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정밀공학회지  제 37권 제 11호 pp. 803-812 November 2020 / 803

J. Korean Soc. Precis. Eng., Vol. 37, No. 11, pp. 803-812 http://doi.org/10.7736/JKSPE.020.094

ISSN 1225-9071 (Print) / 2287-8769 (Online)

• 특집 • 난삭소재 가공 및 모니터링 기술

절삭 가공 공정 모니터링에서 이송 모터 구동 전류를 이용한 절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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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utting force signal has traditionally served as a reference in conducting the monitoring studies using a variety of

sensors to identify the cutting phenomena. There have been continuing studies on how to monitor the cutting force

indirectly. It is because it is easier to access when considering an application to the actual machining site. This paper

discusses a method of indirectly monitoring the cutting force using the feed drive current to analyze the change in the trend

of the cutting force over the lapse of machining time. This enables the analysis of the cutting force by separating it in the X

and Y axes of the machining plane. To increase the discrimination of the signal related to the actual cutting phenomenon

from the feed drive current signal, a bandpass filter was applied based on the tooth passing frequency.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feed drive current and the cutting force analyzed from the machining signal of actual machining conditions

was applied to convert the feed drive current into the cutting force. It has been verified through experiments that the cutting

load can be estimated with markedly high accuracy as a physical quantity of force from the feed motor curr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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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제조업분야에서 큰 관심을 갖고 있는 스

마트 공장을 구축하기 위해서 선행되어야 하는 것들 중 하나가

NOMENCLATURE

τm = Measured torque

τm(air) = Measured torque in air-cutting

Kt = Torque constant

i = Current

iair = Current in air-cutting

Je = Equivalent inertia

Ω = Angular velocity

τf = Friction torque

τc = Cutting torque

Fr = Resistance force

d = Diameter of ball screw

θ = Lead angle

P =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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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 스마트화이다.1 장비 스마트화의 시작은 장비에서 이루어

지는 현상의 현재 상태를 명확하게 인지하는 것이다. 가공 공정

간의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센서를 이용하여 신호의 변화

를 모니터링하는 것이 기본이며, 최근의 공작기계들은 이를 위

해 빌트인 센서를 탑재하도록 제작되기도 하는 추세이다.2

절삭 가공 공정의 감시에 있어서 절삭력의 측정은 가공 중의

절삭 부하의 변화를 직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어서 아직도 많은

연구에 있어서 기준 신호로 활용되고 있다.3 그러나, 절삭력의

측정을 위해서는 가공 공간에 큰 부피의 센서가 설치되어야 하

고 센서가 고가여서 실제 생산 공정에서 적용하기에는 많은 제

약이 따른다. 

가공 부하를 간접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스핀들이

나 이송축의 전류값의 변화를 모니터링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

가 꾸준히 진행되어왔다.4-9 이송축의 전류값을 이용하여 가공

부하를 간접적으로 파악하는 방법은 가공 평면을 구성하는 두

축 방향으로 가공 부하를 분리하여 분석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

다. Zhang10 등은 특정 방향의 절삭력 성분이 공구 마모의 증가

와 큰 상관관계를 보여줌을 발견한 바 있는데, 절삭 부하의 성

분을 나누어 분석하는 것은 가공 공정 상태의 진단 시 큰 장점

으로 작용한다고 할 수 있다. 

기존의 연구들에서는 모터의 전류 신호로부터 진단이나 제어

등과 같은 시스템 구현의 목적이 되는 유효인자를 도출하기 위

하여 다양한 신호 처리를 적용하였다. Aslan9과 Altintas는 칼만

필터(Kalman Filter)를 적용하였고, Li11는 웨이블렛 변환(Wavelet

Transform), Li12 등과 Kim13 등은 퍼지 논리(Fuzzy Logic)를 적

용하였다. Dominguez14 등은 통계적 신호 처리를 활용하였다. 

