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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process of cutting large aircraft parts, the tool may be abnormally worn or damaged due to various factors such as 
mechanical vibration, disturbances such as chips, and physical properties of the workpiece, which may result in deterioration 
of the surface quality of the workpiece. Because workpieces used for large aircrafts parts are expensive and require strict processing 
quality, a maintenance plan is required to minimize the deterioration of the workpiece quality that can be caused by unexpected 
abnormalities of the tool and take maintenance measures at an earlier stage that does not adversely affect the machining. In 
this paper, we propose a method to indirectly monitor the tool condition that can affect the machining quality of large aircraft 
parts through real-time monitoring of the current signal applied to the spindle motor during machining by comparing whether 
the monitored current shows an abnormal pattern during actual machining by using this as a reference pattern. First, 30 types 
of tools are used for machining large aircraft parts, and three tools with relatively frequent breakages among these tools were 
selected as monitoring targets by reflecting the opinions of processing experts in the field. Second, when creating the CNC machining 
program, the M code, which is a CNC auxiliary function, is inserted at the starting and ending positions of the tool to be monitored 
using the editing tool, so that monitoring start and end times can be notified. Third, the monitoring program was run with the 
M code signal notified from the CNC controller by using the DAQ (Data Acquisition) device, and the machine learning algorithms 
for detecting abnormality of the current signal received in real time could be used to determine whether there was an abnormality. 
Fourth, through the implementation of the prototype system, the feasibility of the method proposed in this paper was shown 
and verified through an actual exa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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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대형 항공부품 가공은 고가의 소재를 사용하며 높은
가공품질을 요구하기 때문에 가공 과정에서 공구 손상 발
생은 큰 비용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부품을 가
공하기 위한 5축 가공기를 개발하는 프로젝트에서 가공
중에 발생할 수 있는 공구 이상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
할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대형 항공부품을 절삭
가공하기 위해서는 30여 가지의 공구(Tool)를 사용하는데
가공 과정에서 공구는 가공 프로그램에 기술된 대로 피삭
재를 칩의 형태로 깎아내며 가공을 진행한다. 이러한 과
정에서 공구는 기계진동, 칩 등의 외란, 재료의 물리적 특
성 등과 같은 다양한 요인에 의해 비정상적 마모 또는 파
손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서 피삭재의 품질저하
및 예기치 못한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가공 중에
공구의 상태를 모니터링하여 공구 이상상태 발생 예측시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되고 있다[9].
공구 상태를 모니터링하는 방안은 공구파손을 직접 검

출하는 방법과 공구 수명을 추정하는 방법으로 구분할 수
있고, 공구파손 검출을 위해서는 비전(Vision) 시스템과
같은 직접적인 방법과 공정 파라미터 모니터링을 통한 간
접적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2, 3]. 공구 모니터링을 위해
서 비전 등의 직접적인 수단을 이용해서 모니터링 및 분
석하는 방안은 대형 항공부품의 경우 절삭 시 발생하는
절삭유 분출, 칩의 형상 및 양 등으로 인해 센서의 신뢰성
이 감소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간단하지 않은 실정이다
[4]. 따라서 직접적인 방안을 통해서 모니터링하는 대신
에 간접적인 방법을 이용해서 공구 상태를 예측하는 다양
한 연구가 진행된 바 있다. 예를 들면 절삭력과 진동 신호
모니터링을 통해 수집된 데이터를 이용해서 자기 회귀 시
계열 모델을 도출하고 뉴럴네트워크를 이용하여 공구 마
모 및 파손에 대한 예측을 수행하는 연구가 진행된 바 있
다[5, 6]. 또한 이송모터 전류(feed drive current) 신호의
모니터링을 통해 구축한 자기회귀모델을 이용해서 공구
의 파손을 예측하는 연구도 수행된 적이 있다[8].
한편 공구 수명을 수리적으로 예측하기 위한 전통적

기법중 하나로 Taylor 수명식이 있는데 절삭시간과 공구
수명과의 관계를 이용하여 파생 수식 및 실험을 통한 매
개변수 추정을 통해 공구수명식을 제시한 바도 있다[11]. 
하지만 이러한 실험데이터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환경변수를 고려한 공구 수명 예측은 어렵고 정확하지도
않기 때문에 유전알고리즘 등의 휴리스틱 한 방법을 이용
해서 공구 수명을 예측하는 연구가 진행된 바도 있다[7].
금속 절삭가공하는 대부분의 중소제조 기업에서는 고

