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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엔드밀 채터에 대한 그동안의 연구는 주로 시계열 분석 방법과 

주파수 분석 방법이 주로 사용되고 있다. 시계열 방법은 피크와 

피크 사이의 크기의 정도로 판단하여 주파수 상태를 개략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주파수 영역의 채터 검출은 채터 주파수의 감지로 

측정된 절삭력의 채터 유무를 판단하는 접근하는 방법이 주로 사

용되어 왔다[1-3]. 그러나 가공 시 주파수 영역에서의 채터 주파수와 

공구날 패싱 주파수의 차이를 뚜렷하게 구분 하기는 어려워 많이 

연구해 본 전문가 아니면 그것이 채터 주파수인지 아닌지를 판별

하는게 상당히 곤란하다. 따라서 공구 패싱과 채터의 두 가지 주파

수를 분리하여 그 중 채터를 분명하게 구분 할 수 있는 방법으로써 

앞에서의 연구와 병행하여 연구한다면 채터 검출에 신뢰성이 더욱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채터 검출에 대한 많은 연구가 

있었으나 절삭력에서 채터가 포함된 절삭력과 채터가 없는 절삭력

의 구체적인 관계를 분석한 연구는 없는 상태이고 그 내용 또한 

분명하지 않다. 따라서 절삭력이 단순히 공구 패싱, 채터 혹은 공존

하는 상태에서 두 가지를 분리하기 어려운 절삭력을 이용하여 이 

절삭력으로부터 채터의 유무를 판단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매

우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채터 절삭력의 특성을 분석하면 채터 

절삭력은 고정적인 주기성 특성과 변동하는 특성이 동시에 있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특성을 이용하여 채터를 유

무를 탐지 할 수 있다면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채터 

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공구 패싱과 같은 주기성만 갖고 있는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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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의 특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채터 절삭력은 절삭력 방향에 

따라 절삭력의 형상 특성이 조금씩 서로 다르게 나타나나 각 방향 

모두 변동이 있는 동적인 성분이 자주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변동성이 있는 동적인 채터성분을 분리할 수 있는 방법

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적용한 방법으로 시계열 분석법으로 평

균(Average), 분산(Variance), 잔차(Residual), 첨도(Kurtosis)등
의 변수를 이용하여 주기적인 공구날 패싱 특성이나 비주기적인 

채터 특성과의 관계를 규명하고이 변수 중 특히 첨도 변수를 이용

하여 채터 성분을 분리하고자 하였다. 엔드밀 절삭력 실험 결과를 

이용하여 각 구간에서 각각의 변수를 임의 시간에서 비교 분석하

여 채터를 분리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방법은 절삭 폭과 이송조건

에 따라 변화되는 절삭력이나 채터의 유무에 따라 각 변수의 거동

이 어떻게 변하는 가를 볼 수 있고 채터를 온라인으로 감지하여 

사전에 검출하는 변수로 사용할 수 있다. 이 방법은 기존의 주파수 

분석법 등과 함께 사용하여 채터 절삭력의 유무를 더욱 확실하게 

할 수 있고 산업 현장에서 가장 현실적인 문제 중 하나인 채터를 

분리하는 데 적용할 수 있다. 

2. 채터 분석을 위한 통계학적 변수
본 연구에서는 절삭력 신호의 채터특성 분석을 위하여 시간 

영역의 분석법을 사용하였으며 이 분석을 위하여 통계학적인 변

수를 사용하였다. 분석 변수로는 평균, 잔차, 분산 및 첨도 등의 

통계학적 변수를 임의의 시간 주변에서 정해진 수의 그룹 데이터

를 이용하여 각각 구하여 시간의 경과에 따른 각 그룹에서의 변수

를 계산하여 그 변수의 변화가 채터와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를 밝

히고자 하였다. 특히 첨도 변수의 특성을 분석하여 채터를 쉽게 

검출하는 방법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적용된 각 통계학적 변수는 

임의 시간에서 주위의 그룹 데이터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얻을 

수 있다.

1) 평균 

 


  



 (1)

2) 잔차

Residual :     (2)
 
잔차 분석을 위하여 절삭력을 시계열 수학적 모델로 정의하였

고 모델로 자동회귀이동평균(ARMA: Auto Regressive Moving 
Average), 차수를 (n, m)으로 하여 ARMA(n, m) 모델링을 하였고 

그 방정식은 식(3)과 같다.

