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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presents the analytical prediction of stability lobes in milling. The stability lobes are obtained by 
measuring the frequency response function (FRF) of a machining center at the cutting point of the end mill 
cutter, identifying cutting constants, and approximating cutting force coefficients. The stability lobes are 
experimentally verified through cutting tests. 

기호설명 
 

u(t)  : 순간 미변형 칩두께 
u0(t)  : 정상상태 미변형 칩두께 
μ  : 겹침율 
Fx, Fy : x, y 방향 절삭력 성분 
x(t), y(t) : x, y 방향 구조물의 동적 변위 
x(t−T), y(t−T) : 1 주기 이전의 x, y 방향 변위 
φj  : j번째 공구 날의 Y축에 대한 각도 
Kt, Kr : 접선과 반지름 방향 절삭력 상수 
alim  : 채터 안정 한계 절삭 깊이 
axx, axy, ayx, ayy : 동적 방향 계수 
αxx, αxy, αyx, αyy : 시불변 평균 방향 계수 
φst, φex  : 절삭날의 시작과 끝점의 각 
[Φ(iωc)] : 구조물의 전달함수 
[Φo(iωc)] : 구조물의 방향전달함수 
T : 공구 날의 회전 주기 
ωc : 채터 주파수 

Λ : 특성방정식의 고유값, Λ=ΛR+iΛI

N : 공구의 날 수 
κ : 고유값의 실수부에 대한 허수부의 비 
ε : 절삭칩의 안과 밖 파형의 위상차 
k : 절삭면에 나타난 피치간 진동 파형의 수 
c : 이송량 

1. 서 론 

공작기계는 통상 구조물의 구조 강성 측면에서 
설계 및 생산되어 왔다. 그러나 실제 제조된 
공작기계는 설계 단계에서 예측하지 못한 
요인들로 인해 현장에서 절삭 가공 시 특정 가공 
조건에서는 동적으로 불안정한 채터가 발생하게 
된다. 가공 시스템의 불안정성인 채터는 그 
원인이 공작기계의 구조적 측면에서 정적 
강성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공구 구조물, 
공작물, 그리고 가공 프로세스가 통합된 절삭 
메커니즘과 관련되어 있다. 채터가 발생하면 
구조물의 진동이 심해져 공구는 가공 경로를 
벗어나게 되고 이로 인해 값비싼 가공품의 품질은 
손상되어 경제적 손실을 유발시킨다. 또한 채터로 
인해 생기는 공구의 파손은 절삭 가공을 이용한 
산업 분야에 있어 가공 비용을 높이고 가공 
생산성을 떨어뜨리는 주요인이 되고 있다. 더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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잦은 채터의 발생은 공작기계 스핀들 부를 
손상시켜 공작기계 자체를 파손시키고 수명 
저하를 촉진시킨다. 따라서, 사전에 채터를 
예측하고 공작기계의 채터강성을 증가시켜 보다 
질 좋은 제품을 생산하며 고부가가치 부품소재의 
가공에 양질의 기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공작기계의 채터를 규명하는 연구가 
요구된다. 

2. 채터 진동의 이론 모델 

2.1 공작기계의 자려 진동 채터 

절삭 가공에서의 자려 진동 채터(Self-excited 
chatter)는 S. A. Tobias와 J. Tlusty 등에 의해 
이론적으로 해석되었고 그 후 H. E. Merritt에 의해 
절삭 과정(cutting process)에 제어 이론을 도입하여 
폐루프 모델로 정식화되었다.(1~3) 채터 모델의 
안정성을 해석하면 공작기계의 스핀들 속도에 
대한 절삭 깊이의 안정 한계 영역을 표시한 
안정선도(stability lobes)가 작성된다. 

