거칠기가 낮게 측정되었고 가공 조건으로 본다면 Chip breaker형상 타입 중 절삭 

속도(90 m/min)와 이송속도(0.05 mm/rev)의 가공조건이 Ti-6Al-4V합금 가공에 적합

하다고 볼 수 있었다.

 즉, MF1(C타입)의 절삭속도(90 m/min)와 이송속도(0.05 mm/rev)가 가공조건이 최적

임을 알 수 있었다.

2) Chip의 형상 및 표면 거칠기를 측정하였을 때, Chip의 너비, 두께, 높이, 피치에

서 큰 차이가 없지만 Chip의 배출 형태에서 A, B타입은 사선이고 C타입은 누운 형

태로 말려서 배출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즉, Chip의 배출 방향에 따라 표면 거칠기가 영향을 받으며, 누운 형태로 배출되는 

C타입의 표면 거칠기가 가장 낮게 측정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3) 3가지 Chip breaker형상에서 A타입과 B타입은 옆면이 직선형상, C타입은 옆면의 

형상이 곡선으로 되어 있어서 Chip의 배출 방향에 더 큰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었

다. 그리고 A, B타입은 날끝 두께가 있지만 C타입은 날끝 두께가 없으므로 날끝 두

께도 Chip의 배출에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었다.

 난삭재인 Ti-6Al-4V합금을 시편 재료로 선정하여 CNC선반 장비에서 가공특성의 

연구를 진행하였다. 인서트 팁의 3가지 Chip breaker형상을 선정하여 여러 가공 조

건을 변화를 주어 실험을 진행해 본 결과, 인서트 팁의 Chip breaker형상의 차이가 

Chip의 배출 방향에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었다. 그 결과로 Chip의 배출 방향이 

절삭력의 이송분력과 배분력에 영향을 미쳐 절삭가공 시 Ti-6Al-4V합금시편에 배분

력 방향으로 Chip이 배출되면 표면 거칠기가 거칠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실험을 통해 티타늄합금의 절삭가공 조건에 중요한 요소들을 찾음으로서 티타

늄합금뿐만 아니라 다른 금속에서의 절삭가공에 적합한 타입을 손쉽게 찾을 수 있

을 것이다. 또한 산업 전반에 많이 사용되는 다른 난삭재의 가공에도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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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Ti-6Al-4V alloy turning process 

according to the chip breaker shape

Jaehoon Cha

Graduate School of e-Vehicle Technology

University of Ulsan

Ulsan, Korea

 The Ti-6Al-4V is a representative titanium alloy which has good 

shape-processability, weldability, and castability. With their high reliability, it is 

used not only for general industrial fields such as aircraft, spacecraft, missile, and 

ship, but also for medical materials such as implants and artificial bones. 

Ti-6Al-4V is one of the hard-to-cut materials and many studies have been 

conducted to achieve productivity and high processing quality. 

 In this study, we aimed to improve the machinability of titanium alloy by 

selecting the optimum machining conditions according to the shape of three chip 

breakers in turning of Ti-6Al-4V material. The cutting speed was 150 m/min to 

check productivity and load change at 90 m/min, which is the general machining 

speed of titanium. The feed rate was 0.05 mm/rev and 0.1 mm/rev. Chip breakers 

were selected according to the application, and the three general types used in 

the whole industry were selected according to linear shape, water droplet, top 

shape of polygon, different edge thickness, edge irregular shape, side shape of 

insert tip, were used to carry out turning experiments and CNC lathe turning 

experiments were conducted. The machinability was evaluated by analyzing the 

cutting forces (tangential feed force, axial feed force, radial feed force), surface 

roughness, and chip discharging shape.

 As a result, the discharge direction of the chip has a considerable influence on 

the radial force and the axial force within the components cutting force. When 

the chip discharges in the direction of axial feed force, processed workpiece show 

large roughness value as well as the poor machinability.


	제 1장 서론   
	제 2장 이론적 배경 
	2.1 티타늄의 정의 
	2.2 Chip의 형태 
	2.3 절삭력 

	제 3장 실험방법 
	3.1 실험재료 
	3.2 실험장비 
	3.2.1 CNC선반 
	3.2.2 공구동력계 
	3.2.3 표면조도 측정기 
	3.2.4 마크로 줌 현미경 
	3.2.5 레이저 스캐닝 현미경 
	3.2.6 저온전계방출형주사전자현미경 

	3.3 절삭공구    
	3.3.1 인서트 홀더 선정 
	3.3.2 인서트 팁의 선정 

	3.4 실험방법 
	3.5 가공 및 측정방법 

	제 4장 실험결과 및 고찰 
	4.1 Ti-6Al-4V합금의 절삭력 측정실험 
	4.2 표면 거칠기 측정 
	4.3 절삭력에 따른 표면 거칠기 
	4.4 가공된 Chip의 형상 및 거칠기(Roughness) 측정 
	4.4.1 Chip의 형상 측정 
	4.4.2 Chip의 거칠기 측정 

	4.5 인서트 팁 마모 분석 
	4.6 Chip breaker 형상 및 Chip 배출 경로 분석 
	4.6.1 Chip breaker 형상 분석 
	4.6.2 Chip 배출 경로 분석 


	제 5장 결론 
	[참고 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