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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들어 자동화 생산 시스템에서, 공정 변수와 상태의 모니터

링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공정 프로세스의 신뢰성 

향상과 불량률, 가공 시간 저감을 위해서 실시간으로 공정 상태를 

감시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또한 밀링 공정에서 제품의 품질은 

공구의 마모 상태에 크게 영향을 받는데, 이 마모 진행 상태 및 

파손 감지를 위한 시스템의 개발이 필요하다[1]. Seo 등은 정면 밀

링 가공 시 발생하는 공구 파손 검출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여 평균

절삭력과 AE signal로부터 공구의 파손을 검출하였고, Lee는 

wavelet Transform을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공구 상태를 모니터링 

하기 위해 주축 전류 신호를 wavelet transform함으로써 변수 추

출을 하여 공구의 상태를 판단하였다[2,3]. 또한 Maeng은 절삭력과 

음향방출 신호를 이용하여 밀링 공구의 파손을 검출하기 위해 AE 
count rate와 절삭주분력에 대한 변화를 고찰하고 각각의 표준편

차를 이용하여 공구 파손을 검출할 수 있음을 보였다[4].
Grosse와 Ohtsu는 AE signal에 대해 실시간 evaluation, 원격 

scanning, leakage detection 등에 효과적이지만 acoustic emission 
sensor를 이용한 측정은 상용 microphone을 이용한 경우에 비해 

더 높은 주파수를 측정할 수 있으나, 신호의 이상을 감지하기 위해

서는 특정 위치에 위치시켜야 하며, 물리적으로 부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측정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게다가 AE sensor는 상용 

microphone의 주파수 영역과 같은 주파수 대역을 나타내는 현상이 

일어나기도 하므로 AE sensor를 이용하는 것은 microphone을 이용

하는 것보다는 경제적인 방법은 아닐 것이다[5]. 또한 Lee에 의하면, 
AE signal은 공구의 파손 검출에는 유리하겠지만 마모에는 그렇지 

않은데, 이는 파손이 일어날 때 AE signal에서 즉각적으로 peak를 

나타내기 때문이다[6]. AE sensor의 가격도 일반적으로 microphone
에 비해 비싸므로 본 논문에서는 이들과 같은 이유를 고려하였을 

때 공구의 마모를 검출하는 데에 있어서는 microphone을 채택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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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하였다.
기계의 결함을 검출하기 위해 신호의 PSD를 이용하여 결함 검

출을 한 연구도 있는데, 여기서 PCA와 신경망을 이용하였다[7]. 
본 연구에선 가공 시 발생하는 데이터들을 소집한 이후, 마모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먼저 교차 상관 분석을 하였

다. 이후 가공하지 않고 있을 때 축이 회전만 하고 있을 때의 데

이터도 확보하여 해당 신호에 해당하는 주파수에 대하여 가공 신

호를 highpass filtering한 후, PCA와 PLS를 하여 차원을 축

소하였다. 이후 각 경우에 대하여 SVM을 적용하여 분류 성능을 

나타내었다.

2. 실험 방법
2.1 실험 조건 및 구성

밀링의 주축의 회전 속도는 800 RPM으로 설정하였고 feed rate
는 0.02 mm/rev로 하였다. 가공 소재는 STS303으로 하였고 절삭 

깊이는 9.78 mm로 하였다. 장비는 현대위아의 Vertical Machining 
Center 제품인 i-CUT450T를 사용하였고 엔드밀은 YG1사의 초

경 스퀘어 엔드밀을 사용하였다. 
각 실험 회차별로 가공 수행 동안 측정하였다. 가공을 할수록 

엔드밀은 점차 마모되는데, 마모의 진행이 심해져서 더 이상 사용

하기에 부적합할 정도가 될 때까지 가공을 진행하였다. 그리고 주

축의 회전 성분을 filtering하기 위해 idle 신호를 별도로 측정하

였다.

