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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nd-milling force behaviour is very complex and it is related to a de-noising phenomenon, so it is very difficult
to detect and diagnose this static cutting force phenomenon. This paper presents a new method of filtering of end-milling
force in end-milling operation using filter bank technique, based on the wavelet transform. In this paper by comparing
the history of end-milling force using wavelet filtering the fundamental end-milling property of the wavelet transform
is well reviewed and analyzed. This result of wavelet transform using filter bank shows the possible static prediction
of end-milling force with severe dynamic properties such as chatter in end-milling operation.
Key Words : Continuous Wavelet Transform(연속웨이블렛변환), Cutting Force(절삭력), Discrete Wavelet Transform(이산웨이블
렛변환), Mother Wavelet(모웨이블렛), Tool Dynamometer(공구동력계)

1. 서 론

아주 귀중한 자료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들 절삭력을 구체

엔드밀 절삭력에 대한 그 동안의 연구는 주로 측정된 절삭
력 실험결과를 개괄적으로 접근하는 방법 이었고 엔드밀 절

적으로 살펴보면 절삭방향에 따라 절삭력의 거동 및 그 특성
이 서로 다른 특성을 나타내고 특히 출구 쪽에서는 동적인
(1)
성분이 자주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 이를 스무싱 처리

삭력 날 1개당의 모양새나 이상적인 절삭력 형상과의 구체
적인 관계를 언급한 연구는 매우 드물고 그 내용 또한 빈약
한 실정이다. 따라서 엔드밀 절삭력의 구체적인 형상 연구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절삭력의 형상의 정적인 특성을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위해
한 가지 방법으로 웨이블렛 필터링을 사용하여 정적인 성분

절삭력을 이론적으로 표현한 결과와 비교분석 할 수 있는

을 추출하여 절삭력의 형상을 구현 하였다. 이 형상은 엔드

*
+

교신저자, 부경대학교 기계공학부 (mcyoon@pknu.ac.kr)
주소: 608-739 부산광역시 남구 용당동 산 100번지
부경대학교 대학원

++

경남정보대학 기계설계학과

381

조희근 ․ 진도훈 ․ 윤문철

밀 절삭력의 실험적인 결과를 이용하여 이론 절삭력의 비교
분석을 통한 구체적이고 실감나는 분석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절삭력의 거동 연구와 조건에 따라 진전되어가는

2. 웨이블렛 변환을 이용한
엔드밀 절삭력의 구현

절삭력 형상은 공구회사나 이를 사용하는 산업 현장에서 가
장 현실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보다 실감나는 정적 엔드
밀 절삭력 거동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정적

2.1 웨이블렛 이론
웨이블렛 변환의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는 부분 신호의 특
성을 쉽게 나타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웨이
블렛 필터링을 이용하여 엔드밀 가공 중에 실시간으로 정적
절삭력 성분을 검출 하였다. 웨이블렛 변환을 이용하여 분석

인 절삭력의 형상을 정확히 분석할 수 있다면 공구를 호울더
로 고정시킬 때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런아웃(run-out) 등의
영향과 이에 따른 절삭력의 형상 모습을 비교 분석할 수 있

하고자 하는 절삭력 신호를 f(t), 웨이블렛 함수를 Wa,b(t)라고
하고 ψ(t)를 모 웨이블렛 함수(mother wavelet function)라
고 하면 분석 대상 임의의 신호 f(t)가 전이되고 압축된 모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 방법을 구현하기 위한 목적으
로 웨이블렛을 이용한 정적인 엔드밀 날 당의 절삭력 형상
구현 법을 연구하게 되었다. 우선 공구동력계에 동적인 성분

웨이블렛의 곱을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따라서 절삭
력 시간함수 f(t)의 연속 웨이블렛 변환은 다음과 같이 정의
된다(4~7).

