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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ue to the increasing demand for carious methodologies, the quality improvement of products were introduced. A brush, 
the most frequently used type of grinding process, is one of the deburring. In order to produce consistent burr shape, various 
machining conditions have been combined and applied to disk grinding process. By tool dynamometer, acoustic emission 
sensor and acceleration sensor depend on changes in processing conditions(depth of engagement, cutting speed, workpiece 
position, workpiece orientation, cutting time) signals were obtained for brush deburring grinding system. Root mean square 
obtained by processing the signal processing conditions by analyzing the characteristics of deburring is to derive the optimum 
conditions.

Key Words : Brush deburring grinding system(브러시 디버링 연삭 시스템), Processing condition(가공조건), Root mean square(제곱근 
편차), Optimum condition(최적조건)

1. 서 론
절삭가공을 수행 후 피절삭물의 끝단에는 버(burr)가 생성된

다. 이 버를 제거하는 작업을 디버링(deburring)이라 하며 디버
링작업은 제품의 품위를 높이는 작업이다. 산업이 발달함에 따
라 공정 자동화가 실현되고 정밀도가 우수한 부품이 요구되는 
현실에서 부품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표면가공 기술과 모서리
처리 기술 그리고 버제거 작업인 디버링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
고 있다(1~3). 최근 버를 제거하기위하여 버의 크기와 형상을 측
정하여 디버링공정을 자동화시키려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4~12). 
공정의 자동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디버링공정 자동화는 한계
가 있어 숙련자에 의한 수작업으로 대부분 이루지는 실정이다. 
따라서 공구의 선택 또한 중요한 제약 조건이다. 이러한 디버링

은 특별한 매뉴얼이 없이 단지 작업자의 숙련도에 따라 제품의 
품질이 결정 되어 진다. 작업자의 숙련도가 높을수록 모재에 
변화가 거의 없는 디버링 작업이 이루어지고 작업자 마다 각기 
다른 품질의 제품이 생산되고 같은 작업자라도 해도 반복 작업
의 경우 각기 다른 품질의 제품이 생산되어 지는 형편이다. 디
버링 작업의 정밀도는 최종 제품의 정밀도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디버링 작업이 불량한 경우 공작물의 다음 공정 시 불안
전한 클램핑을 초래하여 과절삭 또는 미절삭을 초래할 뿐만 아
니라 클램핑의 약화를 초래할 경우 채터가 발생하여 가공면이 
웨이브 현상을 가지게 되어 최종 품질을 저하 시키게 된다. 최
근에는 브러시 공구를 이용한 디버링 작업이 수행 되고 있다
(12~14). 브러시공구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브러시 공구의 형
상에 따른 영향을 분석한 연구가 진행되기도 하였다(12). 공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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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Experimental apparatus of lateral brush

① Spindle ② Workpiece ③ Dynamometer sensor ④ Brush

⑤ AE sensor ⑥ Acceleration sensor ⑦ Milling machine

Fig. 3 Experimental apparatus of brushFig. 1 System diagram of disk grinding

형상 이외에도 공구와 절삭물간의 접촉형태인 공구와 공작물
와의 접촉각도, 공구의 회전속도에 따른 절삭속도, 공구와 공작
물의 위치에 따른 절삭속도 및 가공시간의 변화에 따라 디버링
의 결과가 달라질 것이다. 브러시공구를 이용한 디버링 작업을 
자동화 시키기 위하여 공구와 공작물간의 관계에 의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는 브러시 공구를 사용하는 디버링 시스템을 음
향방출센서, 공구동력계 및 가속도 센서를 사용하여 공구와 공
작물간의 관계에 의한 가공 공정의 특성을 분석 하여 브러시 
디버링 연삭 시스템의 최적 가공 조건을 도출하여 디버링 분야
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Acoustic Emission(AE)
음향방출(AE: Acoustic Emission)은 탄성체의 파괴나 소성

변형 중에 나타나는 탄성파(elastic stress wave)이다. 이와 같
은 탄성파는 물체의 물리적 내부 변화에 따라 나타나므로 이를 
해석하는 효과적인 도구로 사용된다. AE신호는 방향성이 없으
며 신호의 감쇠가 거의 없어 빠른 속도로 표면으로 균일하게 
전달되므로 센서의 설치에 용이하다. 

탄성체의 변형에 의한 AE발생원은 소성변형에 의한 AE, 파
괴에 의한 AE로 나누어지는데 소성변형에 의한 AE는 연속형
신호(continuous type signal)로 나타나고 파괴에 의한 신호는 
돌발형신호(burst type signal)로 나타난다. 파괴에 의해 나타
나는 돌발형신호를 다른 외부의 잡음과 분리하여 파괴검출에 
이용한다. AE 신호는 절삭조건 즉 절삭속도, 이송속도, 경사각
과 공작물의 재질에 따라 결정되나 이중 가장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공작물 재질과 절삭속도이다.

