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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에서는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적용 분야가 점차로 확대되고 있는 고속 절삭가공의 경제성 및 환경비용 

을 평가하였다. 가공시간 및 가공비용이라는 절삭공정의 경제성 평가 모델과 더불어 수학적으로 모델링 된 절삭 

유제의 손실량 및 폐 유제 처리비용을 이용하여 환경비용을 고려한 절삭공정의 생산비용을 분석하였다. 분석에 

는 CBN 볼 엔드밀을 사용한 고속가공과 여러 가지 냉각방식을 적용한 고속 선삭가공 공정에 대한 공구수명 

및 공구마모 실험 데이터를 이용하였다. 고속 밀링가공에서 절삭속도가 높을수록 생산비용은 작아져서 고속가 

공의 장점을 그대로 보여주었다. 압축공기, 냉풍, 수용성 절삭유제, 건식 절삭의 네 가지 냉각방법을 사용한 선 

삭가공의 분석에서는 절삭유제를 이용한 냉각방식이 절삭유제를 사용하지 않은 방식에 비하여 공구수명의 향상 

으로 생산비용이 작았으나 환경비용을 고려하면 냉풍을 이용한 냉각방식이 생산성과 환경영향의 모든 면에서 

가장 우수하였다.

주제어 : 고속절삭가공, 생산성, 환경영향, 절삭유제

Abstract— In this study, high speed machining is evaluated with regard to economical and environmental 
effects. Considering environmental loads, machining costs are analyzed with the mathematical models of 
machining economics and cutting fluid loss. Data from the tool life experiments of high speed milling and 
turning are used for the analysis. The analysis of high speed milling shows that the machining cost decreases 
as increasing the cutting speed. In turning process, the cooling method using cutting fluid shows the 
minimum machining cost. Considering both machining and environmental costs, cooling method using c이d 
air is superior to other methods.

Key Words : high speed machining, productivity, environmental effects, cutting fluids

1. 서 론

18세기경 공작기계의 발명이후로 절삭가공 기술은 끊임없이 

발전되고 혁신되어 생산 현장을 새로운 형태로 급속하게 변화시 

키고 있다. 1990년대부터 생산현장에 적용되기 시작한 고속 정 

밀 가공기술은 공장 및 생산 자동화의 개념 하에 NC 공작기계

To whom correspondence should be addressed.
E-mail: yschang@suwon.ac.kr

182



Clean Tech., Vol. 12, No. 3, September 2006 183

와 FMC, FMS, CIM 등 무인공장설비에 이르기까지 많은 종류 

로 발전해오고 있다. 현재의 공작기계 기술은 고속화, 정밀화, 

개방화 및 환경친화의 방향으로 혁신을 지속하고 있다[1]. 2000 
년에 개최된 IMTS와 JIMTOF 공작기계전시회에서 선보인 신 

기술들은 대부분 IT관련 기술개발에 지향을 두고 정보통신 기 

술과의 융합, 고속 고정도화, 기능복합 공정집약화, 환경대응 기 

술 분야 등에 초점을 맞추었다[1]. 마이크로 프로세서의 급속한 

발전에 힘입어 고속화 기술은 극 초고속화 단계로, 정밀화기술 

은 극 초정밀화 단계로, CNC 기술은 오픈화 및 네트워크화를 

통한 다양한 통신기능이 부가됨으로써 설계, 생산, 영업 및 공작 

기계를 원격제어 할 수 있는 단계로 이르게 될 것이다. 또한 환 

경에 대한 관심은 설계 단계에서부터 제작 단계에 이르기까지 

환경을 고려하는 생산 방식이 강구되어 환경친화적 가공기술의 

개발로 발전해가게 될 것이다.

고속가공의 실현을 위해서는 주축 및 이송계의 고속화, 제어 

시스템, 가공 데이터의 전송, 공구경로결정, 절삭공구 등 많은 

문제점들을 해결해야 한다. 고속가공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는 

1980년대 초부터 시작되었다. 미국에서는 철, 티타늄, 니켈, 알 

루미늄 등에 대하여 고속 밀링, 고속 선삭 시 발생되는 현상들을 

조사하여 고속가공 시 발생되는 제반 문제에 대한 과학적인 기 

초를 마련하였다. 비슷한 시기에 유럽 특히 독일에서는 고속주 

축개발과 알루미늄 고속절삭에 대한 연구 및 철과 비철 금속의 

고속의 고속가공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 졌다. 일본에서 또한 이 

미 오래 전부터 이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이 수행되어 고속가공 

기술의 상용화가 이루어져 있다.