이 포함되는 공구동력계가 필요하고 따라서 동적성분을 많
이 포함하여 나타내는 피에조 타입 kistler 공구 동력계를 사
용하여 절삭력을 측정하였다. 피에조 타입 공구동력계는 동

절삭력 형상을 표현하기 위하여 원래의 절삭력신호는 웨
이블렛 변환 후 새로운 웨이블렛 함수로 사용되고 절삭력
함수 f(t)에 의한 표면 웨이블렛 함수 Wa,b(t)는 다음과 같이

적 성분도 비교적 정확하게 표현하여 측정할 수 있다는 특징
을 갖고 있어 최근 이 피에조 타입 공구동력계로 절삭력을
측정하는 연구가 주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절삭력의

정의된다.

형상 연구는 날 당의 저주파의 큰 파형으로 필터링 하는 문
제가 필요하게 되었다. 많이 사용되고 있는 가우시안 필터
(Gaussian filter) 역시 미세한 대역폭 필터(bandwidth)의

  

역할을 내기에는 어려움이 있었고 특히 엔드밀 날의 입출구
물림시의 급격한 순간 동적인 돌출부(spike) 성분을 제거하
여 부드럽게 하는(smoothing) 필터링 기술이 필요하다고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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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기서 a는 압축계수(contraction coefficients)라 할 수
있고 t는 변수라 볼 수 있으며 b는 신호의 이동정도를 결정
하는 전이계수(translation coefficients)라 할 수 있다(10).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웨이블렛 분해와 역변환을 조합한
필터뱅크를 이용한 기법을 사용하면 절삭력의 형상을 부드
럽게 필터링 할 수 있고 특히 피에조 타입의 공구동력계로

즉 웨이블렛 변환 함수는 임의의 함수에 시간 축에 따라
증폭하고 위치 이동시켜 새로이 얻어지는 모 웨이블렛 함수
를 곱하여 얻어지고 위식에서 압축계수 a는 a 배 만큼 절삭

측정된 절삭력에서 피할 수 없는 잡음과 같은 동적인 성분을
이 필터링 기법을 통하여 정적인 성분의 절삭력 형상을 여러
레벨에서 다양하게 구현 할 수 있었다. 절삭력 신호의 측정

력 함수의 크기를 증폭시키게 되고, 전이계수 b는 b 만큼 함
수를 위치 이동시키게 된다. ψ(t)는 모 웨이블렛을 나타내고
웨이블렛 변환 결과는 특정한 절삭력 신호 f(t)가 압축되고

에 사용되고 있는 방법 중의 하나인 웨이블렛 변환(wavelet
transform)을 이용하여 절삭력의 다양한 다차원 정적 특징
을 추출하는 방법에 대하여 연구하였고 웨이블렛 필터링을

전이된 새로운 웨이블렛 함수를 만들게 되고 이 함수는 모
웨이블렛과의 어떤 상관성을 갖게 된다. 웨이블렛 변환에 있
어 전이계수는 신호가 시간 영역에서 이동이 되는 역할을

이용하여 실험을 통하여서 얻은 채터 성분과 같은 동적 성분
을 절삭력에서 제거 하여 정적인 신호를 얻고자 한다. 이웨
이블렛 필터링은 기존의 로패스 필터(low pass filter) 같은

하며 압축계수는 절삭력 신호의 크기를 확장하거나 압축을
하는 역할을 한다. 절삭력 신호에 고주파 신호성분이 있게
되면 시간영역에서의 감도가 높아지고 저주파 신호성분이

단순 필터링에 비하여, 동적 채터 성분을 제거하고 정적인
절삭력의 주파수 특성을 검출하기 위해서 주어진 시간 내에
동시에 필터링 정도를 높여가며 다차원의 표면을 필터링할

많아지면 주파수 영역의 감도를 높여 주게 되어 다중분해를
가능하게 한다. 아래 식은 웨이블렛 역변환을 나타내는 식을
표현하고 있다.