2.2 Root Mean Square(RMS)
각종 취득된 신호를 분석함에 있어서 연속형의 신호를 해석

하는 신호의 에너지량을 측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발생된 에너
지 값을 비교 하기 위하여 Root Mean Square(RMS)수치로 환
산하여 비교한다. 식 (1)은 RMS식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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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험장치 및 방법
3.1 시편제작
스테인리스 브러시를 이용한 디버링 공정 실험을 위한 시편

은 탄소강(SC45)을 유연성 디스크를 이용하여 제작하였다. 밀
링머신의 스핀들에 전동 그라인더를 고정하고 공구와 가공물
과는 25°의 각도를 이루도록 하고 디스크의 입도는 36, 60 및 
80을 이용하여 가공하였다. 그라인더의 회전 속도는 11,000rpm
으로 고정하고 절삭 깊이는 0.5mm~1.5mm로 변화를 주었다. 
디버링 공정간에 버의 폭 및 형상에 따라 정삭현상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한 얇은 버와 두꺼운 버형상의 시편을 생성하기 위
한 절삭 깊이이다. 이송속도는 520mm/min으로 고정하였다. 
시편 제작을 위한 실험도는 Fig.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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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AE trend 

(b) Acceleration trend 

(c) Cutting force trend 

Fig. 4 Level trend with respect to depth of engagement

(a) AE level

(b) Acceleration level

(c) Cutting force

Fig. 5 Level trend with respect to cutting speed

3.2 실험장치 및 방법
필라멘트 브러시를 이용한 브러시 완제품을 이용하여 디버링 

공정의 특성해석을 수행하였다. 브러시 공구를 밀링머신의 스
핀들에 고정하고 공정특성 분석을 위해 AE 센서와 가속도 및 
공구 동력계를 이용 측정하였다. 스핀들의 회전속도는 1000, 
1,500rpm으로 변화를 주고 절삭깊이는 2mm에서 8mm 사이
에 2mm 간격으로 증가시겼다. 브러시 중심에서부터 반경방향
으로의 가공간의 특성변화를 관찰하기 위해 중심으로부터 40mm, 
55mm 및 70mm 지짐에서 시편을 위치시켜 공정을 수행하였
다. 시편과 브러시 공구의 상대적인 위치변화에 따라 디버링 
공정의 최적 조건을 도출하기 위해 시편과 브러시 공구의 접촉
각을 15°, 30° 및 45°로 변화를 주어 실험하였으며 이때 가공

하는 모습을 Fig. 2에 나타냈으며, 또한 이 장치의 개략도를 
Fig. 3에 나타냈다. 

4. 실험결과
4.1 절삭깊이에 따른 공정 분석
브러시와 시편의 접촉각을 45°, 절삭속도 1,500rpm, 절삭시

간 2분으로 유지하여 디버링 연삭 공정을 수행하였다. 브러시
의 중심에서부터 55mm의 지점에 시편을 고정하여 가공물의 
모서리부분에 연삭이 이루어지도록 설치하였다. 절삭깊이는 2
에서 8mm로 2mm씩 증가시켰다. Fig. 4는 AE, 가속도, 공구
동력계를 이용하여 취득된 절삭깊이에 따른 RMS값의 평균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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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AE level

(b) Acceleration level

(c) Cutting force 

Fig. 7 Level trend with respect to workpiece orientation

(a) AE level 

(b) Acceleration level

(c) Cutting force

Fig. 6 Level trend with respect to workpiece position

이다. 절삭깊이에 따른 변화량이 선형적인 구간을 확인할 수 
있다. 브러시 공구와 가공 시편의 연삭 공정 메카니즘으로 가속
도와 공구동력계의 Y축 방향으로 가장 큰 값이 확인된다. 이는 
Y축 방향 즉 공구의 회전 접선방향이 Y축이기 때문이다. 절삭
깊이별 AE신호는 다음과 같다. 절삭량이 2mm일때 AE의 
RMS값은 0.7525Volt, 4mm 일 때 0.8575Volt, 6mm 일 때 
0.9938Volt, 8mm 일 때 1.1150Volt로 점차 증가하였다.

4.2 공구 회전속도에 따른 공정 분석
브러시와 시편의 접촉각을 45°로 유지하고 공구의 회전속도

를 1,000, 1,250 및 1,500rpm으로 변화를 주어 디버링 연삭 
공정을 수행하였다. 브러시 중심으로 부터 55mm인 지점에 시

편을 고정하여 가공하였다. Fig. 5는 절삭깊이 6mm에서의 
AE, 가속도, 공구동력계의 RMS 평균값이다. 절삭깊이와 동일
하게 공구의 회전속도에서도 선형구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절삭
력은 회전속도에 비례한다는 사실을 유추할 수 있다. 회전속도에 
따른 AE의 변화량은 회전속도가 1,000rpm일 때 RMS값은 
0.4800Volt, 1,250rpm일 때 0.7625Volt, 1,500일 때 0.9938Volt
로 증가하고 가속도의 변화량 또한 회전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증가함을 알 수 있다.

