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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IT 및 자동차 산업에서 나타나는 제품의 다양성 

증가 및 수명주기 감소 현상의 가속화는 이미 피

할 수 없는 현실이 된지 오래다. 이 현상에 있어 

표면적으로는 새로운 기술 및 기능을 제품에 적용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이면적으로는 경쟁력 

있는 고부가가치 제품을 생산함에 있어서 외양디

자인 및 이의 구현에 필요한 금형의 중요성이 점

차 커지고 있다. 따라서 금형의 정밀도 및 복잡성

은 높아지는 동시에 소요 제작시간은 지속적으로 

단축하는 것이 요구된다. 금형제작에 있어서 요구

되는 금형 정밀도와 제작시간은 사상작업과 연계

시켜서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사상작

업시간을 단축시키려면 사상 이전 작업인 정삭밀

Key Words: End-Milling Process(엔드밀링 공정), Flat End-Mill(평엔드밀), Side Walls(측벽), Geometrical 

Characteristics(기하학적 특성), Helix Angle(비틀림각), Up Cut(상향절삭), Down Cut(하향절삭) 

초록: 평엔드밀 가공된 측벽 형상에 공구 형상이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공구 형상을 비틀림각, 절삭날 수, 직경으로 구분하여 특징지었으며, 가공면의 기하학적 특성은 서로 

직교하는 이송방향 형상과 축방향 형상으로 나누어 고려하였다. 각 방향의 형상 특성은 공구와 공작물 

및 절삭날과 공작물의 간섭 영역으로부터 계산한 순간 절삭면적을 바탕으로 추정하였으며, 추정의 타당

성을 가공면 형상 및 배분력 측정을 통하여 검증하였다. 연구 결과, 이송방향 형상의 결함은 공구 퇴출 

및 공구 경로의 곡률반경이 변하는 구간에서 나타나며, 이외의 구간에서는 축방향 형상의 결함이 주를 

이루는 것이 확인되었다. 측벽의 가공정밀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직경이 작고, 비틀림

각이 큰 절삭날을 많이 갖는 엔드밀을 사용하여 상향절삭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추천된다. 

Abstract: This paper presents the effects of the tool shape on the geometrical characteristics of flat end-milled side 

walls. A tool shape is characterized by such parameters as helix angle, number of cutting edges, and diameter. The 

geometrical characteristics of the side walls are represented by the surface profiles in the feed and axial directions, 

which are orthogonal to each other. The geometrical defects in each direction are estimated based on the instantaneous 

apparent cutting areas, which are represented by the interference area between the tool and workpiece and that between 

the cutting edge and workpiece. It is confirmed that a geometrical defect in the feed direction is formed when the tool 

leaves the workpiece and the curvature of the tool path changes. Defects in the axial direction are also found in the side 

walls, except for the defect zone in the feed direction. An up-cut using an end-mill with a steeper helix angle, a greater 

number of cutting edges, and a smaller diameter are thus found to improve the geometrical accuracy of end-milled side 

wa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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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에서 정밀도를 높이는 것이 요구되며, 마찬가지

로 정삭작업 시간을 단축하려면 정삭 이전 작업인 

황삭밀링에서 정밀도를 높이는 것이 요구된다. 따

라서 황삭 및 정삭작업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엔

드밀링 가공을 단순 소재 제거 관점이 아니라 후

속공정의 정밀도 및 효율 확보 측면에서의 가공기

술 확보가 필요하다. 

현재까지 엔드밀링 가공 정밀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많은 연구에서는 가공 변수들을 대상으로 하

여 대부분 절삭력을 매개변수로 활용하고 정적, 

동적 분석을 수행하였다.
(1~12)

 그러나 공작기계 자

체에서 결정되는 가공 변수 및 공작물의 재질, 가

공 전, 후 형상 등의 다양성을 고려할 때, 가공 현

장에서 작업자가 가공 조건을 조정하여 가공 정밀

도를 향상시키는 것은 어려움이 따른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선택이 가능

한 공구 측면에서, 엔드밀링 가공된 측벽의 형상 

특성과 공구 형상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한다.  