모터 전류 신호는 다양한 목적을 위해 활용되어왔다. Zhang,10

Reñones,15 Sevilla-Camacho,16 Ogedengbe,17 Xie18와 같은 많은

연구자들이 마모나 파손과 같은 공구 상태 감지를 위하여 모터

전류 신호를 이용하였다. Aslan19과 Altintas는 CNC의 구동 모

터 전류 명령과 이송 모터 전류 측정을 통해 채터를 감지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Kim,20 Wang,21 Altintas22 등은 가공 장비의

제어에 활용한 사례를 소개하였으며, Dominguez14 등은 장비의

고장 진단을 시도하였다.

가공 공정 감시를 연구뿐만 아니라 실제 가공 현장에 적용하

려는 노력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Xie18 등은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성하면서 무선 센서를 사용하였고, Sevilla-Camacho16

등은 부피를 줄일 수 있는 FPGA (Field Programmable Gate

Array) 기반으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성하였다. Xu23 등은 공

정 모니터링을 위해 별도의 센서를 설치하지 않고, 공작기계에

기본적으로 구성되어있는 센서 신호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연구

사례를 보였다. 인용한 논문들에서와 같이 센서의 설치가 제약

되는 환경을 극복하는 방법을 찾거나 시스템 구성을 간소화하

는 것은 모니터링 시스템의 현장 적용을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

공정 감시 및 이상 상태 감지에 있어서 돌발적인 신호의 분

석과 함께 시간에 따른 신호 경향의 분석은 가장 보편적으로 이

용되는 방법이다. 시간의 경과에 따른 신호 경향의 변화를 관찰

하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가공 공정 동안 지속적으로 누적된 데

이터를 기반으로 하므로 외란에 의한 영향 여부를 고려하여 비

교적 신중한 판단을 하여야 하는 돌발적인 발생 신호에 비해 공

작기계 및 가공 공정의 상태 변화를 보다 강건하게 판단할 수

있게 해준다. 또한, 이런 변화 경향을 바탕으로 앞으로의 상태를

예측하고 미리 대비할 수 있게 해준다.

본 연구에서는 현장 적용이 용이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성

하는 관점에서 절삭력의 변화를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방

법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이송 모터 전류를 이용하여 간접적으

로 절삭 부하를 파악하는 방법은 모니터링 시스템의 현장 적용

에 있어서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전류 센서는

공구동력계(Tool Dynamometer)에 비해 매우 저렴하며, 또한 실

제 가공이 이루어지는 공간이 아닌 전기 패널 부위에 설치되므

로 가공 작업에 전혀 불편을 발생시키지 않는다. 본 논문에서는

이송 모터 구동 전류를 이용하여 절삭 부하의 경향 분석을 수행

하기 위하여 신호의 변별력을 높이고 실제 물리량인 힘의 크기

로 정확하게 변환하는 방법에 대하여 논하였다.

2. 실험 방법

2.1 가공 실험 장치

이송축의 구동 전류를 모니터링하는 실험은 3축 머시닝 센터

에서 수행되었다. 두산공작기계의 nx5500II이며, 직선 3축(X, Y,

Z) 및 하나의 스핀들로 구성된 문형 구조의 금형 가공 수직형

머시닝 센터이다. 가공기는 X, Y축의 직선 이송축에 동일한 사

양의 AC 서보 모터를 이용한다. 장비에 사용된 AC 서보 모터

는 αiF 22/3000-B (Fanuc)이며 주요 사양은 Table 1과 같다.

Fig. 1은 실험에 사용된 공작기계의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두산의 nx5500II는 테이블이 Y축 이송만 가능하며 스핀들 모듈

이 X축과 Z축 이송을 하는 형태이다.

