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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outlines the Taguchi optimization methodology, which is applied to optimize cutting parameters in end 

milling when machining STS304 with TiAlN coated SKH59 tool under up and down end milling conditions. The end 

milling parameters evaluated are depth of cut, spindle speed and feed rate. An orthogonal array, signal-to-noise (S/N) 

ratio and analysis of variance (ANOVA) are employed to analyze the effect of these end milling parameters. The 

Taguchi design is an efficient and effective experimental method in which a response variable can be optimized, 

given various control and noise factors, using fewer resources than a factorial design. An orthogonal array of L9(33) 

was used. The most important input parameter for cutting force, however, is the feed rate, and depending on the cutter 

rotation direction. Finally, confirmation tests verified that the Taguchi design was successful in optimizing end 

milling parameters for cutting fo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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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 

기계가공공정에서 밀링은 산업현장에서 가장 널리 사

용되는 절삭공정 중 하나이다. 엔드밀가공(end milling)은 

금형산업, 반도체장비산업, 항공기 산업, 자동차산업, 공

작기계부문의 부품가공에 널리 이용되는 가공법으로 허

용공차 이내의 정밀 가공을 필요로 한다[1,2]. 엔드밀링은 

다양한 형상 및 곡면가공이 가능한 중요 공정이다. 엔드

밀링 작업에 사용하는 커터를 엔드밀(end mill)이라고 하며, 

그 크기에 따라 각각 테이퍼형 혹은 직선형 생크를 가지

고 밀링기계의 주축에 장착된다. 밀링 머신은 전 공정을 

거쳐 공구가 복잡한 공구경로를 따라서 움직이며 높은 

마모로 인해 생산성과 최소비용으로 가공이 가능하도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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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적화된 프로그램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고속밀링

으로 엔드밀가공을 할 경우 생산성이 떨어질 수 있으므

로 이에 따른 공정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엔드밀 재료는 

일반적으로 고속도강(high speed steel) 공구나 초경 합금공

구(cemented carbide tool)를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공구의 내

마모성을 증대시키고 공구수명을 고려한 코팅공구도 사

용된다. 엔드밀 가공에서 절삭성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로

는 절삭 속도, 이송, 절삭깊이, 절삭방향, 공구의 재종 등

이 있다[3-6]. 이러한 인자들의 절삭조건에서 공구 마모는 

절삭력, 절삭동력, 표면거칠기, 치수정도, 절삭온도상승 

등에 영향을 미친다[7]. 절삭력은 공구수명에 강한 상관관

계를 가지므로 이에 대한 연구는 공정을 모니터링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8,9]. 엔드밀가공에서는 공구

의 회전 방향이 시계방향 혹은 시계반대방향으로 가공함

에 따라 밀링공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상향절

삭(up milling, conventional milling)은 날의 진행 방향과 공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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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의 이송방향이 반대인 경우로 칩의 가장 두꺼운 위치

에서 절삭이 끝난다. 이 방법의 장점은 공작물의 표면특

성이 절삭 날에 특별한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공구수명

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점에서 일반적으로 사용 

되는 밀링작업이다. 하향 절삭(down milling, climb milling)은 

날의 진행 방향과 공작물의 이송 방향 이 같은 경우로 칩

의 가장 두꺼운 위치에서 절삭이 시작된다. 이 방법의 장

점은 절삭력의 하향성분이 공작물을 고정시키는 방향으

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세정비가 큰 공작물의 경우에 유

리하다. 산업현장에서는 다양한 공작기계, 피삭재, 공구의 

종류, 윤활유, 작업자의 숙련도 등의 인자를 고려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엔드밀가공에서 

커터의 회전방향에 따라 절삭력을 최적화하기 위해 공정

변수를 선정하고 직교배열에 의한 실험 계획에 따라 실

험을 하였다. 이 실험자료에 따라 SN비를 도출하고, 분산

분석(ANOVA)을 한 후 절삭력을 최적화하는 절삭 조건을 

구하였다.  

