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정밀공학회 2013년도 춘계학술대회논문집

절삭조건 및 공구길이 변화에 따른 Up-Down Milling 비교
Comparison of Up-Down Milling based on Machining Dynamics and 

Cutting Conditions
이철수 1, *,#이동윤 2, 허은영 3, 최인휴 4, 김종민 3

C. S. Lee1, *,#D. Y. Lee(dylee@kitech.re.kr)2 , E. Y. Heo3, I. H. Choi4, J. M. Kim3

  1서강대학교 기계공학과, 2한국생산기술연구원, 서강대학교 미래기술연구원3, 씨에스캠(주)4

Key words : Cutting Direction, Machining condition, Machine tool dynamics, Chatter vibration

         (a) Up milling                  (b) down milling
Fig. 1 Two cutting directions: up milling and down 

milling

1. 서론
 

엔드밀을 이용한 절삭공정은 공구의 회전에 의

해 소재를 단속적으로 제거하며, 이 때 제거되는 

소재와 생성된 칩 형상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절삭

현상을 이해하려는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엔드밀 

절삭가공에 대한 연구는 가공품질 및 생산성 향상

을 위한 기초연구로서 소재와 공구의 상대적 운동

에 대한 역학적 해석이라 할 수 있다. 공구의 1 
회전 당 제거되는 소재의 기하학적 형상을 이용하

여 소재 제거에 필요한 절삭력을 예측하고 수립된 

예측 모델에 대한 실험적 검증 방법이 시도되었다

[1,2]. 
소재 제거에 소요되는 절삭력은 공구마모 및 

가공 표면의 품질과도 깊은 관련이 있으며, 과도한 

절삭력은 공구진동을 발생시켜 품질을 저하시킨

다. 공구진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Altintas 등(1995)
은 공작기계의 모달 분석(Modal Analysis)을 통하

여 안정한 절삭조건을 선정할 수 있는 이론을 발전

시켰으며, 스핀들 회전속도와 절삭깊이에 대한 관

계식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공구이송에 대한 절삭

력 변화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공구와 소재

의 상대적 운동방향에 따른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상향 절삭(Up-Milling) 및 하향 절삭

(Down-Milling)에 대한 기하학적 차이와 그에 따른 

영향에 대한 많은 연구가 수행되었지만,  공작기계

의 동특성을 반영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절삭

력은 공구 진행방향과 절삭방향에 따라서 차이가 

나며, 일반적으로 하향 절삭이 유리한 것으로 알려

져 있다. 그러나, 공구의 직경 및 길이, 스핀들의 

회전수의 변화는 공작기계의 동적특성과 맞물려 

공구의 진동을 유발하고 절삭방향에 따른 엔드밀

의 가공성을 변화시킨다. 최근 공작기계의 주축 

성능이 크게 향상된 점을 고려할 때, 절삭력의 크기

보다는 생산성과 가공품질을 만족하는 절삭조건

의 선정이 필요하며, 공작기계의 동적 특성은 반드

시 고려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공작기계의 

모달 분석을 반영하여 상향절삭과 하향절삭를 비

교하고, 절삭조건에 따른 생산성을 분석하였다.

2. 공구진동을 고려한 절삭조건 선정
 

엔드릴을 이용한 절삭 가공에서 공구의 절삭방

향(Cutting Direction)에 따른 절삭각은 Fig.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계산할 수 있다. 날당 이송량 ( )가 

주어진 경우 칩의 두께는 식 (1)과 같다.

  sin                            (1)

그러나, 공구가 강성체가 아니고 가공 중 발생하

는 공구진동은 가공표면에 물결(wave) 모양의 가

공 흔적을 남기게 된다.  이전 공구 날에 의해 생성된 

가공면은 현재 공구 날에 의한 칩 두께의 불균일한 

변화를 초래한다. 따라서 공구진동을 고려할 때 

식 (1)은 식 (2)와 같이 수정되어야 한다. 식 (2)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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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n 는 평균 칩 두께이고, n(t)는 t 시점에서 

표면 법선 방향의 미삭영역이고,  는 공구

진동이 표면에 준 영향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 
  × 이다. 

  sin             (2)
 
강성체가 아닌 공구는 불균일한 절삭력을 유발

하고, 이는 표면에 영향을 주어 반복적인 악영향을 

발생시킨다. 그러나 이전 날에 의해 생성된 표면의 

파형과 현재 날에 의해 형성된 파형이 동일한 위상

을 갖게 된다면, 균일한 가공부하로 가공할 수 있게 

되어 공구진동을 무시할 수 있게 된다. 공구진동에 

의해 생성되는 불균일한 절삭력의 영향을 제거하

기 위해, Altintas와 Budak (1995)는 공작기계의 모

달분석을 이용하여 식 (3)을 정의되는 특성방정식

의 해인 식 (4)를 이용하여 안정적인 절삭조건을 

수립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Fig.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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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An illustration of stability lobe curve

3. 절삭실험 및 결과

상향절삭과 하향절삭의 가공성을 평가하기 위

해 Fig. 3(b)와 같이 실험장비를 구성하였으며 MAL 
Inc.사의 CUTPRO를 이용하여 안정선도(Stability 
Lobe Curve)를 구하였다. 절삭실험에 사용된 공작

기계는 MORI SEIKI사의 NVD400DCG이고, 소재

는 알루미늄 7075이며, 공구는 YG1의 평엔드밀로 

직경 16mm로 2개의 날을 갖고 있다. 모달해석을 

통해 구해진 안정선도로부터 주축 회전수는 

14,500RPM, 반경방향 절삭깊이는 공구직경의 

10% (1.6mm), 축방향 절삭깊이는 5mm로 선정하였

다. 절삭방향에 따른 가공성은 마이크로폰을 이용

하여 측정하였다. 실험 결과 Fig.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동일한 절삭조건에서 하향절삭의 가공성이 

떨어지며 상향절삭보다 큰 가공부하가 발생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가공 중 발생한 채터

(Chatter)에 의해 절삭부하가 증가된 것으로 사료되

며, 공작기계의 동적특징을 고려하여 상향절삭을 

통해 가공성(소재재거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절삭

조건 설정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 3 Machining feature(left) and machine tool 
measurement setup(right)

Fig. 4 Machining sound recorded by microphone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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