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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정밀 기계부품에 적용되는 금속재료는 점차 난

삭화 되어 가공에 어려움이 따른다. 이에 따라 난

삭 재료들의 가공기술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

되고 있다. 그 중 SKD-11 금형강은 우수한 가공

성과 높은 표면경도, 화학적 안정성 등의 장점으

로 정밀금형에 적합하여 사출성형, 프레스성형 등

에서 많이 사용되는 소재이다.(1) 이런 소재의 가공

은 주로 연삭가공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금형의 복

잡한 형상 때문에 연삭숫돌의 제작이 어렵고, 일

반적인 연삭가공으로는 균일한 표면을 얻기가 매

우 힘들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전자석을 이용한 

자기연마법이 적용되고 있다. 전자석으로 구성된 

Key Words: Magnetic Abrasive Polishing(자기연마), Ferrous Particles(자성입자), Mixture(혼합물), Polishing 

Abrasives(연마입자), Particle Size(입자크기), Surface Roughness(표면거칠기)  

초록: 자기연마가공은 연마입자와 자성입자를 혼합한 공구의 유연성을 이용하여, 공작물 표면을 폴리싱 

하는 특수가공법이다. 기존 연구의 대부분은 가공 정밀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연마입자의 크기를 달 

리 하는 것에 관한 내용들이다. 그러나 자기연마 가공에서는 연마입자의 크기뿐만 아니라, 자성입자의 

크기도 가공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대한 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크기가 다른 자성입자들을 사용하여 자기연마가공의 효과를 평가하였다. 자성입자는 철 

분말을 사용하였으며, 직경이 평균 8, 78, 250㎛의 크기이다. 공작물의 표면거칠기 향상 정도를 비교하여 

자성입자의 크기가 자기연마가공의 정밀도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였다. 자성입자의 크기는 표면거칠기 

의 향상에 많은 영향을 미치며, 직경이 78㎛일 때 가장 좋은 표면거칠기의 향상을 나타내었다. 

Abstract: Magnetic Abrasive Polishing (MAP) process is a nontraditional method for polishing the surface of 

workpiece by using the flexibility of tool. At present, a mixture of polishing abrasives and ferrous particles is used as 

the tool in the MAP process. Previously, an experiment was conducted with different sizes of polishing abrasives with 

an aim to improve the polishing accuracy. However, the sizes of ferrous particles are also expected to have a dominant 

effect on the process, warranting a study on the effect of the size of ferrous iron particles. In this study, an experiment 

was conducted using three different sizes of ferrous particles. Iron powder of average diameters 8, 78 and 250㎛ was 

used as ferrous particles. The effect of each ferrous particle size was evaluated by comparing the improvements in 

surface roughness. The particle size of a ferrous iron was found to play a significant role in MAP and particles of 78㎛ 

facilitated the best improvement in surface rough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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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덕터에 전류가 부가되면 자기력이 형성된다. 이 

때 인덕터와 가공물의 간극에 연마입자(Polishing 

abrasives)와 자성입자(Ferrous particles)를 혼합하여 

공급하면 자기장에 의해 브러시 형상의 공구가 형

성된다. 브러시 형상의 공구는 유연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공물의 표면형상에 상관없이 연마

가 가능하다.(2) 

본 논문에서는 금형강 소재인 SKD-11 의 자기연

마 가공시 연마입자의 크기뿐만 아니라, 자성입자

의 크기가 표면거칠기의 향상에 미치는 효과를 평

가하고자 한다. 

2. 자기연마 메커니즘 

철심에 코일을 감고, 코일에 전류를 인가하면 

패러데이의 법칙(Faraday’s law)에 의해 자기력이 

발생하여 철심은 자석의 성질을 띄게 된다.(3) 이러

한 원리를 이용한 것이 자기연마 가공이다. 자기

연마가공에서는 연마공구가 자성입자를 구속하게 

된다. 연마공구와 공작물 사이의 자성입자는 사슬

구조로 정렬되며 자성입자의 정렬로 인하여 연마 

입자는 자성입자들 사이에 위치한다. 이처럼 사슬

구조로 형성된 입자들은 유연성을 가지는 브러시 

역할을 수행한다.(4) Fig. 1에 도시한 것과 같이, 공

작물은 연마입자에 의해서 작용하는 법선방향의 

힘 F�과 공구의 회전에 의해 발생하는 접선 방향

의 힘 F�의 합력 F를 받게 된다. 힘 F에 의해 표

면연마가 이루어진다.(5) 가공 중 실제 공작물의 표

면을 가공하는 요소는 연마입자이다. 

