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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항공 및 자동차산업과 같은 첨단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이 되면서 제품의 수요도 

그만큼 증가하고 있다. 그러므로 소비자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앞으로도 가공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며, 이에 

따른 기초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Milling 

가공은 연속적인 가공공정으로 치수 정밀도 및 

절삭저항력에 대한 기술 개발이 더 필요로 

하며, 국내외적으로 실험적으로나 이론적인 

해석에 대한 연구가 계속 진행 되고 있다.  

절삭가공에 크게 작용하는 변수로서는 

spindle speed, feed speed 등이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위의 변수를 사용하여 산업체에 

자주 쓰이는 재료인 SM45C 에 대한 

밀링가공에서의 가공특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또한 위의 결과값을 바탕으로 FEM simulation 

의 해석결과를 검증하였다. 

 

2. 실험 방법 
 

절삭력을 측정하기 위해 CNC 에 

공구동력계를 설치를 하였으며, 

공구동력계에서 나온 데이터를 컴퓨터로 

출력을 하여 절삭력을 구하였다.  

밀링조건에서 절입 깊이는 1mm 로 

고정하였고, spindle speed 는 1500, 2000, 2500, 

3000rpm 그리고 feed speed 는 100, 300, 

500mm/min 으로 실험을 하였다. 총 12 개의 

시편을 가지고 각 조건에 대한 절삭력을 

측정하였다. 밀링 툴은 직경 8mm 인 2 날 

밀링커터를 사용하였다. 

실험에 쓰인 재료는 산업체에 자주 쓰이는 

SM45C 가 사용이 되었으며, SM45C 에 대한 

기계적인 물성치는 표 1 과 같다.  

 

Table 1 Material property of SM45C 
 

SM45C Density 

[g/cc] 

Young`s Modulus 

[MPa] 

Poisson`s Ratio

[-] 

Value 7.85 205,000 0.29 

 

3. 실험 결과 
 

 
Fig. 1 Comparisons of cutting forces and feed rates 

(Depth of cut : 1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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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Comparisons of cutting forces and spindle 

speed (Depth of cut : 1mm) 

 

그림 1 과 그림 2 에서는 각각의 피드 

속도와 스핀들 속도에 따른 절삭력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1 에서는 피드 속도가 증가 할 수록 

절삭력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으며, 

스핀들 속도가 높을수록 피드속도에 대한 

절삭력값이 특정값으로 빨리 수렴이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2 에서 스핀들 속도가 

증가하면 절삭력이 낮아지는 것을 증가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4. 결론 
 

밀링가공실험을 통하여 절삭력을 구하여  

밀링가공의 가공특성을 파악하였다. 실험 

변수인 spindle speed, feed speed 와 절삭력간의 

상관관계를 그래프로 도출하였다. Spindle 

speed 가 빠를수록 절삭력이 감소를 하였고, 

feed speed 는 빠를수록 절삭력이 커진다 것을 

알 수 있었다.  

위의 밀링가공의 실험값과 FEM 

시뮬레이션의 해석결과를 비교하여 FEM 

시뮬레이션 정확성을 검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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