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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SA350 LF3 강은 사용후핵연료 수송·저장 용기

의 Bottom 부와 Shell 부에 사용되는 저합금강이다. 
Kim1)등은 동적파괴인성평가를 통해 사용후핵연

료 수송용기의 건전성을 입증하였다. 본 논문에서

는 SA350 LF3 강의 절삭 특성 분석을 통해 사용후

핵연료 수송·저장 용기의 Bottom 부와 Shell 부 

절삭 가공 조건 선정에 활용하고자 한다. 
절삭 공정은 고정밀 단품 제작에 널리 사용되는 

가공법 중 하나이다. 절삭 공정시 재료는 공구 인선

과의 마찰 작용에 의해 대변형 및 순간적인 온도 

상승을 겪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재료의 절삭 

공정을 설계하고 시험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

해서는, 절삭 현상에 대한 공정 해석이 필요하다. 
절삭 공정 해석을 통해, 절삭 공정의 적합성 및 

시험 조건 최적화/최소화에 대한 타당성 분석이 

가능하다. Youn2)등은 2차원 절삭 결과와 FEM 해석 

결과를 비교하여 절삭 공정 해석의 타당성을 검증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대표적인 절삭 공정 해석 

소프트웨어인 AdvantEdgeTM를 이용하여 SA350 
LF3 강의 절삭 특성을 분석하였다.  

2. 구성방정식

절삭 공정 해석에서 사용되는 대표적인 구성방

정식은 Johnson-Cook 모델, Zerilli-Armstrong 모델, 
Nemat-Nasser 모델 등이 있다.  대표적인 절삭 모델 

중 고속변형 현상의 전산해석 및 학계등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Johnson-Cook 모델을 이용하여, 
SA350 LF3 소재의 절삭 특성 분석에 활용하였다. 

Johnson-Cook 모델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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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는 유동응력, 은 변형률, 는 변형률 

속도, 는 단위 변형률속도(1/sec), 는 온도, 
는 용융온도, 는 실험온도를 나타낸다. 

식(1)은 유동응력과 변형률의 관계를 규정한 첫 

번째 항에 변형률속도효과(두번째 항)와 온도효과

(세번째 항)를 보정한 유도응력-변형률에 대한 관

계식이다. 식(1)에서 실험을 통해 구해야하는 재료

상수는 초기 항복응력 , 변형률 경화계수 , 변형

률 경화지수 , 변형률속도 경화계수 , 그리고 

재료의 열연화계수 이다. 

3. 실험방법 및 결과

SA350 LF3 강에 대한 절삭 공정 해석을 수행하

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Johnson-Cook 모델을 이용

하였으며, 절삭 공정 해석시 필요한 재료 상수 확보

를 위해 다음과 같은 실험을 수행하였다. 
1) 상온인장시험 : 재료의 초기 항복 응력 및 

경화지수의 획득 (시험 규격 : KS B 0801)
2) 고온인장시험 : 온도별 재료의 항복응력 분석 

및 열 연화계수 획득 (시험 규격 : ASTM E21)
3) 2차원 절삭 시험 : 변형률 경화계수 획득을 

위한 기준 실험

4) 2차원 절삭 시뮬레이션 : 변형률 경화계수 

획득 비교용 시뮬레이션 

이상의 시험에서 상온인장시험을 통해 A, B, 
n값을, 고온인장시험을 통해 m값을, 2차원 절삭 

시험 및 시뮬레이션을 통해 C값을 구할 수 있었다. 
시험 및 시뮬레이션을 통해 획득된 각각의 재료 

상수를 Table 1에 나타내었다. 또한 각 시험 설비 

및 시뮬레이션 장면은 Fig. 1에 나타내었다. 
 

Table 1. Material constants of Johnson-Cook Model
A(MPa) B(MPa) C n m

423 1,514 0.18 0.827 0.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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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Tension tester
(b) High temperature 

tensile tester

(c) 2D cutting test (d) 2D cutting simulation
Fig. 1 Test Equipments and simulation

4. 절삭공정 시뮬레이션 및 결과

시험 및 시뮬레이션을 통해 얻은 Johnson-Cook 
모델의 재료 상수를 절삭 공정 해석 소프트웨어인 

AdvantEdgeTM에 입력하여 SA350 LF3 강의 절삭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SA350 LF3 강의 절삭 

특성 비교를 위해 SUS316L, S45, Al6061 및 Inconel
에 대한 해석을 수행하였다. 이때, SA350 LF3 소재

를 제외한 다른 소재는 AdvantEdgeTM에서 제공하

는 기본 물성값을 사용하였다.  각 소재별 최적화된 

절삭 조건이 존재하지만, 동일 조건에서의 비교를 

위하여 공구, 절입량 등의 조건은 동일하게 선정하

였으며, 소재의 종류 및 절삭 속도만 변화시켜 주분

력 및 절삭 온도를 비교하였다. 2차원 절삭 시험 

결과 절삭 속도가 저속 영력에서 과도한 버(Burr)가 

발생하였으며, 이에 따라 칩 두께 및 폭의 변화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절삭 속도를 

200 m/min 이상인 200, 300, 400, 500 m/min의 조건

으로 선정하여 해석을 수행하였다.
SA350 LF3 강은 절삭 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절삭 온도는 상승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주분

력은 일정하게 유지함을 알 수 있다. Table 2는 

각 소재별 주분력 및 절삭 온도를 측정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결과 그래프를 비교하였을 때 S45와 유사한 경

향을 나타내고 있으며, 주분력 및 절삭 온도는 S45
와 비교하였을 때 낮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SUS316L의 경우 주분력 및 절삭온도의 변동이 

심하게 나타나며, 이는 칩 형상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비교하여 SA350 LF3 강의 

경우 일정한 주분력 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선반 

가공시 유동형 칩이 생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Fig. 

2는 절삭속도가 300 m/min일 때 SA350 LF3 강의 

절삭 시뮬레이션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Table 2. Cutting Simulation Results

        (Cutting Speed : 300 m/min)
Material Principal Force(N) Cutting Temp.(℃)

SA350 LF3 210 540
SUS316L 290 664

S45 470 760
Al6061 184 373
Inconel 557 996

Fig. 2 Cutting Simulation Results of SA350 LF3
    (Cutting Speed : 300 m/min)

5. 결론

1. SA350 LF3 강에 대한 절삭 해석을 수행하기 

위하여 Johnson-Cook 모델을 활용하였다.
2. Johnson-Cook 모델 활용을 위해 필요한 재료 

상수 A, B, C, n, m을 구하기 위하여 상온인장시험, 
고온인장시험, 2차원 절삭 시험 및 2차원 절삭 시뮬

레이션을 수행하였다.
3. 절삭 해석 소프트웨어인 AdvantEdgeTM을 이

용하여 SA350 LF3 강에 대한 절삭 해석 수행 결과 

절삭 속도가 증가하더라도, 주분력은 일정하게 나

타나며, 칩형상은 유동형칩으로 예측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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