경화된 강재의 고속가공에서는 비록 절삭깊이를 적게 할지라 

도 고속과 고경도 라는 특성 때문에 공구의 마모가 큰 문제가 되 

고 있으며, 이를 위해 최근에는 TiAlN 코팅 초경공구, CBN, 
PCBN 공구를 이용한 고속가공에 대하여 많은 연구를 하고 있 

다. Dewes[2] 등은 PCBN과 재래의 세라믹 공구를 이용한 열 

처리 공구강과 다이강의 고속가공에 있어서 절삭속도에 따른 표 

면조도와 건식가공과 절삭유를 사용한 가공의 영향에 대해서 연 

구하였다.

Nakamura[3]는 주축의 고속회전과 이송 구동계의 고속화를 

가능하게 하는 고속주죽을 개발하였으며, Rahman [4] 등은 대 

표적인 정삭가공의 절삭조건하에 경화공구강의 고속 슬롯 밀링 

에 대해 다루고 고속가공 동안에 텅스텐 초경공구, TiAIN 코팅 

초경공구 및, CBN 공구의 성능을 평가하였다. 국내의 경우 

Yang[5]은 공구마멸에 대한 정량적인 해석을 바탕으로 현대 산 

업사회의 주요 소재인 강(steel)에 대한 최적 공구재를 선정하는 

방법을 제시하여 공구재 개발에 대한 이론적인 접근을 시도하였 

고, Lee et al. [6]은 주축증속기를 이용한 금형강의 고속절삭에 

관한 연구에서 fP 개념(feed = Pick)을 제시흐]였다. Kim et 
al.[기은 고속가공 현상에서 나타나는 가공변수를 측정할 수 있 

는 공구동력계의 개발과 AE감시 시스템을 구성하여 가공정밀도 

를 향상시키고 공구교환시기를 적기에 지시할 수 있도록 하였 

다. 또한 CAM 시스템 개발 분야에서 절삭력에 따른 공구마멸 

과정의 모델링을 통해 공구경로 생성을 보정하고, 이를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는 등 고속 가공에서 많은 연구를 수행하 

여 왔다.

환경친화적 또는 청정기술의 개념을 도입한 에코머시닝 

(Eco-Machining)이란 환경에 부담을 주지 않는 환경대응 가공 

기술을 말한다 [8], 최근에 CIRP 등 학회와 몇몇 선진 대학의 

연구소에서 환경친화적 절삭가공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였다. 

