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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항공기 동체의 강성을 유지해주는 유리격막 구조물인 bulkhead
의 구성부품 중 주변 구조물과 web 사이의 전단하중을 지지해주는 

chord와 동체와 web을 구조적으로 연결 및 수직 보강해주는 구조

물의 역할을 하는 side fitting은 약 2.5 m의 고 세장비를 가진 티z
타늄 합금의 부품으로 항공기의 주 하중경로(critical load path)의 

위치에 사용되어 부품의 one-piece화 및 대형화가 요구되고 있다. 
항공기 기체의 고강도 구조물에 사용되는 티타늄 합금 소재는 

철강과 동등한 수준의 강도를 갖는 반면 중량은 절반 수준이고, 
우수한 내식성과 이종 금속간의 부식반응(galvanic corrosion)이 

낮으며, 열팽창률이 유사하나 CFRP 등 복합재와 접합성이 우수한 

사유로 그 사용량이 증가 되고 있다[1,2]. 하지만 티타늄 합금 소재

는 우수한 기계적 성질로 기존의 철강 및 알루미늄에 적용한 가공 

방식을 적용하기 어려운 난삭성 재료이며, 기계 가공을 수행할 때 

필수적으로 동반되는 부품의 변형을 제어하기 어렵다[3,4].
국내에서는 소형 티타늄 부품의 가공기술은 가지고 있으나 이러

한 대형 티타늄 부품의 가공기술이 전무하고, 해외의 기술에 의존

하고 있는 현실이다[5].
따라서, 항공기에 사용되는 대형 티타늄 부품의 가공 기술 획득

이 필요로 하다. 이를 위해 항공기 bulkhead의 주요 구성 부품인 

chord와 side fitting의 부품 개발에서 절삭전용 소프트웨어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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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여 티타늄 합금의 절삭특성해석과 실험계획법을 적용한 효율

적인 가공조건을 제시한다. 또한 절삭특성 해석을 통해 얻은 결과

를 바탕으로 ANSYS를 이용하여 가공공정에 따른 변형해석을 수

행하여 변형을 확인하였다.

2. 절삭특성해석 및 가공조건 추천
시뮬레이션을 통한 Ti-6Al-4V 합금의 face mill process와 side 

mill process의 절삭특성을 알아보고자 한다. 시뮬레이션에 사용

될 해석 소프트웨어인 AdvantEdge FEM은 절삭해석 전용 소프트

웨어로 효율적인 절삭공정 개선과 효과적인 절삭공구 개발 연구에 

많이 사용되고 있다[6-9].
해석소프트웨어의 사용을 위해서는 유효성 검증이 전제되어야 

한다. 유효성 검증을 위해 실제 절삭 실험을 통해 Ti-6Al-4V 합금

의 face milling을 수행하여 절삭 저항을 측정하고 해석소프트웨

어를 이용하여 얻은 결과를 비교하여 유효성을 검증한다. 이 후 

가공 조건이 절삭저항과 절삭온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가공 조건에 따른 절삭저항과 절삭온도 해석결과를 통계 소프트웨

어인 Minitab을 이용하여 S/N비 분석과 분산분석(ANOVA)을 수

행하였다. S/N비는 절삭저항과 절삭온도에 대해 망소특성으로 분

석하였고, 유의수준을 선정하여 유의수준과 유의확률(significance 
probability) P값을 비교함으로 수준을 변경하더라도 결과에 영향

을 미치지 않는 인자를 찾는 분산분석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P값이 0.05 보다 작거나 같게 되면 해당인자가 

실험의 결과에 많은 영향을 준다는 귀무가설을 세우고, 95% 유
의확률보다 큰 확률을 나타내는 인자가 영향이 크다는 것을 말

한다[10].

