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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공작기계를 이용한 절삭공정에서 공구의 상태는 가공 품질과 공

정효율에 있어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또한 공구와 가공물 간의 

불안정한 절삭조건은 공구의 파손 또는 과도한 마모를 일으켜 가

공 효율성과 품질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1]. 따라서 가공 

중 발생하는 문제들의 원인을 사전에 판단하고, 적절한 가공 조건

을 선정하여 가공 중 공구 마모 및 파손을 방지하기 위한 연구들이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다. 공구 상태모니터링 방법에는 공구동력계, 
AE(Acoustic Emission)센서, 가속도센서, 전류센서 등을 사용하

여 공구의 절삭력 및 가공상태를 간접적으로 측정하는 방법이 있

다. 대표적으로 많이 쓰이는 방법 중 공구동력계를 사용하여 절삭

력을 측정하는 방법은 공작기계의 주축과 테이블 또는 가공물에 

직접 설치되어 정확도가 높은 데이터를 취득할 수 있으나 센서가 

고가이며, 측정 가능한 가공물의 형상과 크기에 한계가 존재하는 

단점이 있다. 또한 AE센서의 경우 고주파수 대역의 신호를 취득할 

수 있으나 회전하는 공구에 근접하게 설치되어 절삭유나 칩(Chip)
이 발생하는 작업환경에서 정확한 측정이 어렵고, 회전하는 모터 

또는 외부 소음으로 인해 공구의 마모 및 파손 신호만을 검출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2-7]. 
앞서 언급한 방법들과 같이 기존의 모니터링 방법의 경우 센서

를 포함한 데이터 수집장치와 전원공급장치 같은 부수적인 장비를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시스템을 구성하기 위한 비용이 높고, 다수

의 장비를 동시에 사용해야 할 경우에는 전원 및 통신 케이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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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해 복잡성이 증대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와이파이(Wi-Fi), 블루투스(Bluetooth), 
지그비(Zigbee)와 같은 무선 통신 기반의 공구 상태 모니터링 방

법에 대한 연구들이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무선 모니터

링 방법의 경우 유선 모니터링 방법에 비해 전원 및 통신 케이블로 

인한 시스템 복잡성이 낮고 무선 연결을 통해 다수의 장비를 비교

적 간단하게 설치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무선 모니터링 방법의 

경우 공구 상태를 측정하기 위한 센서와 마이크로 컨트롤러 그리

고 무선 통신 모듈을 설치하기 위해 공구 또는 공구 홀더를 가공하

거나 별도의 케이스를 제작하여 설치하는 방법이 많이 쓰이고 있

다. 이와 같은 방법은 기존의 공구 강성을 저하시킬 수 있는 문제점

이 존재하며, 무선 통신의 경우 공작기계의 전기적, 기계적인 간섭

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문제점이 존재한다[8]. 
본 연구에서는 공구 홀더 내부 공간에 MEMS 가속도 센서와 

무선 통신 모듈을 설치하여 기존의 공구의 강성을 최대한 유지하

고, 외부 작업 환경의 영향을 적게 받으며 가공 중 공구의 상태를 

무선으로 측정할 수 있는 무선 상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현하고

자 한다. 

2. 본 론
2.1 공구 상태 무선모니터링 센서 구성 

엔드밀(End mill)을 사용한 밀링 공정에서 절삭 공구 무선 상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해 2.4 GHz ISM (Industrial 
Scientific Medical)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는 와이파이, 지그비, 
블루투스와 같은 다양한 근거리 무선 통신 방법 중 시스템 간의 