수 있고 기존의 신호처리 필터링 기술보다 다양한 표면을
동시에 처리하여 표현할 수 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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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그리고 세부 절삭력성분은 부드러운 정적인 절삭력 성
분에서의 동적인 미세 오차로 나타난 다고 할 수 있다(2). 다
단계의 분석이 가능한 웨이블렛 필터링을 절삭력의 형상의

여기서
 




∞



∞

(3)

구현에 이용하였고 이 웨이블렛 필터링을 이용하여 부드럽
게 동적성분인 고주파의 성분을 제거하여 절삭력을 표현 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주된 결과는 기존 연구와 달리 1차원

그리고 표면의 필터링을 위해서는 필터 뱅크를 이용한 역
웨이블렛 변환이 사용되고 있으며 이것을 식으로 표현 하면
다음과 같이 표현 할 수 있다(2).

웨이블렛을 이용한 동적 절삭력 형상에서 고주파 성분을 제
거한 정적 절삭력 성분의 구현에 있고 특히 필터뱅크를 이용
하여 여러 단계에서의 다른 절삭력 거동의 결과를 얻어 날

역 변환은 모 웨이블렛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더하는 것으로
행해진다. 만약 웨이블렛 변환에 사용했던 모 웨이블렛과 역
변환에 사용한 모 웨이블렛이 다른 경우에는 원 절삭력 신호

당의 절삭력의 거동을 분석을 할 수 있었고 채터와 같은 동적
성분의 절삭력의 형상을 제거하여 정적인 절삭력을 보다 실
감나게 분석 할 수 있다. Fig. 1은 이 웨이블렛 필터링의 과

f(t)를 복원할 수 없다. 보통 웨이블렛 변환을 하게 되면 원래신
호의 데이터수가 반으로 줄게 되며 이를 다운샘플링(down
sampling)이라 하며 절삭력 신호의 분해능(resolution)이 떨

정을 표현 한 것으로 위 과정의 동적성분이 세부성분(detail
property)를 역변환시 제거하고 근사성분(approximate property)
만을 고려하여 역변환 하면 단지 업샘플링이 되며 일종의

어지게 된다. 따라서 한번 변환시킨 신호의 분해능을 높여
원래의 절삭력 신호를 얻는 과정이 웨이블렛 역변환이고 이
경우 데이터의 수는 2배로 되고 이를 업샘플링(up sampling)

보간에 의한 재구성된 신호 Fi에서는 필터린 된 신호를 얻을
수 있고 특히 웨이블렛의 특징인 다중 분석을 각 레벨별로
하여 여러 특징이 다른 필터링 된 독특한 절삭력 신호를 얻

이라 한다.

을 수 있었다. 한 레벨에서 얻은 필터링 된 신호는 이러한
과정을 반복하여 수행함으로써 레벨을 높일 수 있다.

2.2 웨이블렛 필터링
Fig. 1은 임의의 레벨에서 표면 생성에 있어서 웨이블렛 분
해(decomposition) 및 재구성(reconstruction) 과정을 나타내
고 있다. 이 과정은 웨이블렛 필터링에 이용될 수 있고 이 웨
이블렛 필터링을 하기 위해서는 위의 데이터 처리하는 과정

3. 절삭력 실험 및 분석

을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그림에서 좌측의 부분은 웨이블
렛 변환을 의미하고 우측은 웨이블렛 역변환을 의미한다. 즉
좌측의 다운샘플링 과정과 우측의 업샘플링 과정을 통하여

Fig. 2는 절삭력 신호를 얻기 위한 가공 시편과 엔드밀의
물림상황과 그 의 형상을 보여 주고 있다. 각 단계의 회전속
도가 단계별로 증가하도록 하여 신호를 10kHz의 샘플링비

원래의 신호를 재구성하여 만들어 낼 수 있다. 신호를 스무싱
하여 주는 과정은 Fig. 1에서 세부성분(detail property)을 제
거하여 위 과정을 수행하면 우측의 재구성시 업샘플링 과정

로 절삭력신호를 얻었고 이 절삭력 신호에는 동적성분이 많
이 포함된 신호가 포함되도록 절삭조건을 선정하여 실험을
하였다. 이 절삭력에는 회전속도가 상대적으로 고속 rpm 인