2.1 시뮬레이션의 유효성 검증
시뮬레이션의 유효성 검증을 위하여 절삭실험을 수행하고 동일

조건으로 해석을 수행하여 절삭저항을 비교하여 유효성을 확인하

였다. 절삭 실험은 Ti-6Al-4V 합금의 face mill process 시에 발생

하는 절삭저항을 측정하기 위해 화천기계의 SIRIUS-2를 사용하

였고, Kistler사의 공구동력계 위에 소재를 고정시킨 뒤 Fig. 2의 

실험조건과 같이 실험을 실시하여 공구동력계를 통해 얻은 데이터

를 전하증폭기와 A/D변환기를 통해 절삭저항을 측정하였다. 실험

과 동일한 조건의 가공조건을 설정하여 해석을 수행하였다. 해석

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하여 실험에 사용된 동일한 공구를 모델링

하고 해석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절삭에 관여되지 않는 부분은 제

하고 적용하고 해석에 관여되는 edge와 workpiece의 element 
size 0.01 mm로 두고 해석의 정확도를 높였으며, 해석에 관여하지 

않는 부분은 element size 0.1 mm로 두어 해석시간을 단축하였

다. Face milling process에서는 공구의 회전마다 절삭 날의 진출

입이 반복되는 복잡한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절삭저항을 

분석함에 있어서 1회전의 절삭저항이 가공 시 발생하는 평균 절삭

저항이라고 정의하고 해석을 수행하였다.
Fig. 3과 같이 feed 462 mm/min에서 face mill의 1회전에 대한 

해석결과에서 나온 절삭저항은 평균 1251 N이고, 실험에서 측정

Fig. 1 BL0 chord and side fitting component geometry of 
aircraft bulkhead with high slenderness Fig. 2 Experimental set-up and cutting conditions

Fig. 3 Comparison result of cutting force to verify the accuracy 
of simulation in face mill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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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절삭저항의 평균은 1158 N으로 8%의 오차를 보이고 있으며, 
다른 조건에서도 5~10%의 오차가 나타났다. 이는 머시닝센터를 

이용한 가공 시 공구 높이, 직경, 작업환경 등에서 발생하는 실험오

차 있으므로, 해석 결과는 충분히 실험결과와 유사하다고 판단된

다. 따라서 실험을 대신하여 시뮬레이션을 통해 가공 조건 최적화

를 진행하였다. 

2.2 가공조건에 따른 Face mill process의 절삭저항 해석 및 
영향도 분석

절삭저항에 영향을 주는 가공조건에는 spindle speed, depth of 
cut, feed, number of tooth가 있다. 이 조건들이 절삭저항에 어떠

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기 위해 다구찌 실험계획법을 적용하여 

4인자 4수준으로 직교배열표를 작성하고 가공 조건에 따른 절삭저

항 해석을 실시하였다. 인자와 수준은 Table 1에 나타내었고, 이를 

토대로 16회의 해석을 수행하였다. 절삭저항과 절삭온도는 Fig. 
4에 나타내었다. face mill process에서 가공조건이 절삭저항에 미

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Minitab을 이용하여 Fig. 4의 결과를 

통해 S/N비 분석과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Fig. 5는 가공조건이 절삭저항에 영향을 주는 S/N비 분석 결과

를 나타내고, Table 2는 가공조건이 절삭저항에 미치는 영향도를 

나타낸다. S/N비 분석결과 가공조건 중 spindle speed는 클수록 

depth of cut, feed, number of tooth는 작을수록 절삭저항이 작게 

발생하였고, 분산분석 결과 depth of cut과 number of tooth가 

절삭저항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것을 파악하였다. 두 조건을 

조절하여 절삭저항을 최소화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2.3 가공조건에 따른 Face mill process의 절삭온도 해석 및 
영향도 분석

Fig. 4의 해석결과를 토대로 절삭온도에 대한 S/N비 분석과 분

산 분석을 수행하였다. Fig. 6은 face mill process에서 가공조건

이 절삭온도에 영향을 주는 S/N비 분석결과를 나타내고, Table 
3은 가공조건이 절삭온도에 미치는 영향도를 나타낸다. S/N비 분

석결과 가공조건 중 spindle speed 200 RPM, depth of cut 0.25 
mm, feed 0.45 mm/rev, number of tooth 3 EA일 때 절삭온도가 