Byrne[9] 등은 환경친화적 절삭공정의 개념을 소개하고 몇 가 

지 미래의 연구 개발 항목들을 제시하였다. 그는 기계가공은 장 

기적으로 환경부하가 적은 청정가공 방식으로 발전되거나 또는 

새로운 방법이 개발될 것이며 환경부하가 큰 유제도 가능한 한 

사용량을 줄이고 궁극적으로 유제를 안 쓰는 방향으로 공구 및 

가공방법이 발전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1990년 초반 독일 등 유 

럽에서 절삭유 처리기술이 연구되기 시작되었고, 일본에서는 

1996년 냉풍을 이용한 가공기술이 개발되면서 점차 활성화되 

어, 최근에는 이와 관련된 상품들이 전시회에 출품되기 시작하 

였다 [8], 1999년 7월 일본에서는 “특정화학물질 배출량파악 

등 관리개선 촉진에 관한 법률” 이 시행되면서 기업에서는 절삭 

유 문제가 현실적으로 인식되어 학술적인 연구차원에서 상품개 

발차원으로 활성화되었다. 한편, ISO 14000에서 작업환경에 

대한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절삭유 처리비용 및 설비 유지관리 

비용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절삭유 관련비용은 총 생산 비용 

의 7 ~ 17%가 되며, 공구 비용에 비해 4배 이상이 든다는 통계 

도 발표 되어 있다 [10],
환경영향 분석의 대상이 되는 절삭 요소에는 절삭유제, 절삭 

에너지, 절삭칩, 공구 등 여러 가지가 있으며 앞에서 언급한 바 

와 같이 절삭유제는 환경 및 인체 건강에 영향이 가장 큰 요인으 

로 인식되고 있다 [11]. 본 연구에서는 생산성을 고려하여 적용 

분야가 점차로 확대되고 있는 고속 절삭가공의 환경영향 및 환경 

비용을 절삭유제의 분석을 통하여 평가한다. 가공시간 및 가공비 

용이라는 절삭공정의 경제성 평가 모델과 더불어 수학적으로 모 

델링된 절삭유제의 손실량 및 폐 유제 처리비용을 이용하여 환경 

비용을 고려한 절삭공정의 생산비용을 계산한다. 공구수명 및 공 

구마모 실험 데이터를 이용하여 CBN 볼 엔드밀을 이용한 고속 

가공과 여 러 가지 냉각방식을 적용한 고속 선삭가공 공정 에 대하 

여 총 생산비용에 대한 환경비용의 영향을 분석한다.

2. 이론적 배경

2.1 절삭공정의 경제성 평가

가공정밀도의 개선은 가공 부가가치를 높여주고, 생산성의 개 

선은 가공경비를 줄임으로 경쟁력을 강화시킨다. 절삭능률, 즉 

단위시간당 절삭량에 관한 가공 조건의 3요소는 절삭속도, 이 

송, 절입량이며, 이들 3요소를 크게 하면 단위 시간당 생산량은 

증가하여 생산성이 개선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경제적, 기술 

적인 구속조건이 존재하여 이들 요소를 고려하여야 한다. 절삭 

속도의 고속화, 즉 고속 절삭의 실현은 절삭온도, 공구수명의 측 

면에서 적지 않은 단점이 있으나 생산성 개선을 위한 가장 유력 

한 수단이므로 지금까지도 끊임없이 도전을 하고 있다.

절삭가공의 경제적 최적화에 사용되는 기본적 평가기준에는 

최대능률 기준 또는 최소시간 기준, 최소비용 기준, 최대이익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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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이 있다. 통합생산시스템 최적화의 기본이 되는 단일 생산 

공정에서 단위생산시간, 단위생산비용은 다음과 같이 모델링 

된다.

단위생산시간은 제품 한 개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시간으로, 

준비 시간, 절삭시간, 공구교환시간으로 구성된다고 가정한다. 

준비시간 하（분/개）는 가공을 준비하는 데 필요한 시간으로 실 

제의 절삭작업에 관계없는 시간이다. 절삭시간 시（분/개）은 실 

제의 절삭가공에 필요한 시간이고 공구교환시간 引분/개）는 마 

모된 절삭공구를 새 절삭날이나, 새 공구로 바꾸는 데 필요한 시 

간이다.

마모된 절삭날을 새 절삭날로 한 번 교환하는 데 필요한 시간 

을 하라고 하고, 새로운 절삭날을 사용하기 시작해서 교환할 때 

까지의 시간을 공구수명 丁라 하면, 제품 한 개에 대한 공구교 

환시간은

tr= tctml T （1）

이다. 그러므로 단위생산시간 '（분■/개）는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t=tp+ 猛十 tr= 場十 Z끄+ tctmlT （2）

단위생산비용은 제품 한 개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비용으로서 

설비가동비 용, 절삭비용, 공구비용으로 구성된다. 설비가동비용 

Mo（원/개）는 한 개의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생산설비를 사용하 

는 비용으로서 공작기계의 운전비, 감가상각비, 노무비와 간접 

경비를 포함한다. 절삭비용 Um （원/개）는 전기세와 절삭유 비용 

등을 포함한 절삭에 필요한 비용이며, 공구비용 싸 （원/개）는 제 

품 한 개를 절삭하는 데 필요한 절삭공구를 구입하는 비용이다.

설비가동비용은 간접경비 싸（원/분）과 단위생산시간의 곱으 

로 다음과 같이 얻어진다.

