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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선삭과 밀링에서 동적 절삭력(dynamic force)은 공구를 가진

해 가공표면에 파형을 남긴다[1,2]. 이 파형이 다음 날의 칩 두께

와 절삭력을 변화시켜 진동이 증폭되는 현상을 자려진동 채터

(regenerative chatter)라고 한다. 채터가 발생하면 절삭력과 공구 

마모가 증가하고 표면 품질이 저하됨으로 절삭력과 진동모델로 채

터발생 여부를 미리 해석해 회피하려는 연구들이 있어왔다.
Tobias는 자려진동 채터를 지연미분방정식(delay differential 

equations)으로 모델링하였고[3], Merrit은 이 진동방정식을 주파

수영역(frequency domain)의 전달함수로 변환해 채터 발생 여부

를 판단하였다[4]. 주파수영역 해석은 선삭의 안정성선도(stability 
lobe diagram)을 정확하게 계산하는데 광범위하게 사용되고[5-8], 
밀링의 안정성 예측에도 널리 이용돼왔다[9-14]. Altintas와 Budak

은 엔드밀의 변형을 고려한 주파수영역 알고리즘을 제안했고 단속 

퓨리에 급수를 이용해 공구의 주기적인 진입 탈출을 근사했다[11]. 
Shin과 Jensen은 축방향 동특성을 이용해 페이스 커터의 안정성을 

해석하고 실험하였다[12,13]. Park과 Seo는 밀링에서 예측한 안정성

선도와 실험을 비교 검증하였다[14]. 이와 같이 주파수영역 해석은 

채터 발생 여부를 예측하는 기반으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피크 절삭력을 시뮬레이션하고 비선형 요소들을 충분

히 고려하기 위해서는 시간영역(time domain)에서 해석할 필요

가 있다. Thlusty와 Smith는 시간영역에서 밀링의 피크 절삭력

과 진폭을 시뮬레이션해 안정성을 판단했다[15]. 시간영역 해석

을 Shin과 Waters는 평면 밀링에 적용하였고[16], Altintas와 

Campomanes는 반경 절삭 깊이가 작은 사이드 밀링에 적용하였

다[17]. 구체적인 수치해석 방법으로 Shin 등은 뒤아멜 적분(Duhamel 
integral)을 사용했고[18,19], Ding 등은 룽게-구타(Runge-Kut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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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을 적용하였다[20,21]. 이렇게 채터 예측 방법으로 주파수영역 

해석과 뒤아멜 적분과 룽게-구타 방법을 이용한 시간영역 수치해

석 들이 이용되었지만, 이 방법들을 비교검증한 연구는 부족했다. 
또한 위 연구들은 정상상태(steady state)에서 채터 발생 여부와 

피크 절삭력을 해석한 것으로 짧은 시간안에 가공조건들이 변하

는 과도상태(transient state)에서의 연구는 부족했다.
본 연구에서는 절삭가공을 칩 두께와 진동방적식으로 모델링하

고 각각 주파수영역 해석과 시간영역 시뮬레이션으로 안정성선도

를 계산해 비교하였다. 그리고 얇은 벽을 엔드밀링할 때 절삭력 

예측 모델과 뒤아멜 적분을 이용한 시간영역 채터 시뮬레이션을 

C++로 코딩하고 참고문헌의 실험과 비교해 검증하였다. 검증된 

모델을 이용해 정상 상태에서 날수, 런아웃, 이송속도가 채터에 미

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특히 시간영역 해석을 통해 짧은 시간동

안 절삭 깊이가 변화하는 과도상태에서 이송속도 제어가 채터에 

미치는 부작용을 발견하였다.

2. 채터 해석
2.1 칩 두께와 진동방정식

연속 절삭에서 동적 칩 두께와 공구 진동의 상호 작용을 모델링

하면 Fig. 1과 같다. 이전 날이 절삭한 표면과 현재 날이 절삭하는 

깊이의 차이가 칩 두께인데, 공구의 강성이 아주 커서 떨리지 않거

나 진동하더라도 위상차(phase difference)가 주기의 정수배인 경

우는 칩 두께가 일정하다. 그렇지 않은 일반적인 조건에서는 칩 

두께가 시간에 따라 변화하면서 절삭력을 증감시켜 진동이 증폭되

는 자려 진동 채터가 발생할 수 있다.
시간에 따른 동적 칩 두께(dynamic chip thickness) h(t)는 진동

이 없을 때의 초기 칩 두께(initial chip thickness) h0에 한 주기 

이전의 절삭 표면 x(t -τ)과 현재 날의 절삭 깊이 x(t)의 차이를 더

한 식 (1)로 표현된다[4].