    

    

   (3)

여기서, ai (i=1,2, …, n)는 자동회귀 변수, bi (i=1,2, …, m)는 

이동평균 변수이다. 또    ,   의 연산

자이고 또한 는 백색잡음(White Noise)이다.

AR 및 MA(Moving Average) 상수를 구하기 위하여 식(2)에서 

절삭력 x(t)가 이용되고 잔차 (Residual Error) e(t)를 계산할 수 

있고 다음과 같은 순환최소자승법 (Recursive Least Square : 
RLS) 알고리즘에 의하여 순차적으로 계산할 수 있다[1-4].

                 (4)  

         (5)

                                (6)

                               (7)  
 

ARMA(n, m) 모델링 이후 최종 자동회귀 이동 평균 상수인 식 

(4)를 구할 수 있다. 잔차는 모델링 예측 값과 실제 값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으며 순차적으로 식(6)으로 구할 수 있고 이 잔차는 

절삭력의 특성을 나타내게 된다[3]. 분석에 의하면 채터 영역에서는 

보통 잔차가 크게 되었고 그 채터의 가능성은 높아지게 된다. 또한 

가공 폭이 넓어져 절삭력이 증가하면 공구날 패싱 주파수의 파워

가 높아지고 이 경우 잔차의 크기도 크게 나타나게 된다[1-4]. 공구

날 패싱 주파수와 채터가 있을 두 경우 모두 잔차가 크게 나타나며 

이 두 가지를 상호 구별하는 방법 또한 필요하다. 주파수 영역에서

의 이런 특성 주파수는 전문가일지라도 구분하는 것이 어렵다. 따
라서 시계열에서의 공구날 패싱 주파수 특성과 채터 특성을 다음 

변수를 같이 적용하여 함께 비교 구분할 필요가 있다.

 3) 분산

  





  



   (8)

분산이란 절삭력의 흩어진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이고 분산의 제

곱근인 표준편차는 어떤 변수 x에 관하여 그 평균값을 중심으로 

할 때 각 측정값이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평균값에서 벗어나 있는

지를 나타내고 이 변수는 채터의 특성과 관계된다고 볼 수 있다. 

4) 첨도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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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치의 값을 대수화한 것으로, 첨도란 평균을 중심으로 분포한 

빈도의 뾰족한 상태를 나타내며 kc = 3인 때 정규분포의 모양을 

나타내며, kc < 3인 때는 완만한 산 모양의 분포이고, kc > 3인 

때는 뾰족한 산 모양의 분포를 나타낸다.

3. 실험방법 및 절삭력 특성 분석
본 연구에서 채터 신호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엔드밀 절삭

력 실험을 하였으며 주기적인 성분을 갖는 절삭력을 측정하기 위

하여 동적성분의 측정에 유리한 피에조 타입 공구동력계 Fig. 1(a)
를 이용하여 절삭력을 측정하였다. 실험을 위하여 채터 있는 영역

과 없는 영역을 만들 필요가 있었고 이를 위하여 Fig. 1(b)와 같은 

시편을 만들어 우측의 형상 가공에서 채터가 일어 날 수 있도록 

3단계로 공작물 형상을 구성하였다. 또한 각 단계에서도 이송속도

를 점점 증가하여 우측에서는 채터가 더욱 일어나도록 절삭조건을 

부여하였다. 공구날 패싱 주파수와 채터 주파수가 있는 절삭력 신

호를 구현하기 위하여 공작물의 형상을 결정하였고 가공물과 엔드

밀의 물림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
각 ①~③ 단계에서의 회전속도는 모두 일정한 500 rpm, 축방향 