실제 엔드밀 가공된 측벽의 형상은 3 차원 형태

로 나타나지만, 서로 직교하여 독립적인 성격을 

갖는 2 개의 선으로 나타낼 수도 있으므로, 측벽의 

기하학적 형상 특성은 공구를 기준으로 하여 이송

방향 형상과 축방향 형상 특성의 조합으로 추정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송방향의 구체적인 형

상은 기 발표한 연구 결과로 추정할 수 있으

나,
(13~15)

 축방향의 경우에는 가공면이 급격히 변화

하는 특이점의 위치 추정 및 실험 결과와의 비교

를 통하여 기하학적 형상 특성을 알 수 있다.
(16)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평엔드밀의 직경 및 절삭

날 비틀림각, 절삭날 수를 주된 가공변수로 하여 

가공면의 특이점을 추정하고 이 특이점의 위치를 

실험을 통하여 검증하고자 한다. 아울러, 실험 결

과인 축방향 형상 특성과 기 발표한 연구 결과인 

이송방향 형상을 종합하여, 측벽의 형상 정밀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공구 형상의 선택 방안을 제시

하고자 한다. 

2. 측벽의 기하학적 형상 특성 

2.1 이송방향 형상 

Fig. 1은 공작물에 대한 엔드밀의 상대적인 위치

를 보여준다. 이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실제적인 

가공면은 진입구간(Entry region) 이후의 정상절삭

구간(Steady cutting region) 및 퇴출구간(Exit region)

에서 창성된다. 절삭날 당 절삭량의 경우, 그 값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정상절삭구간이 끝난 직후의 

퇴출구간에서 그 값이 점차 감소하게 된다. 

 
 

Fig. 1 Relative motion of end-mill 

 

 
 

 
<Enlarged view of “Bi”> 

 

Fig. 2 Material to be removed after the ith removal in exit 
region

(13)
 

 

이와 같은 절삭량의 변화는 가공면의 국부적인 

형상에 변화를 야기한다. 따라서, 퇴출구간에서의 

공구와 공작물 간의 상대적 위치에 따른 기하학적 

관계를 이용하여 가공면의 이송방향 형상을 추정

할 수 있다.
(13)

 

퇴출구간에서 i번째로 절삭날이 소재를 제거할 

때, 이어서 제거되어야 하는 총면적(Si)은 부분 면

적 Si0, Si1, Si2를 활용하여 Fig. 2에서와 같이 나타낼 

수 있으며, 이 면적들은 반경이 r인 공구의 이 순

간 중심 위치를 나타내는 좌표(xi, yi) 및 각도(αi)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Si0 = xi × r   (1) 

Si1 = xi × r /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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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2 = r
2
 × αi / 2   (3) 

Si  = Si0 - Si1 - Si2  (4) 

 

그러므로 퇴출구간에서의 이상적인 i 번째 소재 

제거량(Ai)은  
 

Ai  = Si-1 - Si       (i = 1, ⋅⋅⋅ ,n ) (5) 

 

로 나타낼 수 있으며, 초기값 A0는 정상절삭구간

에서의 이상적인 소재 제거량에 해당하므로 절삭

날 당 이송량(ft)과 주어진 반경방향 절삭깊이(Rd)

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다. 
 

A0 = ft × Rd   (6) 
 

따라서, 연삭가공에 적용되는, 이상적인 소재 제

거량과 실제적인 소재 제거량 사이에는 일정한 비

율이 존재한다는 가공탄성(Machining elasticity)
(17)

 

개념을 식 (5)를 이용하여 구한 이상적인 소재 제

거량에 적용하면, 순간 순간의 실제적인 소재 제

거량을 계산할 수 있으므로 가공 후 측벽의 이송

방향 형상을 추정할 수 있다. 