가의 CNC 설비에 대한 정확한 설비가동시간 측정이 어
려우므로 주요부품 교체 시기를 놓쳐서 설비고장에 따른

생산중단 현상 증가로 불량률이 높아질 수 있다. 반면에
예방정비 측면에서 고가의 부품을 미리 교체하면 비용
낭비가 초래될 수 있다. 따라서 신뢰성 있는 설비관리를
위해서 제조설비 주요부품의 교체주기 관리를 위한 지능
형 생산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을 통한 공구 수
명 관리 방안이 제안된 바도 있다[10].
본 논문에서는 개발 중인 대형 항공부품 가공기의 스

핀들 모터 전류 모니터링을 통해 간접적으로 공구 상태를
실시간 모니터링 및 이상 상태를 예측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스핀들 모터의 전류를 모니터링하여 공
구 이상상태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첫째, 스핀들 모터에
인가되는 전류를 실시간으로 측정할 수 있어야 하고, 둘
째, 전체 가공 프로그램에서 모니터링 대상 공구에 대한
가공작업 구간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하며, 셋째, 실시간으
로 수집되는 전류 신호를 이용하여 공구 이상 여부를 실
시간으로 판단할 수 있는 머신러닝 등의 분석방법이 필요
하다. 즉, 정상적으로 가공 중인 상태에서 공구별 가공작
업에 인가되는 스핀들 모터 전류의 정상패턴이 파악된다
면 실제 가공 중에 모니터링 되는 전류패턴과 비교하여
공구이상여부를 판단할 수 있고 비정상 패턴이 발견되면
공구에 이상 상태가 발생하였다고 진단할 수 있다. 마지
막으로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법에 대한 실현 가능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프로토타입 시스템을 구현하였고 실제
예제를 통해서 검증하였다. 제안된 방안을 통해 공구의
예상치 못한 상태로 인한 중단 시간 감소 및 피삭재 품질
저하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스핀들 모터 전류 신호 수집

2.1 전류 신호 수집

본 논문에서 대상으로 하는 대형 항공부품 가공기에는
120kW, 30,000RPM 스핀들 모터가 적용되었으며 이를 구
동하기 위해 3상 전류를 공급하여 준다. 해당 스핀들 모
터에 인가되는 전류는 각 상(phase)의 허용전류가 스펙상
최대 350A이므로 직접 전류를 측정하는 것은 실시간 측
정의 어려움 및 안전사고 등의 이유로 적절하지 못하다. 
따라서 고전력계통의 전류를 측정하기 위해서 CT(Current 
Transformer) 센서를 사용할 수 있는데 CT 센서란 변압기
의 원리를 이용해서 1차 측에서 측정되는 전류에 비례하
는 2차 교류전류를 발생시키도록 설계된 전류 센서를 말
한다. CT 센서는 1차 측과 2차 측이 절연되어있기 때문에
고전력계통의 전류를 측정하는 데 적합하여 많이 활용되
고 있다. 개발 중인 대형가공기의 스핀들 모터에는 최대
300A 전류가 인가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300:5 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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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입의 CT 전류 센서를 3개 채택하여 각 상(phase)에 대
해 전류 모니터링을 수행하였다. 즉, 1차 측에 300A의 전
류가 인가될 때 2차 측에 5A의 전류 값을 출력하여 주기
때문에 일반적인 DAQ 신호수집 장비를 이용해서 안전하
게 전류 신호를 수집할 수 있다.

2.2 모니터링 대상 공구 선정

대형항공부품의 가공을 위해서는 30여 가지의 공구(tool)
가 사용되고 있는데 본 논문에서는 가공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이들 공구 중에서 파손이 다른 공구와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2 Router, #4 Ripper, #5 
Ripper 공구를 모니터링 대상 공구로 선정하였다. T 컷터
(#02 공구)는 공구 팁이 손톱형상으로 되어 있고 파손되면
홀더 몸체로 소재를 절삭하는 즉, 홀더 몸체가 피삭재에
닿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전류 부하가 급격하게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반면에, #04, #05 공구는 엔드밀이
사용되는데 이 공구는 몸체 끝부분이 팁 역할을 하므로
파손되면 피삭재의 표면에 닿는 끝부분이 사라지거나 감
소하게 되어 부하가 감소하는 패턴이 발생할 수 있다. 
<Table 1>은 모니터링 대상으로 선정된 세 가지 공구에
대한 상세정보를 보여주고 있다. 