절삭깊이는 3 mm이고 각 단계에서는 이송이 40 ~ 85 mm/min의 

5 mm/min씩 증가한 10단계로 하여 서로 다르고 각각 낮은 이송 

40 mm/min에서 높은 이송 85 mm/min이 되도록 NC 프로그래밍

을 하였다. 4개 날의 엔드밀로 가공하여 절삭력을 얻었고 이 절삭

력 신호에는 채터가 없는 ①, ② 단계와 동적 채터 성분이 많이 

포함된 ③ 단계의 절삭력을 얻도록 절삭조건을 선정하여 실험을 

하였다. 이송이 크고 가공 폭이 큰 ③ 단계 조건에서는 절삭력에 

채터 동적성분이 포함되도록 하였다. 
Fig. 2의 (a)는 Fig. 1의 시편을 가공할 때 측정된 Fx 방향의 

절삭력으로 3단계로 구성된 절삭력 신호이고 시간 영역에서 날 당

의 모양새와 그 형상을 정확히 구분하기는 쉽지 않다. 스핀들 속도 

500 rpm, 축 방향 깊이는 3 mm, 이송은 45 ~ 85 mm/min, 4날 

직경 15 mm 엔드밀로 절삭력을 측정한 결과이다. 이때 샘플링 

주파수 fs = 1000 Hz로 하였다. Fig. 2의 (b), (c)는 Fig. 1의 시편

을 가공할 때 측정된 Fx방향의 ①, ② 단계의 채터가 없는 절삭력으

로 그림 에서는 ③ 단계로 구성된 절삭력 신호 Fig. 2(d)와 시간 

영역에서 채터와 공구날 절삭력의 형상을 정확히 구분하기는 쉽지 

않다.
Fig. 3은 전체 절삭력의 ARMA(8,3)모델 파워 스펙트럼을 구한 

것으로 33 Hz의 공구날 패싱 주파수를 보여주고 있다. 채터가 있

는 ③ 단계 영역에서는 회전수 500 rpm인 공구날 패싱 주파수와 

채터가 일어나 채터 주파수가 동시에 나타나게 되며, 파워 스펙트

럼에 각각의 주파수가 나타난다. 즉 ③ 단계 영역에서는 채터 성분

이 추가로 나타나는 것을 보여준다. ③ 영역에서 발생하는 채터 

주파수(1X, 300 Hz)는 Fig. 3에서 볼 수 있듯이 각 단계에서의 

공구날 패싱 주파수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4. 통계계학적 변수와 채터의 관계
4.1 평균값 거동 

Fig. 4는 엔드밀 절삭력 신호를 이용하여 임의 시간에서 주위 

50개 그룹 데이터의 평균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절삭력 진폭이 크

게 변화하는 영역에서는 평균치의 특성도 크게 나타나나 이송이 

낮은 안정되는 영역에서는 진폭이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

나 절삭력의 평균치가 크다고 반드시 채터가 일어나지는 않을 수 

있다. 임의의 시간에서 각 그룹에서의 평균치를 구하면 원래 신호

의 진폭이 줄어들면 평균치 변화도 줄어드는 특성을 보여주고 있

다. 따라서 채터 신호는 진폭이 크고 불규칙한 주기성을 갖는다. 
채터가 없는 주기신호의 진폭이 커도 평균치 변화가 크게 나타나

므로 평균값을 분석함으로서 채터와 공구날 패싱 주기성의 신호와 

분리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할 수 있다. 즉 평균치로만 채터의 유무

를 판별하는 것은 곤란하므로 또 다른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변수를 고려하여야 한다.

(a) Configuration of experimental setup 

(b) Workpiece geometry

Fig. 1 Experimental set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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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잔차 거동 
Fig. 5는 Fig. 2(a) 신호의 i번째에서 잔차 특성을 보여주고 있

다. 잔차는 순환 최소자승법(Recursive Least Square Method)으
로 구하였고[3] 절삭력 신호의 진폭이 크게 나타나는 영역에서는 

찬차의 특성 또한 크게 나타나고 진폭이 작은 안정되는 영역에서

는 잔차의 진폭이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다. i번째 이후 계산되는 

잔차는 원래 신호의 진폭이 줄어들면 잔차의 크기도 급격히 줄어

드는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진폭, 분산, 잔차는 보통 비슷한 경향

을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고 따라서 채터 신호는 일단 진폭이 크게 

나타나고 불규칙한 주기성을 갖고 있어 채터 있는 영역에서는 잔

차의 크기가 커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채터가 없는 주기신호에 있어

서도 잔차는 크게 나타났으며 마찬가지로 잔차 값만 분석함으로서 

채터와 주기성 신호의 차이를 확실하게 분리하는 것은 곤란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공구날 패싱 주파수만 있는 영역 ①, ②에서

는 잔차 폭이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나고 채터가 존재하여 진폭이 

크게 변화하는 영역 ③에서는 잔차 값이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a) End-milling force