가장 낮게 나타남을 확인 할 수 있었고, 분산분석 결과 depth of 
cut과 number of tooth가 절삭온도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며 두 

조건을 조절하여 절삭온도를 조절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2.4 가공조건에 따른 Side mill process의 절삭저항 해석 및 
영향도 분석

Side mill process는 side fitting 부품의 황삭 가공에 많이 사용되

며 insert holder에 각각의 insert가 소재의 측면을 가공하는 방법으

Table 1 Selection of factors and level in face mill process

Control Factor
Level

1 2 3 4
Spindle speed (RPM) 200 250 300 350
Depth of cut (mm) 0.25 0.50 0.75 1.00

Feed (mm/tooth) 0.35 0.40 0.45 0.50
Number of tooth (t) 3 4 5 6

Fig. 5 Main effects plot for S/N ratio of cutting force in face 
mill process 

Fig. 4 Simulation results in face mill process

Table 2 Analysis result of significance probability using 
ANOVA on cutting force in face mill process

Control factor
Significance probability (%)

1st Pooling 2nd Pooling
Spindle speed (rpm) - -
Depth of cut (mm) 99.9 99.9

Feed (mm/tooth) 85.7 -
Number of tooth (EA) 97.2 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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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face mill process의 axial depth of cut이 side mill process에
서 radial width of cut과 같고, axial depth of cut과 radial width 
of cut에 따라 side fitting의 표면 및 변형정도가 달라진다. Insert 
하나에서 절삭저항과 절삭온도의 해석결과가 나타나며, 하나의 

insert가 다른 insert의 결과를 대표한다고 가정하고 해석을 수행하

였다.
Face mill process에서 spindle speed는 절삭저항과 절삭온도

에 많은 영향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spindle speed는 230 rpm으

로 고정하고 axial depth of cut, radial width of cut, feed의 가공

조건을 Table 4에 조건을 토대로 실험계획법을 적용하여 16회 해

석을 수행하였다. 
Side mill process에 대한 해석결과는 Fig. 7에 절삭저항과 절삭

온도를 나타내었으며, 이 결과를 가지고 Fig. 8에 side mill 
process의 가공조건이 절삭저항 영향을 주는 S/N비 분석결과를 

나타내었고, Table 5에 가공조건이 절삭저항 미치는 영향도를 나

타내었다.
S/N비 분석결과 axial depth of cut, radial width of cut은 작을

수록, feed 0.13 mm/tooth일 때 절삭저항이 작게 나타남을 확인하

였고, 분산분석의 결과 3인자 모두 절삭저항에 많은 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하였다. Side mill process에서는 특정 feed에서 절삭저

항이 작아짐을 확인하였고, 절삭저항을 줄일 수 있는 절삭 조건을 

선정할 수 있다.

Table 3 Analysis result of significance probability using 
ANOVA on cutting temperature in face mill process

Control factor
Significance probability (%)

1st Pooling 2nd Pooling
Spindle speed (rpm) 70 -
Depth of cut (mm) 97.1 97.7

Feed (mm/tooth) - -
Number of tooth (EA) 97.3 97.9

Fig. 6 Main effects plot for S/N ratio of cutting temperature 
in face mill process 

Table 4 Selection of factors and level in side mill process

Control Factor
Level

1 2 3 4
Axial Depth of cut (mm) 5 10 15 20
Radial width of cut (mm) 3 4 5 6

Feed (mm/tooth) 0.100 0.115 0.130 0.145

Table 5 Analysis result of significance probability using ANOVA 
on cutting force in side mill process

Control factor
Significance probability(%)

1st Pooling
Axial Depth of cut (mm) 100
Radial width of cut (mm) 100

Feed (mm/tooth) 97.1

Fig. 7 Simulation results in side mill process
 

Fig. 8 Main effects plot for S/N ratio of cutting force in side 
mill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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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가공조건에 따른 Side mill process의 절삭온도 해석 및 
영향도 분석

Fig. 7의 해석결과를 토대로 side mill process의 가공조건이 절

삭온도에 주는 영향에 대해 S/N비 분석과 분산분석을 수행하였다. 
S/N비 분석결과 axial depth of cut 15 mm, radial width of 
cut 4 mm, feed 0.13 mm/tooth인 특정 가공조건일 때 절삭온도

가 가장 낮게 나타남을 확인하였으며, 분산분석의 결과 axial 
depth of cut이 절삭온도에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침을 확인하였다. 
Fig. 9와 Table 6에 S/N비 분석결과와 분산분석의 결과를 나타

내었다.