에서 데이터 보간(interpolation)과 같은 새로운 중간데이터
가 생성되고 즉 필터 뱅크에 의한 역변환 필터링으로 보다
부드러운 절삭력 신호를 얻을 수 있고 이 방법을 이용하여
각 레벨에서의 근사신호인 부드러운 절삭력 신호를 얻을 수

Fig. 1 Wavelet filtering using filter bank

Fig. 2 Geometric configuration of the workpie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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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일부 채터 성분이 포함된 절삭력을 얻도록 하였고 이
절삭력도 분석하였다.
Fig. 3의 (a)는 Fig. 2의 시편을 가공할 때 측정된 Fx 방향

고유주파수 성분이라 할 수 있다.
Fig. 4는 Fig. 2의 1 단계 부분의 형상 가공에서 나타나는
절삭력을 보여주고 있으며 Fig. 4의 (a)에서 나타나듯이 이

의 절삭력을 5단계의 신호로 구성된 절삭력 신호이고 시간
영역에서 날 당의 모양새와 그 형상을 구분하기는 쉽지 않
다. Fig. 3의 (a)는 스핀들 속도 500～1300rpm, 축 방향 깊

단계에서는 심각한 채터는 발생하지 않은 절삭력 신호를 보
여주고 있다. 확대한 시간영역 신호(c)에서는 공구가 시편을

이는 4mm, 이송은 0.02mm/rev, 엔드밀은 직경 15mm, 4 날
커터를 사용하여 공구 동력계를 이용하여 절삭력을 측정한
결과이다(2). Fig. 3의 (b)는 전체 절삭력의 파워 스펙트럼을
각각 보여주고 있다. 5 단계에서는 스핀들의 회전을 높여
채터가 일어나기 쉬운 조건을 만들어 동적인 채터 성분이
나타나게 하였으며 전체 절삭력의 파워스펙트럼은 5 단계의
채터 성분이 나타나 이 채터 주파수가 스펙트럼에 나타나게
되어 채터 주파수가 포함된 것을 보여준다. 5 단계에서 발생
하는 채터 주파수(1X, 600Hz)는 Fig. 3(b)의 파워 스펙트럼
에서 볼 수 있으며 여기에서는 각 단계에서의 공구날 패싱
주파수가 각 단계별로 주어지게 되므로 5개의 공구날 패싱
주파수가 나타나고 있다. 이는 공구의 회전수에서 갖게 되는

(a) 1st

(b) 1st zoomed

(a) Cutting force

(b) Power spectrum

(c) level zoomed

Fig. 3 End-milling force and its power spectrum

Fig. 4 End-milling force in 1st stage with no cha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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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삭 시 접촉에서 발생되는 동적성분이 잡음의 형태로 포함
되어 나타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4(b), (c)는 웨이
블렛 필터링한 절삭력의 신호를 각 레벨별로 나타내고 있으

게 되므로 이에 비례한 절삭력의 결과라 사료된다. Fig. 4
는 레벨 별로 웨이블렛 필터링한 절삭력의 신호로 각 레벨별
로 서로 다른 형상을 보여 주고 있다.

며 6번째 레벨까지는 절삭력의 정적 파형을 잘 나타내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Fig. 4(b)에서 레벨 7 이상에서는

마찬가지로 6 번째 레벨까지는 절삭력의 정적 파형을 잘
추종하여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레벨 7 이상

파형의 위상이동이 나타나고 있으며 따라서 레벨 1～6이 절

에서는 파형의 위상이 이동하거나 약간의 왜곡이 나타나고

삭력의 파형을 잘 나타낼 수 있는 범위로 판단된다. 특히
Fig. 4(c)에서와 같이 레벨 3～4에서는 아주 부드럽게 정적
성분인 날 당 절삭력을 잘 표현 하고 있다.