(b) End-milling force of stage 1

(c) End-milling force of stage 2

(d) End-milling force of stage 3

Fig. 2 End-milling force Fx

Fig. 3 End-milling force and its power spectrum

Fig. 4 Average of end-milling force

Fig. 5 Residual of end-milling fo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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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잔차 진폭이 크게 나타나는 ③ 단계에서는 채터 주파수

의 불규칙한 주기성을 갖는 잔차의 변화를 볼 수 있다. 그러나 잔차 

값만을 분석함으로서 채터와 주기성의 유무를 판별하는 것은 불확

실하다. 채터는 잔차가 큰 영역에서 나타나고 있으나 공구날 주파

수 상태의 잔차도 크게 나타날 수 있어 채터 상태와 공구날 주파수 

상태의 구분을 확실하게 항상 구분하는 것은 곤란 할 수 있다. 

 4.3 분산 거동
Fig. 6에서는 Fig. 2(a)의 전 구간에서 각 구간의 절삭력의 분산 

값을 계산한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분산 값은 그룹 데이터의 

수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며 그 정도를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에서

는 데이터의 수에 따라 분산의 분석도 하였으며 그룹 데이터의 개

수에 따라 분산을 구하였다. 그룹 데이터의 수가 10개인 경우가 

Fig. 6(a)이고 데이터의 수가 50개인 경우가 Fig. 6(b)이고 데이터

의 수가 70개인 경우가 Fig. 6(c)이다. 그룹 데이터를 잡을 때에도 

개수에 따라 데이터 개수가 70개로 많은 경우 분산 신호의 한계값

(Threshold) 기준이 수월하게 정할 수 있으며 그 경계가 뚜렷해지

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룹의 데이터의 수 10개, 50개, 70개의 절삭

력을 이용하였을 때의 분산의 기준 한계값은 그림에서 각각 

8×104, 6.5×104 및 9×104 정도로 볼 수 있어 이 값을 한계 값으로 

결정하면 된다. Fig. 6(b)는 x방향의 절삭력 신호를 이용하여 시간

의 경과에 따라 주위 50개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그 분산값을 식

(11)을 이용하여 구한 것으로 3구간에서의 분산 값을 나타내고 있

다. 신호 진폭이 크게 변화하는 영역에서는 잔차와 비슷하게 분산 

값의 특성이 크게 나타나나 채터가 상대적으로 없는 안정되는 영

역에서는 잔차의 특성과 비슷하게 분산값이 작은 값으로 계산되어 

분산값이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매시간 그룹에서 분산을 

구한 것으로 원래 신호의 진폭이 줄어들면 분산치가 작게 나타나

고 있으며 체터가 있게 되는 ③구간에서는 분산치가 증가하게 된

다. 채터 신호는 보통 진폭이 크게 나타나며 불규칙한 주기성을 

갖고 있다. 
따라서 채터 신호를 이용하여 분산 변수를 계산하면 채터 있는 

영역에서는 분산값이 커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채터가 없는 주기성 

신호의 진폭이 커도 분산은 크게 나타나며 분산 값이 크면 채터가 

있거나 주기성의 절삭력 신호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

로 분산 값만으로 채터를 확실하게 판단하는 것은 잔차와 같이 어

렵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채터는 분산이 큰 영역에서 나타나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Fig. 6(b)는 Fig. 2(a)의 전 구간에서 각 구간의 

절삭력의 분산 값을 계산한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Fig. 6(b) ①~②
의 거동에서는 채터와 같은 불규칙한 동적성분은 없는 분산 신호

를 보여주고 있다. Fig. 6(b)의 ③에서는 채터 성분이 있는 영역으

로 채터성분 영역에서는 분산의 값이 크게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채터가 있는 경우는 분산 값이 상당이 크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Fig. 7은 각 방향의 절삭력을 시간의 경과에 따라 임의 시간 주

위에서 50개 데이터의 분산 평균값을 계산한 것을 보여주고 있다. 
Fig. 7 ①, ② 단계에서와 같이 채터와 같은 동적성분은 발생하지 

않은 영역에서 분산의 평균치를 보여주고 있다. Fig. 7의 ③ 단계

에서는 분산의 평균이 단순히 증가하여 채터 성분이 있게 되면 분

산 평균의 값도 커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 신호로 채터

의 유무를 판별하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분산 평균

치가 크다는 것은 단순히 그 영역에서의 채터 성분이 발생할 가능

성이 높다고 할 수 있고 분산의 평균치가 변화하는 그 경사 구배도

(a) Number of data = 10

(b) Number of data = 50

(c) Number of data = 70
Fig. 6 Variance according to number of data in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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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크게 되는 영역이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보통 분산은 신호