간섭을 피하기 위한 주파수 호핑(Frequency hopping)기법과 같은 

능동형 간섭 회피 구조를 사용하며, 전력 소모가 작고, 휴대기기 

간 연결성 및 호환성이 뛰어난 저전력 블루투스 통신 방식을 선정

하였다[9,10]. 무선 통신 모듈은 블루투스 4.0버전의 블루투스 통신 

칩(CC2540, Texas Instrument Co.ltd)이 내장된 저전력 블루투

스 통신 모듈을 사용하였다.
또한 밀링 공정에서 절삭 가공 시 발생하는 공구의 진동 신호를 

측정하기 위한 센서로는 3축 MEMS 가속도 센서를 선정하였으

며, 가속도 센서는 직사각형으로 콜릿 내부에 고정된 ABS 수지 

재질의 원판 위에 설치되어 가공 시 발생하는 가속도 신호를 측정

한다. 가속도 센서로부터 취득한 신호를 처리하기 위한 마이크로 

컨트롤러로는 10 bit ADC 칩인 ATmega328이 내장된 아두이노 

나노(Nano) 보드를 사용하였으며, 배터리는 1.5 V 수은전지

(LR44)를 직렬로 연결하여 사용하였다. 또한 가속도 센서에 영향

을 미치지 않기 위해 무선 통신 모듈과 아두이노 보드, 배터리는 

가속도 센서와 접촉하지 않도록 콜릿(Collet) 상단의 밀링 홀더 내

부 공간에 고정되었다. 아두이노 나노 보드에서 처리된 가속도 센

서의 데이터는 저전력 블루투스 모듈을 통해 전송되며, 센서로부

터 가속도 신호를 취득하기 위한 송신부 모듈과 모니터링 PC에 

연결되어 송신부 모듈의 데이터를 수신하기 위한 수신부 모듈로 

구성하였다. 밀링 공정에서 무선 공구 상태모니터링을 위한 센서

를 설치하기 위해 다양한 규격의 공구 홀더 중 스트레이트 콜릿을 

사용하는 BT40 규격의 밀링 홀더를 선정하였다. 
송신부 모듈의 설치 방법은 Fig. 1과 같이 밀링 홀더의 기존 강

성을 최대한 유지하고, 실제 작업 환경에서 절삭유나 칩(chip)같은 

외부 환경의 영향을 적게 받기 위해 콜릿과 밀링 홀더 내부에 센서 

및 배터리를 함께 설치하였다.
수신부 모듈의 경우 모니터링 PC에 송신부 모듈과 동일한 아두

이노 나노 보드와 저전력 블루투스 모듈을 결합하여 연결하였다.

2.2 무선 모니터링 센서 통신 테스트 
블루투스 통신은 와이파이, 지그비 통신과 같은 ISM 주파수 대

역에 포함된 2.4 GHz 극초단파(UHF) 대역을 사용하고 있다. 극
초단파는 전자기파의 주파수가 300 MHz에서 3.0 GHz 사이에 

할당되어 있는 영역의 전자기파를 의미하며 고주파 영역이기 때문

에 직진성이 매우 강하며 회절에는 약한 특성이 있다. 따라서 두꺼

운 금속 재질의 밀링 홀더 내부에 설치 할 경우 송신부 블루투스 

통신 모듈의 전파 신호가 외부에 위치한 수신부 모듈로 전송이 되

는지 확인하기 위해 무선 통신의 수신 강도를 측정하였으며 송신

부와 수신부 모듈의 센서 간 연결 방법은 Fig. 2와 같다.
 무선 신호 강도를 의미하는 RSSI (Received Signal Strength 

Indicator)는 무선 환경에서의 기기 간 상대적인 수신 강도 또는 

수신 전력을 의미하며 신호강도의 크기가 0에 가까울수록 전력의 

크기가 강한 것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밀링 홀더 내부에서 저전력 

Fig. 1 Configuration of wireless monitoring system of tool 
conditions



Yong Tae Kim et al.

200

블루투스 통신 모듈의 내장 안테나로도 원활한 무선 연결이 가능

한지 확인하기 위해 밀링 홀더 내부와 외부에서의 RSSI 값을 비교

하였으며, 측정 결과는 내부에 설치되었을 경우 저전력 블루투스 

모듈의 최소 수신 강도보다 낮아 연결이 불가한 것을 확인하였다. 
사용된 저전력 블루투스 모듈의 특성상 RSSI 값이 약 –95 dbm 
보다 낮아지게 될 경우 통신 모듈 간 연결이 불안정하게 되며 저전

력 블루투스 모듈의 내장형 안테나로는 신호가 밀링 홀더를 통과

하지 못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송수신 모듈간 원활한 연결

을 위해 Fig. 3에 보이는 것과 같이 안테나 설치 방법에 따른 RSSI 
값을 비교하였다. Fig. 3(a)는 안테나를 밀링 홀더 내벽에 부착하

여 밀링 홀더 자체를 안테나로 사용한 경우이며, Fig. 3(b)는 절연

처리를 하지 않은 밀링 홀더 외부에 안테나 케이블을 감은 경우, 
Fig. 3(c)는 밀링 홀더 외부에 절연처리를 한 상태에서 안테나 

케이블을 감은 경우이며, Fig. 3(d)는 공구 홀더에 홀 가공을 통

해 상용안테나를 부착한 경우이다. 측정 방법은 밀링 홀더를 장착

한 상태에서 약 10초간 측정한 RSSI 값의 평균 신호 강도를 측정

하였다.
실험 결과, 상용 안테나를 설치한 Fig. 3(d)의 경우가 RSSI 값이 

– 80 dBm으로 가장 높게 측정되었으며, 나머지의 경우 RSSI 값이 

무선 센서의 최소 수신 강도인 – 95 dBm을 초과하거나 – 92 dBm
으로 측정되어 연결이 불안정한 것으로 측정되었다. 안테나와 밀

링 홀더가 직접 접촉한 경우에는 장비 내에 흐르는 미소전류에 의

해 무선 전파 신호에 간섭을 일으켜 RSSI 값이 낮게 나타난 것으

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안테나 설치 방법은 밀링 홀더에 홀 가공을 통해 상용안