      τ  (1)

절삭력 f(t)은 칩 두께, 축방향 가공 깊이(axial depth of cut) 
b, 비절삭에너지(specific cutting energy) kf의 곱으로 계산된다. 
동적 가공 시스템은 관성력, 마찰력, 강성력, 절삭력으로 구성된 

진동방정식(equation of vibration) 식 (2)로 표현된다.

 ̈  ̇       (2)

위 진동방정식에서 채터 안정성 영역을 구하는 방법은 크게 전

통적인 주파수영역 해석(frequency domain analysis)과 컴퓨터를 

이용한 시간영역 수치해석(time domain numerical analysis)이 

있다.

2.2 주파수영역 해석
앞의 칩 두께식과 진동방정식을 주파수 영역에서 해석하기위해

서 라플라스 변환(Laplace transform)하면 다음과 같다. 동적 칩 

두께 식 (1)을 라플라스 변환해 주파수 영역으로 바꾸면 식 (3)과 

같다.

       τ    (3)

미분방정식으로 표현된 가공시스템 식 (2)를 라플라스 변환해 

주파수 영역으로 바꾸면 식 (4)와 같다.

           (4)

주파수영역의 동적 칩 두께 식 (3)과 진동방정식 식 (4)를 연립

하면, 진동에 의한 동적 칩 두께와 정적 칩 두께의 비율인 전달함수

(transfer function) 식 (5)가 된다.

 
  


 

    

    




(5)

전달함수의 분모가 0이 되는 특성방정식(characteristic equation)
의 해의 실수부가 양수면 동적 칩 두께의 진폭이 커지는 채터가 

발생하며 음수이면 안정적인 가공이 이루어진다.
임계점(critical stability)에서 실수부가 0임으로 특성방정식의 

s에 iω를 대입해 만들어지는 복소수 식을 풀면 임계 가공 깊이

(critical depth of cut) 식 (6)이 얻어진다.

  




  

    ζ

(6)

식 (6)에 의하면 채터가 발생하지 않는 최대 가공 깊이 b는 공구

의 강성(stiffness) k에 비례하고, 소재의 비절삭 에너지(specific 
cutting energy) kf에 반비례하며, 감쇠비(damping ration) ζ가 커

지면 증가하고, 채터 주파수와 고유 주파수의 비율 r의 영향을 크

Fig. 1 Dynamic chip thickness and vibration model of machining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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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받는다.
고유주파수에 대한 채터 주파수(chatter frequency)와 날 주파

수(tooth frequency)의 비율은 식(7)과 같다.




  


 


tan 

  

 ζ
(7)

각 자연수(lobe number) n마다 고유 주파수에 대한 채터 주파수

의 비율 r을 1을 초과해 변화시키면서, 식 (7)로 고유주파수에 대

한 날주파수의 비율 rt를 계산하고, 식 (6)으로 임계 가공 깊이를 

계산하면, Fig. 2과 같이 주축 회전수에 대한 임계 가공 깊이 그래

프인 안정성 선도(stability lobe diagram)를 얻을 수 있다. 시스템 

고유주파수(natural frequency)가 절삭 날이 소재를 절삭하는 주

파수의 정수배에 근접하면 채터가 발생하지 않는 가공 깊이가 최

대가 된다.

2.3 시간영역 수치해석
미분방정식의 해석적인 답이 존재하지 않는 복잡한 경우 초기값

과 미분식을 이용해 짧은 시간 후의 값을 구하는 과정을 반복하는 

수치해석(numerical analysis) 방법을 이용하게 된다. 수치해석을 

적용하기 위해서 우선 2계 선형 미분방정식(2nd order linear 
differential equation)으로 표현된 진동방정식 식 (2)를 속도 v와 

거리 x의 1계 선형 미분방정식 식 (8)과 식(9) 두개로 분리한다.




