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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is article, a 20 kHz ultrasonic waveguide for nano-surface treatment was designed and 

manufactured. When designing the system, finite element analysis with ANSYS software was 

performed to find optimal dimensions of the waveguide, which can raise energy efficiency. 

Consequently an anti-resonance frequency of an Al waveguide with a piezoelectric actuator was 

20 kHz, which predicted the experimentally obtained value of 18 kHz well. For the assessment of 

the performance, Steel Use Stainless (SUS) 304 and chromium molybdenum steel (SCM) 435 

specimens were tested. Cross-sectional microscopies of SUS304 were taken and they showed 

that the treated thickness was 30 µm. Additionally, hardness tests of SCM435 were done and the 

hardness before the process was 14.0 Rockwell Hardness—C scale (HRC) and after the process 

was 20.5 HRC, respectively, which means 46% increase. Considering these results, the 

developed ultrasonic system is thought to be effective in the nano-surface treatment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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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근래에 초음파를 이용한 하이브리드 가공이 소

개되고 있으며, 금속 소재 표면의 경도를 늘여주

는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1-3 이는 초음파를 

이용하여, 표면에 충격을 줌으로써, 표면의 나노 

조직이 변형이 되면서, 경도가 높아지는 원리로 

이루어지게 된다.1 그러므로 베어링과 같이 구르는 

파트가 있는 부품의 구르는 부분에 초음파 처리를 

하여, 마모를 감소시켜 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부품의 수명을 연장시켜 주어 제품의 수명을 늘릴 

수 있는 등의 장점이 있다.  

이러한 나노표면개질 용 초음파 진동자를 개발

함에 있어, 원하는 사양으로 시스템을 최적 설계

하고 제작하는 기술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한 연

구로는 초음파의 물리적인 진동을 이용하여 미세

한 파티클들을 세정하는 반도체 및 FPD 초음파 

세정 장치의 설계에 대한 논문은 최근 연구가 진

행되고 결과가 발표되고 있다.4-6 그러나 아직 초음

파를 이용한 하이브리드 가공용 장치의 설계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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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연구는 미진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나노표면개질 용 20 kHz급 초음

파 진동자를 최적 설계하고 제작하는 과정을 설명 

하고자 한다. 압전소자와 알루미늄 (Aluminum (Al)) 

소재의 웨이브가이드가 결합되어 있는 진동자를 

상용 유한요소해석 (Finite Element Method (FEM)) 

소프트웨어인 Ansys를 사용하여 설계하였고, 초음

파 진동자의 임피던스 특성을 예측하였다. 이 해

석 결과를 바탕으로, Al 웨이브가이드를 제작하고 

임피던스를 측정하였으며, 성능평가를 위해 나노

표면개질을 통한 특성 향상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단면을 관찰하고, 표면경도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토의하였다. 

 

2. 나노표면개질용 초음파 진동자 설계 

 

2.1 나노표면개질용 초음파 진동자  

Fig. 1(a)에는 제작한 초음파 진동자가, 그리고 

Fig. 1(b)에는 덮개를 조립한 사진이 보여지고 있다. 

초음파 나노표면개질을 위해서 전력 공급 장치인 

발진부가 20 kHz 급의 파워를 공급하여 주게 되며, 

이를 통해 압전소자 (Lead Zirconate Titanate 

(Pb(Zr•Ti)O3, PZT))가 진동하고 왼쪽의 웨이브가이

드로 전달되어 표면개질을 할 수 있다. Fig. 2에 초

음파를 이용한 나노표면개질의 원리가 설명되어 

있다.  

공정을 진행할 때는 공압을 걸어 주어 압력을 

가한 상태에서 시편 고정대에 금속 시편을 설치한 

후 초음파를 가해주게 된다. 그리고 초음파 장치

를 고정해 주는 스테이지는 3자유도로 정밀하게 

움직일 수 있게 설계가 되어 있으며, 프로그램을 

통해 경로를 생성할 수 있다.  

본 초음파 웨이브 가이드는 Al 소재로 제작이 

되었으며 우측에 4개의 링 형태의 압전소자가 부

착되어 있다. Fig. 3에는 압전소자 (PI Korea Ltd., 

Ring Type)의 사진이 나와 있다.  

 

2.2 초음파 진동자 설계 

초음파 진동자를 설계하기 위해 압전소자가 부

착 된 Al 웨이브가이드를 해석하기 위해 2차원이

며 축 대칭으로 모델링 하였다. 압전소자 상부와 

하부에는 전압 Load를 주었으며, 상부 및 하부 전

극의 Node들 끼리는 서로 Coupling을 시켜 주어 

임피던스 특성을 예측하였다. Fig. 4(a)에 Al 웨이브

가이드의 전체 해석 구조가 설명되어 있고, Fig. 

4(b)에는 Load가 부여된 해석 모델이 나와 있다.  