실험에 사용된 공구는 지름 20 mm의 두 날 솔리드 엔드밀이

다. 가공 소재는 SM45C를 사용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데이터 수집 장치는 NI사의 USB 통신을 지원

하는 cDAQ-9178 섀시와 NI 9205 아날로그 입력 모듈을 이용

하였다. 공작기계 이송축의 구동 전류를 측정하기 위한 센서는

Seri2b사의 scc-U2를 사용하였다. 이 전류 센서는 분리 및 결합

이 가능한 형태여서 설치를 위해 공작기계의 배선을 탈거하지

Table 1 Doosan nx5500Ⅱ feed axis servo motor specifications

(Fanuc iF 22/3000-B)

Parameter Value Unit

Continuous torque 

(At low speed)
22.0 Nm

Maximum speed 3,000 m-1

Torque constant 1.2 Nm/A (rms)

Static friction 1.2 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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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아도 되므로 현장 적용이 용이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가공 중의 절삭력 측정은 Kistler사의 9265B (Tool Dynamometer)

와 9443B (Clamping Plate)를 사용하였다. Kistler사의 9265B와

9443B의 조합은 공작기계의 테이블에 설치하며 센서의 상부면

에 가공 소재를 고정시킬 수 있는 형태의 공구동력계 모듈이다.

이 센서는 높은 강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감도가 높고, 절삭유

노출과 같은 오염된 환경에서의 사용을 고려하여 패키징이 되

어 있어서, 거친 가공 환경에서 신뢰성 있는 신호 응답성을 기

대할 수 있다.

2.2 신호 수집 장치 및 신호 수집 방법

이송축 구동 전류 변화를 계측하기 위한 전류 센서는 서보

드라이브의 출력단에 설치하였다. 그리고, 가공 시의 절삭력을

측정하기 위하여 공구동력계를 공작기계의 테이블 위에 설치하

고 가공 소재는 공구동력계 윗면에 볼트를 이용하여 체결하였

다. Fig. 2는 공작기계에 센서가 설치된 모습을 보여주는 사진과

실험을 위한 장치 설치의 개념도이다.

가공 실험은 직선 및 원호 가공과 3차원 형상의 윤곽 가공을

실시하였고, 가공 실험 간에 이송축 구동 전류 및 절삭력의 크

기 변화를 12,800 Hz의 샘플링 속도로 동기화하여 계측하였다. 

3. 이송축 전류를 이용한 절삭 부하 감시

3.1 이송 전류 기반 절삭 부하 추정 이론

절삭 가공 공정 간에 공작기계 이송축을 구동시키는 서보 모

터에서 발생하는 토크는 아래 식(1)과 같은 식들로 정의될 수

있다.5,7 서보 모터에서 발생하는 토크에는 절삭 공구가 가공 소

재에서 칩을 발생시키는 것에 대한 저항을 위해 소요되는 것만

이 아니라 모터의 회전에 따른 관련 부품들의 관성 모멘트와 각

부품의 접촉부에서 발생하는 마찰의 영향이 모두 포함되어 있

다.

(1)

절삭칩의 생성에 대한 저항으로 인한 절삭 토크항을 제거하

면 실제로 가공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이송축의 구동에

따른 토크는 식(2)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2)

이로부터 실제 가공 저항으로 인해 발생되는 순수 토크는 다

음 식(3)과 식(4)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가공 시에 측정한 토

크에서 공절삭(Air Cutting) 시의 토크를 빼주는 방식인데, 식(4)

가 의미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가공 시에 측정한 이송축의 전류

값에서 기본 구동에 의한 전류값을 뺀 실제 가공에 소요된 전류

의 크기에 모터의 토크상수를 곱하면 가공에 소요된 전류를 토

크로 변환할 수 있다는 것이다. 

(3)

(4)

이렇게 변환된 토크에 해당 이송축 볼스크류의 지름과 리드

각을 적용하여 계산하면 볼스크류 회전 방향의 토크를 너트의

이송 방향의 힘으로 변환할 수 있다. Fig. 3에서 모터의 토크가

볼스크류의 반지름 위치에서 가지는 힘이 하는 일이 손실 없이

볼스크류의 축 방향으로 전달된다고 가정하면 볼스크류의 축

방향으로 너트에 미치는 힘의 크기는 식(5)와 같이 정의될 수

있다. 이 이송 방향(볼스크류 축 방향)으로의 힘이 절삭 부하에

대응하여 발생하는 반력이다.