프。= kQt= k0（、tp+ tm+ tct」T） （3）

절삭비용은 기계의 가동시간 동안의 단위시간당 절삭 간접경 

비 儒（원분）에 의하여, 공구비용은 절삭날의 비용사（원/edge） 

에 의하여 각각 다음 식으로 표시된다.

Um = kmtm （4）

Ut= kttmlT （5）

따라서, 단위생산비용 u （원/개）는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U= Z/。十 z/끄十 ut= kQtt + {k0 + km）tm+ {kotc+ k）t」T

（6）

2.2 절삭유제의 손실량 모델

단일 절삭공정에서 환경영향 분석에 필요한 물질 및 에너지 

수지는 Figure 1과 같다 [12]. 절삭가공에는 재료, 공구, 절삭 

및 작동 유제 등의 물질과 가공 및 물질 취급에 필요한 에너지가 

사용되며 가공품 외에 칩, 유제, 폐공구, 열, 소음 등이 배출된 

다. 이중 일부는 재사용/활용되고 나머지는 시스템 외부로 배출 

된다. 이들 배출물 중에서 환경 부하가 제일 큰 절삭유제도 환경 

부하를 고려하여 물질 및 에너지의 사용과 대기, 수질 및 고형 

배출물을 최소화하는 관점에서 관리되어야 한다.

물질 및 에너지의 소비 단계에서는 유제의 사용뿐만 아니라 관 

리 및 폐유처리시의 관련 물질 및 에너지를 포함하며 배출물도 

유제 사용중 및 폐유처리시의 대기, 수질, 고형폐기물을 모두 고 

려하여야 한다. 이런 항목들은 유제 사용시와 폐절삭유의 처리 

중 발생하는 비산과 분해에 따른 질적 관리성 및 보충, 작업자에 

대한 인체영향, 유해물질 발생 등 유제와 직접적인 관련 요소들 

뿐만 아니라 절삭력의 감소에 의한 사용 에너지의 저감, 사용 중 

칩과 공작물 과 공구에 대한 환경적 영향, 열 및 소음발생 등 간 

접적인 영향도 포함한다.

절삭공정의 환경 평가를 위해서는 공구와 절삭 유제 등 사용 

되는 절삭요소의 환경부하에 대한 자료 외에도 사용되고 배출되 

는 물질 및 에너지의 양을 알아야 한다. 이러한 절삭요소들은 여 

러 가지 절삭환경 및 조건들에 결정되며 수학적인 모델링이 가 

능하다 [11]-
절삭유제는 절삭공정에서 환경부하가 가장 큰 절삭요소이다. 

절삭유제의 사용량은 가공시 발생 하는 손실량, 순환시 발생하 

는 손실량 및 유제의 수명이 다하여 교환하여주는 양으로 다음 

과 같이 나눌 수 있다.

MATERIAL ENERGY

Workpiece 
Fluids 
Tools

Machining
Handling 

Peripherals

——

it
Heat

Noise

Emisson

I PRODUCT I

Fluids

Chips

Tools

Figure 1. Material and energy balance in machining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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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uid — 十 十 ^life (허)

가공 시의 유제 손실 요인은 1) 가공재료 코팅, 2) 칩 코팅, 

3) 기화에 의한 대기 중 확산 등으로 손실량은 다음과 같이 구성 

된다.

— ^uxyrk 十 "<#/> 十 "eW> (으)

가공재료 코팅량 mw。*은 절삭 후 절삭변수와는 무관하게 재 

료의 표면적에 따라 일정하며 다음과 같이 표시될 수 있다.

mtmk=C,ptfA (9)

여기서 方는 유제의 밀도, 휴는 유제의 코팅 두께, A는 가공 후 

재료의 전체 표면적을 나타낸다. 또한 Q은 수용성 유제의 경우 

물에 대한 유제의 혼합비율이며 비수용성 유제의 경우는 1이 

된다.

유제의 칩 코팅 손실량 모델은 밀링공정의 경우 Figure 2와 

Figure 3으로부터 다음식과 같다.

mMp = C,ptfV[d- ' +2w 1 +2Rf 1 d 1

끼-Vl —응〉7 (10)

여기서 /는 재료 1회전당 이송량이며 才는 절삭깊이이다. 