2.6 Face mill process의 가공조건 선정
산업 현장에서는 사용하고 있는 spindle speed 220 RPM, 

depth of cut 1.25 mm, feed 0.41 mm/tooth, number of tooth 
6 EA를 기준으로 하여 해석을 수행하였다. 산업현장에서는 tooth
의 개수를 조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여 tooth의 개수

는 6개로 고정하고 해석결과에서 절삭저항과 절삭온도에 영향을 

적은 spindle speed를 제외한 depth of cut (1, 1.25, 1.5, 2 mm)
과 feed (0.35, 0.41, 0.45, 0.6 mm/tooth)를 변경하여 완전요인방

법으로 해석을 수행하였다.

Fig. 10은 가공조건을 소재제거율로 변환하여 그래프로 나타내 

비교하였으며, 산업현장에서 사용되는 조건보다 depth of cut 1.5 
mm, feed 0.35 mm/tooth를 사용할 때 더 낮은 절삭저항과 절삭

온도를 보여주며, 소재제거율이 크기 때문에 가공시간을 단축 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3. 가공공정 변형 해석
고 세장비를 갖는 대형 티타늄 부품인 chord와 side fitting은 

기계가공 시 발생하는 높은 절삭저항, 절삭온도, 진동 등에 의해

서 변형을 일으킨다. 이러한 변형을 최소화하여 가공하는 것이 

주요 기술이고 변형이 발생하는 복잡한 요인에 대해 연구가 필요

하다. 이러한 연구의 일환으로 ANSYS를 이용하여 chord와 side 
Fitting 부품의 변형 정도를 확인하고자 한다. 전체 가공 시간 동안

에 발생하는 모든 동절삭저항과 절삭온도를 구현하기가 어렵기 때

문에 정적해석에 이용하기 위해 등가 정절삭저항이 필요하다[11,12]. 
공구의 마모가 없다고 가정하고 일정한 가공조건으로 가공을 하게 

되면 발생하는 절삭저항은 일정하게 나타난다. 따라서 임의의 한 

시점에서 발생하는 절삭저항이 전체 가공시간 동안 발생한 동절삭

저항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동절삭저항을 등가 정절

삭저항으로 가정할 수 있다. 변형을 확인하기 위해서 chord와 side 
fitting, jig를 CATIA를 이용하여 단순화 모델링을 수행하고 

assembly하여 ANSYS 구조해석을 통하여 변형이 많이 발생하는 

황삭 공정에서의 절삭저항과 절삭온도에 관한 변형해석을 수행하

였다.

3.1 Chord의 변형해석
Chord는 최소두께 2 mm, 길이 2240 mm의 긴 T형 빔의 형

태를 가지고 있으며, 기계 가공시 바닥면이 뜨는 변형이 발생한

다. 이러한 변형을 확인하기 위하여 chord와 jig를 CATIA로 

Table 6 Analysis result of significance probability using ANOVA 
on cutting temperature in side mill process

Control factor
Significance probability (%)

1st Pooling 2nd Pooling

Axial Depth of cut (mm) 94.9 95.7

Radial width of cut (mm) 925 93.2

Feed (mm/tooth) 77.7 -

Fig. 9 Main effects plot for S/N ratio of cutting temperature in 
side mill process 

Fig. 10 Results of material removal rate according to cutting 
condition in face mill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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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화하여 모델링을 수행하였다. Fig. 11과 같이 chord의 끝단