Fig. 3 은 앞서 제시한 방법으로 추정한 가공면과 

실제 가공 후 측정한 가공면의 이송방향 형상을 

비교한 그림이다. 이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소재 

제거량의 변화가 발생하는 위치와 가공된 측벽의 

이송방향 형상에 나타나는 결함영역(Defect zone) 

의 시작점이 동일함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결함 

구역은 평면 가공에서 뿐만 아니라 원주면 또는 

공동부 가공 시 코너면 등에서도 소재 제거량의 

변화가 발생하는 위치에서 공통적으로 발생되기 

시작하는 것이 확인된다.
 (14,15)

 

 

2.2 축방향 형상 특성 

Fig. 4, 5 는 각각 공작물과 공구, 공작물과 절삭 

 

 
 

Fig. 3 Effect of radial depth of cut on surface profile in 
feed direction

(13)
 

날의 상대적인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엔드밀링 

가공 시 축방향 절삭깊이(Ad)는 반경방향 절삭깊

이 보다 큰 것이 일반적이므로, Fig. 5(a)에서 볼 수 

있듯이, 상향절삭에서는 절삭면적이 증가하는 1영

역(Region I) 및 절삭면적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2

영역(Region II)에서만 최종 가공면이 생성되고, 절

삭면적이 감소하는 3영역(Region III)에서 생성되는 

가공면은 이어지는 절삭날에 의하여 제거되어 최

종 가공면을 생성하지 않는다. 반면에 하향절삭에

는 절삭면적이 증가하는 1영역에서는 최종 가공면

이 생성되지 않으며, 절삭면적이 일정한 구간과 

감소하는 구간인 2와 3영역에서만 최종 가공면이 

생성된다.(Fig. 5(b)) 따라서, 상향절삭에서는 절삭

면적의 급격한 변화가 발생하는 1영역에서 2영역

으로 전환되는 순간, 하향절삭에서는 2영역에서 3

영역으로 전환되는 순간의 가공면 축방향 형상에 

변곡이 발생하는 특이점이 나타난다. 

만일 2 영역이 존재하지 않으면, 상향 또는 하향

절삭에 의한 최종 가공면은 각각 절삭면적이 점진

적으로 증가하는 1 영역 또는 점진적으로 감소하

는 3 영역에서만 생성되므로 급격한 절삭면적 변

화에 따른 축방향 가공면의 특이점은 나타나지 않

는다. 

절삭면적이 일정한 2 영역이 존재하려면 축방향 

절삭깊이는 공구 반경 및 비틀림각(β)과 Fig. 4에

서 보여준 공구와 공작물의 접촉각(α)으로 표현되

는 다음과 같은 부등식을 만족하여야 한다. 
 

 
 

(a) Up cut    (b) Down cut 
 

Fig. 4 Up cut and down c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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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Up cut 

 
(b) Down cut  

 

Fig. 5 Cutting area 

 

        
β

α

tan

r
Ad ≥

   (7) 

 

이 부등식이 만족되는 경우, 상향절삭 및 하향절

삭 시 축방향 형상의 변곡이 발생하는 각각의 특

이점의 축방향 위치 (zcs)Up 및 (zcs)Down 은 공구 끝

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β

α

tan
)(

r
z Upcs =   (8) 

      
β

α

tan
)(

r
Az dDowncs −=   (9) 

Table 1 Experimental conditions 
 

Conditions 
Experiment 

Helix angle  
Number of 

cutter teeth  

Spindle speed (rpm) 660 360 

Feed rate (mm/min) 53 65 / 130 

Feed per tooth (mm/tooth) 0.04 0.09 

Axial depth of cut (mm) 10 15 

Radial depth of cut (mm) 0.5, 1.0 0.5, 1.0 

Tool diameter (mm) 12 20 

Helix angle (˚) 15, 30 30 

Number of teeth 2 2 / 4 

Cut direction Up, Down Up, Down 

 

 

 
 

Fig. 6 Specimen 

 

축방향에 대하여 이송방향 형상과 동일한 수준

으로 형상 전체를 추정할 수는 없으나, 축방향 형

상 특이점의 존재 유무 및 존재 시 위치를 통하여 

진직도 측면에서의 형상 특성 추정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실험 가공된 형상 측정 결과와의 비교

를 통하여 추정한 특이점 위치가 합당한 것을 확

인할 수 있으면, 이 추정한 특이점의 위치 및 실

제 가공면의 전형적인 특징을 연계하여 축방향 형

상 전반에 대한 특성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판

단된다. 