한편, 선삭에서의 연속 칩은 다음과 같은 단면적을 갖고 있다.

A = 2{fL + dL + fd) (11)

칩의 길이 L은 다음과 같이 표시된다.

칩의 양쪽 끝단면적 花는 다른 면적에 비하여 상당히 작으므로 

무시하면, 선삭에서 칩 코팅 손실량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nW=2C/>W$+,) (13)

3. 고속 밀링가공의 경제성 평가

고속가공의 생산성 및 환경비용을 평가하기 위하여 엔드밀링 

실험 데이테 13]에 2장의 이론 및 모델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10-2날 CBN 볼 엔드밀(Co, Ni, Al)로 냉간금형용 합금강 

(STD-11, HRc50)을 가공할 때 주축의 회전수를 여러 종류로 

변화시켜 절삭속도의 변화에 따른 CBN 볼 엔드밀의 절삭성능 

및 마모특성과 절삭유의 사용 유무가 공구의 절삭성능과 공구마 

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실험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공작기 

계는 화천기계의 ECOMIL 43 V 머시닝센터이며 고속가공을 

위하여 주축속도 증속기를 사용하여 15,000 rpm까지 증속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절삭유는 비수용성 neat-oil을 사용하였고 

40 이를 절삭하여 공구마모를 측정하였다. 플랑크 마모량 0.2 
mm를 공구수명의 판단기준으로 하여 공구수명을 결정하였다. 

Table 1은 본 연구에 사용한 절삭 가공 조건을 나타낸다.

식 (2), (3)을 이용하여 생산시간 및 생산비용을 계산하였다. 

여기서 공구교환시간( 하)은 1분, 공구가격( kJ은 250,000원이 

다. 임금(人。)은 월 2,500,000 원으로 하루 8시간씩 30일 기준으 

로 173 원/min로 계산되었다. 간접 절삭비(人시는 절삭유제비, 

전기값, 및 감가상각비의 합으로 155 원/min으로 계산하였다.

한편 환경비용은 식 (10)을 이용하여 폐 유제 처리비를 계산 

하였다. 비수용성 유제이므로 유제의 혼합비율( C,)은 1, 유제 

의 밀도( 乃) 0.9, 유체의 코팅두께( 砂) 0.0003 mm, 40 프에 대 

한 절삭량( V) 1600 mm3, 커터의 절삭깊이( d,w) 0.2 mm, 날 

당 이송량(/)는 각각 0.2 mm이다. 식 (10)으로부터 칩에 묻어 

나가는 유제량은 3가지 경우 모두 13.5 g이다. 유제비는 20 2 
당 16 만원이므로 칩에 묻어나가는 유제 손실비는 120 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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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비용에 추가하였다. 유제처리 비용은 비수용성 유제의 경우 

회수업체가 무료로 또는 유제비를 지불하고 가져가므로 0으로 

계산하였다.

Table 2는 생산비용 및 환경비용의 계산 결과이다. Table 2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축속도를 5000 rpm에서 11,000 rpm 
으로 2.2배 증가하니 가공비용이 36%로 작아졌다. 고속으로 가 

공할수록 절삭시간이 작아지고 가격이 비싼 공구의 수명이 길어 

져서 생산비용이 감소한 것이다. 환경비용이 가공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작고 일정하기 때문에 총 생산비용도 고속가공이 작 

은 것을 알 수 있다.

4. 냉각방식에 따른 경제성 평가

절삭유는 비산 또는 누설에 의해서 작업환경을 악화시키며, 장 

기간 사용할 때 부패 및 세균번식에 의한 악취, 작업자의 피부질 

환 등을 유발시킨다. 기존의 절삭유는 윤활성능을 높이기 위해 

염소, 유황, 인이라는 극압 첨가제가 포함되어 있다. 이 극압 첨 

가제는 인체에 해로운 유독성 물질이며, 특히 염소화합물 소각 

하면 발암성 유해물질인 다이옥신이 발생 된다는 보고도 있다. 

또한 절삭유에 부착된 칩이나 폐기물 등이 소각되거나 가공 중 

절삭열에 의해서도 다이옥신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환경에 

끼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Table 1. Machining conditions of end-milling [13]

Case
No.