의 진폭이 커지면 크게 되어 채터가 없는 공구 패싱 신호와 같은 

주기신호가 있어도 분산은 크게 나타나므로 분산 값이 크다는 사

실만으로 반드시 채터가 있게 된다는 판단은 곤란 하다고 할 수 

있다.

 4.4 첨도 거동
Fig. 8은 임의 시간에서 절삭력 데이터의 첨도값을 계산한 것이

다. 채터가 있는 영역은 첨도 변수가 ③의 영역이고 이 영역에서의 

첨도값은 오히려 아주 작게 나타나고 있다. 공구 패싱 주파수만 

있고 채터가 없는 ①, ②영역의 절삭력에서는 첨도의 값이 채터가 

있는 경우보다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채터가 있는 ③영역에서는 

첨도 변수값이 작게 나타나고 이 경우 불규칙한 주기성을 갖고 있

게 된다. 채터가 없는 공구 패싱 주파수 등 주기적인 특성의 절삭력

의 경우는 절삭력의 진폭이 작아도 첨도의 수치는 크게 나타난다. 
따라서 이 첨도 값을 이용함으로서 채터 주파수와 공구날 패싱 주

파수의 주기성 유무를 검증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채터

의 특성을 알아보는 경우 보통 주파수 영역에서 그 채터 주파수 

스펙트럼을 이용하여 채터의 유무를 알 수 있었으나 본 연구에서

는 시계열 분석으로 판별하고자 하였고 즉 그룹별 첨도 변수의 거

동을 계산한 결과 채터가 있는 영역에서는 첨도 변수 값이 작게 

계산 되었다. 또한 그룹 데이터의 개수에 따라서 첨도 값의 변화도 

분석하였고 데이터의 수가 10개인 경우가 Fig. 8(a)이고 데이터의 

수가 50개인 경우가 Fig. 8(b)이고 데이터의 수가 70개인 경우가 

Fig. 8(c)이다. 그룹 데이터를 잡을 때에도 한계치의 설정에 난이

도가 나타나게 된다. 데이터 개수가 70개로 많은 경우 첨도 신호의 

한계치 기준이 뚜렷하여 졌고 Fig. 2(a) 절삭력의 채터가 있게 되

는 첨도 변수의 한계치는 각각 1×10-11, 8×10-12 및 3.5×10-11로 

할 수 있다. 절삭력을 이용하여 분산과 첨도의 한계치를 구하여 

보았으며 그 한계치는 모두 그다지 차이가 크지 않았게 나타났다. 
Table 1은 채터의 유무을 판단하기 위하여 절삭력을 이용하여 각 

통계학 변수를 추종하여 얻은 결과의 기준레벨을 표현 한 것이다. 
절삭력신호를 이용하여 시간영역의 신호에서 채터의 유무를 판단

할 수 있는 레벨 수치를 알 수 있다.
Table 2는 절삭력신호의 분산 및 첨도 값 그룹데이터의 수에 

따라 시간영역의 신호에서 채터의 유무를 판단할 수 기준을 표로 

나타낸 것이다. 절삭력신호를 이용하여 시간영역의 신호에서 채터

Fig. 7 Average variance of end-milling force

(a) Number of data = 10

(b) Number of data = 50

(c) Number of data = 70
Fig. 8 Kurtosis according to number of data in group

Table 1 The chatter criterion by several variable (1:large, 0:small)

StatusValue Chatter No chatter
Amplitude ○ (1) × (0)
Average - -
Residual ○ (1) × (0)
Variance ○ (1) × (0)
Kurtosis × (0)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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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유무를 판단할 수 있는 레벨을 그룹 데이터에 따라 나타내었고 

약간의 차이가 있음을 레벨 수치로 알 수 있다.

