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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밀링가공 공정의 최적화를 위해서는 가공 

시 절삭력을 예측하는 것이 중요하다. 밀링가

공에서의 절삭력을 예측하기 위해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으나, 대부분의 기존 연구는 단일 경

로 또는 코너 등의 국소영역에 대한 해석을 수

행하였다. 하지만 실제 가공에서는 직선 및 곡

선 경로, 경로의 교차, 축방향 및 반경방향 절

삭깊이의 변화에 의해 절삭영역이 다양하게 변

하게 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Z-map 을 이용

한 절삭력 시뮬레이션이 제시되었으나,1 언더컷

(undercut)이 있는 형상에 적용할 수 없고, 5 축

가공으로의 확장이 어렵다는 한계를 지닌다. 

본 연구에서는 voxel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초기 공작물 형상과 공구경로를 이용하여 평엔

드밀 가공을 기하학적으로 시뮬레이션하고, 그 

정보를 이용하여 공구경로에 대한 절삭력을 효

율적으로 계산하는 시뮬레이션을 제안한다. 

 

2. 가공형상 및 절삭력 시뮬레이션 모델 
 

2.1 밀링가공의 기하 시뮬레이션 모델 

밀링가공의 기하 시뮬레이션이란 공구와 

가공물 사이의 기하학적 관계를 기반으로 공구

의 움직임에 따른 가공 형상을 예측하고 표현

하는 것이다. 가공물의 형상을 3 차원으로 표현

하기 위해 voxel 알고리즘을 사용하였다. Voxel 

알고리즘은 입체를 격자구조의 작은 요소로 나

타내는 방법이다. 공구는 축방향의 미소 디스

크 요소로 나누어 각 요소에서의 날의 위치로 

정의한다. 본 연구에서는 STL 형식의 솔리드 

모델과 G-code 를 각각 초기 공작물과 공구경

로로 받아들여 복잡한 실제 가공을 시뮬레이션

한다. 재료의 제거는 매 시뮬레이션 순간마다 

가공물 원점에 대한 날 요소점의 위치를 계산

하여 날이 지나간 영역(swept area) 내의 가공물 

voxel 요소점들을 제거함으로써 이루어진다. 
 

2.2 절삭력 계산 모델 

밀링가공 시 순간 절삭력은 공구의 각 디

스크 요소의 각 날에서 발생하는 힘들의 합으

로 계산된다. 시간 t 에서 날의 접선방향과 공

구 중심방향으로 발생하는 절삭력 Ft(t)와 Fr(t)

는 식 (1-2)와 같다.2 

t t ijF (t) k tc (t) ΔZ              (1) 

r r tF (t) k F (t)                 (2) 

여기서, tcij(t), ∆Z, kt, kr 은 각각 i 번째 디스크 

요소의 j 번째 날에서의 미변형 칩두께(uncut 

chip thickness), 디스크 요소의 두께, 접선방향과

공구 중심방향의 절삭력 계수이다. 미변형 칩

두께는 식 (3)과 같이 매 시뮬레이션 순간 각 

날에 의해 제거되는 요소점들의 수(n), 날의 이

동거리(d), voxel 격자간격(m) 만으로 계산된다. 
2

ijtc (t) (n m ) / d             (3) 

절삭력 계산 모델을 검증하기 위해 시뮬레

이션을 수행하고 결과를 실제 가공에서의 절삭

력과 비교하였다. 그림 1 과 같은 측벽가공을 

 
Fig. 1 Schematic diagram of milling sim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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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Simulation parameters 
Parameters Value 

Tool φ10mm, 4 flute end-mill,
Helix angle 30°

Workpiece Aluminum 2014-T6
Spindle speed 1000 rpm 
Feedrate 150 mm/min 
Cutting force coefficient kt: 1100 N/mm2,  kr: 0.83
Mesh size 8 µm 
Simulation step time 3 ms  (1/20 revolution)

 

 
Fig. 2 Simulated cutting force in X and Y direction 

 

시뮬레이션하였으며, 조건은 표 1 과 같다. 그

림 2 는 예측된 절삭력을 보여주며, 이는 기존

의 연구 결과와 작은 오차범위 내에서 유사함

을 확인할 수 있다.3 

 

3. 밀링가공 시뮬레이션 
 

그림 3 과 같은 초기 가공물 형상과 공구경

로를 이용하여 절삭영역이 변하는 가공에 대한 

특정조건에서의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그

림 4 와 5 는 예측된 가공형상과 절삭력을 보여

준다. 공작물의 형상에 따른 절삭력의 변화를 

볼 수 있으며, 제안된 방법은 절삭영역의 변화

에 대한 절삭력 예측이 가능함을 알 수 있다. 
 

 
Fig. 3 Initial workpiece shape and applied tool path 

 

 
Fig. 4 Simulated machined workpiece geometry 

 

 

 
Fig. 5 Simulated cutting force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Voxel 알고리즘과 절삭력 모

델을 사용하여 밀링가공에서의 가공형상과 절

삭력을 예측하는 시뮬레이션 모델을 제안하였

다. 이는 향후 공정해석 및 최적화, 5 축가공 해

석을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의 핵심 요소로 사

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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