 


         τ  (8)




  (9)

다음으로 초기 속도와 위치에서 가속도 식 (8)와 속도 식(9)를 

이용해 다음 샘플링 시간(sampling time)에서의 속도와 위치를 계

산하는 과정을 반복해 근사해를 얻게 된다. 간단하고 오차가 큰 

오일러(Euler)방법과 테일러 전개(Taylor expansion)시 2차 이상

까지 전개를 이용해 비교적 정확한 룽게-쿠타(Runge-Kutta)방법

이 있는데, 논문에서는 현재 점, 중간 점 2개, 끝 점에서의 변화량

을 이용해 다음 시간에서 속도와 변위를 계산하는 4차 룽게-쿠타 

방법을 적용하였다. 식 (10)에서 1단계로 현재 시간에서 속도 vi와 

위치 xi에서 속도 변화량 l1과 위치 변화량 k1을 계산하고, 2단계로 

중간에서 변화량을 계산하다. 3단계로 중간에서 변화량을 다시 한

번 구하고 4단계에서 다음 속도 vi+l3와 위치 xi+k3에서 속도 변화

량 l4와 위치 변화량 k4를 계산한다. 마지막으로 시작:중간:중간:끝 

변화량에 가중치 1:2:2:1을 적용한 평균을 더해서 다음 시간에서

의 속도 vi+1과 위치 xi+1을 계산한다. 이 과정을 반복하면 시간에 

따른 속도와 위치를 수치 값으로 얻을 수 있다.

옥타브(GNU Octave)로 식(10)을 반복해 계산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시간에 따른 진폭의 수렴과 발산을 Fig. 3과 같이 시뮬레이

션 하였다. Fig. 3의 점 X 조건에서는 시간에 따라 진폭이 커짐으

로 채터가 발생 조건으로 판단되며, 회전수만 감소한 점 O 조건에

서는 안정적인 가공으로 진폭이 작아지고 있다. 회전수비와 가공 

깊이를 바꾸면서 채터 발생 여부를 시뮬레이션해 경계조건을 Fig. 
3에 붉은색 실선으로 도시하였다. 점 O와 같이 고유주파수에 대한 

날주파수의 비율이 1/2, 1/3, 1/4, … 주변이면 안정영역의 깊이가 

커지고, 다른 회전수에서는 점 X와 같이 채터 발생 가능성이 높아

진다. 점선으로 표시한 주파수영역 해석과 실선으로 표시한 룽게-
구타 방법을 이용한 시간영역 수치해석의 안정성 선도가 일치해 

연구에서 구현한 방법이 타당함을 알 수 있다.
절삭 시스템을 선형 진동계로 가정하면 Fig. 4과 같이 불규칙한 

절삭력 조건에서 공구의 변위를 뒤아멜 적분(Duhamel’s integral)
으로 예측할 수 있다. Fig. 4(a)와 같이 단위 충격량을 받는 진

동계의 충격응답함수(impulse response function)는 식(11)과 

같다.

  

    


  


 

    


  


 

       

     


        

  

    


 

    


 

     

      


       

(10)

Fig. 2 Stability lobe diagram of frequency domain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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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ω


 ζω

sin ω (11)

Fig. 4(b)와 같이 지난 시간 τ에 공구에 작용한 순간절삭력

(instantaneous cutting force) f(τ)과 단위시간 dτ을 곱해 충격량

을 계산하고, 각 충격량에 응답함수를 곱해 더하는 중첩적분

(convolution integral)으로 현재 응답시간(response time) t에서 

공구의 변위 x(t)를 계산하면 식 (12)와 같다.

  




 τ  ττ (12)

C++프로그래밍 언어로 식 (11)과 (12)를 코딩하고 정확한 해가 

있는 예와 비교 검증하였다. Fig. 4(c)는 질량 0.04 kg, 감쇠비 

0.01, 고유진동수 1 kHz인 선형 진동계에 외력 100 N을 가할 

경우 정확한 해를 붉은색으로 식 (12) 중첩적분으로 계산한 결과

를 푸른색으로 표시한 그래프로 두 방법이 서로 일치함을 알 수 

있다. 뒤아멜 적분을 이용해 진폭이 작아지는 안정조건과 커지는 

채터 조건 영역을 나눈 결과 역시 Fig. 3과 일치해 주파수영역 

해석과 시간영역 수치해석 모두 채터 해석에 적용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

2.4 시간 복잡도 비교
채터 해석 함수를 실행할 때 컴퓨터의 계산 횟수 즉 시간 복잡도

(time complexity)를 계수와 낮은 차수의 항을 제외시키는 빅-오 

표기법으로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주파수영역 해석은 채터 여부를 판단하는데 식 (6) 한 단계만 