있으며 따라서 레벨 1～6이 절삭력의 파형을 잘 나타낼 수
있는 범위로 판단되었다.
Fig. 5에서는 Fig. 2의 2-5 단계에서 엔드밀 1 회전 구간

Fig. 4(a), (b)에서는 엔드밀 한 회전 당 나타나는 런아웃
성분도 잘 나타나 있고 이는 동적성분이 많이 나타났을 경우
에는 절삭력 형상을 분석하기 어려워지나 이 웨이블렛 필터

에서의 절삭력을 확대하여 보여주고 있으며 Fig. 5(a), (b)에
서 나타나듯이 2 및 3 단계에서는 각각 700rpm 및 900rpm
인 조건에서 채터와 같은 동적성분은 발생하지 않고 마모에

링을 하였을 때에는 분명하게 형상을 표현할 수 있다.
또한 절삭력 형상의 높낮이가 차이가 나는 것은 런아웃
현상에 의한 것으로 이는 런아웃에 의하여 날 당의 회전 반

의한 잡음 형태의 고주파 성분을 갖는 절삭력 신호를 보여주
고 있다. 이 절삭력 신호에서는 특히 공구가 시편을 절삭할
시 플랭크면의 접촉 시에 발생되는 동적성분이 잡음의 형태

경 길이가 변화되어 회전 시 가공되는 칩 두께가 서로 다르

로 포함되어 나타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a) 700rpm

(b) 900rpm

(c) 1100rpm

(d) 1300rpm

Fig. 5 End-milling force profiles in stages of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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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c)에서는 약간의 채터성분이 나타나려 하고 있으며
Fig. 5(d)에서는 동적인 채터성분이 뚜렷이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d)와 같은 신호는 절삭력의 정적형상을

라 잡음과 같은 동적성분이 포함되고 있는 절삭력 신호를
보여주고 있다. 이들 절삭력 신호들은((a)-(c))에서 공구가
시편을 절삭 시 접촉 시에 발생되는 동적성분이 잡음의 형태

표현하는 것이 곤란하고 이는 웨이블렛 필터링 결과로 정적
인 형상을 레벨 4에서 나타낼 수 있으며 레벨 2에서는 채터
성분도 표현할 수 있는 신호를 구현 할 수 있다. 그림에서

로 포함되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Fig. 6(c)에서
는 약간의 채터 성분이 시작되려 하고 있으며 Fig. 6(d)에서
는 동적인 채터 성분이 뚜렷이 발생하고 있으며 따라서 Fig.

웨이블렛 필터링한 절삭력의 신호를 각 레벨별로 나타내고
있으며 5～6 번째 레벨까지는 절삭력의 정적 파형을 잘 나
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레벨 7 이상에서는 절삭

6(d)와 같은 원 절삭력 신호는 그 정적 절삭력 형상을 표현
하는 것이 곤란하고 이는 웨이블렛 필터링 결과로 정적인
형상을 레벨 4에서 비교적 양호하게 나타낼 수 있으며 레벨

력의 파형에서 위상이동이 심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따라서
레벨 1～6 의 절삭력의 파형을 잘 선택하여 원하는 특성의
절삭력 신호를 얻어 그 절삭력을 분석할 수 있다.

2에서는 채터성분도 표현할 수 있는 신호를 구현 할 수 있다.
웨이블렛 필터링한 절삭력의 신호를 각 레벨별로 나타내고
있으며 1-3에서는 채터 신호의 성분을 포함 할 수 있으며

Fig. 6은 2-5 단계에서 엔드밀 날 당 회전 구간의 절삭력
을 확대하여 보여주고 있다.
Fig. 6(a)-(d)에서 나타나듯이 2-4 단계에서는 채터와 같

5～6 번째 레벨에서는 절삭력의 정적 파형을 잘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레벨 7 이상에서는 절삭력의
위상이동(phase shift)이 앞의 결과와 같이 심하게 나타나게

은 동적성분은 발생하지 않고 있으나 회전수가 증가함에 따

된다.

(a) 700rpm

(b) 900rpm

(c) 1100rpm

(d) 1300rpm

Fig. 6 End-milling force profiles in stages of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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