4.3 공작물 가공 위치에 따른 공정 분석
Fig. 6은 브러시와 시편은 45°의 각을 유지하고 디버링 연삭 

공정을 수행한 결과이다. 절삭깊이 6mm, 브러시 중심위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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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AE level

(b) Acceleration level

(c) Cutting force

Fig. 8 Level trend with respect to Cutting time

Fig. 9 AE level

Fig. 10 Removed weight

브러시 중심과 공작물과의 거리가 40, 55, 70mm일 때 AE 센
서의 RMS 평균값은 각각 0.6188, 0.7525, 1.0238Volt이다.

 
4.4 공구 접촉각에 따른 공정 해석
공구와 가공 시편의 접촉각을 15°에서 45°로 15°간격으로 

측정하였다. 절삭깊이는 6mm로 고정하고 가공 시편의 고정 위
치는 브러시 중심위치에서 55mm 지점에서 측정하였다. 공 구
와 가공 시편과의 접촉각이 작아짐에 따라 가공 면적이 증가하
게되고 이에 따라 연삭 공정은 더욱 활발히 진행된다. 각도가 
커질수록 상대적인 접촉면이 축소되어 디버링 연삭공정도 그
만큼 감소함을 확인할 수 있다. 공구와 공작물의 각도에 따라 
접촉각이 15° 일 때 1.0825Volt, 30°일 때 1.0325Volt, 45°일 

때 0.9938Volt로 점차 감소한다. Fig. 7은 공구 접촉각에 따른 
각 신호 값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4.5 가공시간에 따른 공정 해석
브러시와 시편 각도 45°, 절삭깊이 6mm, 브러시 중심에서부

터 55mm지점에서 1,500rpm으로 1분에서 3분간 1분 간격으
로 디버링 연삭공정을 수행하여 신호를 취득하였다. 시간에 따
른 신호취득결과를 확인해보면 일정시간이후 모든 센서에서 
RMS 변화량이 감소하는데 이는 가공이 진행됨에 따라 가공 
시편이 마모되어 공구와 가공 시편의 접촉면적이 점차 감소함
에 따라 절삭현상이 둔화되기 때문이다.

절삭시간에 따른 AE 신호에 추세를 본 결과 1분 단위로 
1.1150, 0.9938, 0.9813Volt로 변화한다. 변화요인으로는 시간
의 경과에 따라 접촉면이 절삭되면서 접촉면이 감소하면서 그
에 따라 RMS값이 미세하게 감소하게 된다(Fig. 8).

4.6 최적 가공 조건
Fig. 9는 브러시 중심에서 가공 시편의 위치와 절삭깊이와의 

상관관계를 도출한 그래프이다. 브러시 중심에서 가공 위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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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어짐에 따라 디버링 연삭 공정이 활발히 진행되고 절삭깊이
에 증가에 따라서도 역시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바탕
으로 가공물의 재질에 따라 적절한 연삭 조건을 보장하는 가공 
위치와 절삭깊이를 도출해 낼 수 있다. 즉 AE신호의 크기(level)
를 기준으로 이를 충족시키는 절삭깊이와 가공위치 조건을 산
출할 수 있다. Fig. 9에서와 같이 숙련자의 경험치에 의한 AE
신호 한계치가 1.0Volt로 설정되면 절삭깊이 6mm에 대한 공
구의 위치는 중심으로부터 56mm이내에서 운용하여야 한다.

Fig. 10은 가공 시편의 위치와 절삭깊이에 따른 절삭량의 상
관관계를 도식한 그래프이다. 각 신호에서 취득된 결과와 동일
하게 절삭량에서도 동일한 상관관계가 확인되었다. 디버링 면
적과 버의 크기를 사전에 예측이 가능하면 최적의 절삭 조건을 
유추해 낼 수 있다.

5. 결 론
브러시 공구를 사용하는 디버링 시스템의 자동화를 위하여 

최적가공공정을 도출하기 위하여 음향방출센서, 공구동력계 
및 가속도 센서를 사용하여 공구와 공작물간의 관계에 의한 가
공 공정의 특성을 분석 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절삭깊이와 공구동력계, 음향방출센서 및 가속도 센서의 
신호가 비례 관계에 있으며, 가속도와 공구동력계의 Y축 
방향으로 가장 큰 값이 확인되었다.

(2) 공구회전속도와 공구동력계, 음향방출센서 및 가속도 센서
의 신호가 비례 관계에 있다. 

(3) 브러시 중심과 시편과의 거리와 공구동력계, 음향방출센서 
및 가속도 센서의 신호는 비례적인 관계에 있으나 포물선
형태의 증감 형태가 나타난다.

(4) 공구와 공작물의 접촉각도와 센서들의 신호 값은 반비례 
관계에 있다. 상대적인 접촉면이 축소되어 디버링 연삭량
이 감소함을 확인하였다.

(5) 가공시간과 센서들의 신호 값은 반비례 관계에 있다. 가공
이 진행됨에 따라 가공 시편이 마모되어 공구와 가공 시편
의 접촉면적이 점차 감소함에 따라 연삭량이 감소하였다.

(6) 버의 크기에 따라 최적의 절삭조건을 유추하여 작업 현장에
서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 베이스 구축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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