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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ICUT Force(이하 베리컷 포스)는 씨지텍(CGTech)의 가공 

속도 최적화 모듈이다. 절삭력을 기반으로 한 최적화 모듈로 사전에  

입력한  절삭 공구의 헬릭스 앵글(Helix Angle)과 레이크 각도

(Radial Rake)와 소재의 정보를 이용해 공구가 소재에 닿는 순간을 

툴패스 전 구간에 걸쳐 분석해 절삭력과 칩 두께를 계산해 낸다. 

최대 칩두께는 안정적인 밀링 가공의 가장 중요한 파라미터로,  

효율적 가공은 공구에 가장 적합한 최대 칩두께가 일정하게 유지될 

때 가능하다. 칩 두께(hex) 값이 너무 낮은 얇은 칩은 낮은 생산성의 

흔한 원인이며 공구 수명과 칩 생성에도 안 좋은 영향을 준다. 반면 

너무 두꺼운 칩은 공구 과부하의 원인으로 공구가 파손될 수 있다. 

베리컷 포스는 반경 방향 절삭 깊이(ae)가 공구 지름의 50%보다 

낮을 때 발생하는, 칩이 얇아지는 현상인 칩 씨닝(Chip thinning)의  

상황에서는 가공 속도를 상향 조정하고, 최대 칩두께를 계산하여 

제한값 값을 넘지 않도록 가공 속도를 조정하는 ‘리미트 기능’을  

조합한 가변 피드 방식으로 최적화를 구현한다.

사용자는 베리컷 포스의 시뮬레이션 결과가 제공하는 차트를 확인하고 

절삭 부하의 허용치 리미트(제한)를 걸어줄 수 있는데, 이 리미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공 속도를 최적화하게 되는 것이다.

다양한 최적화 전략 수립

베리컷 포스의 가공 최적화는 가공물 및 가공 상황에 따라 생산성  

향상, 공구마모 감소, 공구 수명 연장, 품질 향상 등 다양한 최적화 

방향성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이번 최적화 가공 테스트에서는  

양산하는 부품에 대한 가공 시간을 단축해 보는 ‘생산성 향상'에  

최적화의 초점을 맞췄다. 또한, 이미 성능이 우수한 장비와 공구를 

사용하는 상황에서도 최적화가 가능하며, 결국 이를 통해 장비를 

100% 활용하는데 일조할 수 있는지를 입증할 것으로 기대했다.

어떻게 최적화 할 것인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베리컷 포스는 기본적으로 칩두께와 절삭력을 

고려한 상태에서 피드 조절을 이용해 최적화하는 방식으로 가공 시간을  

단축한다. 중삭이나 정삭에서는 이렇게 칩 두께를 유지한 상태에서  

피드를 조절해 가공시간을 단축하며, 황삭의 경우에는 절삭력을  

고려한 상태에서 칩 두께를 기존 설정보다 더 두껍게 가져가는 과감한 

설정을 통해 가공 시간을 단축하기도 한다. 

이번 테스트와 같은 부품 가공은 금형 가공과는 다르게 툴패스가 

많지 않기 때문에 에어컷과 헛패스 비율 역시 금형의 경우보다 낮아서 

최적화 효과를 보기 어렵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렇게 가공 

스트로크가 짧은 부품 샘플임에도 불구하고 나름의 최적화 전략을 

통해 가공시간 단축 효과를 충분히  이루어낸다.

눈으로 확인한 가공 최적화 - 그 현장에 가다

가공 시간 단축은 우리 제조인 모두의 지상 과제다. 

본지는 가공최적화 소프트웨어인 VERICUT Force(베리컷 포스)를 이용한 가공최적화를 통해  

가공 시간을 단축하고 가공 품질을 향상시키는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테스트 가공을 단독 취재했다.

에디터·사진 | 이상준

가공 최적화 테스트 개요

이번 테스트에 사용한 부품은 28개의 날을 가진 높이 150mm, ø500 크기의 베벨 기어 부품이다. 소재는 S45C, 소재의 경도는 HRC 25로 난삭재로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베벨 기어를 가공하기 위해서는 동시 5축 가공이 필요하며 가공 중 공작기계 헤드와 소재 간의 충돌 방지가 중요한 포인트이기도 

하다. 이는 베리컷이 제공하는 ‘가공 검증 기능’으로 사전에 문제를 파악할 수 있다. 부품 도면은 DMGMORI에서 제공했으며 CAM 프로그램은 헥사곤의 

ESPRIT 캠 소프트웨에서 제작했다.