비균일 자기장 내에 위치한 자성입자는 자기장 

의 세기가 강한 쪽으로 힘을 받게 된다. 이때, 구

형상의 자성입자가 자기장 내에서 받는 힘은 다음

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F� �
�

�
µ	VK�µ�,µ	��H�                     (1) 

 

Workpiece

Abrasives

Ferrous particles

Fn

Fh

F

Working direction

Pf

Pn

 

Fig. 1 Mechanism of magnetic abrasive polishing 

여기서, V는 자성입자의 체적,  �	과 ��는 매질

과 입자의 투자율(Permeability), 자기장의 세기는 

H이다. K는 Clausius-Mossotti 함수로써 다음 식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K�µ�,µ	� � �µ� � µ	�/�µ� � 2µ	�            (2) 
 

자기력에 의해 발생한 힘은 입자간의 인력으로 

작용하여 브러시를 형성하게 된다. 브러시가 표면

에 가하는 가공압력의 크기는, 식 (1)에서와 같이 

입자의 체적에 비례한다.(6,7) 

3. 실험조건 

자기연마에서 자성입자인 철 분말의 크기가 표

면거칠기의 향상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였다. 실

험에 사용된 입자는 Table 1과 같이 평균 8, 78, 250

㎛ 크기의 자성 철 분말과 4, 8㎛ 직경의 GC(Green 

carbide) 연마입자를 1:2의 무게비로 단순 혼합하고 

이에 오일을 첨가하여 제조하였다. 실험조건은 

Table 2에서 나타낸 것과 같다. 실험에 사용된 소

재는 SKD-11 으로 초기 평균 표면거칠기는 0.9 ㎛이

다. 공구 끝단에서 측정한 자속밀도는 60mT , 공구

와 공작물 사이의 간극은 1mm이다. 

 

Table 1 Composition of magnetic brush 

Item Condition 

Fe particle 8, 78, 250㎛ 

Polishing abrasive 4, 8㎛ 

Type of abrasive GC, WA, CBN 

Medium Mineral oil 

Weight ratio 
Fe particle : Abrasive : Oil 

1 : 2 : 1 

 

 

Table 2 Experimental conditions 

Item Condition 

Magnetic flux density 60mT 

Spindle speed of tool 1600rpm 

Feed rate 100mm/min 

Working gap 1mm 

Tool diameter 16mm 

Working time 20min 

Workpiece SKD-11 

Tesla meter TM-601 (KANETEC) 

Surface roughness tester Surftest sv-2000 (Mituto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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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방법은 각 조건으로 혼합한 연마입자를 부

착시킨 자기연마 공구를 회전수 1600rpm, 이송속

도 100mm/min으로 20분간 가공하였다. 가공 전과 

후에 SKD-11의 표면거칠기 값을 측정하여 가공효

과를 비교하였다. 또한 연마입자의 종류에 따른 

결과를 평가하기 위해 같은 실험조건에서 GC, WA

와 CBN으로 추가실험을 진행하였다. 추가실험은 

실험계획법의 직교 배열표에 따라 실시하였으며, 

분산분석을 통해 각 인자가 표면거칠기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였다. 

 

4. 실험결과 및 분석 

 

4.1 자성입자의 크기와 표면거칠기 

4㎛크기의 연마입자와 크기가 다른 자성입자를 

이용하여 SKD-11을 자기연마가공할 때 표면 개선 

정도는 Fig. 2와 같이 나타났다. 자성입자의 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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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Improvement of surface roughness according to 

particle size of ferrous iron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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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Improvement of surface roughness according to 

particle size of ferrous iron (8㎛) 
 

차이에 따라 표면거칠기의 개선정도가 달라짐을 

알 수 있다. 자성입자 8㎛를 사용하였을 때는 표

면거칠기 값이 0.07㎛의 향상되었으며, 250㎛의 자

성입자 사용하였을 때는 표면거칠기가 0.09㎛ 향상

되었다. 이에 반해, 78㎛의 자성입자를 사용하였을 

때는 표면거칠기 값이 0.15㎛ 향상되었다.  