(5)

m Kti Je
d
dt
------- f c+ += =

m air  Ktiair Je
d
dt
------- f+= =

c m Je
d
dt
-------– f–=

c m m air – Kt i iair– = =

Fr

c/
d

2
---
 
 

tan
--------------=

Fig. 1 Photo and structure of the machine tool used in the

experiments (Doosan nx5500Ⅱ)

Fig. 2 Device installation and schematic diagram for experi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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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공작기계의 기본 이송 전류 특성

실험에 사용되는 공작기계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제

가공 조건을 설정하여 공절삭을 진행하면서 가공 부하가 없는

경우의 기본 전류값을 취득하였다. X, Y 각 이송축에 대하여 축

에 나란한 방향으로 0.1 mm 간격으로 동일한 가공 동작을 반복

하여 수행하면서 각 구동 모터의 전류를 측정하였다.

Figs. 4와 5는 이송축 볼스크류의 리드에 해당하는 약 10 mm

구간에서의 전류값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AC 서보 모터의 전

류 신호는 3상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를 실효치(Root Mean

Square)인 등가의 DC 전류로 변환하여 나타내었다. 이의 계산

식은 식(6)과 같다. 

(6)

측정 결과 공작기계 축 방향과 나란한 방향으로의 단 방향

직선 가공 동작에서는 정지되어있는 축의 구동 모터 전류의 크

기가 공작기계 테이블의 위치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X축 방

향으로의 가공 동작에서는 정지 상태인 Y축 모터의 전류 신호가

이런 현상을 보였고, Y축 방향으로의 가공 동작에서는 정지 상

태인 X축 모터의 전류 신호가 이와 같은 현상을 보였다. 볼스크

류 나사산의 1피치만큼 테이블의 위치가 이동되면서 가공 동작

을 반복하는 동안의 전류값의 변화는 4주기의 반복된 파형을 갖

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러한 현상은 모터의 정류(Commutation)

와 모터 자기극 수(Number of Magnetic Pole)의 영향이 반영되

어 나타나는 것으로 사료된다. 가공 동작 중에 이동하는 축의

구동 모터 전류 신호는 테이블의 위치 변화와 무관하게 균일한

크기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송하는 축에서 측정된 전류의 크기는 X축이 Y축보다 0.1

A 정도 크게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Jeong, Y. H.과 Cho, D.

W.에 의해서도 논의되었다.7 정지되어있는 축의 전류의 크기도

테이블의 위치에 따라 변화하기는 하지만, 변화하는 구간의 위

치를 살펴보면 X축이 Y축보다 0.1 A 정도 크게 나타났다.

3.3 기초 윤곽 가공 실험 및 신호 처리

형상 가공에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는 직선 가공과 원호 가공을Irms

Iu
2

Iv
2

Iw
2

+ +

3
-----------------------=

Fig. 3 Schematic diagram of ball screw

Fig. 4 Current of the feed motors when X-axis motor is rotating and

Y-axis motor has remained stationary

Fig. 5 Current of the feed motors when X-axis motor has remained

stationary and Y-axis motor is rota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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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하면서 절삭력 신호를 취득하였다. Fig. 6은 직선 가공 실험

과 원호 가공 실험에서의 공구 경로를 보여준다. Fig. 6의 공구

경로를 따라서 SM45C 소재에 Shoulder Milling을 Down

Milling으로 수행하였다.

Fig. 7(a)는 직선 가공을 수행하면서 공구동력계로 측정된 절

삭력 신호를 실효값(Root Mean Square)으로 나타낸 것이다. 공

구동력계의 X, Y 방향 힘의 크기뿐만 아니라 두 축 방향 힘의

합력의 크기도 가공 방향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 것을 볼 수 있

다. 가공 조건이 동일함에도 X축 방향으로 이송하면서 가공할

때와 Y축 방향으로 이송하면서 가공할 때의 전체 절삭력의 크

기가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것은 공구와 소재가 맞물리면서 실

제로 칩이 생성되는 물리적 현상을 생각해볼 때 부합되지 않는

결과로 보여진다. 