Cutting 
Speed 

(m/min)

Rotary 
Speed 
(rpm)

Feed Rate 
(mm/min)

Depth of 
Cut 

(mm)

Pick-Feed 
Rate 

(mm/rev)

I 157 5,000 200
0.2 0.2II 251 8,000 320

III 345 11,000 400

Table 2. Machining and environmental costs of end-milling

Case No. I II III

Tool Life(m) 14 22 40
Tool Life(min) 7() 69 100
Tool Change 2.86 1.82 1

Prep. 'Time(tp) 2 2 2
Cutting 'Time(tm) 200 125.5 100
Change 'Time(tr) 2.86 1.82 1

Total Time(Z) 204.9 129.3 103.0
Util, cost(uo) 35440 22364 17819

Cutting Cost(um) 31000 19445 15500
Fluid Loss Cost 120 120 120

Tool Cost(幼 714285 454545 250000
Total Mach. Cost(하) 780726 496355 283319

Fluid Disp. Cost 0 0 0
Total Cost 780846 496475 283439

절삭공정에서 주요 환경부하 요소인 절삭유제의 무사용(Dry 
Machining)은 환경측면 뿐만 아니라 유제비, 관리비, 처리비 

등 경제성 면에서도 상당히 바람직하다. 절삭유제는 냉각, 윤활, 

방청, 칩처리의 4가지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절삭공정에서 절 

삭유제를 제거하려면 이 들 역할이 필요하지 않거나 대신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여야 한다. 또한 생산성을 고려할 때 동등한 

정도의 절삭시간, 공구수명 및 표면정도를 만족시켜야 한다. 현 

재 선진국의 절삭가공 공정에서는 절삭유제의 무사용 또는 최소 

량 사용(Less Cooling)을 위한 여러 가지 기술이 개발 또는 시 

도되고 있다. 건식 (Dry) 가공은 절삭유를 사용치 않는 순수한 

무윤활 가공으로서 주로 코팅공구가 이용된다. 세미드라이 

(Semi-Dry) 가공은 一30°C의 냉각된 공기를 이용하는 냉풍가 

공(Cold Air Cutting)과 환경친화적인 식물성 오일을 미스트 

(Mist)로 만들어 아주 적은 미량을 적용하는 가공법이다[14]. 냉 

풍에 의한 절삭가공은 일본 요꼬가와 교수가 개발한 것으로서 

약 一2O’C~3O°C 사이의 냉각된 압축공기를 절삭부위에 공급 

하여 절삭열을 제거하는 기술이다 [10]. 냉풍 발생장치는 다른 

방식에 비해 경제성과 냉풍공급의 안정성을 갖춘 냉동사이클방 

식이 주로 이용된다. 컴프레서에서 생성된 압축공기를 미스트 

세퍼레이터로 미립자를 제거하고 에어드라이어로 노점을 충분 

히 떨어뜨린다. 이것을 공기냉각장치로 냉각시켜 노즐을 통해 

공급하여 사용한다.

절삭유제와 여러 가지 냉각방식에 따른 선삭가공에서의 공구 

마모량 측정 데이테 10]를 이용하여 냉각방식에 다른 가공비용 

과 환경부하비용을 비교 하였다. SM45C 공작물에 대하여 

Inserts Tip (CNMG120408 KC850)을 사용하여 11 km를 

절삭하였다. Table 3의 가공조건을 사용하였고 냉각방법은 2 
0“C 압축공기, 一30。0 냉풍, 수용성 절삭유제, 건식 절삭이다. 

마모실험 데이터로부터 만들어진 단순화된 마모 그래프로부터 

0.1 mm의 공구수명 판정에 의하여 공구수명을 결정하였다.

식 (2), (3)을 이용하여 생산시간 및 생산비용을 계산하였다. 

여기서 공구교환시간(心)은 2분, 공구가격은 2,840 원, 임금 (fc) 

은 3장에서와 같이 173 원/min이다. 간접절삭비(人„;)는 압축공 

기 및 냉풍가공의 경우 컴프래서 등 공기처리기계의 감가상각비 

의 합으로 각각 2.6, 1.3 원/min으로 계산되었다. 절삭유제는 

9.5 원/min, 건식가공은 0원으로 계산하였다.