계산하는 상수 시간 복잡도 O (1)를 가짐으로 실시간 계산이 가능

하다. 본 연구에서 스프레드시트로 Fig. 2 안정성 선도를 그리고 

실시간으로 강성, 비절삭 에너지, 감쇠비, 고유진동수를 변경하면

서 그 영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룽게-쿠타 방법은 샘플링 시간 n만큼 식 (10)을 계산하는 직선 

시간 복잡도 O (n)를 가진다. 실제로 옥타브에서 코딩해 Fig. 3의 

O점과 X점 진동 그래프처럼 시간에 따른 진폭을 계산해 안정성 

선도를 그리는데 약 1시간 정도 소요되었다.
뒤아아멜 적분은 셈플링 시간 마다 중첩적분 식 (12)를 계산하는 

2차 시간 복잡도 O (n2)를 가짐으로 가장 긴 연산시간이 소요된다. 
실제로 옥타브 코딩으로 Fig. 3을 계산하는데 약 2일이 소요되었

다. C++ 코딩에서는 이전 시간에 계산한 충격응답함수를 메모리

에 넣고 다음 시간에 꺼내 사용함으로써 시간 복잡도를 O (nlogn)
로 줄였다. 또한 C++로 컴파일한 실행 파일의 연산속도가 빠른 

특성까지 추가되어 시간영역에서 안정성 선도를 계산하는 시간을 

약 30분 정도로 줄일 수 있었다.

3. 밀링 채터 시뮬레이션
3.1 얇은벽 밀링 

항공기 부품은 두랄루민 소재의 90% 이상을 밀링으로 절삭해 

최종적으로 박판 구조물을 만들게 된다. 가공중에 공구만 아니라 

박판 소재도 함께 진동함으로 절삭현상 해석에 어려움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샘플링 타임마다 공구와 소재의 변형, 동적 칩 

두께, 순간 절삭력, 소재와 공구의 진동 응답을 수치해석해, 시간 

도메인에서 절삭력, 변형량, 채터를 시뮬레이션 하였다. 채터 해석 

소프트웨어 개발에는 C++ 언어를 사용했고, 프로그램의 흐름도

(flow chart)는 Fig. 5와 같이 칩 두께, 순간 절삭력, 진동 해석, 
변위 피드백 단계로 이루어진다. 현재 회전각에서 공구와 소재의 

변위를 고려해 절삭 날이 지나는 면으로 소재 형상을 바꾸면서 칩 

두께를 계산한다. 미소 절삭 날마다 비절삭 에너지와 칩 두께를 

곱해 미소 절삭력들을 계산하고 더해서 순간 절삭력을 계산한다. 

Fig. 3 Stability lobe diagram of time domain numerical analysis

(a) Impulse response (b) Convolution integral

(c) Response of step input

Fig. 4 Duhamel’s integration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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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간 절삭력을 충격응답함수에 입력해 공구와 소재의 변위를 계산

해 다음 회전각에 피드백한다.

3.2 순간 절삭력 모델
평엔드밀을 축에 수직한 등 간격의 평면으로 나누어 미소날이 

절삭하는 소재의 칩 두께를 계산한다. 날의 회전각이 θ일 때 순

간 칩 두께 tt는 식 (13)과 같이 날당 이송 f0과 현재와 이전 날이 

같은 점을 절삭할 때 소재의 변위 δw와 공구의 변위 δt를 고려해 

계산한다.

   sin       (13)

미소 날에 작용하는 미소 절삭력의 수직방향 분력(normal 
component) fn과 접선방향 마찰력(friction component) ff을 식 

(14)와 같이 비절삭 에너지(cutting pressure coefficients) kn, kf와 

칩두께 tt, 칩폭 w의 곱으로 계산한다. 























 (14)

미소 절삭력(element forces)을 식 (15)와 같이 날의 경사각

(radial rake angle) γr, 나선각(helix angle) γh, 칩 유동각(chip 
flow angle) ηc을 이용해, 공구 좌표계의 접선방향 성분 ft, 반경방

향 성분 fr, 축방향 성분 fa로 좌표변환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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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소 절삭력을 식 (16)과 같이 직교 좌표계 성분 fx, fy, fz로 변환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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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미소날에 작용하는 절삭력 식 (16)을 모두 더하면 엔드밀에 작용

하는 순간 절삭력(instantaneous cutting force)이 계산된다.
순간 절삭력 모델을 C++언어로 프로그래밍하고 직경 19.05 

mm 엔드밀로 알루미늄 7075-T6 소재를 가공한 기존 논문[18]의 

실험과 비교 검증하였다. 이때 칩 유동각은 26.4°, 비절삭 에너지

(단위 MPa)는 식 (17)을 적용하였다.

