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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종래, 절삭 공구의 교환은, 절삭 시간에 근거해 판단되

어 오고 있다. 따라서 현재까지의 방법은, 동일 공구에 의
한 동일 제품의 가공에 대해 유효하다. 그러나, 금형 가공

은 단품 생산으로 행해지는 것이 많고 또한, 곡면 가공의 
경우가 직선가공에 비하여 대부분을 차지 한다. 곡면 가공

은, 일반적으로 볼엔드밀에 의해 가공되어지며 절삭위치가 
가공 형상에 의존하는 것과 동시에, 각각의 절삭위치에 있
어서의 마모 속도가 절삭 시간·절삭 조건에 대해서 선형이 
아니기 때문에, 가공 시간에 근거한 공구 교환 관리는, 유
용한 방법이라고 할 수 없다. 볼엔드밀 가공에 있어서의 
공구 마모 분포를 예측할 수 있다면, 공구 마모에 의한 가
공 오차를 고려한 공구 경로 생성에 의해 고정밀의 가공을 
실현할 수 있는 것과 동시에, 최적인 공구 교환시기를 결
정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실험에 의해 대표적인 절삭 조
건에 있어서의 볼엔드밀 공구의 마모 형태를 분명히 파악

하고, 볼엔드밀의 공구마모 예측식을 도출한다. 또한 피삭

재 형상 데이터와 NC 데이터로부터 볼엔드밀 절삭날의 각 
위치에 있어서의 실제 가공 조건을 파악하여, 각각의 가공 
조건에 대한 실제 절삭 거리를 산출하는 절삭 조건 해석 
모듈을 구축하고, 도출된 실제 가공 조건과 실제 절삭 거
리를 기본으로한 공구마모 예측식으로 절삭날 각 위치에 
대한 공구마모를 추정하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평가를 실시

한다. 위 시스템의 위한 기초 연구로써 볼엔드밀의 공구마

모형태를 파악하고 실제 절삭거리를 이용한 공구마모 예측

식을 도출한다. 
2. 볼엔드밀 마모형태 

 
볼엔드밀 절삭날의 공구마모를 예측하기 위해서, 마모 

형태를 실험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볼엔드밀 마모형태실

험을 실시하였다. 
2.1 실험방법 
table 1.의 절삭 조건으로 절삭실험을 실시하여, 각 절삭

날 위치에 있어서의 실제절삭거리와 플랭크마모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실험을 실시하였다. 절삭 공구는 반경 ｒ이 
5.0 mm 와 7.5 mm 의 2 매 칼날의 고속도 공구강(HSS) 볼 
엔드 밀을 이용해 공작물은 기계 구조용 탄소강 S55C 를 
이용했다.공작기계는 마키노(Makino)정밀 기계의 머시닝센

타를 이용했다. 회전수, 이송속도, 픽 피드, 절삭 유제, 절
삭방향은, 표 1 에 나타내는 조건으로 했다. 

 
Table 1 Cutting Condition of Tool Wear 

공구재질 고속도공구강(HSS) 
공작물 S55C 
공구반경 5.0, 7.5mm 
회전수 1000, 1500, 2000, 2500, 3000, 3500rpm
이송속도 0.05, 0.10, 0.15 mm/tooth 
픽크피드 1.0mm/track 
날수 두날 
절삭유 건식 
절삭방향 다운컷(Down Cut) 

 

2.2 볼엔드밀 공구마모 형태 
Figure 1.에서는, 볼엔드밀 절삭날의 위치에 의한 플랭

크마모 형태의 일례를 나타내고 있다. 직경 10 mm 의 고속

도공구강(HSS)볼엔드밀을 이용해 기계구조용 탄소강 
(S55C)를 회전수 2000 rpm, 이송 속도 0.1 mm/tooth, 축 방향 
절삭 깊이량 5 mm, 픽 피드 1 mm 로 절삭 했다. 공구 반경

이 1, 2, 3, 4, 5 mm 의 부분에 측정하였다. 공구 반경에 의한 
플랭크마모량을 나타내고 있다. Figure 1.에 결과에 의하면 
볼엔드밀의 초기 마모량은 회전수와 회전 반경에 의하지 
않고 거의 일정했다 

Figure 2.은 볼엔드밀 절삭날의 플랭크마모 형태를 나타

내고 있다. Figure 2.에 나타나듯이 볼엔드밀 절삭날의 마모 
형태는, 절삭날의 외주부 및 회전 중심부에 있어 플랭크마

모의 진행이 빨랐으나, 볼엔드밀의 중간부분에 대하여는 
플랭크마모의 진행이 억제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이러

한 마모 형태는, 본 실험의 모든 절삭 조건에 대해 관찰되

었다. 마모의 진행이 가장 작은 절삭날의 위치를 공구마모 
형태 변화점 P 라고 부른다. 