가공의 안정성을 판정하는 안정선도는 Fig. 1 과 
같이 폐루프 형태의 채터 모델로부터 유도된다. 
여기서, Φ(s)는 구조물의 동적 컴플라이언스 
(dynamic compliance)를 나타내고, kc는 정상 상태 
거동으로 가정된 절삭 과정에 있어서의 정적 
강성(static directional cutting stiffness)을 나타낸다. 
이 상수는 Merchant에 의해 제안된 이론으로부터 
유도되었고 공구와 공작물의 재질, 공구 형상, 
그리고 절삭 폭에 따라 결정된다. u0(s)는 
가공하고자 하는 절삭 깊이로 시스템의 기준 
입력이 되고 가공 중 실제 절삭 깊이는 u(s)가 
된다. 기준 입력에 대한 제어하고자 하는 출력 
u(s)의 서보 루프 시스템의 전달함수를 유도하면 
식 (1)과 같다. 식 우변의 분모를 0 으로 하여 
특성 방정식을 만들고 s=jω를 대입하여 채터의 
핵심적인 문제인 안정성을 판단하는 안정선도를 
작성하게 된다. 

식 (1)에서 구조물의 동적 컴플라이언스가 0 이 
되거나 정적 강성이 0 이 되면 실제 절삭 깊이와 
기준 절입량이 일치하게 되므로 채터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Merchant 에 의해 제안된 정적 
강성은 공구와 공작물 그리고 절삭 조건에 따라 
결정되므로 공작기계의 설계 변수가 아니다. 이에 
반해 구조물의 동적 컴플라이언스는 기계의 
설계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그러므로 공작기계 
구조물에 적절한 동적 강성을 증가시키면 채터 
강성이 커지게 된다. 

 
Fig. 1 Block diagram of chatter dynamics of orthogonal 

cutting system 
 

 
Fig. 2 Dynamic model of milling with two degrees of 

freedom 
 
 

 
Fig. 3 Block diagram of regenerative chatter in milling 

process 
 

 

   )()1(1
1

)(
)(

0 skesu
su

c
Ts Φ−+

= −μ
  (1)

 
 
 
2.2 채터 모델의 밀링 가공 해석 

1 차원 가공에 대한 이론의 한계점을 
보완하고자 J. Tlusty와 S. Smith 등은 진동 응답을 
시뮬레이션하여 안정성을 판단하거나 기존의 
이론과 시뮬레이션을 결합하려는 노력들을 
하였다.(4-14) 그 후 Y. Altintas와 E. Budak 등은 
1 차원 채터 예측 이론에 해석적인 방법을 
이용하여 2 차원 밀링 가공으로 확장하였다.(15-20) 
그러나 실제 채터의 발생은 가공 조건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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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성이 달라지기도 하며 공작기계 구조물 및 
가공의 비선형 특성에 의한 불확실성에도 영향을 
받는다.(21~26) 이러한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현재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많은 연구가 요구된다.(27~41)

2.2.1 밀링 가공 모델 
2 차원 밀링 가공에서의 자려 진동 해석은 Fig. 

2 와 같이 N 개의 날을 가진 밀링 공구를 
고려한다. 공작기계를 기준으로 x-y 절대 좌표계를 
설정하고 z 축을 중심으로 회전수 Ω로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공구의 j 번째 날 끝에 
공작물에 의해 공구에 작용하는 절삭력의 방향과 
동일한 방향으로 u-v 회전 좌표계를 잡는다. 
여기서, 공구는 구조물의 동적 컴플라이언스에 
따라 진동이 전달되나 공작물은 상대적으로 
컴플라이언스가 적어 고정되어 진동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한다. 2 차원 밀링 가공에서의 채터 
모델도 Fig. 3 과 같이 폐루프 모델로 만든다. 첫째, 
공작기계 공구 구조물의 진동에 의한 동적 변위와 
공구에 작용하는 절삭력의 관계를 x-y 방향으로 
수식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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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axx, axy, ayx, ayy는 공구 날의 회전에 의존하

는 동적 방향 계수로 식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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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적 방향 계수는 공구가 회전하면서 시간에 
따라 주기적으로 변하므로 푸리에 급수로 
전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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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평균 요소만을 고려하고 동적 방향 
계수는 공작물의 가공 시작점에서 끝점까지만 

유효하므로 다음과 같이 회전 각도에 대해 
정리한다. 