<Table 1> Monitored Tools Information

Tool Spec.
Tool Number

#02 #04 #05

Tool Name

50×20/R3
Router
70mm

reach R3

25×37/R3
Ripper
52mm

reach Z3

25×30/R3
Ripper
72mm

reach Z3
Gauge Length 100.0 134.0 154.0
Tool Diameter 50.0 25.0 25.0
Num. of Flutes 3 3 3

RPM 21,000 28,750 27,500
Feed Rate 11,340 10,350 9,900

2.3 가공 프로그램 편집

부품을 가공하기 위해서는 가공 프로그램을 생성하여
CNC 가공기에 탑재해야 하는데 가공 프로그램에서 대
상 공구가 사용되는 구간을 모니터링 시스템에서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전류 모니터링을 수행할
가공구간 즉, 공구별 가공 프로그램 구간을 인식하기 위
해서 가공기 작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CNC 보조기능
인 여분의 M 코드를 이용해서 가공 프로그램에 모니터
링 시작과 끝 시점으로 설정한 태그를 삽입하였다. 이를
통해 가공 중에 CNC 가공기 컨트롤러에서 모니터링 시

스템으로 모니터링 착수 및 종료 신호를 통지하도록 구
현하였다. 이때 유의해야 할 점은 가공을 수행할 때 에어
컷 후에 실가공에 들어가고 공구의 가공을 마칠 때도 실
가공후에 부드럽게 공구를 피삭재에서 이동시키기 위해
에어 컷을 수행하기 때문에 해당 공구의 전체 가공 프로
그램 부분에 대해 모니터링 영역을 설정하는 것은 적절
하지 못하고 실가공을 수행하는 가공 프로그램 영역에
대해서만 M 코드로 구간을 설정해 줄 필요가 있다.

CATIA 도면을 이용하여 CNC 가공 프로그램 생성 시
편집작업을 통해 대상 공구(#2, #4, #5)에 대한 모니터링
구간을 설정하기 위해 M 코드를 사용하였다. 즉, 모니터
링 구간 시작 표시를 위해 모니터링 대상 공구별로 각각
M83, M84, M85 등 3개의 M 코드를 할당하였고 모니터
링 구간 종료를 표시하기 위하여 공통으로 M79를 할당
하였다. 도면을 작성한 후 CNC 가공 프로그램으로 변환
하는 작업을 수행하는데 이때 <Figure 1>과 <Figure 2>
에서와 같이 편집 툴을 이용해서 해당 공구의 가공구간
시작 위치에 모니터링 시작을 의미하는 M83 등의 M 코
드를 추가하고 종료 위치에 M79 코드를 추가한다. 추가
된 M 코드들은 CNC 가공 시에 가공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단지 컨트롤러가 해동 코드를 인식하면 실시간 모
니터링 프로그램으로 M 코드값을 전송하여 코드값에 따
라 모니터링 프로그램이 동작하도록 한다. <Figure 3>은
가공 프로그램의 구조를 조회하는 화면을 보여주고 있는
데 편집작업을 통해 모니터링 시작, 종료 코드가 삽입되
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Figure 1> Inserting Monitoring Start Code (M83) for #02 T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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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CNC 컨트롤러에서 가공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 해
당 코드를 인식하게 되면 컨트롤러의 환경변수 메모리
스트림 출력기능을 통해서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해당 코드를 전달하여 모니터링을 시작 및 종료할 수 있
도록 하였다. 이러한 코드가 모니터링 시스템에 전달되
면 모니터링 시스템은 CT 센서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스
핀들 모터에 인가되는 전류 신호를 수집할 수 있게 된다. 

 

<Figure 2> Inserting Monitoring End Code(M79) 