2.3 공고마모실험결과 
마모 형태의 실험 결과를 정리했다. 
a. 플랭크마모폭은, 절삭 거리에 비례 혹은 실절삭 거리

( )의 2 승에 비례한다 RL
b. 초기 마모는 회전수( )나 조각칼날 위치에 의하지 

않고 거의 일정하교 유지된다.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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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Characteristic of tool wear  in ballendmilling 

 

 
Figure 2. Changing Point of Tool W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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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절삭날의 공구마모 형태 변화점 P 점이 존재하고, P 점

보다 반경이 작은 절삭날 위치에서 공구마모 속도는 반경

의 증가와 함께 작아지며, P 점보다 반경이 큰 절삭날 위치

에는, 공구마모 속도는 반경의 증가와 함께 커진다. 
d. 플랭크마모폭은 각 절삭날의 위치에서, P 점으로부터

의 거리의 2 승에 비례하여 커진다. 
e. P 점의 위치( )는 회전수에 의존한다 pr
f. 절삭날당 이송량( )의 증가와 함께 공구마모 속도는 

증가한다. 
f

g. 공구지름( )의 증가와 함께, P 점 부근의 공구마모 
속도는 크게 저하한다. 

0R

이상의 7 항목으로 HSS 공구와 S55C 의 공작물에 의한 
실험 결과로 볼 수 있던 플랭크마모 진행의 형태를 열거하

였다. 
3. 공구마모 예측식 

 
공구마모 예측식은, 공구 마모 형태의 실험에 의한 마

모 분포의 측정 데이터로부터 도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고속도공구강 HSS 공구에 의한 기계구조용 탄소강 S55C
의 절삭실험의 결과에 기초 하여 공구마모 예측식을 도출

했다. 
이것들을 볼엔드밀 공구마모형테 실험 결과로부터 수식

화하여, 모두를 한 개의 식에서 표현한다. 
 

qpLacbLaLV RRRB +−=++= 22 )(  (1) 
 
Table 1.의 각 조건(회전수, 회전 반경, 공구지름, 이송속

도, 픽 피드, 절삭 깊이)에 있어서의 최소 자승법을 적용해 
근사 하여, 를 계산하였다. 각 조건으로 얻을 수 있
던 를 평균하여, 이번 실험 범위에 있어서의 가장 
적절한 값을 계산하셨다. 그 결과는 값 을 식(１)에 
대입하고 식(２)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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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엔드밀 마모 형태의 기초 실험 결과에 의해서 초기 

마모는 회전수나 회전 반경에 의하지 않고 거의 일정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볼엔드밀 절삭에 대하고, 절삭날의 공구마모 형태 변화

점 P 가 존재하고, P 점의 안쪽에서는 회전 반경이 큰 만큼 
공구마모 속도가 느렸으며. P 점의 외측에서는 큰 만큼 마
모속도가 빨라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위의 관계로, 각 회전반경 r [mm]에 있어서의 플랭크마

모폭 [mm]는 P 점의 회전 반경 [mm]로부터의 거리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증가한다. 즉, P 점의 회전 반경을 , 
마모 예측을 하고 싶은 절삭날 위치의 회전 반경

BV pr
pr

r 을 이라

고 하고, 각 절삭 조건으로 P 점의 마모 예측을 할 수 있으

면 나머지는 마모 속도 계수 에 적당한 함수

 
a ( )rrf p −

를 적용하고 각 회전반경의 위치에서의 공구마모를 예측할 
수 있다. 여기서, 회전수 와 P 점의 마모 속도 계수 의 
사이에 비례 관계가 보이므로 이것을 １차 근사 하면, 

N 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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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구마모 형태의 기초 실험 결과에 최소 자승법을 이용

하여 전체를 1 차와 2 차로 근사를 실시한 결과, 1 차 근사

보다 2 차 근사가 양호한 일치를 보였다. 플랭크마모폭

은, 실제절삭 거리 에 비례 혹은 의 2 승에 비례했다. 
위 결과로부터 실제 절삭 거리에 함수를 표현했다. 

BV
RL RL

 

( ) ( )188.088.1167.2335.0 0 −×+−= ZB fRV  (4) 
( )610 1095.910103.9 −− ×+×× N  
( ){ }165.41068.7 24 +−×+× − Nr  
( ) 0249.087.2 2 ++× RL  

마모 예측식에서, 플랭크마모폭(  )에는, 회전수, 마모 
예측 파라미터에 실제절삭 거리, 날당 이송량의 기본적인 
가공 조건을 이용한다. 

BV

4. 공구마모 예측식과 실험결과 비교 
 

Figure3, 4 는 볼엔드밀 공구마모 형태 실험결과와 공구

마모 예측식을 이용한 예측결과를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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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Result of Tool Wear Experi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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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Result of Tool Wear Equation 

Figure3, 4 는 본 연구의 평가를 실시하기 위해, 공구마모
형태으로서 직경 10mm 의 HSS 볼엔드밀을 이용해 S55C 의 
절삭 실험을 실시해, 측정 마모 분포와 시스템이 추정한 
마모 분포의 비교를 실시했다.절삭 조건은, 회전수 3500 
rpm, 전송 속도 0.1 mm/tooth, 축방향 절삭 깊이량 5 mm 픽 
피드 1 mm 로 했다. 측정에 의해 얻을 수 있던 마모 분포 
결과를 Figure3.에, 시스템에 의해 얻을 수 있던 마모 분포
를 Figure4.에 나타낸다. 전체적으로 공구마모 진행은 같은 
마모 분포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5. 결론  
본연구에서는, 기초 실험 마모 데이터를 기본으로 볼 

엔드 밀 플랭크마모 예측식을 도출하는 방법 제안하였고, 
도출한 예측식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다. 볼엔드밀 마모 
예측식의 유용성에 대해 검증했다. 향후, 절삭날 전체에 대
한  고정밀도 예측이 가능한 시스템의 개발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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