5. 결 론
엔드밀 가공에서 절삭력 신호의 진폭, 평균, 잔차, 분산과 첨도 

값을 순환기법으로 실시간으로 계산하여 공구날 패싱 특성과 채터 

특성을 분리 할 수 있는 우선 순위를 알아 보았고, 각 변수의 기준

을 정하여 채터를 검출하는데 보다 신뢰성을 높이도록 이용할 수 

있다. 채터가 일어나는 경우의 조건은 절삭력의 크기가 크고, 분산

도 크고, 첨도가 작게 동시에 나타날 때 채터가 일어나게 되는 가능

성이 높다. 다른 조건에서는 채터가 일어날 가능성이 떨어지며 이

러한 채터 분별 기준을 이용하면 가공시에 발생하는 채터를 수월

하게 감지할 수 있다. 통계학적인 변수 중 가장 영향력이 큰 첨도와 

분산의 두 개만의 변수를 실시간으로 분석함으로서 절삭력 신호에 

포함된 채터의 상태를 분리 감지 할 수 있고 채터 같은 동적성분과 

혹은 공구 날 주파수 같은 주기성분을 판별할 수 있다. 이 방법은 

시간 영역 분석의 한 방법으로 더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더불어 

FFT나 ARMA 스펙트럼 등 주파수 영역의 분석을 동시에 사용함

으로서 채터를 보다 신뢰성 있고 명확하게 검출할 수 있다. 동적인 

성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절삭력의 경우 계산된 첨도 값이 낮은 

경우에는 채터가 쉽게 나타났으며 공구날 패싱 신호의 경우는 오

히려 첨도값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공구 패싱 신호인 주기

적인 고주파성분은 비 주기적인 고주파 성분보다 첨도 값이 크게 

되며 따라서 이 특성을 잘 이용하여 채터 신호와 주기적인 공구날 

패싱 신호의 두 신호를 수월하게 분리 할 수 있다.

References

[1] Chin, D. H., Yoon, M. C., Son, S. K., Cho, H. D., 2007, Spectral 
Analysis of Malfunction Mode in End-milling, Journal of 
Mechanical Science and Technology, 21 1637-1643. 

[2] Ji, Y. H., Kim, J. D., Kim, K. H., Kim. B. T., Yoon, M. C., 2015, 
Chatter Detection using Dynamic Property Variable, Proc. of the 
KSMPE Autumn conference, 41.

[3] Kim, J. D., Yoon, M. C., Cho, H. D., 2011, An Analysis on the 
Tooth Passing Frequency using End-milling Force, Journal of the 
KSMPE, 10:4 1-7. 

[4] Kay, S. M., 1990, Modern Spectral Estimation: Theory and 
Application, Prentice Hall, London.

[5] Pandit, S. M., Wu, S. M., 1993, Time Series and System Analysis 
with Applications, John Wiley and Sons, Toronto.

[6] Yu, H. D., Chin, D. H., Kim, J. D., Yoon, M. C., 2018, Neural 
Network Application for Chatter Detection, Journal of the 
KSMTE, 27:3 203-210, http://doi.org/10.7735/ksmte.2018.27.3.
203.

[7] Yoon, M. C., Chin, D. H., 2005, Cutting Force Monitoring in the 
End-milling Operation for Chatter Detection, Journal of 
Engineering Manufacture, 12 455-466.

[8] Shin, J. H., Youn, J. W., 2018, Chatter Monitoring in Head-Tilting 
5-axis Machining Centers using an Accelerometer Signal, Journal 
of the KSMTE, 27:2 132-139, http://doi.org/10.7735/ksmte.2018.
27.2.132.

[9] Tlusty, J., Polacek, M., 1963, The Stability of Machine Tools 
against Self excited Vibrations in Machining, Proceedings of the 
International Research in Production Engineering Conference, 
465-474. 

[10] Meritt, H. E., 1965, Theory of Self-excited Machine Tool Chatter, 
Transactions of the ASME, Journal of Engineering for Industry 87 
447-454. 

Table 2 The chatter criterion according to no. of data (variance)

N = 10 N = 50 N = 70 
Variance
standard 8×104 6.5×104 9×104

Kurtosis 
standard 1×10-11 8×10-12 3.5×10-11 


	통계학적 변수를 이용한 엔드밀링의 채터 검출법
	ABSTRACT
	1. 서론
	2. 채터 분석을 위한 통계학적 변수
	3. 실험방법 및 절삭력 특성 분석
	4. 통계계학적 변수와 채터의 관계
	5. 결론
	Referenc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