3. 실 험 

실험에서 사용한 시편 형상은 Fig. 6과 같으며, 

시편 재료로는 기계구조용 탄소강 SM45C를 사용

하였다. 공작기계와 공구는 각각 통일중공업의 수

직형 CNC 밀링머신 TMV-40M 및 OSG사의 TiCN 



엔드밀링 공정에 의하여 생성된 측벽의 기하학적인 특성과 평엔드밀 형상 사이의 관계 

   

 

99 

코팅 처리된 고속도강 엔드밀(비틀림각: 15˚, 30˚

/ 절삭날 수: 2날, 4날)을 사용하였다. 구체적인 실

험 조건은 Table 1에 나타나 있다.  

가공면의 축방향 형상은 중앙에서 하단으로부터 

2mm떨어진 지점에서 위쪽으로 Taylor Hobson 사의 

Talysurf Series2 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아울러, 

절삭날 각변위에 따라 변화되는 배분력과 이 각변

위에 해당하는 축방향 가공면 형상과의 관계를 확

인하고자 AMTI 사의 MC818 공구동력계와 DSA-6 

디지털 앰프를 사용하여 배분력을 측정하였다. 

4. 실험 결과 및 고찰 

4.1 비틀림각이 축방향 형상에 미치는 영향 

Fig. 7은 비틀림각이 15, 30˚인 엔드밀로 가공된 

측면의 형상을 보여주고 있다. 반경방향 절삭깊이

가 1.0mm, 비틀림각이 15˚인 경우를 제외한 모

든 경우에서 변곡이 발생하는 특이점이 명확히 보

여지고 있으며, 이 위치는 식 (8) 및 (9)에 의하여 

구해진 값과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반경방향 

절삭깊이가 1.0mm, 비틀림각이 15˚인 경우에는 

식 (7)을 만족하는 구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특

이점이 존재하지 않는 것 또한 알 수 있다.  

상향절삭에서 창성되는 가공면은 절삭면적이 증

가하는 1 영역과 일정하게 유지되는 2 영역에서 창

성되고 1 영역에서 2 영역으로 이어지는 순간에 특

이점이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하였다. 이는 Fig. 7(a)

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특이점 이전에 창성된 부

분의 기울기가 특이점 이후에 창성된 부분의 기울

기보다 상대적으로 크며, 기울기 변화가 급격히 

일어나는 위치에 특이점이 존재하는 것과 일치한

다.  

가공 중 배분력의 변화를 보여주는 Fig. 8(a)에서

도 같은 현상을 유추할 수 있다. 이 그림에 주기

적으로 나타나는 곡선에서 배분력이 증가하는 부

분은 1 영역, 최대값 주변 부분은 2 영역, 감소하는 

부분은 3 영역에 해당한다. 배분력과 미절삭량의 

관계에 의하여, 배분력이 증가, 최대, 감소하는 부

분에 해당하는 가공면 영역의 미절삭량은 각각 증

가, 일정, 감소하는 특성을 나타낸다. 따라서 상향

절삭 과정에서는 가공면이 1, 2 영역에서 창성됨을 

고려할 때, 배분력 곡선과 가공면의 기하학적 특

성도 서로 일치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하향절삭도 절삭면적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2 영

역과, 감소하는 3 영역에서 가공면이 창성된다는 

사실 외에는 상향절삭과 동일한 특성을 나타낸다. 

가공면의 기하학적 특성과 배분력 사이의 상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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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Effect of helix angle on surface profile in axial 
direction 

 

계가 상향절삭과 동일한 것을 Fig. 7(b), (c) 및 8(b), 

(c)에서 볼 수 있다. 