공구는 샌드빅코로만트의 CoroMill Plura 엔드밀 ø16, ø12, ø8 3가지를 사용해 각각 황삭, 중삭, 정삭 가공에 사용했다. 장비는 DMGMORI의 DMU 

90 P duoBLOCK이 사용되는데 이 장비는 ø1,000 까지의 가공물 가공이 가능한 대형 동시 5축 가공기다.



캠에서 작성한 일반적인 원본 데이터의 툴패스로 베벨기어의 절반인  

14날을 가공해 보았다. 가공은 총 4단계로 이루어졌으며, 가공 시  

설정된 피드는 캠에서 지정한 고정 피드로 ø16 공구를 사용한 황삭은  

398 mm/min, ø12 공구를 사용한 중삭의 경우는 424 mm/min, 

ø8 공구를 사용한 중삭은 1,782 mm/min, 마지막 ø8 공구를 사용한  

정삭은 2,228 mm/min의 피드로 진행됐다.

CAM 프로그램을 통해 생성한 원본 데이터는 절삭력에 대한 고려가  

없다. CAM이 기준으로 하는 스핀들 피드를 기준로 가공하게 되면 

CAM 데이터는 칩 두께를 고려해 피드가 변하는 툴패스가 아니고  

고정된 스핀들 피드로 가공한다. 하지만, 실제 절삭이 일어나게 되면 

가공 형상의 부위에 따라 코너 안쪽에서는 칩두께가 더 두꺼워질 것

이고 코너 바깥쪽 같은 경우에는 더 얇아지게 된다. 이런 상황을 고려해  

캠 데이터 작성 시 보통 안전한 피드를 설정하게 되는 것이고, 이번  

테스트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원본 데이터를 이용한 가공에 앞서 베리컷포스로 시뮬레이션 해 본 

결과 14날 가공을 기준으로 206분의 가공 시간이 예상되었고, 실제 

가공 결과 233분이 소요되었다. 시뮬레이션과 실 가공의 차이는 장비의 

고유한 가감속으로 인한 차이일 뿐이다. 참고로 베리컷포스로 원본  

가공을 시뮬레이션 하는데 걸린 시간은 14날 기준 1분 30초 였다.

이번 테스트 가공에는 씨지텍과 DMG MORI, ESPRIT의 
엔지니어가 참여하였다.

원본 데이터를 이용한 황삭 가공 중, 촬영을 위해 장비를 
멈추었다.

 총 가공 시간 233분

원본 데이터 가공에 앞서 베리컷으로 가공 시뮬레이션 작업을 진행했다.

최적화를 거치지 않은 
원본 데이터 가공

STEP 1



가공 상황에 맞게! 
베리컷포스로 가공 최적화 후 가공

베리컷포스는 공구 별로 분석되는 시뮬레이션 결과 차트를 통해  

칩이나 절삭력, 가공 깊이 등에 대한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황삭, 

중삭, 정삭 등 각 가공 방식 별로 각기 다른 최적화 전략을 펼칠 수 있다.

황삭의 경우는 공구 반경 이상으로 일정한 면적을 소위 ‘쳐내는’  

가공이기 때문에 가공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안전한 범위 내에

서 절삭력을 올리면서 최적화가 가능하다. 이 과정에서 칩두께를 더  

두껍게 가져가는 과감한 전략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 

중삭으로 내려오면 가공 면의 형상에 따라 계단식으로 소재가 남기 

때문에 칩이 얇은 곳과 두꺼운 곳이 발생하게 된다. 이 경우 베리컷

포스 최적화는 최대한 칩두께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전략을 취한다. 

앞서 설명한 황삭의 경우는 칩에 의한 최적화 보다 절삭력에 의한 

최적화가 더 크지만, 중삭의 경우는 형상이 어느 정도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칩두께를 일정하게 가져가는 전략을 적용할 때 가공 시간 

단축의 여지가 더 많아진다.

정삭으로 가게되면 중삭보다도 더 형상이 뚜렷해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에어컷 비율이 높아진다. 이 에어컷 구간의 피드를 올려

(10,000 mm/min) 최적화를 이루어낸다.

테스트 가공 최적화 전략 수립

이번 테스트에서는 베리컷최적화 시뮬레이션 결과 차트를 보면서 

가공 상황에 맞게 최적화의 기준을 어디에 둘 것인지 판단하면서 

최적화 전략을 수립했다.