<Figure 3> A Part of CNC Program Structure after Code 

Editing 

3. 머신러닝을 이용한 예측모델 선정 

양호한 상태의 공구를 이용하여 가공 중일 경우에는 스
핀들 모터에 인가되는 전류 신호가 정상적인 패턴을 보일
것이다. 하지만 공구가 비정상적으로 마모되었거나 파손
등이 발생하여 비정상적인 상황일 경우에는 공구의 종류
에 따라 전류가 과격하게 인가되거나 부하가 없는 경우에
는 전류가 거의 인가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을 탐지할 수 있는 머신러닝 알고리즘으로는
대표적인 비지도 학습 머신러닝 기법의 하나인 비정상 탐
지(Anomaly detection) 알고리즘을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비정상 탐지 알고리즘에는 RNN (Recurrent Neural 
Network) 기반의 방법, One Class SVM, 클러스터링 기반의
방법 등이 있으며 시간 축에 대해 수집되는 데이터에 대한
이상 상황을 예측해야 하므로 이러한 상항에서는 MD 
(Mahalanobis Distance), Dense Autoencoder, LSTM(Long 
Short-Term Memory) Neural Networks 등의 알고리즘이 적
합하다고 볼 수 있다[1]. 본 논문에서는 뉴럴네트워크 기반
의 대표적인 이상상황 탐지 알고리즘(Anomaly detection al-
gorithm)인 Dense Autoencoders와 LSTM Neural Networks를 
이용한 방법을 이용하여 공구 이상 상태를 예측하는 방안
을 제시하고자 한다. Dense Autoencoder는 입력 및 출력
계층보다 적은 개수의 뉴런으로 구성된 은닉층을 통해서
데이터를 입력하면 압축된 형태로 출력시켜서 학습모델을
만든다. LSTM 뉴럴 네트워크 모델은 RNN의 일종이며
RNN의특징중하나는나중에사용할수있도록네트워크에 
셀 상태(정보)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 특성을 이용
해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동하는 센서 데이터의 수집을
통해서 비정상 상태를 탐지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Table 2> RMS Values of 3 Phase Current Signals-Normal 

Tool Case

R S T

0.728096 0.858969 0.681883
0.892642 0.897556 0.674243
0.890371 0.886511 0.682584
0.902123 0.914161 0.683912
0.716155 0.749971 0.689437
0.783772 0.711260 0.682196
0.693323 0.791139 0.681403
0.768001 0.752907 0.742659
0.721668 0.889320 0.820909
0.776714 0.796221 0.699477
0.901669 0.807856 0.764389
0.894572 0.897562 0.690077
0.887753 0.899319 0.760364
0.700499 0.724618 0.701680
0.826250 0.788964 0.801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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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C 가공기의 스핀들 모터는 R, S, T 3상 교류 모터를
채용하고 있다. 머신러닝 수행을 위해서는 학습데이터 수집
이 필요한데 공구가 정상상태로 운영 중인 상황에서 50ms 
간격으로각상의전류를측정하여 RMS(Root Mean Square) 
값을 구한다. 측정된 데이터 세트는 7:3의 비율로 나누어
training set과 test set으로 각각 사용한다. 

<Table 2>의 각 열은 스핀들 모터에 인가되는 R, S, T 
3상 전류 실효 값(Root mean square value; RMS) 측정치
의 일부를 보여주고 있다. 각 열의 수치는 공구가 정상상
태인 가공구간에서 실시간으로 측정한 전류 RMS 값을
보여주고 있으며 특별한 패턴을 보이지 않고 있음을 확
인할 수 있다.

<Table 2>와 같은 정상적인 전류 신호를 이용해서 trai-
ning 모델에서 Mean Squared Error(MSE) 값을 구하여 Loss 
파라미터로 이용할 수 있고, Loss 분포로 표현하면 아래
<Figure 4>와 같다. 여기서 Dense Autoencoder와 LSTM 
모델에 대해 Loss 분포의 평균값은 각각 0.091과 0.068과
같았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Loss 값이 더 적은 LSTM 
모델을 적합 모델로 채택하여 활용하였다. 한편 이상 여
부 판단을 위한 Threshold 값으로는 <Figure 4>의 Loss 분
포에서 볼 수 있듯이 0.3이 적절함을 알 수 있다.

<Figure 4> Loss Distribution of Training set of LSTM Model

4.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및 검증

본 논문에서는 실시간 모니터링 프로토타입 시스템은
LabView 툴을 이용해서 개발하였다. LabView에서 파이
선 코드를 라이브러리로 호출할 수 있으므로 머신러닝
알고리즘은 파이선을 이용해서 구현하였다. 데이터 수집
은 NI CompactDAQ 9137 컨트롤러, 전류수집을 위한 NI 
9227 전류수집 모듈, 이상 상태를 통지하기 위한 경광등
제어를 위한 NI 9485 릴레이 모듈을 탑재하여 구현하였다. 