전반적인 실험 결과, 비틀림각이 큰 엔드밀을 

사용하여 반경방향 절삭깊이가 작게 상향절삭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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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Effect of helix angle on thrust force 

 

로써 상대적으로 배분력 곡선의 최대값 및 변화율

을 작게 유지할 수 있으므로, 엔드밀 가공된 측벽

의 축방향 가공오차를 줄일 수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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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Effect of number of cutter teeth on surface profile 
in axial direction 

 

4.2 절삭날 수가 축방향 형상에 미치는 영향 

Fig. 9, 10은 절삭날 수가 2개 및 4개인 경우에 

대하여 가공면의 축방향 형상과 배분력 변화를 각

각 보여주고 있다. 추정한 특이점의 위치 및 특이

점 전, 후의 가공면 기울기 변화, 가공면 형상에 

대응하는 배분력의 변화에 있어서, 앞선 비틀림각 

실험과 동일한 특성을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반경방향 절삭깊이의 증가에 따른 축방향 

형상의 미절삭량 증가 및 배분력의 변화 양상도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16)

 

이 실험에서, 공작물은 동시에 2개 이상의 절삭

날과 접하지 않으며 절삭날 당 이송거리는 

0.09mm/tooth로 일정하게 유지되었다. 따라서 반경

방향 절삭깊이를 동일하게 준 상태에서 동일 방향

의 절삭을 한 경우에는, 배분력 곡선 및 축방향 

형상이 절삭날 수의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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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된다. 공구 1회전당 소재 제거 횟수가 절삭날 

수와 동일한 것을 제외하면, 실험 결과인 Fig. 9의 

축방향 형상 및 Fig. 10의 배분력 곡선은 전반적으

로 예상과 잘 일치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2날 엔드밀로 가공한 경우에 비하여 

4날로 가공한 경우가 미절삭량이 약간 작은 것이 

발견된다. 이는 절삭 날 수에 따른 강성의 차이에

서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일반적으로 절삭날 

수가 증가할수록 공구 강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

려져 있으며, 이에 따라 정삭 시 정밀도 향상을 

위하여 절삭날 수가 많은 공구를 선호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이와 달리, 황삭에서 절삭날 수가 많

은 공구를 사용하는 이유는 정밀도보다 생산성에 

목적을 둔 것으로서, 가공정밀도의 손실이 없는 

상태에서 절삭날 수에 비례한 절삭속도 혹은 이송

속도의 증가가 가능하므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 

 

4.3 공구 직경이 축방향 형상에 미치는 영향 

축방향 형상에 나타나는 특이점을 추정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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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Effect of number of cutter teeth on thrust force 

하여 제안한 식 (8), (9)에서 알 수 있듯이, 공구 

직경이 증가하면 공구 반경 r은 증가하고 공구와 

공작물의 접촉각 α 는 감소하지만 r의 증가율이 

α 의 감소율보다 크다. 그러므로, 공구 직경이 증

가하면 상향절삭의 경우에는 특이점의 위치가 공

구 끝에서 멀어지는 위로 이동하며, 하향절삭인 

경우에는 반대로 특이점의 위치가 공구 끝을 향하

여 아래로 이동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경방

향 절삭깊이를 0.5mm로 하여 직경 12mm공구로 

상향절삭된 시편의 특이점 위치는 4.27mm(Fig. 

7(a))였으며, 직경 20mm공구에 의한 특이점 위치

는 5.50mm(Fig. 9(a))였다. 하향절삭의 경우, 직경 

12mm 공구에 의한 특이점 위치는 5.73mm (Fig. 

7(b))였으며 직경 20mm공구에 의한 특이점 위치

는 9.50mm(Fig. 9(b))였으나, 20mm 공구 실험 시 축

방향 절삭깊이가 5mm 더 길었던 점을 감안하면, 

특이점의 위치는4.50mm에 해당한다. 따라서, 공구 

직경 변화에 따른 특이점 위치 이동은 예상과 같

이 실제 가공면에서도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공구 직경은 공구 강성에 큰 영향을 미치고, 공

구 강성과 미절삭량은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따

라서, 공구 직경은 축방향 형상의 특징과 관련된 

특이점 위치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실제적

으로는 2 영역에서 발생되는 미절삭량에 큰 영향

을 미쳐서, 전반적인 축방향 형상의 평행이동 현

상이 발생될 것으로 추정된다. 