이것은 실제 절삭 현상과는 무관한 주변 외란으로 인한 것으로

사료된다. 실제 절삭 현상과 관계성이 높은 절삭력 신호만을 선별

하기 위하여 가진원으로 작용하는 공구날의 통과 주파수(Tooth

Passing Frequency)에 해당하는 신호만을 거를 수 있도록 분석 소

프트웨어에서 디지털 대역 통과 필터(Band Pass Frequency)를

적용하였다. 필터를 적용한 결과가 Fig. 7(b)이다. 필터의 적용

으로 인해 절삭력의 크기는 작아졌으나 X축과 Y축 방향으로

가공 시의 절삭력 편차도 감소되어 실제 가공 현상에 더욱 부합

되는 결과를 보여준다.

Fig. 8(a)는 원호 가공을 수행하면서 공구동력계로 측정된 절

삭력 신호를 실효값으로 나타낸 것이다. 직선 가공과는 다르게

두 축 방향 힘의 합력의 크기가 모든 가공 방향에서 비교적 유

사한 크기로 나타난 것을 볼 수 있다. 가공 방향에 따라서 약간

의 힘의 크기 차이가 존재하는데, 위의 직선 가공 데이터의 처

리 방법과 마찬가지로 디지털 대역 통과 필터를 적용하면 Fig.

8(b)와 같이 편차가 감소함을 알 수 있다.

3.4 3차원 형상 가공에서의 전류 신호 기반 절삭 부하

3차원 형상에 대한 밀링 가공을 수행하면서 이송 모터 구동

전류 신호를 분석하였다. 머시닝 센터의 가공 정확도를 시험하기

Fig. 6 Tool paths for experimentations

Fig. 7 Measured cutting force for the rectangular tool path

Fig. 8 Measured cutting force for the circular tool pa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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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 사용되는 ISO10791-7 M1 80 시편에 대하여 홀가공은

제외하고 시편 상부 형상의 윤곽 가공만을 수행하였다. 가공 시

의 공구 경로는 모니터링된 신호의 분석에 용이하도록 시편 형

상의 외곽으로부터 일정 간격으로 소재를 제거해 들어가는 형

태로 비교적 단순하게 설계하였다. Fig. 9는 ISO10791-7 M1 80

시편의 공구 경로와 이를 통해 SM45C 소재에 가공된 시편의

모습을 보여준다.

시험 시편을 가공하면서 측정한 이송축 전류 데이터는 3.3절

의 절삭력 신호의 경우와 같이 대역 통과 필터를 적용하였다.

공구날 통과 주파수(Tooth Passing Frequency)를 기준으로 대역

통과 필터(Band Pass Filter)를 적용한 전류 신호는 가공 공정에

서 주요 가진원으로 작용하는 공구와 소재의 맞물림으로 인해

발생하는 신호를 제외한 나머지를 거르기 때문에 3.1절의 식(4)

를 통해 얘기한 바와 같이 실제 가공에 소요된 전류 신호만 남

게 된다. 또한 3.2절에서 얘기한 정지 상태 모터에서 발생하는

테이블 위치에 따른 기본 전류 크기의 변화 현상도 낮은 주파수

영역에 속하기 때문에 걸러지게 된다.

Fig. 10은 측정된 전체 구간의 신호 중에서 시험 시편의 가장

위쪽 원호 가공에 해당되는 부분의 신호를 나타낸 것이다. Fig.

10(a)는 공구동력계를 이용하여 측정된 절삭력이다. 원호 가공

구간이기 때문에 측정된 절삭력은 3.3절에서와 동일하게 X축과

Y축 방향으로의 절삭력이 유사한 크기를 갖는 모습을 보여준다.

