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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찰 저감 표면 제작을 위한 마이크로 AAJ 가공에 대한 연구
Micro Abrasive Air Jet Machining for Texturing of Friction Re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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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근래에 환경 문제의 해결 방법으로써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주목받고 있다. 에너지를 

절감하기 위한 방법으로써 마찰을 감소시킬 수 

있는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다. 그중 마찰 표면에 

패턴을 만들고 이를 통해서 마찰을 저감시키는 

연구 또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와 같은 마찰 

저감 패턴은 대부분 마이크로 정도의 크기를 가지

고 있으며, 패턴을 제작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이 

적용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마이크로 

AAJ(Abrasive Air Jet)를 활용하여 표면을 만들고 

마찰력을 평가하였다. 

2. 마이크로 AAJ의 시스템 구성

Fig.1은 일반적인 AAJ를 보여주고 있다. 고압의 

에어를 공급하여 입자를 표면에 분사하여 가공하

는 방법이다. 기존에는 마스크를 적용하여 패턴을 

제작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마스크를 제작하지 

않고 입자의 평균적 가공 효과를 이용하고자 한다. 
Fig.2는 본 연구에 사용된 마이크로 AAJ를 보여주

고 있다. 상용 AAJ를 직선 3축과 회전 2축으로 

구성된 5축 가공시스템에 장착하여 5축으로 구동

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10~100㎛의 입자가 사용

가능한 시스템을 구성하였다.

Fig. 1 Typical AAJ machining System.

Fig. 2 Micro AAJ machining system include five axis 
positioning system

Fig. 3 Machined surface texture according to cutting 
con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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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공 조건 및 결과

Fig.3은 가공 조건을 나타내고 있다. 입자의 크기

는 10㎛의 알루미나입자를 사용하였다. 공기압과 

이송속도의 변화를 통해서 다양한 형태의 표면형

태가 제작됨을 확인하였다. 

4. 마찰력 실험 조건 및 결과

Fig.4은 본 연구에 사용된 마찰력 실험 조건을  

나타내는 그림과 실제 실험에 사용된 마찰 시스템

을 보여주고 있다. 수직 힘과 마찰에 의해서 발생하

는 마찰력을 측정하여 마찰계수를 측정할 수 있게 

되어 있다. 
Fig.5는 마찰력 측정을 통해서 측정된 마찰계수

를 나타내고 있다. 측정된 결과를 통해서 마찰력이

최대 50%까지 감소되었음을 알 수 있다. 

Fig. 4 Schematic diagram of the experimental friction 
test and friction test system for micro surface 
texture using AAJ machining system

Fig. 5 Friction coefficient of surface texture using micro 
abrasive air jet machining process

5. 결론

본 연구는 마이크로 AAJ를 이용하여 표면에 

패턴을 제작하고 제작된 패턴을 통해서 마찰 저감 

효과가 발생함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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