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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절삭가공은 소재에 직접적으로 물리적인 힘을 

가하여 소재를 제거하는 방식으로, 매우 다양한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연계되는 복잡하고 난해한 

가공방법이다. 최근 별도의 모형 제작 과정이 없이 

바로 주형을 제작할 수 있는 패턴리스 선진 성형기

술의 발달로 새로운 절삭기술 연구가 많이 진행되

고 있다. 특히 실제 주형을 제작하기 위한 절삭 

기술은, 일반적으로 금속 재질이 아닌 취성재료의 

거동을 보이는 비금속 재질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는 점에서 더 많은 연구가 요구된다.   
취성재료의 경우 연성재료와는 다른 파괴 메커

니즘과 재료의 취성으로 인하여 수치 시뮬레이션

에 많은 어려움이 존재한다. 또한 기존의 절삭 모델

에서 사용하는 Lagrange 방식은 취성 절삭시 발생

하는 대변형으로 인해 정확한 재료의 거동을 표현 

할 수 없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Johnson – Holmquist mater

ial 모델과 SPH 기법을 이용하여 취성재료의 절삭 

거동을 정확히 표현 할 수 있는 수치 해석모델을 

제안하였다. 또한 공구의 경사각에 따른 절삭력과 

취성재료의 크랙의 거동을 표현하였다. 
 

2. 취성 재료 모델

본 연구에서는 취성 재료의 절삭 거동을 묘사하

기 위해 Johnson-Holmquist Material Model[2]을 사

용하여 Float Glass를 모델링 하였다. Johnson-Holm
quist Material Model은 세라믹과 같은 취성 재료를 

위한 구성방정식이며, Hugoniot Elastic Limit(HEL)
과 전단계수(G)를 이용하여 유도 된다. Johnson-Hol
mquist의 구성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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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A, B, C, D, M, N 은 재료 상수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취성재료의 칩과 피삭재 사이의 

분리를 위하여 물리적 칩 분리 조건으로 Johnson-H
olmquist Fractured Model을 사용하였다.
Damage Parameter D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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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치해석 모델 및 결과

3.1 수치해석 모델

유한요소 해석은 Explicit code를 사용하고 SPH 
Solver와 Lagrange Solver를 지원하는 Autodyn을 

이용하였으며 피삭재는 높이 1mm, 길이 2mm의 

2차원 직교 절삭 모델[3]로 구성하였다. 재료는 

Float Glass를 사용하였고, 공구는 경사각 30˚, 여
유각 6˚의 강체로 모델링 하였다. 해석에 사용된 

구속조건으로 피삭재의 왼쪽과 아랫쪽을 각각 변

위구속 하였다. 또한 피삭재 파트는 직경 10μm의 

SPH Particle을 이용하였으며, 공구 파트는 해석시

간을 줄이기 위하여, Lagrange mesh를 사용하였다.

Fig. 1 FEM model by using S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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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utting Condition

Cutting Condition

Depth (mm) 0.2 

Cutting speed (m/s) 50 

Rake angle  30˚

Flank angle 6˚  

본 해석은 11,920개의 SPH Particle과 4,000개의 

Lagrange mesh를 이용하여 모델링 하였다. 해석에 

사용된 유한요소 모델과 절삭 조건은 그림 1과 

표 1에 각각 나타내었다.

3.2 해석 결과 

본 연구의 목적은 불연속 칩을 생성하는 취성재

료의 절삭 거동을 묘사하는 것이다. 절삭공구의 

경사각에 따라 절삭력을 측정하고, 크랙의 전파를 

각 싸이클마다 확인하여 예측하였다. 크랙을 판단

하는데는 상태변수 D(“Damage”), 0≤D≤1을 도

입하였다. Johnson-Holmquist Model의 Damage Para
meter D는 Intact stress의 감소를 표현한다. 식 (2)에
서 D가 커질수록 Intact stress는 감소하고 Fractured 
stress는 커지게 되며, 1이 되면 Damage stress와 

Fractured stress가 같아지면서 재료의 파손이 나타

나게 된다. 
그림 2는 공구 이동에 따른 피삭재의 칩 생성을 

나타내고 있다. 취성재료의 불연속 칩의 구현이 

가능하였고, Damage Parameter D를 통해 크랙 과정 

표현이 가능하였다. 그림 2와 같은 경우는 크랙이 

절삭면을 기준으로 아랫방향으로 작용되어 가공

물이 파손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Johnson-Holmquist Model과 SPH 
Model을 이용하여 취성재료의 절삭거동을 해석하

였다. 크랙의 진행을 Damage Parameter D로 표현하

였다. D가 증가하게 되면 Fractured stress의 증가로 

크랙의 성장이 가속화 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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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Crack Propagation(Damage Conto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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