 

2. 실험계획법 

 

2.1 Taguchi 법의 개요 

최근에 많은 산업체에서 부품이나 제조공정을 개발하

기 위해 실험계획법(DOE)을 도입한 경우가 많다[10]. 이 

실험계획법은 품질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강력하고도 효

과적인 방법으로 제조공정을 최적화하거나 전기기계적인 

부품을 설계할 때 유용한 방법으로 활용되었다[11,12]. 실

험계획법 중에서 다구찌법(Taguchi method)은 기계, 화학, 

전기, 전자 등 산업전반에 걸쳐 생산공정의 공정 조건을 

최적화하고, 품질손실비용을 줄일 수 있는 설계기법이다

[1-6]. Taguchi법은 최적생산조건을 찾는 기법으로 핵심은 

파라미터 설계이다. 파라미터 설계는 원류단계인 제품기

획이나 설계단계에 이루어져야 효과가 있다. Taguchi법이 

추구하는 목적은 크게 특성치의 분산을 적게하고 평균이 

목표치에 근접하도록 하는 제어인자의 최적조건을 찾는 

것이다. 

 

2.2 SN 비 

생산현장은 재료의 다양함, 작업자의 부주의, 통제 불

가능한 외부환경 등이 있다. 따라서 Taguchi 기법은 잡음

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제어 가능한 영향력이 강한 인자

를 찾아내어 잡음의 영향력을 최소화하는 강건 설계

(robust design)가 핵심이다. 이러한 강건설계에 필요한 기법

이 SN (signal to noise)비이다. 망소특성은 음수 값을 갖지 않

고 작을수록 좋은 특성으로인 S/N는 다음과 같다. 망소특

성은 음수 값을 갖지 않고 작을수록 좋은 특성으로인 S/N

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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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yi는 실험에서 얻어진 데이터이고 n은 실험의 

횟수를 나타낸다. 

 

3. 실험장치 및 방법 

 

실험에 사용된 밀링기계와 측정장비의 사양은 Table 1

과 같다. 엔드밀 가공에 사용된 공작기계는 ㈜화천 

(HWACHEON)의 HMV-F이다. Fig. 1은 밀링기계에 장착된 

공구동력계를 통하여 절삭력을 구하는 실험장치이다. 

 

Table 1. Specification of used device 

Name Model Co. Ltd 

Milling M/C HMV-F HWACHEON 

Dynamic strain amp. N9354 SHOWA 

Tool dynamometer FKM2000 
TOKYO 

testing M/C 

Data acquisition sys. T3831-G Data translation 

Surface roughness  

measurement device 
SURF 5000 MAHR 

Used cutting tools 
End mills 

 (helix 30 )̊ 
YG-1 

 

 

 

Fig. 1. Experimental setup of the end milling. 

 

기계적 특징으로서는 좌우와 전후의 이송속도가 15∼

720mm/min, 스핀들 회전수가 95∼1400rpm으로 스핀들의 

변환범위가 넓어 공구에 적합한 절삭 속도를 제공하고, 

치구 등의 밀링, 드릴링, 보링 작업에 용이하며, 난삭재 

가공에 적합한 강력 절삭용 밀링기계이다. Fig. 2의 절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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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YG-1의 고속도강 합금 재질(HSS-Co)의 공구이다. 고

속도강은 범용 강력 절삭용으로 적합하며, 광범위한 피삭

재의 홈가공 , 측면절삭, 구멍 뚫기에 뛰어난 성능을 발휘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공구는 엔드밀 4날이고, 코

발트 함유량이 8%이며 SKH59에 TiAlN이 코팅되어 있다. 

고속도강의 규격은 10 mm, 날장(l) 25mm, 전장(L) 80mm, 나

선각(helix angle)은 30º이다. 

 

 

Fig. 2. Specification of cutting tool. 
 
 