Fig. 10(b)는 전류 신호를 이용하여 3.1절의 식(4)와 식(5)를

적용하여 추정한 절삭력이다. 그런데, 공구동력계를 이용하여

측정된 절삭력과는 다르게 X축과 Y축의 절삭력의 크기가 매우

다르게 나타났다. 

3.2절에서 언급한 이송하는 축에서 측정된 전류의 크기가 X

축과 Y축에서 다르게 측정되는 현상으로 인한 영향인지 명확하

게 살펴보기 위하여 Fig. 11에 나타낸 것과 같은 실험을 실시하

였다. 경사진 면을 갖는 SM45C 소재를 일정한 가공 속도와 공

구 이송 속도 상태에서 가공하게 되면 소재 제거량이 점진적으

로 증가하게 된다. 이를 통해 다양한 가공 부하 조건에서의 이

송 모터 전류와 절삭력과의 관계를 살펴볼 수 있는 데이터를 쉽

게 얻을 수 있다. 이러한 실험 방법은 Kim5에 의해 고안된 바

있다. 이러한 방법의 실험을 X축과 Y축 방향으로 각각 수행하

였다.

Fig. 12는 Fig. 11의 실험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Fig. 12(b)를

보면 두 축 방향으로의 실험에서 X축과 Y축에서 출력된 전류

신호를 하나로 합성된 크기는 거의 유사하게 나타난다. 그러나,

Fig. 12(a)를 보면 이송 모터가 회전 상태일 때 동일한 크기의

가공 부하에 저항하기 위하여 X축 서보 드라이브는 Y축보다

더 큰 전류를 출력함을 알 수 있다. 이로 인해 Fig. 10(b)와 같은

결과가 유도된 것이다.

센서를 통해서 측정된 이송 모터 전류 신호에 대역 통과 필

터를 적용하는 것이 가공 신호의 변별력은 향상시켰으나, 관성

모멘트나 마찰로 인한 영향까지 걸러내지는 못한 것으로 판단

된다. X축과 Y축의 서로 다른 구조 및 환경으로 인해 관성 모멘

트와 마찰력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며, 이것이 동일한 크기의

Fig. 9 The tool path and machined result of ISO10791-7 M1 80 test

specimen

Fig. 10 Measured sensor signals

Fig. 11 Schematic diagram of an experiment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feed current and cutting fo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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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 부하에 저항하기 위하여 출력하는 전류의 크기가 각 이송

모터에서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것으로부터 확인된 것이다.

X축과 Y축에서 각각 서로 다른 크기로 출력되는 전류값을

보정해서 사용할 수 있는 보완책으로 다양한 크기의 가공 부하

에 대한 이송 모터 전류와 절삭력과의 관계를 직접 적용하는 방

법을 시도하여 보았다. Fig. 13(a)는 Fig. 11의 실험을 이송 속도

별로 X축 방향으로 실시한 결과이다. 

이송 모터 전류와 절삭력과의 관계는 Fig. 13(a)에서 보는 것

과 같이 이송 속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이러한 현상은 Y축

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발생한다. 그러므로 ISO10791-7 M1

80 시편 가공 시 측정한 전류값에 가장 잘 맞는 이송 모터 전류

와 절삭력과의 관계는 시편 가공 시에 측정된 신호들로부터 분

석된 데이터일 것이다.

Fig. 13(b)는 ISO10791-7 M1 80 시편 가공 시 측정한 신호로

부터 분석한 이송 모터 전류와 절삭력과의 관계이다. 가공 동안

에 이송 속도는 일정하였다. 공구 경로에 따라 다양한 크기로

발생한 가공 부하에 저항하기 위하여 X축과 Y축 서보 모터에

서 출력된 서로 다른 크기의 전류값에 대한 두개의 선형 관계식

을 도출하였다. 이 두 개의 선형 관계식을 시편 가공 시 측정한

이송 모터 전류를 절삭력으로 변환하기 위하여 적용하였다.