테나를 부착하는 방법을 선정하였으며, 홀가공에 따른 홀더의 강

성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구조 해석을 실시하였다.
해석 조건은 홀 가공을 진행하게 될 홀더의 원통 양단을 고정시

키고 동일한 재질(SM45C) 일 때, 1000 N･m의 반경방향 토크를 

부여하여 홀 가공 전과 후를 해석을 통해 확인하였다. 
해석 결과, 직경 8 mm의 2개의 안테나 홀을 180° 방향으로 가

공했을 때와 그렇지 않을 경우의 해석 결과를 비교하였을 때 최대 

응력의 변화가 매우 적었으며, 홀 가공이 기존 밀링 홀더의 강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절삭 가공을 통한 실제 

테스트에 앞서 가속도 센서의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외

팔보 구조에서의 흔들림을 측정하였다. 송신부에서 약 8 Hz로 구

조물이 움직였을 때, 수신부에서 동일하게 8 Hz의 신호가 출력되

는지 확인하였으며, 무선 데이터의 신뢰성을 확인하기 위해 보레

이트는 최대 보레이트(Baudrate)인 115200 bps, 샘플링 주파수는 

200 Hz일 때 1~9의 숫자를 전송하였을 때 데이터 누락 여부를 

확인하였고, 최종 데이터가 누락되지 않고 연속적으로 측정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3. 밀링 공정을 이용한 절삭 테스트
3.1 실험 방법

실제 작업환경에서의 절삭가공을 통해 가공 시 발생하는 공구의 

Fig. 2 Connection diagram among acceleration, MCU, BLE and 
battery

Fig. 3 Received Signal Strength Indicator(RSSI) value according
to antenna position; (a) Case 1- antenna wire attached on
the inside wall of tool holder; (b) Case 2- antenna wire
pulled out through antenna hole and wound around tool 
holder; (c) Case 3- antenna wire pulled out through 
antenna hole and wound around dielectric layer coated 
tool holder; (d) Case 4- antenna wire connected with 
conventional anten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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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동 신호를 가속도 센서를 통해 측정하고 취득한 무선데이터의 

유효성 및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해 엔드밀을 이용한 절삭 테스트

를 진행하였다. 절삭 테스트는 수직형 머시닝 센터(대우 중공업, 
Mynx-500)을 사용하였다.

가공물의 재질은 SM45C 탄소강을 사용하였으며, 크기는 가로 

150 mm, 세로 90 mm, 높이 100 mm이다. 절삭 공구는 직경 10 
mm 2날 고속도강 평 엔드밀(E2406903, YG-1 Co., Ltd)을 사용

하였다. 절삭 방법은 측면가공을 진행하였으며, 절삭유를 사용하지 

않는 건식 가공을 진행하였다. 절삭 조건은 가장 낮은 절삭 조건에

서의 실험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실험에서 사용된 머시닝 센터의 

최소 작동 주축 회전수인 60 rpm부터 500 rpm의 범위 내로 설정

하였으며, 이송속도는 10 mm/min와 50 mm/min으로 설정하였

다. 또한 축 방향 절삭 깊이는 2 mm이며, 반경 방향 절삭 깊이는 

5 mm로 절삭 가공을 진행하였다. 센서 간 통신 설정은 직렬 통신 

방식을 사용하는 아두이노 보드와 저전력 블루투스 통신 모듈의 

초당 데이터 전송률을 의미하는 보드레이트(Baud rate)는 115200 
bps이며 샘플링 주파수는 200 Hz로 설정하였다. 최종적으로 수신

부에서 수신된 가속도 데이터는 Labview 프로그램 기반 GUI를 

통해 그래프로 출력됨과 동시에 데이터를 저장하였다.

