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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 산업현장에서는 고품위 제품의 생산에 대

한 요구가 증대되며 이러한 부품의 효율적인 생산

을 위한 품질관리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연삭가공은 가공되는 부품의 

품위를 결정하는 주요 가공 프로세스이다. 그러나 

이러한 연삭가공은 수많은 연삭입자의 절삭을 이

용하여 공작물을 가공하는 공정으로써 가공 시 

연삭숫돌에 불규칙한 마멸이 발생하게 된다[1]. 
이러한 이유로 가공비용의 증가, 낮은 정밀도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현재 연삭가공 프로

세스의 모니터링 및 상태 이상 진단에 관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Liao등은 웨이블릿 방법을 

적용하여 가공 음향방출 신호를 통한 연삭 가공 

휠의 상태 모니터링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2]. 
현재 대부분의 연삭가공의 모니터링 및 이상 

진단에 관한 연구는 대형 연삭가공 프로세스에 

주를 이루고 있으며, 마이크로 연삭가공 프로세스

의 이상 진단에 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마이크로 

연삭 가공 프로세스의 실험적 연구를 수행하고, 
다양한 방법론을 통하여 공구의 이상 진단을 분석

하였다.

2. 마이크로 연삭 실험 설계

마이크로 연삭가공실험을 수행하기 위하여 Fig. 
1과 같이 데스크탑 크기의 메소 스케일 기계가공 

시스템을 사용하였다. 본 시스템은 DC 선형슬라이

드가 3 자유도의 이송을 구현하며, 공구의 가공을 

위하여 BLDC전기 스핀들을 사용하였다. 본 실험

을 위하여 직경 1.0mm의 CBN공구가 사용되었고, 
가공물로는 SK-41C 강 시편을 사용하였다. 연삭 

가공은 총 170번을 수행하였으며, 스핀들 속도는 

60,000RPM, 이송속도 180mm/min, 절삭 깊이 10㎛, 

샘플링 시간은 6,000Hz로 고정하였다.

Fig. 1 Miniaturized grinding machine tool system

3. 웨이블릿 패킷 및 역전파 신경망 방법을 
이용한 해석결과 및 분석

웨이블릿 패킷 분해 방법은 다양한 형태의 기저

함수를 사용할 수 있으며, 유동적인 창 함수

(window function)를 사용할 수 있다. 특히, 신호가 

가지고 있는 비정적 성질들을 표현하는데 유용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역전파 신경망 방법은 

어떤 목표에 신경이 대처하듯 빠르게 적응적인 

조정을 하기위한 효율적인 기계학습 방법이다. 
공구의 이상 진단을 하기위한 모델 구성 순서는

Fig. 2와 같다. Fig.2에서 볼 수 있듯이, 연삭 가공

Normal Force 신호는 웨이블릿 패킷 분해 방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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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BPNN (Back-Propagation Neural Networks) based tool condition diagnosing model

                                                              (a)                                                          (b)                                     
Fig. 3 Tool condition diagnosing using BPNN model: (a) first experimental condition diagnosing result; (b) second 
experimental condition diagnosing result

이용하여 6개 레벨 (총 64개의 주파수영역)로 분해  

된다. 그리고 각 주파수 영역의 노드 에너지를 

BPNN 모델의 입력 값으로 사용하여 첫 번째 실험 

가공인 1-10회의 공구 상태를 0로 지정하였고, 

161-170회의 공구 상태를 1로 지정하여 BPNN모

델을 구축하였다.

 구축된 BPNN 모델을 이용한 실험 가공 프로세

스의 이상 진단 결과는 Fig. 3과 같다. Fig. 3(a)의 

실험결과에서는 80회 가공까지는 공구가 보통상

태를 유지 하다가 81회 가공부터 약간의 변동이 

발생하며, 120회 가공에서는 공구의 이상 상태가 

급격히 발생한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Fig. 3(b)의 실험은 첫 번째 실험에서 얻은 BPNN 

모델을 이용하여 공구 이상 진단을 수행 하였는데, 

52회 가공에서부터 공구의 이상이 조금씩 발생하

였으며, 145회에서는 공구의 이상상태가 급격히 

발생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위의 두 가지의 실험 결과를 통하여, 연삭 가공 

횟수에 따라 공구의 상태가 변화하는 것을 확인하

였으며, 실험에 사용된 비트리파이드(vitrified) 본

드 공구가 연삭가공 중에 입자의 일부가 마모, 탈

락, 생성되는 자체자생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다.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마이크로 연삭가공에서 발생하

는 공구의 이상 진단을 판단하기 위하여 웨이블릿

패킷 분해 방법과 역전파 신경망 이론을 적용하였

다. 적용 결과, 첫 번째 실험은 120회, 두 번째 실험은 

145회에서 각각 공구의 이상상태가 급격히 발생하

였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본 연구결과를 추가 

검증하기 위한 방법으로, 향후 전착(electroplated)
식 공구 등 다양한 공구를 이용한 추가 실험을 

통하여 공구의 이상 진단에 관한 분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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