Fig. 14는 이송 모터 전류와 절삭력과의 관계식을 이용하여

전류값으로부터 변환한 절삭력 결과이다. Fig. 14(a)는 측정된

전체 구간의 신호 중에서 시험 시편의 맨 위쪽 원호 가공에 해

당되는 부분의 신호를 나타낸 것이다. 3.3절에서와 동일하게 X

축과 Y축 방향으로의 절삭력이 유사한 크기를 갖는 모습을 보

여준다.

Fig. 14(b)는 측정된 시편 전체 구간의 신호 중에서 시험 시편

의 맨 위쪽 원호 가공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하여 측정된 절삭력

과 전류값으로부터 변환된 절삭력을 비교하여 나타낸 것이다.

측정된 절삭력과 이송 모터 전류로부터 추정한 절삭력은 매우

유사한 값을 갖는 결과를 보여준다. Fig. 14(c)는 측정된 전체

구간의 신호 중에서 시험 시편의 맨 아래쪽의 축 방향 직선 가

공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하여 측정된 절삭력과 전류값으로부터

변환된 절삭력을 비교하여 나타낸 것이다. 원호 가공 구간에 비

해서는 비교적 큰 차이를 보여준다. 

Figs. 14(b)와 14(c)에서 일점쇄선으로 표시한 부분들이 비교

적 오차가 크게 발생한 부분들인데, 이 부분들의 공통점은 X, Y

두 축의 서보 모터 중 어느 하나가 정지 상태에 돌입하는 상황

이 발생하는 구간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구간의 절삭력 추정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선행된 연구에서도 언급된 바 있다.7,24

Fig. 14의 결과들은 공정 시간 경과에 따른 신호의 경향 변화를

Fig. 12 Relationship between the cutting force and the current

(1,273 rpm, Feed rate 254.6 mm/min)

Fig. 13 Relationship between the cutting force and the curr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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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하는 것에 있어서 이송축 전류를 이용하여 매우 근사한 값

으로 절삭 부하의 크기를 실제 힘의 물리량으로 추정할 수 있음

을 보여준다. 물론 가공 중에 실시간으로 측정된 이송축 모터

전류로부터 즉시 절삭력을 추정해 내기 위해서는 사전에 해당

가공 조건에 대한 전류대 절삭력의 관계에 대한 데이터가 확보

되어 있어야 한다.

4. 결론

본 논문은 현장 적용성 향상을 위한 간소화된 장치 구성과

단순한 신호 처리를 추구하는 관점에서의 이송 모터 전류 기반

절삭력 추정 방법을 제안하였다. 본 논문에 제시된 방법은 가공

중 측정된 이송 모터 전류에 공구의 날 통과 주파수 기준의 대

역 통과 필터와 해당 가공 조건에 대한 이송 모터 전류와 절삭

력의 관계식만을 적용한다. 

공구의 날 통과 주파수 기준의 대역 통과 필터는 가공 공정

에서 주요 가진원으로 작용하는 공구와 소재의 맞물림으로 인

한 신호의 변별력을 향상시키지만, 이송축 구성품들의 관성 모

멘트나 마찰을 고려하기 위한 보완이 필요하다. 다양한 절삭 부

하 조건에 대한 이송 모터 전류와 절삭력 간의 관계를 정의하는

선형방정식을 이용하여 가공 평면에서 X, Y 두 축 사이의 관성

모멘트와 마찰 환경이 다름으로 인한 토크 편차를 보완할 수 있

다.

여러 이송 속도 구간에 대한 다양한 절삭 부하 상황에서의

이송 모터 전류대 절삭력 관계에 대한 데이터만 준비된 상황이

라면, 가공 평면의 두 축 방향으로의 절삭 부하를 이송 모터 전

류로부터 힘의 물리량으로 매우 높은 정확도로 추정할 수 있음

이 실험을 통해 검증되었다.

향후에는 가공 형상에 따른 이송축의 운전 및 정지 상태 변

화 시점에서의 적용 방법과 다양한 장비와 공정 조건에 유연하

게 적용하기 위한 연구가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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