베리컷포스 최적화 전략 수립 시 일반적으로는 원본 데이터의 95%에  

해당하는 절삭력과 95%에 해당하는 칩두께를 적용하지만, 이번  

테스트의 경우는 가공 상황이 조금 달랐다. 당초에 선정한 샌드빅 

코로만트의 CoroMill Plura 엔드밀 공구 성능에 비해서 캠 데이터 

상의 피드가 낮게 설정되어 있고, 칩 두께와 절삭력 설정 역시 안전한  

범위라는 판단 때문에 95% 비율보다 더 높은 값으로 설정하는  

최적화를 진행했다. 베리컷포스가 절삭력을 기반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가공 조건을 안전하게 상향할 수 있는 여지가 

주어지는 것이다.

ø16 공구를 사용한 황삭 가공 기준으로 원본 데이터의 절삭력은  

500N으로 예측되었고 이를 최적화 시 550N으로 증가시켰다.  

또한, 칩 두께를 원본 기준 0.05mm에서 0.01mm올린 0.06mm 

으로 증가시켜 설정했다. 이는 DMGMORI 장비와 샌드빅코로만트 

공구의 높은 성능을 감안하여 내린 결정이었다. 여기에 최대 피드를 

1,000 mm/min으로 대폭 상향 설정하였다.

ø12 공구를 사용한 중삭 가공의 경우 역시 피드를 당초 424 mm/

min에서 900 mm/min으로 올리고, 절삭력은 200N에서 240N 

으로 상향했다. 앞서 말한바와 같이 형상이 부각되기 시작하는 중삭  

가공에서는 가공 중 칩 두께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데, 베리컷포스의  

최적화로 칩 두께를 일정하게 하면 절삭력은 가공 중에 변동이 생기

지만 진동이나 채터가 덜 발생하게 된다. 

ø8 공구를 사용한 중삭 가공의 경우는 앞선 ø12 중삭 가공 때 보다  

더 형상에 의한 절삭부하 증가의 위험이 생긴다. 이 때문에 칩 두께를  

원본 0.07mm에서 0.04mm로 낮추었다. 절삭력이 튀는 점을 감안해 

절삭력의 제한(리미트)을 둔 상태에서 칩 두께를 유지하도록 하기

위한 방법으로 베리컷포스에서는 원본 가공 평균 칩 두께의 80% 

수준으로 칩 두께를 설정하는 전략을 사용한다. 원본 데이터 차트를 

감안해서 최대 절삭력을 300N으로 설정했고, 최대 가공속도는 원본 

1,782 mm/min에서 3,500mm/min으로 두 배 가량 높였다. 

ø8 공구를 사용한 정삭 가공의 원본데이터를 베리컷포스로 분석한  

결과 칩 두께가 0.032mm에서 0.07mm 사이에서 계속 변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칩두께가 변하는 원본 가공의 조도가 좋지  

않게 나올 것을 고려해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 했고, 칩 두께를 

0.03mm로 낮추는 설정을 택했다. 사실 칩 두께를 올려서 가공  

시간을 단축할 수도 있지만, 가공 시간이 길지 않았고 마무리 정삭 가

공인 만큼 가공 품위를 얻는 전략을 선택한 것이다. 칩두께를 일정

하게 유지하면서 일정한 절삭조건이 유지되도록 피드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베리컷포스가 최적화 한다. 최대 가공속도는 원본 2,228 

mm/min에서 4,500mm/min으로 상향했고, 절삭력은 600N으로 

설정했다.

이러한 최적화 전략을 바탕으로 도출한 설정 값을 가공 별로 설정한  

후 최적화 시뮬레이션을 수행한 결과, 14날 가공 기준 예상 소요  

시간은 153분으로, 원본 가공 시뮬레이션 대비 24.25%의 가공  

시간을 단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테스트에 사용한 부품과 같은 양산품의 경우, 이러한 최적화 

프로세스를 여러번 반복하면서 절삭력이나 칩 두께와 같은 가공  

조건을 계속 변화시키는 방법으로 최적화를 거듭 수행해 최적화  

비율을 높일 수 있다. 반면 ‘한 벌 가공’인 금형의 경우는 이런 방식을 

채택하기는 어렵다.