2.2 신호의 측정
샘플링 주파수 32 kHz에서 수집한 신호를 시간 영역에 대하여 

나타내었다. 2초 구간으로 50회씩 측정하였고 각각의 축이 공회전 

할 경우, 마모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20 mm), 마모

가 상당히 진행된 경우(≥20 mm)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 

시간 영역에서 표현하였다.
그러나 아무런 처리도 하지 않고 바로 육안으로 시간 영역에서 

관찰하면 큰 차이를 관측하기 어렵다. 그래서 신호 간 차이가 있는

지 파악하기 위해 cross correlation을 하여 similarity를 살펴보았

다. Fig. 1에서 마모 되지 않은 신호들끼리의 교차상관 결과와 마

모 안된 신호와 마모가 진척된 신호 간 교차상관 결과를 나타내었

다. 교차상관계수(CCF)의 절대값이 클수록 서로 다른 두 변수의 

상관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하고, 0에 가까울수록 상관성이 작다는 

것을 의미한다. Fig. 1(a)의 결과는 마모가 안 된 신호들끼리의 교

차 상관 결과이고, Fig. 1(b)의 결과는 마모가 안 된 신호와 마모가 

심한 신호의 교차 상관 결과이다. 두 결과를 비교하였을 때 마모에 

따른 신호의 차이가 분명히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교차상관계수

(CCF)에서 lag가 0일 때 교차 상관 값의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나

고 그 외 지점에서도 전반적으로도 차이가 난다. 
이후 idle 신호에 해당하는 주파수를 측정하여 highpass filtering

하여 다시 시간 영역에서 표현하였다. 수집된 데이터들은 대체적

으로 서로 큰 similarity를 갖는다. 하지만 filtered된 데이터에 

대하여 다시 교차 상관 결과를 나타내었을 때 마찬가지로 마모에 

따른 similarity의 감소가 관찰된다. Filter하였을 때와 안 하였을 

때 모두 교차 상관 값의 감소가 관찰되므로 마모에 따른 신호의 

Table 1 Experimental conditions

Table size [mm] 800×420
Maximum load capacity [kg] 200

Spindle taper NT #30
Spindle RPM 12

Output (Max./Cont.) [kW] 7.5/5.5
Number of tools [EA] 14
Travel (X/Y/Z) [mm] 700/420/350

Rapid traverse rate [m/min] 50/50/56

(a) Normal-normal (b) Normal-abnormal (worn)
Fig. 1 Result of cross correlation

(a) Normal (b) Abnormal (worn)
Fig. 2 Result of F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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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가 존재한다.
FFT를 통하여 신호를 주파수 영역에서 나타낼 수 있다. 시간 

영역에서 관측할 수 없던 특징이 주파수 영역에서는 관측될 수 있

다. Fig. 2의 두 결과에서 6500 Hz부근을 비교하였을 때, 마모가 

진행된 경우에서 6500 Hz에서의 크기가 더 작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3. 실험 결과
3.1 PCA

PCA는 고차원의 데이터를 저차원의 데이터로 차원 축소하는 통

계 분석 방법이다. 주파수 영역의 labelled 주파수 영역의 데이터

를 대상으로 PCA를 적용하였다. 이후 PC 변수들을 이용해서 데

이터를 표현한 후 SVM을 통해 각 class로 분류하였다. 먼저 PC 
변수를 통해 표현하였고, Fig. 3에서는 PCA 결과에 SVM을 통해 

영역을 분류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Labelling을 하였기 때문에 데이터의 수를 줄인 상태에서 진행

하였으므로 실행 시간을 단축할 수 있었으며 더욱 명확히 분류할 

수 있었다. 정확도, 재현율, 정밀도, F1 score 모든 측면에서 대부

분의 경우가 0.5 미만이었고 polynomial order 4, 5일 때의 재현

율이 각각 0.891, 0.96으로 나타나지만 다른 평가 지표가 매우 낮

은 것으로 나타났다.

3.2 PLS
PLS는 PCA와 같이 고차원의 데이터를 대상으로 차원을 축소한

다. 차이점이 있다면 PCA와는 달리 supervised feature extraction 
기법이다. 즉 각 데이터에 해당하는 출력 변수 Y와 함께 학습토록 

한다. 
이후 SVM을 이용하여 각 class를 분류하도록 하여 Fig. 4에 

그 결과를 나타내었다.

4. 결 론
본 논문은 마모된 데이터, idle, 정상적으로 가공하는 밀링 가

공의 신호를 분류하고자 PCA와 PLS를 그 수단으로 채택하였

다. PCA와 PLS의 결과를 비교하였을 때, sigmoid를 제외한 거

의 모든 커널에서 PLS의 정확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
히 linear, RBF에서 0.9 이상의 정확도를 나타냈고 sigmoid는 

0.8 이상을 나타낸다. Polynomial의 order 4, 5에선 정확도, 재

현율, 정밀도 모두 0.85 이상이나, PCA에서 6 이상의 order에서

는 마모된 데이터에 대해서는 1에 가까운 재현율을 나타내나, 다
른 class에 대해서는 매우 낮은 값을 보인다. 전반적인 사항을 

고려하였을 때, 두 가지 기법 모두에 대해서 linear와 RBF, 그리

고 4, 5th polynomial kernel에서 제일 나은 분류 성능을 나타내

고 있다.Fig. 3 Result of PCA

Table 2 Comparison of kernel type

Fig. 4 Result of P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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