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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TRODUCTION

2D 윤곽가공이나 2.5D 황삭 가공은 일정한 절삭 

깊이로 가공할 수 있으나, 일반적인 곡면 가공에서  

주어진 가공오차 내에서 절삭폭과 절삭깊이가 변

한다. Fig. 1(a)은 포켓 내부의 코너부위를 가공할 

때 절삭폭이 증가하는 것을 보여주며, (b)는 자유 

곡면 가공에서 곡면의 곡률에 따라서 z축 방향의 

접촉면이 변화됨을 보여준다.  

        

(a)                                 (b)
Fig. 1. Tool engaged angle is different according to the 

machining feature:(a) pocket coner  and (b) 
narrow radius of curvature

Fig. 1에서보는 바와 같이 3D 곡면 가공데이터에

서 소재와 공구의 접촉면은 균일하다 볼 수 없으며, 

이러한 가공데이터의 특성과 아울러 공작기계의 

진동특성은 가공품질과 생산성에 영향을 준다

[1,2]. 불균일한 소재 접촉각은 공구떨림을 일으킬 

수 있으며 가공 표면의 조도를 떨어뜨린다. 본 연구

는 생성된 가공데이터를 분석하여 공구떨림이 없

는 절삭조건 선정 방안을 제안한다. 

2. NC-DATA ANALYSIS

형상 가공을 위한 가공데이터는 3축 동시 제어를 

전제로 작성되며, 사용자가 입력한 가공전략(공구, 

절삭조건, 공구경로 패턴, 등)에 따라서 다르게 생

성된다. Altintas 등은  공작기계의 진동모드를 고려

하여 공구 떨림이 없는 가공조건을 선정하기 위해

서 식 (1)에서 보는 바와 같은 특성방정식을 이용하

여 절삭깊이와 주축회전수의 함수로 표현하였다

(식 2). Fig. 2는 식 (2)에 의해 작성된 안정선도

(Stability Curve)며, 공구떨림이 없는 절삭조건을 

선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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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An illustration of stability lobe curve using 
CUTPRO

그러나 공작기계의 진동특성을 반영한 절삭조

건을 사용하여 가공데이터를 생성할지라도 공구

경로 패턴에, 공구셋업, 절삭방향 등에 따라서 실제 

가공시에 공구떨림을 발생시킬 수 있다. Fig. 3과 

같은 형상을 공구떨림이 없이 가공하기 위해서는 

가공데이터를 분석하여, 다시 가공장비의 진동특

성을 고려한 가공조건으로 가공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가공데이터를 모의 가공하여 제

거되는 소재 (simulated chip)의 기하학적인 정보를 

분석하였다. Fig. 3의 형상가공을 위해 절삭깊이는 

3mm, 절삭폭은 공구(12 FEM) 직경의 50%를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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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가공데이터를 생성하였다. 가공데이터 분석

을 위해서는 CSCAM사의 Intelli-NC를 이용하여 

단위 길이(≤1mm)당 제거볼륨, 제거되는 소재의 

깊이(폭)을 계산하였으며, 이 때 축방향의 최대값

은 Table 1에서 보는바와 같다. 제거되는 소재

(simulated chip)의 최대 높이와 폭은 3mm, 12mm로

서, 코너 부위와 초기 공구 진입을 위한 공구이송이 

100% 절삭폭으로 가공데이터가 생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a)              (b)

Fig. 3 Designed shape (a) and toolpath simulation (b)

Table 1 NC-data analysis

Value
Min z-position 29.0mm

simulated 
chip

hight max 3mm
width max 100%

3.CHATTER FREE CUTTING CONDITION
 

공작기계의 진동특성을 반영한 가공조건은 

Table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공데이터를 분석함

으로서 알 수 있다. 최대 가공깊이( min z-position)를 

통하여 공구셋업 길이를 알 수 있으며, 제거되는소

재(simulated chip)의  높이와 폭을 이용하여 공구떨

림이 없는 주축회전수를 결정할 수 있다. 본 연구에

서는 공구길이를 Fig. 4과 같이 48mm로 셋업하고, 

사용될 장비(FV-400)의 진동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MAL Inc.사의 CUTPRO를 사용하여 안정선도(sta-

bility lobe curve)를 작성하였다(Fig. 5). Table 1의 

최대 높이와 폭을 반영할 때 주축 회전수는 

17,100RPM이었다.

4. CONCLUSION AND FURTHER STUDY

3D 형상 가공을 위해서는 3축 이상의 머시닝센

터를 이용하여 가공해야 되며, 가공에 필요한 가공

데이터는 CAD/CAM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생성

한다. 일반적인 CAM시스템에 의해 생성된 곡면 

가공데이터는 절삭폭과 절삭깊이가 균일하지 않

다. 포켓의 코너 부위와 같이 필연적으로 과다한 

절삭폭을 갖는 공구이송 구간이 포함된다. 또한, 

동일한 가공데이터라도 사용되는 공작기계 특성

에 따라서 가공품질이 달라진다. 

본 연구에서는 가공데이터를 분석하여 가공장

비의 진동모드를 반영한 가공조건 선정방안을 제

안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방법은 실제가공을 

통한 검증이 필요하며 추후 가공품질과 생산성을 

동시에 만족하는 최적화 방안에 대한 연구가 계속 

수행될 예정이다. 

Fig. 4 Tool length setup(left) and measurement setup 
(right)

Fig. 5 Superposition of stability lobe curve every 10% 
of diame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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