[ ] [ ]
⎥
⎥
⎦

⎤

⎢
⎢
⎣

⎡
== ∫

yyyx

xyxxNdANA ex

st αα

αα

π
φφ

π
φ

φ 2
)(

2
)0(   (5) 

여기서, 평균 방향 계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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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반지름 방향 계수와 절삭폭에 따라 결정된다. 
둘째, 채터 모델에서 공작기계 공구 구조물의 

동특성은 Fig. 4 와 같이 공작물에 의해 절삭력을 
받는 가공점에 가속도 센서를 설치하고 
반대쪽에서 충격 망치로 가진하여 식 (7)과 같이 
2×2 행렬의 주파수 응답 함수를 측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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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절삭 가공이 이루어지는 공작물은 가공 
중 공구 구조물의 진동에 의해 공작물의 표면에 
물결 모양의 파형이 생기게 된다. 이러한 현재 
시점의 진동 파형과 한 주기 이전 시점의 진동 
파형에 의해 미변형 칩두께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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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2), (7)과 (8)을 조합하면 Fig. 3 과 같이 
2 차원 밀링 가공에 대한 채터 모델이 완성된다. 

 
 

 
Fig. 4 Measurement of transfer functions using a impact 

hammer and two accelerometers attached to the 
machine tool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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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채터 안정선도 
가공의 안정성을 해석하기 위해 서보 루프 

시스템 형태로 도시된 채터 모델의 특성 방정식을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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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식 (5)와 식 (7)을 고려하여 고유값과 
방향전달함수(oriented transfer function)를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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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9)는 다음과 같이 간단히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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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방정식을 풀면 2 차 다항식이 된다. 
 

011
2

0 =+Λ+Λ aa         (13) 
 

식을 풀어 고유값 Λ를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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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값이 복소수(Λ=ΛR+iΛI)인 점을 고려하여 식 
(10)과 식 (14)를 연립해서 풀면 각 채터 주파수에 
대해서 스핀들의 회전 속도와 그에 따른 안정 
한계 절삭 깊이가 구해진다. 이를 도식화하면 
안정선도가 작성된다. 여기서, 안정 한계 절삭 
깊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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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고, 이에 대응하는 스핀들 속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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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2.2.3 밀링 가공에서의 절삭력 상수 
밀링 가공에서의 절삭력 상수는 밀링의 절삭력 

모델로부터 계산된다.(19,42) 이 실험 모델은 공구의 
미소 요소에 작용하는 절삭력을 x-y방향으로 회전 
변환한 후 이를 공구 날의 1 주기에 대해 적분하여 
평균 절삭력을 구한다. 이 값은 이송 속도에 
선형적으로 비례하게 되는데 슬로팅(slotting)으로 
밀링 가공하는 경우를 고려하면 다음과 같이 간단히 
표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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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삭력 상수를 측정하기 위하여 실험에서는 

공구의 잠입율(full immersion)과 절삭 깊이를 
고정시키고 공구의 날당 이송량을 변화시켜 가며 
x, y, z 방향의 평균 절삭력을 측정한다. 식 (17)은 
방향에 따라 절삭 성분(cutting-edge component)으로 
표현된다. 

),,( zyxqFcFF qeqcq =+=    (18) 

이송 속도에 따른 평균 절삭력은 회귀분석 
(linear regression)을 통하여 각 절삭 성분을 
추정한다. 접선 방향과 반지름 방향의 절삭력 
상수는 식 (17)과 (18)로부터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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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3. 채터 실험 

3.1 공구 구조물의 주파수 응답 함수 

채터 실험에 사용된 공작기계는 ㈜남선기공의 
품명NASU-4020V의 머시닝 센터로 테이블 
1300mmⅹ500mm, 중량 7,000kg, 주축 소비 
전력 7.5/11kW, 스핀들 속도는 23~5,000rpm이다. 