3.1 실험 결과 및 고찰
밀링 가공에서의 절삭력 측정 방법 중 가장 많이 쓰이는 공구 

동력계를 사용한 절삭력 측정에서 일반적으로 두 날 평엔드밀의 

경우 공구가 1회전 할 경우 2날에 의한 절삭파형이 2번 나타나게 

되며 X, Y, Z 축 방향 신호 중 축 방향인 Z축 방향의 신호가 비교

적 작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실제 절삭 공정에서 

구현된 무선 상태모니터링 시스템의 성능을 검증하기 위해 절삭 

가공을 진행하지 않고 주축만 회전하는 공회전(Idling) 상태와 절

삭 가공을 진행했을 때 측정된 가속도 데이터를 비교하였다. 절삭 

가공 중 공구의 날 당 절삭 파형을 검출하기 위해 가장 낮은 조건인 

이송속도 10 mm/min, 주축회전수 60 rpm, 120 rpm, 500 rpm 
일 때 축 방향인 Z축을 제외한 X축과 Y축의 절삭 파형을 측정하

였으며 측정결과는 Fig. 4와 같다. Fig. 4(a)와 Fig. 4(b)는 주축회

전수가 60 rpm일 때의 측정결과이며 초 당 1회전 시 2날 엔드밀의 

절삭 파형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Fig. 4(c)와 Fig. 4(d)는 주축

회전수가 120 rpm일 때의 측정결과이며, 초당 2회전 시 엔드밀의 

절삭 파형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Fig. 4(e)와 Fig. 4(f)에 보

이는 것과 같이 주축회전수가 500 rpm일 경우 60 rpm과 120 rpm
의 측정 결과와 달리 엔드밀의 날 당 절삭파형을 확인하는데 어려

움이 있었다. 전체적인 데이터를 확인한 결과 절삭파형의 크기는 

비교적 낮게 측정되었으나 낮은 회전속도에서 절삭 가공 시 엔드

밀의 날 당 절삭파형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주축회전수가 

증가함에 따라 절삭 가공 시 공구에 전달되는 전체적인 진동의 크

기가 크게 측정되어 공구의 날 당 절삭 파형을 구분하기 어려웠으

며, 주축회전수가 120 rpm보다 높아질 경우 공구의 절삭에 의한 

가속도 신호보다 고속 회전에 의한 진동 신호가 더 크게 발생하여 

절삭 신호를 확인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또한 기존의 유선 모니터링 방법에 비해 무선 통신 방식인 저전

력 블루투스 모듈의 낮은 데이터 전송속도와 낮은 데이터 전송량

으로 인해 완전한 날 당 절삭파형을 검출하기에는 어려움이 존재

하였으며, 송신부 가속도 센서를 콜릿 내부에 설치하는 방법에 따

라 신호의 파형 또는 크기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

였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공구 상태 모니터링 방법 중 무선 모니터

링 방법의 단점을 개선하기 위해 밀링 홀더 내부에 무선 통신 모듈 

및 센서를 설치하였으며, 그에 따른 안테나 설치 방법을 비교하였

고, 안테나 설치 홀을 위한 가공이 기존 밀링 홀더의 강성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였다. 또한 실제 작업 환경에서의 공회전시와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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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Acceleration sensor data in the cutting process of the milling
machine at spindle speed : (a) 60 rpm received X-axis; (b)
60 rpm received Y-axis; (c) 120 rpm received X-axis; (d) 120
rpm received Y-axis; (e) 500 rpm received X-axis; (f) 500 rpm 
received Y-ax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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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 가공 시의 가속도 센서의 신호를 측정한 결과를 통해 무선 통신

을 이용한 절삭데이터의 신뢰성과 유효성을 검증하였다.
낮은 주축회전수에서 공구의 절삭파형을 측정하였으며, 무선 통

신을 사용하여 실제 작업 환경에서 무선 상태모니터링 시스템을 

적용하였을 때 전체적인 시스템 노이즈 또는 외부 작업 환경에 큰 

영향을 받지 않고 안정적인 데이터 송수신이 가능한 것을 확인하

였다. 그러나 저전력 블루투스 통신 모듈과 아두이노 보드간의 데

이터 전송속도와 데이터 전송량이 낮아 기존의 모니터링 시스템과 

비교하였을 때 측정 가능한 절삭 조건에 한계가 존재하는 것을 확

인하였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추후 밀링 홀더 내부

에서의 가속도 센서 설치 방법과 가속도 센서의 측정 정확도 및 

무선 통신 모듈의 데이터 전송 속도와 전송량을 높일 수 있는 센서

로 교체할 경우 더 정확한 절삭 신호를 취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된다. 결론적으로 3축 MEMS 가속도 센서와 아두이노 보드, 저전

력 블루투스 통신 모듈 같은 저가의 소형센서를 사용한 무선 공구 

상태모니터링 시스템을 구현하였으며, 절삭 가공 실험을 통해 낮

은 주축회전수에서 공구의 절삭파형이 측정이 가능한 것을 확인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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