한편, 식 (13)을 이용하여 칩에 묻은 유제 손실비 및 환경비용 

인 페유제 처리비를 계산하였다. 수용성 유제이므로 유제의 혼 

합비율(G)은 0.05, 유제의 밀도(乃) 1, 유제의 코팅두께( 하) 

0.0003mm, ] I km에 대한 절삭량( V) 2,200,000 mm3, 커터 

의 절삭깊이(、d,ui) I mm, 날당 이송량(/)는 0.2 mm이다. 유 

제비는 20 /당 4 만원으로 칩에 묻어나가는 유제에 의한 손실 

비는 식 (13)으로부터 792 원으로 가공비용에 추가하였다. 유제 

처리비용은 수용성 유제의 경우 일주일에 20 으를 사용하면 희 

석 유제 400 아가 발생하고 드럼당 10 만원의 처리비용으로, 분 

당처리 비용은 19.8원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절삭속도 120 
m/min, 180 m/min, 240 m/min일때 유제처리비용은 절삭시 

간 92, 61, 46 분에 따라 각각 1,821 원, 1,208 원, 910 원으로 

계산된다. 유제를 사용하지 않는 나머지 3가지 냉각방식에 따른



Table 3. Cooling and machining conditions of turning [10]

Case 
No.

Cooling Type
Cutting 
Speed 

(m/min)

Feed Rate 
(mm/rev)

Depth 
of Cut 
(mm)

1-1
Compress

Air

120

0.2 1.0

1-2 180
1-3 240
II-1

Cold Air
120

II-2 180
II-3 240
III-l

Cutting Fluid
120

III-2 180
III-3 240
IV-1

Dry
120

IV-2 180
IV-3 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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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 방법의 환경비용 및 처리비용은 0으로 계산하였다.

Table 4에는 실험 데이터로부터 계산된 냉각방식 및 절삭속 

도에 따른 선삭가공의 가공시간, 가공비용 및 환경비용을 보여 

준다. Figure 4는 가공비용과 환경비용을 비교한 그래프이다.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절삭유제를 사용한 가공은 모든 절삭속 

도 범위에서 압축공기, 냉각공기를 이용한 냉각방식이나 건식에 

비하여 가공비용을 약간 저감함을 알 수 있다. 절삭유제를 사용 

하지 않는 냉각방식 중에서는 냉풍방식의 효과가 가장 좋았으 

며, 압축공기는 중속에서 비교적 가공비용이 많이 저감되었다. 

절삭유제를 사용한 선삭가공은 공구수명의 향상으로 절삭유제 

를 사용하지 않은 가공방식에 비하여 가공비용이 작다. 그러나 

환경비용을 고려하였을 때에는 냉풍을 이용한 냉각방식이 가장 

적은 비용이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절삭유제를 사용한 방식은 

총가공비용의 약 7.3%가 환경비용이며 이 비용은 위 분석에서 

고려한 절삭유제 외의 다른 환경부하 비용까지 더하면 상당히

( I) Compressed Air

Table 4. Machining and environmental costs by cooling conditions

Case No. 1-1 1-2 1-3
Tool Life(m) 4.6 6.5 4.8

Tool Life(min) 38 36 20
Tool Change 2.39 1.69 2.29

Prep. Time(tp) 2 2 2
Cutting Time(tm) 90.87 60.92 45.83
Change Time(tr) 4.78 3.38 4.58

Total Time(t) 97.7 66.3 52.4
Util, cost(uo) 16894 11471 9068

Cutting Cost(um) 236 158 119
Fluid Loss Cost 0 0 0
Tool Cost(ut) 6791 4806 6508

Total Cut. Cost(u) 23921 16436 15696
Environment Cost 0 0 0

Total Cost 23921 16436 15696

(II) Cold Air
Case No. II-1 II-2 II-3

Tool Life(m) 6.2 6 7
Tool Life(min) 52 33 29
Tool Change 1.77 1.83 1.57

Prep. Time(tp) 2 2 2
Cutting Time(tm) 92.26 60.50 45.57
Change Time(tr) 3.55 3.67 3.14