절삭 가공이 이루어지는 공구의 가공 부위에서 

공구 구조물의 X축 및 Y축 방향으로 

충격가진실험을 실시하여 Fig. 5~6 과 같이 주파수 

응답 함수를 구하였다.(43)  X축 방향의 지배적인 
모드(dominant mode)는 704.7Hz에 위치하고 두 
번째 모드는 800Hz 부근에 있음을 알 수 있다. 
Y축 방향에 대한 지배적 모드는 600~700Hz 
부근에 위치한다. 

 

 
Fig. 5 Frequency Response function of the machine 

tool structure in x direction, )( ωixx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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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Frequency Response function of the machine 

tool structure in y direction , )( ωiyyΦ  

 
Fig. 7 Linear regression of the average cutting forces at 

each feed rate 
 

 
 

Fig. 8 Experimental setup 
 

 

3.2 절삭력 상수 측정 

밀링 가공 시 공구에 걸리는 평균 절삭력을 
측정하기 위해 회전수 1,000rpm, 절삭 깊이 
5mm 로 고정하고 이송 속도를 변화시켜가며 
공구동력계로부터 절삭력 데이터를 측정하여 
1 주기에 대한 평균 절삭력을 계산하였다. 이송 
속도에 따른 평균 절삭력은 Fig. 7 과 같이 1 차 
함수로 나타난다. 절삭 성분을 식 (19)에 대입하여 
절삭력 상수를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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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0/,MPa0.697,1 ==== tcrcrtct KKKKK  

Table 1 Experimental condition 

Cutting 
Condition Dry Half Immersion Up Milling 

Workpiece Al7075 (super duralumin) 
Tool 4 teeth ø20mm Helical Carbide End Mill 
Cutting 
stiffness 

243.0,0.697,1 == rt KMPaK  

 

 
Fig. 9 Experimental verification of stability lobes for 

end milling of Al7075 alloy 
 

3.3 실험 방법 

실험의 장비배치와 조건은 Fig. 8 과 Table 1 과 
같다. CNC 패널을 통한 입력 회전수와 실제 
스핀들의 회전수 사이에 오차가 없도록 
근접센서를 사용하여 주파수를 분석하여 
확인하였고 채터 실험에서 공구의 진행은 
X 방향으로 하였다. 

 
3.4 실험 결과 

실험을 통하여 Fig. 9 와 같이 안정선도를 
검증하였다. 로브 형태의 선은 채터의 안정성을 
판정하는 안정선도를 표기하는데 선도의 아래 
쪽은 안정한 영역을, 선도 위 쪽(안 쪽)은 
불안정한 영역을 나타낸다. 여러 포물선은 식 
(16)에서 k=0,1,2, …에 따라 그려졌기 때문인데 
이는 공작물 표면에 나타나는 채터 무늬의 개수가 
다른 것을 나타낸다. 안정선도 상에 표기된 파란 
원은 가공 시 안정한 영역을, 빨간 사각형은 
채터가 발생한 불안정한 영역을 표기한 것이다. 

공구동력계로부터 얻어진 절삭력 데이터는 Fig. 
10 과 같이 주파수 영역과 시간 영역으로 나누어 
채터의 발생 유무를 관찰하였다. 여기서 시간 
영역의 절삭력은 평균값이 영으로 조정되었다. 
스핀들 회전수 1,596rpm 에서 절삭 깊이가 
16mm 일 때, 공구 날의 회전 주파수(tooth passing 
frequency)인 106.4Hz 에서 110N(RMS)의 절삭력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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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Experimental result at spindle speed of 1596rpm  
 

 
 