15 kHz 부터 25 kHz 까지 조화 응답 해석을 수

행하였으며, 그 결과 임피던스가 최대일 때의 Al 

 
(a) 

 
(b) 

Fig. 1 (a) Ultrasonic waveguide and (b) assembled view

 

 

Fig. 2 Principle of the Nano-surface Treatment using 

Ultrasonic System 

 

 

Fig. 3 Piezoelectric actu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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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이브가이드의 반공진 주파수는 Fig. 5와 같이 20 

kHz로 예측되었으며, 이는 제작 후 측정값인 18 

kHz 와 11%의 오차로 잘 일치함을 알 수 있었다. 

제작 후의 측정값은 Fig. 6에 나와 있다.  

한편 압전소자의 진동으로 인한 Al 웨이브가이

드의 거동을 예측하기 위해 Modal Analysis를 수행

하였다. 이를 위해, 임피던스 그래프 해석과 동일

한 모델을 사용하여 구동 주파수인 20 kHz 일 때

의 변위를 해석하였고, 그 결과는 Fig. 7에 나와 있

다. 웨이브 가이드의 끝단까지 진동이 잘 전달 됨

을 알 수 있었다.  

      18 kHz 

 

Fig. 6 Measured impedance graph 

 

 

Fig. 7 Vibration transfer analysis result 

 

3. 실험 

 

3.1 실험 장치 

앞장의 해석 결과를 바탕으로, 나노표면개질용 

초음파 진동자를 제작하였고, 성능을 테스트 하였

다. 본 장치를 테스트 하기 위한 시스템이 Fig. 8(a)

에 나와 있으며, Fig. 8(b)에는 초음파 진동자를 시

편에 밀어주기 위한 공압을 이용한 가압장치가 나

와 있다. 

테스트 장치는 축방향으로는 초음파 진동자를 

매뉴얼 방식으로 이동할 수 있다. 또한 공정을 진행

하게 되면, 가공물을 고정해 주는 고정대의 평면상

을 상하 좌우로 10 µm의 정밀도로 이동할 수 있다.  

실험용 시편은 가로 세로 두께가 각각 50 x 50 

x 3 mm인 SUS (Steel Use Stainless) 304와 SCM 

(Chromium Molybdenum Steel) 435를 사용하였다.  

 
(a) A full view  

 
(b) Loads added view 

Fig. 4 FEM analysis model 

 

Fig. 5 Predicted impedance graph by F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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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8 (a) Experimental setup for the fabricated ultrasonic 

surface treatment system and (b) an air pressure 

loading equipment 

 

(a) The SUS304 (b) SCM435 specimen

Fig. 9 Overall view 

 

 

Fig. 10 Experimental setup for measuring hardness of 

specimens 

 
(a) Before ultrasonic treatment  

 
(b) After ultrasonic treatment 

Fig. 11 Cross-sectional microscopies 

 

SUS304와 SCM435 시편이 각각 Fig. 9(a)와 (b)에 나

와 있다. 그리고 경도 테스트를 하는 장치 (Optech

사, OPX5500) 가 Fig. 10에 나와 있다. 

 

3.2 결과 

SUS304와 SCM435 시편을 이용하여 나노표면

개질 공정을 진행하였으며, 처리 깊이를 측정하기 

위해 SUS304 시편의 공정 전과 후의 단면의 변화

를 관찰하기 위해 워터젯 (Water Jet) Cutting 공정으

로 절단하여 단면을 관찰하였다. 현미경을 이용하

여 단면의 사진을 찍었으며, 공정 처리 깊이를 측

정해 본 결과 약 30 µm의 표면처리가 이루졌음을 

알 수 있다. 표면처리 전 후에 시편의 단면을 찍

은 사진이 각각 Fig. 11(a)와 (b)에 나와 있다.  

또한 SCM435 시편의 표면경도 증가량을 측정

하였다. 나노표면개질 공정 전의 경도 값은 14.0 

HRc 였으며, 나노표면개질 공정 후의 경도 값은 

20.5 HRc 로 나와서 경도 증가량은 6.5 HRc (46% 

증가)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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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본 논문에서는 나노표면개질 용 20 kHz급 초음

파 진동자를 최적 설계하고 제작하는 과정을 설명 

하였다. 압전소자와 Al웨이브가이드를 상용 유한

요소해석을 통해 설계하였고, 초음파 진동자의 임

피던스 특성을 예측하였다. 그 결과 임피던스가 

최대일 때의 주파수 값은 20 kHz 로 나왔으며, 이

는 측정값인 18 kHz와 11%의 오차로 잘 일치함을 

알 수 있었다. 

이 해석 결과를 바탕으로, Al 웨이브가이드를 

제작하고 임피던스를 측정하였으며, 성능을 평가

하였다. SUS304와 SCM435 시편을 이용하여 나노

표면개질 공정을 진행하였으며, 처리 깊이를 측정

한 결과 약 30 µm의 표면처리가 이루어 졌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SCM435 시편의 표면경도를 측정

한 결과 공정 전의 경도 값은 14.0 HRc, 공정 후의 

경도 값은 20.5 HRc로, 경도 증가량은 6.5 HRc 

(46% 증가)로 나왔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볼 

때, 본 연구에서 설계 제작한 초음파 진동자는 나

노표면개질을 통한 표면경도 향상에 효율적이라고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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