  
 

  
  (17)

위 모델을 적용한 시뮬레이션과 실험을 각각 실선과 점으로 표

시해 비교한 결과 Fig. 6과 같이 프로그램이 실제와 일치하였다. 
가공 조건은 반경방향 깊이 1.27 mm, 축방향 깊이 6.1 mm, 날 

당 이송 0.254 mm/tooth, 공구 런아웃 0.015 mm이다.

3.3 채터 시뮬레이션
Fig. 5와 같이 샘플링 시간마다 앞에서 검증된 순간 절삭력 모델 

식 (16)과 소재와 공구의 충격응답함수 식 (11)을 식 (12)와 같이 

중첩적분해 소재와 공구의 변위를 계산하고 시스템에 피드백 한다. 
소재와 공구의 충격응답함수 식 (11)에 사용된 질량, 강성, 감쇠비, 
고유주파수는 Table 1과 같다. 

식 (12)로 계산된 소재와 공구의 변위는 Fig. 5와 같이 다음 

샘플링 시간에서의 칩 두께와 순간 절삭력 계산에 피드백 되어 

시간영역에서의 변위와 절삭력 시뮬레이션이 이루어진다. Fig. 7
은 축방향 절삭 깊이가 5.08 mm일 때 시간영역에서 공구의 변위

와 절삭력이다. Fig 7(a)는 회전수가 3400 rpm일 때의 안정적인 

변위와 절삭력 그래프이고 Fig. 7(b)는 회전수가 3600 rpm인 채

터 조건에서 공구의 진폭과 절삭력이 시간에 따라 증가하는 그래

프이다.

Fig. 5 Flowchart of thin plate milling chatter simulation

Fig. 6 Cutting force model valid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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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축 회전수와 축방향 가공 깊이에 따른 피크 절삭력을 Fig. 8과 

같이 참고문헌[18]과 비교해 채터 시뮬레이션 모델이 정확함을 검증

하였다. 같은 가공 깊이라도 회전수에 따라 피크 절삭력이 달라진

다. O점은 Fig. 7(a) 안정 조건, X점은 Fig. 7(b) 채터 회전수에서 

피크 절삭력이다.
기존 주파수 해석에서는 Fig. 2와 같이 채터 조건 여부만 볼 수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시간영역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회전수와 

축방향 깊이에 따른 피크 절삭력의 크기를 Fig. 9와 같이 등고선 

그래프로 확인할 수 있었다.

4. 과도상태 채터 분석
4.1 정상상태 채터 분석

앞에서 검증된 시간영역 채터 해석을 이용해 공구의 런아웃과 

날수 그리고 이송속도와 반경방향 가공 깊이 조건이 동적 절삭력

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가공조건은 시간에 따라 변화하지 

않고 진폭과 절삭력이 정상상태에 도달했을 때 피크 절삭력을 측

정하였다. Fig. 10(a)와 같이 공구의 런아웃 15 µm은 안정영역에

서 피크 절삭력을 약 50 N 증가시키지만 채터발생 회전수에는 영

향을 미치지 않는다. Fig. 10(b)와 같이 날수가 4날에서 2날로 감

소하면 피크 절삭력은 변하지 않지만 채터 회전수는 2배 바뀌는데 

이것은 날 수가 가진주파수를 절반으로 낮추기 때문이다. Fig. 
10(c)는 이송속도가 절반으로 감소하면 모든 영역의 피크 절삭력

이 감소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반경방향 절삭 깊이 또한 절삭력에 

영향을 미치지만 채터 회전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정상상

태 채터 분석에서 공구의 런아웃, 날당 이송속도, 반경방향 가공 

깊이가 피크절삭력에 영향을 미치고, 날수가 체터발생 회전수에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다.