Fig. 11 Experimental comparison of cutting forces in 
1,834rpm & 2,000rpm 

 
절삭 깊이가 17mm 로 증가하자 채터가 발생하여 

구조물의 고유진동수(704.7Hz) 근처에서 약 300N 의 
채터 주파수(733.6Hz)가 발생되었다. 여기서, 공구 
주파수의 절삭력은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는데 이는 
채터에 의한 절삭력 성분이 공구 주파수에 중첩되어 
나타나기 때문이다. 
안정 영역과 불안정 영역에서의 절삭 성능을 

비교하기 위해 스핀들의 회전 속도가 인접한 두 
지점에서 절삭력 데이터와 표면 조도를 비교하여 
평가하였다. 불안정 영역의 회전 속도는 1,834rpm 과 
안정 영역은 2,000rpm 을 선정하였고 이송 속도와 
절삭 깊이는 각각 0.025mm/tooth, 26mm로 하였다. Fig. 
11 은 절삭력 데이터를 시간 영역과 주파수 영역에서 
비교한 것이다. 불안정 영역에서는 채터 발생 시 공구 
주파수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나 채터 주파수(약 
830Hz 부근)에서 1,200N(RMS)의 새로운 절삭 
에너지가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시간 영역에서는 
공구의 절삭력 파형에 채터에 의한 파형이 중첩된 
결과를 나타낸다. 안정한 영역에서는 공구 날의 회전 
주파수 성분만 관찰되며 공구 1 회전 성분의 경우 약 
90N(RMS)의 작은 절삭력이 측정되었다. 

가공 후 공작물의 Mitutoyo Inc. 의 접촉식 표면 
조도계(품명: SJ-400)를 이용하여 Fig. 12 와 같이  

 
 

Fig. 12 Experimental comparison of Surface Roughness 
in 1,834rpm & 2,000rpm 

 
 

공구가 지나간 면의 표면 거칠기를 측정하였다. 
사용된 공구가 4 날이므로 이송 속도는 

0.1mm/rev으로 안정 영역에서의 바닥면의 표면 
거칠기 파형은 0.1mm 간격으로 요철져 있다. 그러나 
불안정 영역에서의 바닥면 표면 거칠기는 0.1mm 
간격의 파형이 점차 누적되어 증가하다 4~5 회전 후 
다시 떨어지는 반복적인 형태를 보인다. 이러한 
채터 무늬는 채터 발생 구조의 비선형 특성에 의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채터의 비선형성(Basic Non-
Linearity in Machining Chatter(5))이란 채터 발생 시 
공구의 진동이 주기적인 절삭력에 의해 점차로 
증가하다 공구가 가공 표면으로부터 점프해서 
떨어져 나오면 절삭력이 0 이 되고 외부의 가진력이 
없어져 다시 진동의 크기가 작아지는 특성을 말한다. 
불안정 영역에서의 바닥면 평균 표면 조도는 3.59μm, 
측면부의 평균 표면 조도 1.03μm를 가진다. 안정한 
영역의 평균 바닥면 거칠기는 1.18μm로 약 3 배 
정도 작고, 측면부의 거칠기는 0.14μm로 약 7 배 
정도 작다. 

4. 결 론 

공작기계의 동특성을 평가하고 이를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머시닝 센터의 밀링 가공 시 
나타나는 동적 불안정성인 채터의 발생 과정을 
분석하였다. 이는 제어 이론을 도입하여 채터 
모델을 만들었고 특정 공작기계의 스핀들 속도에 
대한 절삭 깊이의 안정 한계를 표시한 안정선도를 
작성하였다. 작성된 선도는 X 축 방향으로 특정 
가공 조건에 대하여 실험을 실시한 결과 해석 
결과와 일치하였다. Y 축 가공에 대한 검증과 
이론에서 가정하였던 공작물의 진동 및 다양한 
가공 조건에 대한 채터의 안정성 검증은 추후 
연구 과제에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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