Total Time(t) 97.8 66.2 50.7
Util, cost(uo) 16921 11447 8774

Cutting Cost(um) 120 79 59
Fluid Loss Cost 0 0 0
Tool Cost(ut) 5039 5207 4463

Total Cut. Cost(u) 22079 16732 13296
Environment Cost 0 0 0

Total Cost 22079 16732 13296

(HI) Cutting Fluid
Case No. ni-i in-2 III-3

Tool Life(m) 8.8 14 10
Tool Life(min) 73 78 42
Tool Change 1.25 0.79 1.10

Prep. Time(tp) 2 2 2
Cutting Time(tm) 91.25 61.29 46.20
Change Time(tr) 2.50 1.57 2.20

Total Time(t) 95.8 64.9 50.4
Util, cost(uo) 16565 11220 8719

Cutting Cost(um) 867 582 439
Fluid Loss Cost 792 792 792
Tool Cost(ut) 3550 2231 3124

Total Cut. Cost(u) 21774 14826 13074
Environment Cost 1821 1208 910

Total Cost 23595 16034 13984

(IV) Dry
Case No. IV-1 IV-2 rv-3

Tool Life(m) 3.8 4.2 4.7
Tool Life(min) 32 23 20
Tool Change 2.89 2.62 2.34

Prep. Time(tp) 2 2 2
Cutting Time(tm) 92.63 60.24 46.81
Change Time(tr) 5.79 5.24 4.68

Total Time(t) 100.4 67.5 53.5
Util, cost(uo) 17373 11673 9254

Cutting Cost(um) 0 0 0
Fluid Loss Cost 0 0 0
Tool Cost(ut) 8221 7438 6647

Total Cut. Cost(u) 25594 19111 15900
Environment Cost 0 0 0

Total Cost 25594 19111 1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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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Comparison of machining and environmental c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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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유제 무사용 냉각 기술은 현재 

급속히 발전하고 있으며, 생산비용을 유제사용 이하로 저감하여 

환경비용을 고려치 않더라도 경제성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기 

대된다.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생산성을 고려하여 적용 분야가 점차로 확대되 

고 있는 고속 절삭가공의 환경영향 및 환경비용을 평가하였다. 

여러 가지 절삭요소 중 절삭유제는 환경 및 인체 건강에 영향이 

가장 큰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가공시간 및 가공비용 

이라는 절삭공정의 경제성 평가 모델과 더불어 수학적으로 모델 

링된 절삭유제의 손실량 및 폐 유제 처리비용을 이용하여 환경 

비용을 고려한 절삭공정의 생산비용을 분석하였다.

공구수명 및 공구마모 실험 데이터를 이용하여 CBN 볼 엔드 

밀을 이용한 고속가공과 여러 가지 냉각방식을 적용한 고속 선 

삭가공 공정에 대하여 생산성 및 환경비용을 평가하였다. 고속 

밀링가공의 분석 에서는 비수용성 절삭유제를 사용하여 5,000 - 
11,000 rpm의 고속가공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생산비용은 절 

삭속도가 높을수록 작아져서 고속가공의 장점을 그대로 보여주 

었다. 유제비 등 환경비용이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총 생산비 

용도 높은 가공속도에서 작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선삭가공의 분석에서는 절삭속도 120~240 m/min에서 압축 

공기, 냉풍, 수용성 절삭유제, 건식 절삭의 네 가지 냉각방법을 

사용한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압축공기 및 냉풍에 의한 냉각방 

식은 건식에 비하여 생산비용을 약간 저감함을 알 수 있다. 냉풍 

방식의 효과가 더 좋았으며 압축공기는 중속에서 생산비용이 많 

이 저감되었다. 절삭유제를 사용한 선삭가공은 절삭유제를 사용 

하지 않은 가공방식에 비하여 공구수명의 향상으로 생산비용이 

작다. 그러나 약 7.3%에 이르는 환경비용을 고려하면 냉풍을 이 

용한 냉각방식이 생산성과 환경영향의 모든 면에서 가장 우수하 

였다. 현재, 유제 무사용 냉각 기술은 급속히 발전하고 있으며, 

생산비용을 유제사용 이하로 저감하여 환경비용을 고려치 않더 

라도 경제성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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