실험에 사용된 피삭재는 STS304 스테인리스강이고 그 

기계적 성질과 화학적 성분은 Table 2 및 Table 3에 나타내

었다. STS304는 18Cr-8Ni-Fe 합금으로 대표적인 오스테나이

트(austenite)계 스테인 리스강으로 내식성과 가공성이 우수

하여 널리 사용되고 있다. 시편제작은 금속절단기를 이용

하여 STS304강을 W*L*H (50*50*70 mm)로 30개의 시편을 

표면다듬질하고, 직교배열표에 따라 실험을 하였다. 그리

고 시편의 다른 면을 반복실험 하는데 1개의 시편 당 4면

을 절삭하여 상향절삭 54회, 하향절삭 54회씩 각각 실험을 

수행하였다. Table 4는 엔드밀가공 공정의 실험조건을 나타

낸 것이다. 여기서 A는 절삭깊이(depth of cut), B는 주축회전 

수(spindle speed), C는 이송속도(mm/min.)를 나타낸다. 엔드밀

가공 시 하향방향의 절삭력 Fz를 공구동력계를 사용하여 

구하였다. 절삭력을 측정하는데 사용된 공구동력계는 

Kistler사의 9139 AA형이고 3축 절삭력과 회전모멘트를 측

정할 수 있는 공구동력계(multicomponent dynamometer)이다. 

Fig. 3은 공구 날의 회전방향과 이송방향에 따른 상향밀

링과 하향밀링을 나타낸 것이다. 

 

Table 2. Mechanical properties of STS304 

Tensile strength [MPa] 
Elongation 

[%] 

Hardness 

[HRB] 

515 40 92 

 

Table 3. Chemical composition of STS304 

C Mn Si P 

<0.008 <2.0 <1.0 <0.04 

S Cr N - 

<0.03 18∼20 8.0∼10.5 - 

Table 4. Codes, parameters, and level values used for 

orthogonal array 

Process parameters Unit L1  L2 L3 

 A : Depth of cut mm 0.3 0.6 0.9 

 B : Spindle speed rpm 800 1250 1600 

 C : Feed rate mm/min. 32 61 87 

 

 

 
Fig. 3. End milling in the up- and down-milling mode. 

 
 

4. 실험결과 및 고찰 

 

4.1 상향밀링가공의 절삭력 분석 

Table 4의 실험조건에 따라, 고속도강공구를 사용하여, 

엔드밀 가공을 2회 반복실험을 통하여 얻은 절삭력과 그

에 따른 SN비를 계산한 값을 나타낸 것이 Table 5이다.  

Table 5에서 N1과 N2는 절삭력을 2회 반복하여 측정한 값

을 나타낸다. 

Table 5에서 SN비는 특성 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좋은 망

소특성의 식 (1)에 의해 구하였다. Table 5의 자료에 따라 

분산분석을 하면 Table 6과 같은 분산분석결과를 얻을 수 

있다. 분산분석은 공정의 파라메터를 분석하기 위한 한 

방법으로 각 인자들이 특성 값에 미치는 유의성을 검정

할 수 있다. Table 6의 분산 분석 표에서는 모형의 각항에 

대한 자유도 순차제곱 합(sequential sum of squares), 수정 제

곱 합(adjusted sum of squares), 수정 평균 제곱 (adjusted mean of 

squares)을 사용하여 F-통계량, p-값을 표시한다. 순차제곱 

합은 이전에 포함된 항에 하나의 새로운 항이 추가된 모

형에서의 제곱 합이고, 이 값은 모형 차수에 따라 달라진

다. 수정 제곱 합은 다른 항 모두가 모형에 이미 포함되

어 있을 때 각 특정 항을 추가함으로써 결정되는 추가적

인 제곱 합이다. 이 값은 모형 차수에 따라 달라지지 않

는다. 그리고 순차 제곱 합을 선택한 경우에는 평균 제곱 

및 F-검정에 이 값이 사용된다. Table 6에서 공학적 유의확

률 값인 p의 값을 살펴보면 유의수준 5%에서 절삭깊이, 

주축 회전 수, 이송속도 모두 유의함을 알 수 있다. 따라

서 상향절삭일 때 Fz에 절삭깊이, 주축회전수, 이송 속도 

모두 큰 영향을 미친다. Table 6의 결과를 사용하여 요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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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 데이터의 상관관계가 높은지 여부와 모형에서 각 

요인의 상대적 중요도를 확인할 수 있다. 이 모형에서 결

정계수 R2은 57%이므로 각 요인과 특성치의 관계는 어느 

정도 실험자료로 설명할 수 있다. 

