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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드밀을 이용한 ∪자 형상의 절삭조건 선정
Cutting condition selection for ∪-shaped by using end m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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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절삭가공에서 생산효율 및 공구의 지출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생산자는 가공형상, 가공재료와 절

삭공구에 따른 최적 절삭조건을 얻기를 원한다.1) 
재료의 절삭 공정을 설계하고 시험을 효율적으

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절삭 현상에 대한 공정 해석

이 필요하다. 절삭 공정 해석을 통해, 절삭 공정의 

적합성 및 시험 조건 최적화/최소화에 대한 타당성 

분석이 가능하다. 하지만 절삭 재료 및 공구의 변화

로 최적의 가공조건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험과 비용이 필요하다. 
기존 연구는 주요인자를 파악하기 위하여 다구

찌 방법과 반응표면법 같은 실험계획법을 사용하

여 최적절삭조건을 구하여 실제 가공에 적용하였

다.2)-3) Youn4)등은 2차원 절삭 결과와 FEM 해석 

결과를 비교하여 절삭 공정 해석의 타당성을 검증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수치해석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절삭시 발생하는 절삭력과 가공시간을 분석하여 

∪형상의 최적 절삭조건을 선정하고자 한다.

2. 실험조건

본 연구에서는 엔드밀을 이용하여 U자형 형상

의 절삭조건을 선정하기 위하여 AdvantEdge 
Production모듈을 사용하여 절삭력 및 절삭시간을 

분석하였으며, 절삭조건은 다구찌 방법을 이용한 

조건을 선정하였다. 절삭재료, 공구의 날개수, 회전

수, 이송속도, 절입량을 주요인자로 결정하였다.
폭 12mm×높이 13mm×길이 1050mm의 형상을 

Ø12의 엔드밀로 가공할 때 절삭력과 가공시간을 

분석하였다. 
절삭재료는 SUS316을 선정하고 공구 날 개수는 

2날과 4날의 두 종류, 회전수는 1000rpm, 1500rpm, 
2000rpm의 세 종류, 이송속도는 100mm/min, 

150mm/min, 200mm/min의 세 종류, 절입량은 6mm, 
9mm, 13mm의 세 종류로 결정하였으며, 다구찌 

방법을 이용하여 18가지의 절삭조건을 선정하여 

절삭력 분석 및 절삭시간을 구하였다.  Fig. 1은 

가공 후 최종형상을 나타내었다. 

Fig. 1 Final shape of processing endmill

3. 시뮬레이션을 통한 절삭력 분석

절삭력은 공구의 날수, 회전수, 이송속도, 절입

량의 변화에 따라 변화 Fig. 2는 실험조건에 따른 

절삭력의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a) 2 tool edges

b) 4 tool edges
Fig. 2 Change of the cutting force from processing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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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의 개수변화에 대한 절삭력은 날의 개수가 

많을수록 절삭력이 낮게 나타났으며, 이는 날당 

이송량의 감소로 날의 개수가 적을수록 절삭력이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네 날의 공구를 사용하고 5번째 조건에서 

421.39N인 최저 절삭력을 나타내고 있으며, 두 날

의 공구를 사용하고 9번째 조건에서 4086N 최고 

절삭력을 보여주고 있다. 

4. 절삭시간 및 절삭온도

절삭시간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인자는 이송속

도로 200m/min일 때 최소가공시간 300 초를 나타

내고 있다. Fig. 3은 절삭조건에 따른 절삭온도를 

나타내고 있다. 2날의 경우 397.5℃, 4날의 경우 

366.9℃로 약 30℃의 차이가 나타난다. 이를 Fig.

3에 나타내었다.

a) 2 tool edges

b) 4 tool edges
Fig. 3 Change of the cutting temperature from 

processing cases
5. 최종절삭조건선정

Fig. 4는 날의 개수에 따른 최대절삭력과 절삭시

간을 나타낸 것으로 날의 개수가 4날인 엔드밀을 

사용할 때 절삭력이 낮게 나타났으며 최소절삭력

은 4날의 5번 조건일 때 421.391N의 힘이 공구에 

걸리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절삭시간은 case

1번과 4번 8번에서 빠르게 나타났다. 이는 이송속

도가 200m/min일 때 가장 빠르게 가공되었으나 

깊이 12mm를 모두 절삭하기 위해서는 한번에 가

공하는 시간과 비슷한 600초의 시간이 걸리는 것으

로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절삭력과 이송속도를 

동시에 고려했을 때 4번 절삭력이 가장 낮은 4번 

조건보다는 4날 엔드밀을 사용하고 절삭력 

529.54N, 가공시간 300초인 case 1번 조건이 최적

이라고 판단되어 U자 홈 가공에서는 회전수 

2000rpm, 절입깊이 6mm, 이송속도 300mm/min이 

최적이라고 판단된다. Fig. 4는 조건에 따른 절삭력

과 절삭시간을 나타내었다.

Fig. 4 Change of the cutting force and time on cases
5. 결론

절삭시뮬레이션을 이용하여 절삭력, 가공시간 

및 온도 등을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1. 가공시뮬레이션을 이용하여 가공조건선정에 

걸리는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었다. 
2. 공구의 날수, 가공시간, 온도, 절삭력을 판단하

여 최적의 절삭조건을 선정하였으며, 절삭조건은 

공구의 날은 4날, 회전수 2000rpm, 절입깊이 6mm, 
이송속도 300mm/min일 때 최적이라고 판단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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