에 fixed 조건으로 고정을 하였고, 가공되는 바닥면에 force와 

thermal conditions을 주었다. 공구 바닥면 중심을 원점으로 둘 

때, Force-X는 cutting feed의 방향의 절삭저항 성분, Force-Y는 

cutting feed의 직각방향의 절삭저항 성분, Force-Z는 end mill의 

축방향 절삭저항 성분, 전체 가공 시간동안 모든 절점을 가공한 

것으로 가정하여 AdvantEdge에서 확인한 절삭저항과 절삭온도를 

바닥면 전체에 등가 정절삭저항과 절삭온도로 분포하여 해석을 수

행하였다. 

3.2 BL0 chord의 변형해석 결과
변형해석 결과는 Fig. 12에 나타내었으며, 실제 가공에서 발생

하는 바닥면이 뜨는 현상과 동일한 형태의 변형을 확인하였고, 
Chord의 profile tolerance의 평가 조건인 1.524 mm에 만족하는 

것을 1.133 mm의 변형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AdvantEdge의 

해석을 통해 얻은 절삭조건으로 가공을 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3.3 Side Fitting의 변형해석
Side fitting은 Fig. 13과 같이 매우 복잡한 구조로 되어있고, 

최소 두께 2.5 mm 길이 2400 mm로 곡면이 있고 이를 보강하기 

위한 stiffener로 구성되어 있다. Side fitting을 CAITA로 단순화하

여 모델링을 수행하였고, ANSYS 해석에서 side fitting이 jig에 

clamp 되는 위치를 선정하여 fixed 조건으로 고정하였다. Chord해

석과 같이 정절삭저항을 가정하고 AdvantEdge에서 확인한 절삭저

항과 절삭온도를 바닥면과 측면에 분포하여 해석을 수행하였다.

3.4 Side fitting의 변형해석 결과
변형해석 결과는 Fig. 14에 나타내었으며, 변형해석을 통해 가

공면(부품의 측면, 측벽 및 바닥면 등)마다 절삭저항을 주고 변형

이 많이 발생하는 위치를 확인하였고, 가공 공정상에서 발생하는 

변형의 위치와 정도를 예측할 수 있었다. 본 연구 데이터는 실제 

가공을 할 때 변형이 취약한 부위에 절삭조건을 조절하여 변형을 

줄일 수 있는 절삭조건을 선정하는데 참고할 수 있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고 세장비를 갖는 대형 티타늄 부품인 chord와 

side fitting의 가공기술 개발을 위한 절삭특성 해석 및 변형해석 

연구를 목적으로 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실험

과 시뮬레이션의 절삭저항 비교를 통하여 시뮬레이션으로도 

Ti-6Al-4V 합금의 절삭특성에 관한 연구를 수행할 수 있음을 확

인하였고, 다음으로 다구찌 실험계획법을 적용하여 face mill 
process와 side mill process의 가공조건이 Ti-6Al-4V합금의 

절삭저항과 절삭온도에 미치는 영향을 S/N비 분석과 분산분석

을 통해 확인하였다. 산업현장에서 사용되어지고 있는 face mill 

Fig. 11 Chord 3D model in ANSYS & Set boundary conditions

Fig. 12 Deformation analysis result of chord

Fig. 13 Side fitting 3D model in ANSYS & Set boundary 
conditions 

Fig. 14 Deformation analysis result of side fit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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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ess의 황삭 가공조건보다 소재제거율이 높은 절삭조건인 
spindle speed 220 RPM, depth of cut 1.5 mm, feed 0.35 
mm/tooth인 조건을 추천하였다. 마지막으로 AdvantEdge에서 얻

은 절삭저항과 절삭온도를 통해 chord와 side fitting의 변형해석

을 수행하여, 가공 시 변형이 많이 발생하는 부위와 변형정도를 

확인하여 가공 조건을 선정할 수 있는 데이터를 확보하였다. 본 

연구는 항공기 bulkhead의 Ti-6Al-4V 합금부품인 chord와 side 
fitting의 가공 기술개발에 활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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