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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초음파 연삭은 불규칙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공

구의 미소입자를 사용하기 때문에 정밀한 가공 

표면을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1] 그러나 초음파 

연삭에 관여하는 인자의 종류가 많고, 다양한 인자

들의 상호작용에 의해 가공물의 표면이 결정되기 

때문에 각각의 인자들의 작용을 평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2] 본 연구에서는 초음파 연삭에 

의해 가공물의 표면조도에 영향을 주는 인자(가공

물의 경도, 공구의 회전속도 및 이송속도, 초음파  

세기)들의 상호작용을 효과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실험계획법을 사용하였다.  

 

2. 실험계획법 및 실험방법

실험계획법은 실험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방법

으로, 해결하고자하는 문제에 대하여 어떠한 방법

으로 실험 및 데이터를 획득하여 어떤 통계적 방법

으로 분석하면 최소의 실험 량에서 최대의 정보를 

얻을 수 있는가를 계획하는 것이다.[3] 본 연구에서 

가공물의 표면조도를 평가할 주요 인자로는 가공

물의 경도, 공구의 회전속도 및 이송속도, 초음파 

세기로 설정하였고, 인자의 수준은 Table 1과 같다.  

Table 1 Factors and levels used in experiment

Control Factors Sign Level 1 Level 2 Level 3

Hardness 
(HRA) A 35.5 52.5 85

RPM B 2000 3000 4000

Ultrasonic
(um) C 10 15 20

Feed
(mm/min) D 20 30 40

Constant 
Factors Material : S45C   Coolant : Dry

Table 2 Orthogonal array table for L9(3
4)

No.
Factors

Ra
A B C D

1 1 1 1 1 2.42

2 1 2 2 2 2.23

3 1 3 3 3 2.10

4 2 1 2 3 2.25

5 2 2 3 1 2.19

6 2 3 1 2 2.21

7 3 1 3 2 2.08

8 3 2 1 3 2.04

9 3 3 2 1 2.12

표면조도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 및 수준, 표면조

도 값을 L9(3
4)의 직교배열표를 이용하여 Table 2에 

나타내었다. 실험계획법에서 직교배열표를 사용

하는 이유는 재현성, 최적조건 결정 및 안정성에 

대한 평가와 실험의 크기를 확대시키지 않고도 

실험에 많은 인자를 넣을 수 있다는데 있다.[4] 본 

연구에서는 총 9번의 실험을 가지는 4인자 3수준 

계를 적용하여, 직교배열표에 의한 초음파 연삭을 

통해 가공물의 표면조도 값(Ra)을 측정한 후, SN비

(signal to noise ratio)를 이용하여 초음파 연삭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들의 우선순위를 확인하였다. 

3. 실험결과

Table 3 Analysis of SN ration of ultrasonic grinding

Level Hardness
(HRA) RPM Ultrasonic

(um)
Feed

(mm/min)

1 -7.029 -7.207 -6.919 -7.004

2 -6.919 -6.656 -6.845 -6.738

3 -6.360 -6.620 -6.538 -6.560

Delta 0.669 0.407 0.381 0.444

Rank 1 3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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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Plot for SN ratio on the ultrasonic grinding

실험계획법을 통한 초음파 연삭에 영향을 미치

는 인자들의 순위를 Table 3에 나타내었고, SN비에 

대한 효과를 Fig. 1에 나타내었다. S45C의 초음파 

연삭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 중에서 가공물의 경도, 

공구의 이송속도, 공구의 회전속도, 초음파의 세기

의 순으로 나타났다. 가공물의 경도가 증가하면 

재료적 특성이 연성(ductile)에서 취성(brittle)으로 

천이되기 때문에 가공물 표면에 크랙이 발생하여 

가공이 쉽게 이루어질 확률이 높아진다. 일반적으

로 S45C의 경우, 연성의 재료적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낮은 이송속도 구간에서는 가공물이 

소성변형을 하여 표면조도를 악화시킨다. 따라서 

공구의 이송속도가 증가하면 소성변형 구간을 거

치지 않기 때문에 버(burr)의 발생을 최소화하여 

표면조도를 개선 할 수 있다. 반면, 세라믹은 금속에 

비해 취성의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낮은 이송

속도에서도 원활한 가공이 일어나는 가장 큰 차이

점이 있다. 공구의 회전속도와 초음파 세기의 증가

는 공구와 가공물의 접촉 길이 및 가공 횟수를 

증가시켜 러빙(rubbing) 효과를 나타낸다.

4. 결론

본 연구는 초음파 연삭의 다양한 인자들 중에서 

가공물의 경도, 공구의 회전속도 및 이송속도, 초음

파의 세기를 선정하여 가공 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효과를 실험계획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선정

된 인자 중에서 가공물의 경도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고, 초음파의 세기에 가장 낮은 

효과를 보였다. 가공물의 표면조도를 비접촉식형

상측정기를 이용하여 측정한 결과, 가공물의 경도

가 높을수록, 공구의 회전속도 및 이송속도가 높을

수록, 초음파의 세기가 강할수록 표면조도가 향상

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금속과 세라믹의 재료적 

특성에 따른 초음파 연삭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세라믹의 초음파 연삭 조건을 문헌을 통해 확인하

였다. 연성 및 취성의 특성에 따라 이송속도가 가공

물의 표면조도를 결정하는데 큰 역할을 하는 것으

로 판단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초음파 세기

(10, 15, 20um)의 범위가 비교적 작기 때문에 초음파

의 효과가 크게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 값의 범위를 

크게 설정한다면 초음파에 대한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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