동일한 조건에 연마입자의 크기를 8㎛로 달리하

여 적용한 실험에서도, 유사한 결과를 보였으며 

실험결과값은 Fig. 3과 같다. 이 조건에서도 자성입

자 78㎛를 사용한 실험에서 0.14㎛로 가장 높은 

표면거칠기 개선 정도를 나타내었다.  

이와 같이 자성입자의 크기가 78㎛일 때, 표면

거칠기의 향상정도가 가장 우수한 이유는 Fig. 4와 

같이 설명될 수 있다. 연마입자의 크기가 일정하

지만 자성입자의 크기가 다를 경우, Fig. 4(a)와 같

이 8㎛의 작은 자성입자는 연마입자에게 전달하는 

가공압력이 상대적으로 작게 된다. 따라서, 큰 자

성입자를 사용할 때에 비해서 압입깊이가 작아진

다. 결국 이는 표면거칠기의 향상에 좋지 않은 영

향을 미치게 된다. 

Fig. 4(b)는 철 분말 자성입자의 크기를 78㎛로 

적용한 경우로, 철 분말 8㎛를 사용한 경우보다 절

삭에 참여하는 연마입자의 수는 적지만, 자성입자

로부터 전달되는 가공압력이 커서 다른 조건보다 

가공효율이 뛰어나다. 

Fig. 4(c)는 철 분말 250㎛를 사용한 경우를 나타

낸 것이다. 가공압력은 자성입자의 체적에 비례하

므로 철 분말 250㎛는 다른 조건에 비하여 연마입

자의 압입깊이는 크게 된다. 그러나 공작물 표면

에서 자성입자 주변에 분포하는 연마입자의 수가 

적어서 결국 표면거칠기의 향상에는 좋지 못한 것

을 알 수 있다.  

 

 4.2 자성입자의 크기와 브러시 형상 

자기연마가공에서 공구로 작용하는 브러시의 형

상은 표면거칠기의 개선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

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성입자의 크기

에 따른 브러시의 형상변화를 평가하였다. 실험조

건에서 자기장의 세기는 일정하므로, 자성입자의 

크기가 클수록 자성입자들 사이의 인력은 커지게 

된다. 

Fig. 5는 공구의 자속밀도가 60mT일 때, 자성입

자의 크기를 달리한 실험에서 얻어진 브러시의 형

상을 나타낸 것이다. 자성입자의 크기가 클수록 

브러시의 형태가 선명해지고 연마입자의 부착량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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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은 브러시 내에서의 자기력과 오일의 부

착력 사이의 관계를 도식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Fig. 6(a)에서와 같이 8㎛ 크기의 철 분말을 사용하

였을 때는, 자성입자들에 작용하는 자기력이 약하

여 연마입자들의 구속이 오일의 점성에 크게 의존

하게 된다. Fig. 6(b)는 78㎛의 철 분말을 사용하였

을 때 자기연마 브러시의 형상을 나타낸 것이다. 

자성입자들 간의 적당한 자기력과 오일의 부착력

으로 인하여 자기연마가공에 적합한 브러시가 형

성된다. 

 

Abrasives

Ferrous particles

Working direction

Workpiece

Fn
Fh

F

 
(a) Particle size of ferrous iron (8㎛) 

Ferrous particles

Abrasives

Workpiece

Working direction

Fn

Fh

F

 
(b) Particle size of ferrous iron (78㎛) 

Abrasives

Ferrous particles

Workpiece

Working direction

Fn

Fh

F

 
(c) Particle size of ferrous iron (250㎛) 

 

Fig. 4 Effect of particle size of ferrous iron on workpiece 
surface 

이에 반해, 250㎛의 자성입자를 사용한 Fig. 6(c)

에서는 자성입자간의 자기력은 충분하나, 자성입 

자 주변의 연마입자와의 부착력이 크게 감소한다. 

 

 
Fig. 5 Magnetic brushes according to particle size of 

ferrous iron 

 

Tool (Steel pole)

Abrasives

Cohesiveness

Lines of magnetic force

Ferrous p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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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article size of ferrous iron (8㎛) 

Tool (Steel pole)

Tension energy

Ferrous p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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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Particle size of ferrous iron (78㎛) 

Ferrous particles

Abrasives

Lines of magnetic force

Tool (Steel pole)

Tension ener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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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Particle size of ferrous iron (250㎛) 

 

Fig. 6 Force variation within magnetic bru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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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브러시의 형상은 크게 나타나지만, 실제 

가공에서는 표면거칠기의 향상이 크지 않게 된다. 