STEP 2



베리컷 포스 최적화 설정과 가공 결과

1. ø16 공구를 사용한 황삭 가공

2. ø12 공구를 사용한 중삭 가공

▶ 베리컷포스 최적화 설정

- 스핀들: 1,592 rpm 

-   최대 가공속도(피드): 원본 398 mm/min 에서 1,000mm/min으로 상향 

- 칩 두께: 원본 0.05mm 에서 0.06mm로 상향

- 절삭력(포스): 원본 500N에서 550N으로 상향

◀ 베리컷포스 최적화 설정

- 스핀들: 2,233 rpm

- 최대 가공속도(피드): 원본 424 mm/min 에서 900mm/min으로 상향

- 칩 두께: 원본 0.045mm 에서 0.05mm로 상향

- 절삭력(포스): 원본 200N에서 240N으로 상향

▼ 최적화 가공 결과 및 원본 가공 비교

- 베리컷 포스 시뮬레이션 결과: 원본 61분 최적화 이후 46분

- 원본 가공 결과 59분, 최적화 가공 45분으로 24% 단축

▼ 최적화 가공 결과 및 원본 가공 비교

- 베리컷 포스 시뮬레이션 결과: 원본 78분 최적화 이후 52분

- 원본 가공 결과 76분, 최적화 가공 51분으로 33% 단축

칩두께(mm)

칩두께(mm)

포스(N)

포스(N)

가공속도(mm/min)

가공속도(mm/min)



3. ø8 공구를 사용한 중삭 가공

4. ø8 공구를 사용한 정삭 가공

▶ 베리컷포스 최적화 설정

- 스핀들: 6,366 rpm

- 최대 가공속도(피드): 원본 1,782 mm/min 에서 3,500mm/min으로 상향

- 칩 두께: 원본 0.07mm 에서 0.04mm로 하향

- 절삭력(포스): 원본 데이터 시뮬레이션 결과 감안해 300N으로 설정

◀ 베리컷포스 최적화 설정

- 스핀들: 7,958 rpm

- 최대 가공속도(피드): 원본 2,228 mm/min 에서 4,500mm/min으로 상향

- 칩 두께: 원본 0.032~0.07mm 사이 가변에서 0.03mm로 하향하여 칩두께 유지

- 절삭력(포스): 원본 데이터 시뮬레이션 결과 감안해 600N으로 설정

▼ 최적화 가공 결과 및 원본 가공 비교

- 베리컷 포스 시뮬레이션 결과: 원본 92분 최적화 이후 70분

- 원본 가공 결과 89분, 최적화 가공 68분으로 24% 단축

▼ 최적화 가공 결과 및 원본 가공 비교

- 베리컷 포스 시뮬레이션 결과: 원본 10분 최적화 이후 11분

- 원본 가공 결과 9분, 최적화 가공 10분으로 11% 증가 (조도는 개선됨)

칩두께(mm)

칩두께(mm)

포스(N)

포스(N)

가공속도(mm/min)

가공속도(mm/min)



베리컷 포스의 가공 최적화 테스트 가공 결과

베리컷 포스를 이용한 최적화 작업을 거친 툴패스를 사용해 나머지  

14날을 가공해 전체 테스트 가공을 마무리 했다. 그 결과 최적화 

후 총 가공시간은 174분(2시간 54분)으로 최적화 전 원본 데이터  

가공에 소요된 총 가공 시간인 233분(3시간 53분) 대비 무려 25%의 

단축 결과를 나타냈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가공인 ø8 정삭 가공에서 칩 두께를 얇게 가져

가는 최적화 전략 적용의 결과 표면 조도에서도 원본 가공 대비 훨씬 

우수한 결과를 보였다.

결과적으로 이번 가공 최적화 테스트에서는 베리컷 포스를 이용한 

가공 최적화 프로세스를 통해서 양산하는 부품에 대한 가공 시간을 

대거 단축시킬 수 있다는 것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고, 더불어서 우리가 

보통 가공의 효율이 높을 것이라고 짐작하는 상황, 다시말해 공작 

기계와 공구의 성능이 매우 우수한 조건에서도 베리컷 포스를 이용한 

최적화 전략 수립을 통해 가공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부분은 베리컷 포스의 

최적화 방안이 적용되어 최적화를 이루어낼 수 있는 범위 내지는 

‘가공의 상황’이 생각보다 넓다는 것을 짐작하게 하는 대목이다.

원본 데이터 가공

총 가공 시간

233분

베리컷 포스 최적화
이후 가공

총 가공 시간

174분

25% 단축

씨지텍의 탁기환 차장 베리컷 포스 최적화 이후 가공 결과 원본 가공 대비 좋은 표면 품위를 얻을 수 있었다.



씨지텍주식회사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401 505호 (관양동 대륭테크노타운 15차)

Tel. 031 389 6070    Fax. 031 389 6099    Email. info.korea@cgtech.com

귀사의 NC 데이터로 가공 시간 단축 테스트 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