 

Table 5. Experimental design and results of up milling 

Run 
Inner control factor array

Outer noise factor array 

Fz [N] 
SN ratio 

A B C N1 N2 

1 1 1 1 7.757  8.010  -17.940 

2 1 1 1 7.717  7.990  -17.900 

3 1 1 1 7.738  7.670  -17.730 

4 1 2 2 3.420  3.210  -10.410 

5 1 2 2 3.330  3.540  -10.720 

6 1 2 2 3.191  3.010  -9.830 

7 1 3 3 12.840  12.040  -21.900 

8 1 3 3 13.090  13.540  -22.490 

9 1 3 3 12.990  12.780  -22.200 

10 2 1 2 6.271  6.001  -15.760 

11 2 1 2 6.315  6.221  -15.940 

12 2 1 2 6.079  6.123  -15.710 

13 2 2 3 13.060  12.080  -21.990 

14 2 2 3 13.500  12.960  -22.430 

15 2 2 3 13.430  13.010  -22.430 

16 2 3 1 5.754  5.990  -15.380 

17 2 3 1 6.701  6.270  -16.240 

18 2 3 1 5.872  6.010  -15.480 

19 3 1 3 1.906  1.870  -5.520 

20 3 1 3 1.809  1.770  -5.060 

21 3 1 3 1.837  1.690  -4.940 

22 3 2 1 19.970  20.180  -26.050 

23 3 2 1 20.180  21.110  -26.300 

24 3 2 1 20.260  20.670  -26.220 

25 3 3 2 1.218  1.112  -1.340 

26 3 3 2 1.344  1.213  -2.150 

27 3 3 2 1.486  1.334  -3.000 

 
 

Table 6. ANOVA analysis for cutting force Fz for STS304 

Source df Seq. SS Adj. SS 
Adj. 

MS 
F P 

A 2 235.31 235.31 117.65 4.15 0.031 

B 2 250.28 250.28 125.14 4.42 0.026 

C 2 516.05 516.05 258.02 9.11 0.002 

Error 20 565.55 565.55 28.33     

Total 26 1568.19 1568.19       

 

 

Fig. 4. Main effects plot for data means with level. 

 

Fig. 4에서는 각 요인수준에 대해 실험한 절삭력의 수준

에 따른 평균의 평균을 나타낸 것으로, 이 그림에서 효과

의 상대적 크기를 비교할 수 있다.  

Table 5의 자료에서 상향밀링의 경우 전체 절삭력의 평

균은 8.08N이고, 표준편차는 5.98이다. Fig. 4에서 볼 때 효

과의 상대적 크기는 이송속도, 주축 회전수, 절삭깊이의 

순서대로 절삭력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

다. Fig. 5는 특성 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좋은 망소특성에 

대한 신호 대 잡음비(SN비)의 주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절

삭 조건에 따라 절삭력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다름을 알 

수 있다. 상향밀링에서 절삭력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공

정변수는 이송속도, 절삭깊이, 주축회전 수순이다. 절삭력

을 최소화하는 최적 가공조건은 이송속도가 61mm/min., 

절삭깊이가 0.9mm, 주축 회전수가 800rpm인 C2A3B1이다. 

 

 

Fig. 5. Main effects plot for SN ratios with leve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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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하향밀링가공의 절삭력 분석 

Table 7의 자료는 Table 4의 실험조건에 따라, 엔드밀가공

을 27회실시 후 다시 반복실험을 통하여 얻은 절삭력과 

그에 따른 SN비를 계산한 값을 나타낸 것이다. SN비는 이 

실험값에 따라 망소특성으로 구하였다. Table 7의 자료에 

따라 분산 분석을 하면 Table 8과 같은 분산분석결과를 얻

을 수 있다. Table 8에서 공학적 유의확률 값인 p의 값을 살

펴보면 5% 유의수준에서 모든 제어인자가 유의함을 알 

수 있다. 또한 Table 6의 결과를 사용하여 요인과 반응 데

이터의 상관관계가 높은지 여부와 모형에서 각 요인의 

상대적 중요도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이 모형에서 상관계

수 R2은 90%이고 수정상관계수 R2*(adj.)은 87%로 각 요인

과 특성치의 관계는 충분히 실험자료로 설명할 수 있다. 