 

4.3 인자의 영향 평가 및 최적화 

연마입자의 종류에 따른 가공효율을 평가하기 

위하여 실험계획법을 적용하였다. 실험계획법의 

인자와 그 수준은 Table 3과 같이 구성하였고, 

L18(2
132)의 직교 배열표에 따라 실험을 수행하였

다. 표면거칠기 향상은 그 값들이 클수록 좋으므

로 S/N비의 계산식은 망대특성을 이용하여 계산하

였다. 실험에서 얻어진 표면 거칠기 향상 정도와 

이로부터 계산된 S/N비는 Table 4와 같다.  

각 인자들이 표면거칠기의 향상에 미치는 영향

을 평가하기 위한 분산분석표를 Table 5에 나타내

었다. 여기서, SS는 각 인자의 제곱합, DF는 각 인

자의 자유도, MS는 제곱평균, F는 제곱평균비, *는 

F-검증에서 인자의 유의성을 나타낸다. 

 
Table 3 Factors and levels used in experiments 

Factors 
Level 

1 2 3 

Polishing abrasive size (㎛), A 4 8 - 

Type of abrasive, B GC WA CBN 

Ferrous particle size (㎛), C 8 78 250 

 
Table 4 Experimental results and S/N ratios 

No A B C ΔRa S/N ratio 

1 4 GC 8 0.07 -23.10 

2 4 GC 78 0.15 -16.48 

3 4 GC 250 0.09 -20.92 

4 4 WA 8 0.08 -21.94 

5 4 WA 78 0.18 -14.89 

6 4 WA 250 0.06 -24.44 

7 4 CBN 8 0.08 -21.94 

8 4 CBN 78 0.17 -15.39 

9 4 CBN 250 0.07 -23.10 

10 8 GC 8 0.08 -21.94 

11 8 GC 78 0.14 -17.08 

12 8 GC 250 0.04 -27.96 

13 8 WA 8 0.07 -23.10 

14 8 WA 78 0.15 -16.48 

15 8 WA 250 0.05 -26.02 

16 8 CBN 8 0.08 -21.94 

17 8 CBN 78 0.12 -18.42 

18 8 CBN 250 0.05 -26.02 

Fig. 7은 각 인자가 표면거칠기 향상에 미치는 

기여율(Contribution)을 인자의 제곱평균 값을 이용

하여 나타내었다. 결과를 살펴보면 자성입자의 크

기가 표면거칠기의 향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또한, 연마입자의 종류는 자기연마가

공에서 표면거칠기 향상에 그다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인자의 최적조합은 Fig. 8의 결과로부터 연마

입자의 크기가 4㎛, 연마입자의 종류는 WA, 철 분

말의 크기가 78㎛일 때 가장 많은 표면거칠기 향

상을 얻을 수 있다. 

 

Table 5 ANOVA for each factor 

 SS DF MS F 

A 15.605 1 15.605 7.49 

B 0.046 2 0.023 0.01 

C 217.932 2 108.966 52.31* 

Error 24.997 12 2.083  

Total 258.58 17   

 
0.123187 15.605
1.82E-04 0.023

0.860188 108.966
0.016443 2.083

126.677

Polishing abrasive 
size, 12%

Ferrous particle 
size, 86% Error, 2%

 
Fig. 7 Contribution of influential fa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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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Influence of polishing factors on improvement of 

surface rough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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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철 분말을 자성입자로 사용한 자

기연마가공에서 자성입자의 크기가 공작물의 표면

거칠기 향상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자성입자로 직경 8, 78, 250㎛인 세 가지 크

기의 철 분말을 사용하였을 때, 78㎛의 철 분말이 

표면거칠기의 향상에 가장 우수하였다. 

(2) 자성입자의 크기에 따른 브러시의 형상변화

에서, 78㎛의 철 분말을 사용하였을 때가 브러시 

내의 자기력과 부착력이 적절하게 작용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3) 실험계획법과 분산분석을 사용한 특성평가

에서 자성입자의 크기가 표면거칠기의 향상에 가

장 많은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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