 

4.4 공구 형상과 측벽 기하학적 특성의 관계 

본 연구에서는 공구의 형상 특징을 비틀림각, 

절삭날 수, 직경으로 구분하였으며, 엔드밀 가공된 

측벽은 서로 독립적인 이송방향 형상과 축방향 형

상으로 나누어 고려하였다. 따라서, 기 진행된 연

구 결과를 바탕으로, 공구 형상 특징들과 각 방향

의 기하학적인 형상 특성의 관계를 정리하면 다음

과 같다. 

공구와 공작물 간의 간섭이 발생하는 절삭면적

의 크기가 변하면 가공탄성 현상에 의하여 실제 

소재 제거량이 달라지므로 가공면에 기하학적인 

결함이 창성된다. 이송방향 형상 측면에서 볼 때, 

이상적인 가공조건(가공 전 공작물 가공면이 기하

학적으로 완전하며 반경방향 절삭깊이가 일정) 하

에서도, 평면 및 원통면 가공에서는 공구 퇴출구

간에서, 공동부 또는 돌출부의 코너 가공에서는 

코너에 들어가는 구간과 나오는 구간에서 절삭면

적이 변하는 것을 피할 수 없다. 따라서 측벽에 

이송 방향으로 기하학적인 결함이 발생한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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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절삭면적은 공구의 회전단면 전체를 고려하여 

구하였으므로 이송방향 형상에 미치는 공구 직경

의 영향은 크다. 그러나 비틀림각과 절삭날 수는 

공구의 회전단면 크기와 관련이 없으므로, 이 두 

가공변수가 이송방향 형상에 미치는 영향은 상대

적으로 무시 가능하다. 공구 직경이 커지면 결함 

영역의 범위는 넓어지고 결함 깊이 또는 높이 또

한 증가한다.  

4.1 에서 4.3 에 걸쳐 서술한 내용을 종합하면, 

축방향 형상은 공구 비틀림각 및 절삭날 수, 직경

과 더불어 상향, 하향절삭에 따라 다른 특성을 나

타낸다. 축방향 형상의 가공오차는 상대적으로 공

구 비틀림각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데, 이 각이 

증가하면 가공오차는 감소한다. 공구 비틀림각과 

직경은 축방향 형상의 변곡 위치에 해당하는 특이

점의 축방향 위치와 관련이 있다. 절삭날 수는 다

른 공구 형상 특성에 비하여 축방향 형상에 미치

는 영향이 작지만, 가공오차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고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측면에서 절삭날이 

많은 것이 유리하다. 

종합하여 볼 때, 평면 및 원통면 가공의 공구 

퇴출구간과 공동부 또는 돌출부 가공 시 코너 부

분과 같은 공구경로의 곡률반경이 변하는 지점에 

들어가거나 나오는 구간과 같은 절삭면적이 변하

는 부분에서는 이송방향 형상이 축방향 형상보다 

더 큰 기하학적 결함을 나타내며, 이를 제외한 가

공면에서는 축방향 형상이 주된 기하학적 결함으

로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가공오차 및 

형상공차를 측면에서는 직경이 작으며 비틀림각은 

크고, 절삭날 수가 많은 엔드밀을 사용하여 반경

방향 절삭깊이를 작게 유지하며 상향절삭 하는 것

이 유리하다. 그러나, 실제적인 공구 형상은, 공구 

강성 및 상향절삭 시 음의 배분력에 의한 과절삭 

문제, 생산성 등을 동시에 고려하여 선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공구 형상이 평엔드밀 가공된 측벽 형상에 미치

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공구 형상 특징은 비틀림

각, 절삭날 수, 직경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가공면

의 기하학적 특성은 서로 독립적인 이송방향 형상

과 축방향 형상으로 구분하여 고려하였다.  

공구 퇴출 및 공구 경로의 곡률반경이 변하는 

구간에서는 이송방향 형상의 결함이 크게 나타나

며, 이외의 구간에서는 축방향 형상의 결함이 주

를 이루는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이송방향 형

상과 축방향 형상의 가공오차는 각각 공구 직경과 

공구 비틀림각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것이 확

인되었다. 연구 결과, 엔드밀링 가공된 측벽의 가

공정밀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직

경이 작고, 비틀림각이 큰 절삭날을 많이 갖는 엔

드밀을 사용하여 상향절삭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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