<Figure 5>는 정상적으로 가공 중인 상황에서의 모니
터링 중인 3상 전류 신호 RMS (좌측) 측정값과 MSE 값
(우측)을 보여주고 있다. 좌측 차트에서는 3상 전류신호
가 모두 일정한 범위 내에서 움직이고 있음을 즉, 특이한
패턴을 보이지 않고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정상적으로 랜덤
하게 관측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우측 그래프에서
수평선은 정상상태에 대한 Threshold 값을 표시해 주고
있으며 MSE 값들이 정상적인 가공상태에서는 Threshold 
값의 범위 내에서 관측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Figure 5> 3-Phase Current Signals Monitoring with LSTM 

Model

<Figure 6>은 #04 엔드밀 공구의 파손이 관측되었을
때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Figure 6>의 좌측 그래프는
파손되는 순간의 전류 RMS 값을 표시해 주고 있는데 3
상 전류 값이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Figure 6> Detecting Tool Brokerage with LSTM

그림의 우측 그래프에는 Loss 값을 표시해 주고 있는
데 우측 그래프의 후반부에는 Loss 값이 급격하게 증가하
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모니터링되고 있는 전류
값이 급격하게 비정상 상태로 변화하고 있으므로 공구에
이상 상태가 발생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위의 <Figure 6>
의 하단부에는 이상 상황이 발생하는 순간에 모니터링 시
스템의 메시지창에 전류 이상상태 발생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으며 등록된 관리자에게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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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광등이 알람을 발생시켜서 이상 상황 발생을 인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래 <Table 3>은 이상 상황이 발생하
는 가공구간 즉, 공구가 파손되는 구간에서 관측된 3상
전류 RMS 값을 보여주고 있는데 공구 끝단이 파손되면
서 공구가 가공 면에 닿는 면적이 감소하게 되고 이로 인
해서 공구에 인가되는 전류 부하가 급격하게 감소하면서
전류 관측값이 0에 가깝게 감소하는 패턴을 보여주고 있
음을 확인할 수 있다. 

<Table 3> RMS Values of 3 Phase Current Signals-Broken 

Tool Case

R S T

0.822011 0.824876 0.871862
0.681818 0.676528 0.679387
0.695714 0.737105 0.749910
0.682675 0.712199 0.744057
0.497068 0.517327 0.496365
0.319933 0.307511 0.286023
0.114227 0.141652 0.102432
0.087944 0.174537 0.073802
0.104267 0.134223 0.140141
0.117770 0.180071 0.088696
0.103145 0.104192 0.136932
0.102078 0.104083 0.073407
0.097734 0.053856 0.070229
0.120889 0.141213 0.083230
0.141005 0.202773 0.161289
0.034606 0.082120 0.003430
0.026833 0.003421 0.002123

따라서 스핀들 모터에 대한 전류 신호 관측을 통해서
대표적인 비지도 학습 기법인 Anomaly Detection 알고리
즘을 이용해서 공구 마모 및 파손과 같은 공구 이상 상
태 탐지가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다. 

<Figure 7> #04 Endmill Tool before Brokerage

<Figure 8> #04 Endmill Tool after Brokerage

위의 <Figure 7>과 <Figure 8>은 #04번 공구를 사용해
서 황삭작업을 수행하던 도중에 파손된 공구의 파손 전
후 공구를 보여주고 있다. 위의 LSTM Neural Network 
예측모델 예제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04번 공구의 경
우 파손이 발생하면 공구 끝단이 파손되기 때문에 전류
부하가 급격하게 감소했음을 확인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서 공구이상을 탐지하여 대응할 수 있다.

5. 결론 및 추후연구

본 논문에서는 대형 항공부품의 가공작업에서 가공
중에 스핀들 모터에 인가되는 3상 전류 신호에 대한 실
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공구 이상 상태를 예측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CT 전류 센서를 이용하여 스핀들 모
터에 인가되는 전류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수집된 전류 신호에 대해 머신러닝 기반의 비정상 탐지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공구에 대한 이상상태를 판단하여
예측정비를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스핀들
모터에 인가되는 전류신호에 대해 비정상 패턴이 관측되
면 비정상적 마모, 파손 등 이상상황이 발생했다고 판단
하고 이를 통지하여 대처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논문에
서는 제안하고 있는 방법에 대한 실현 가능성을 보여주
기 위해 실시간 모니터링 프로토타입 시스템을 구현하였
고 실제 가공 예제를 통해서 검증하였다. 
추가적인 연구주제로는 본 연구에서는 30여 가지의

공구 중에서 3가지 공구를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수행하
였지만, 전체 공구를 대상으로 모니터링 및 분석할 수 있
도록 확장할 필요가 있다. 즉, 본 논문에서와같이 가공
프로그램에 대해서 단일조건으로 분석을 수행하는 대신
에 블록 단위로 동기화 작업을 수행한 후 각 블록에 대
한 기준패턴을 찾아내어 전체 공구에 대한 이상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확장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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