4.2 과도상태 채터 시뮬레이션
밀링중에 코너에 진입하면 가공 깊이가 순간적으로 증가 감소하

는 과도 구간이 발생한다. 본 연구에서 개발하고 검증한 시간영영 

채터 수치해석 모델을 이용해 축방향 가공 깊이가 1.27 mm에서 

짧은 3 mm거리 구간만 5.08 mm로 증가하고 이후 감소하는 과도

상태에서 채터를 시뮬레이션 하고 이송속도 제어의 영향을 분석하

였다. Fig. 11은 이송속도가 일정한 일반적인 경우이고 Fig. 12는 

피크 절삭력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이송속도를 제어한 경우

의 공구 휨(tool deflection)과 순간 절삭력 이다. 가공 깊이가 증가

하는 과도구간은 점선 사각형으로 표시하였다.
Fig. 11은 일정한 날당이송 0.254 mm/tooth로 가공하는 일반적

인 경우로 가공 깊이가 증가한 점선 직사각형 내부의 순간 절삭력 

150 N이 가공 깊이가 낮은 전후의 절삭력 90 N보다 크게 증가한

다. Fig. 11(a)와 같이 채터가 발생하지 않는 회전수 조건에서는 

축방향 깊이가 증가한 과도상태에서 절삭력은 증가하지만 공구 휨

Table 1 Modal parameters of tool and workpiece

Modal mass 
(kg)

Stiffness 
(MN/m)

Damping 
ratio

Natural 
frequency (Hz)

Workpiece 0.752 25.7 0.002 931
Tool 0.224 17.0 0.0286 1387

(a) Stable at 3400 rpm (b) Chatter at 3600 rpm

Fig. 7 Tool deflection and cutting force

Fig. 8 Chatter model validation

Fig. 9 Stability lobe diagram of time domain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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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진폭 변화는 미미하다. Fig. 11(b)와 같이 채터에 취약한 회전

수 조건에서는 가공 깊이가 증가한 점선 사각형 내부 0.05 초 동안 

채터가 발생하지만 공구의 진폭이 충분히 성장하기 전에 안정 영

역으로 빠져나와 최대 진폭이 0.015 mm까지만 증가했다.
Fig. 12와 같이 절삭 깊이에 따라 이송속도를 제어해 절삭력을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연구가 많았고 실용화되어 있다. 본 연구에

서도 Fig. 12(a)와 같이 안정영역이 깊은 회전수에서는 가공 깊이

가 증가하는 과도 구간만 이송속도를 30%로 줄여 절삭력을 일정

하게 제어할 수 있었다. 하지만 Fig. 12(b)와 같이 채터가 쉽게 

발생하는 회전수에서는 이송속도 제어가 채터 발생 조건으로 가공

하는 점선 사각형 내부 시간을 0.167 초로 증가시켜 채터의 진폭이 

0.04 mm까지 크게 성장함을 발견하였다. 또한 이송속도를 줄였음

에도 공구진동으로 인해 피크 절삭력이 감소하지 않았다. 따라서 

채터를 고려한다면 순간적으로 가공 깊이가 증가하는 구간에서는 

Fig. 12(b)와 같이 이송속도를 줄이는 것보다 Fig. 11(b)와 같이 

이송속도를 줄이지 않고 빠르게 통과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5. 결 론
채터의 주파수영역 해석을 구현하고 랑게-구타 방법과 뒤아멜 

적분 기반의 시간영역 시뮬레이션을 프로그래밍 하였다. 각각의 

방법으로 예측한 안정성선도가 서로 일치해 논문에서 코딩한 시간

영역 수치해석 프로그램을 채터 시뮬레이션에 적용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박판 엔드밀링 시 채터의 시간영역 시뮬레이션을 위한 절삭력 

모델과 뒤아멜 적분을 C++언어로 프로그래밍 하였다. 절삭력 모

델을 측정값과 비교해 검증하고 회전수와 가공 깊이에 따른 최대 

(a) Runout 15 µm increase stable force about 50 N

(b) Two teeth changed chatter spindle

(c) Half feed decreases all forces
Fig. 10 Stability lobe diagram of time domain analysis

(a) Stable 3400 rpm (b) Chatter 3600 rpm

Fig. 11 Constant feed in transient state

(a) Stable 3400 rpm (b) Chatter 3600 rpm

Fig. 12 30% feed reduction in transient 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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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삭력을 기존 연구와 비교 검증하였다.
검증된 모델을 이용해 정상상태에서 런아웃, 날수, 이송속도가 

채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런아웃은 안정영역의 피크 절

삭력만 증가시키고, 날수는 채터 회전수를 바꾸고, 이송속도는 모

든 영역의 절삭력에 영향을 준다. 짧은 시간만 절삭 깊이가 증가하

는 과도상태에서는 안정영역에서 이송속도를 줄여 절삭력을 일정

하게 제어할 수 있지만, 채터가 발생하는 회전수에서는 이송속도

를 줄이지 않고 빠르게 통과하는 것이 진동을 방지하는 방법임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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