 

Table 7. Experiment results for cutting force FX and their 

responding SN ratio for carbide tool 

Run 
Inner control factor array

Outer noise factor array 

Fz [N] 
SN ratio 

A B C N1 N2 

1 1 1 1 9.764  9.010  -19.460 

2 1 1 1 9.580  9.330  -19.510 

3 1 1 1 9.601  8.760  -19.270 

4 1 2 2 13.000  12.440  -22.090 

5 1 2 2 13.020  12.990  -22.280 

6 1 2 2 13.120  12.050  -22.000 

7 1 3 3 2.463  2.054  -7.110  

8 1 3 3 2.593  2.492  -8.110  

9 1 3 3 2.622  1.982  -7.320  

10 2 1 2 2.800  2.430  -8.370  

11 2 1 2 2.816  2.550  -8.580  

12 2 1 2 2.297  2.190  -7.020  

13 2 2 3 2.274  2.210  -7.010  

14 2 2 3 2.137  1.890  -6.100  

15 2 2 3 2.552  1.990  -7.190  

16 2 3 1 1.423  1.114  -2.130  

17 2 3 1 1.187  1.326  -2.000  

18 2 3 1 1.180  1.540  -2.750  

19 3 1 3 0.410  1.440  -0.500  

20 3 1 3 2.530  1.210  -5.950  

21 3 1 3 0.298  0.891  3.550  

22 3 2 1 5.969  6.772  -16.100 

23 3 2 1 6.073  6.134  -15.710 

24 3 2 1 5.797  5.985  -15.400 

25 3 3 2 8.607  8.996  -18.890 

26 3 3 2 8.640  9.110  -18.970 

27 3 3 2 8.902  9.017  -19.050 

Table 8. ANOVA analysis for cutting force FX for carbide 

tool 

Source df Seq. SS 
Adj. 

SS 

Adj. 

MS 
F P 

A 2 516.59 516.59 258.29 20.26 0.000  

B 2 171.89 171.89 85.94 6.74 0.006  

C 2 591.03 591.03 295.52 23.18 0.000  

Error 20 254.95 254.95 12.75     

Total 26 1534.46         

 
 

 
Fig. 6. Main effects plot for data means with level . 

 

Fig. 6에서는 각 요인수준에 대해 실험한 절삭력의 평균

의 평균을 나타낸 것으로, Table 7의 자료에서 하향밀링의 

경우 전체 절삭력의 평균은 5.18N이고, 표준편차는 4.07이

다. 따라서 하향밀링의 경우 전체 절삭력의 평균은 상향

밀링보다 낮고, 표준편차도 상향밀링보다 적게 나타났다. 

상향밀링의 분산이 큰 것은 공구진동의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Fig. 6에서 공정변수가 절삭력에 미치는 효

과를 비교할 수 있는데. 상향밀링과는 달리 절삭깊이, 이

송속도, 주축회전수의 순서대로 절삭력에 영향을 미친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7. Main effects plot for SN ratios with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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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에서는 각 요인수준에 대해 각 반응특성(인자의 

수준별 SN비)의 평균을 나타낸 것으로, 공정변수가 특성

치에 미치는 주효과의 상대적 크기를 비교할 수 있다, 하

향밀링에서 절삭력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공정변수는 이

송속도, 절삭깊이, 주축회전수 순이다. 절삭력을 최소화하

는 최적가공조건은 이송속도가 87mm/min., 절삭깊이가 

0.6mm, 주축회전수가 1600rpm인 C3A2B3이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Taguchi법을 이용하여 STS304를 피삭재

로 사용하고, 같은 규격의 고속도강공구와 같은 절삭조건

하에서 상향과 하향 엔드밀가공을 하여 절삭조건이 절삭

력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절삭조건이 하방향 절삭

력 Fz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상향밀링과 하향밀링에서 절삭력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절삭조건은 이송속도, 절삭깊이, 주축회전수 순으

로 같은 경향을 보인다. 그리고 하향밀링의 경우 상향밀

링보다 평균적으로 절삭력이 낮으며, 절삭력의 변동은 작

다. 상향절삭의 분산이 하향절삭보다 큰 것은 공구의 진

동에 의한 영향으로 보인다. 각 절삭조건의 중간수준에 

대한 SN비의 크기는 엔드밀의 가공방식에 따라 다르므로 

실험계획법 중에서 완전요인법이나 반응표면법 등의 실

험계획을 통하여 구체적인 실험을 실시하여 이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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