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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recent years abrasive water jet (AWJ) has received significant attention as a technology used in the manufacturing industry for
cutting materials. In this paper we report the development of a new preparation method of abrasives for water jet by using an air
bubbling sedimentation rate control technique. The SiC abrasives prepared by an air bubbling sedimentation rate control technique
using latex resin are found to be superior to the conventional abrasives not only in surface roughness uniformity but also in lifetime.
The AWJ test results also show that the former has also better impact-resistance and wear-resistance than the la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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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특수가공기술의 하나로 연마제를 이용한 워터젯

가공(Abrasive Waterjet Machine, AWJ)에 관한 연구가 특

별한 관심을 끌고 있다.
1-6)

 워터젯의 절단원리는 고압의

물과 연마제를 작은 구멍의 orifice를 통하여 분사시키면

고속의 워터젯이 형성되고 이것이 재료에 충격을 주어 미

소 크랙이 생성되며 나아가 침식을 통한 크랙 확산 또는

연삭 등의 작용에 의하여 절삭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1930

년대 러시아에서 워터젯에 대한 채탄기술이 처음 개발된

이래 워터젯 응용 기술은 급속한 발전을 거듭하여 오늘

날 산업 각 부문에서 광범위하게 응용되고 있다. 일반적

으로 워터젯 기술이 많이 응용되는 분야로는 암석이나 금

속, 플라스틱, 종이 등 각종 재료의 절단, 천공, 밀링 등

과 같이 가공분야, 코팅의 제거, 선박 및 정유탑 같은 장

소에 응용되는 세정 기술 그리고 채탄, 채석 등과 같은

광업응용분야 등에 사용되고 있다. 순수한 물에 의한 절

삭에 한계가 나타나자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고

운 연마제를 순수한 물에 첨가하여 절삭효율을 향상시켰

다. 이러한 방법을 연마제 워터젯이라 부른다. 현재 가장

널리 사용되는 워터젯 절단 기술의 하나로 연마제 혼합

실이 있어 연마제가 고속수류에 의한 압력차에 의해 연

마제가 혼합, 절삭인(切削刃)처럼 작용한다. 일반적으로

유리, 금속, 세라믹 등과 같이 경도가 높고 치밀한 재질

의 가공에 쓰인다. AWJ가 갖는 장점은 난삭재의 가공이

가능하고 가공단면의 경화가 거의 없으며 가공 시 발생

하는 열로 인한 재료의 변형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이로

인하여 후 가공 공정이 불필요하기 때문에 가공비 절감

의 차원에서 사용이 확산되고 있다.
1-3)

워터젯용 연마제로는 가넷(garnet), 알루미나(Al2O3), 실

리콘 카바이드(SiC), 지르코니아(ZrO2) 등이 주로 사용되

고 있는데, 이 중에서도 SiC의 내마모성이 가장 높아 절

삭 성능 및 입자 균일도가 오래 지속되기 때문에 워터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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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연마제로 가장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SiC는 고온강

도, 내식성, 내마모성, 내화학성 및 내열충격성이 우수하

기 때문에 연마제 외에 세라믹 가스터빈, 항공용 노즐재

료, 내화물, 세라믹 필터, 고온 열교환기 등의 재료로도

널리 사용고 있다.
7)

 한편, 연마제 제조공정의 일반적인 순

서는 다음과 같다: 먼저 원료를 고온(2000~3000
o
C)에서

용해와 냉각 과정을 거쳐 고상 결정체로 만든 후 분쇄

(crushing)한다. 이어서 체질(sizing) 및 침강(sedimentation)

을 통하여 연마제의 크기를 균일하게 하고 열처리 등의

공정에 의하여 연마제를 경화시킨다.
8)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기술은 연마제의 크기를 일정하게 하는 분급

으로서 보통 1, 2차의 체질을 통하여 초정밀화 한다. 

균일한 습식워터젯용 연마제를 얻는 데에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으나, 본 논문에서는 입자 크기가 균일한 습

식워터젯용 연마제 제조를 위하여, 에어버블링(Air bubbling)

을 이용한 침강속도 제어기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침강속

도 제어기법이란 워터젯용 미세 연마제의 분급에 있어서

점성을 가진 유체를 이용함으로써, 침강속도를 지연시켜

미세 연마제의 크기 제어와 함께 그 균일도를 대폭적으

로 향상시킬 수 있는 미세입자의 분급 방법이다. 일반적

인 연마제의 비중은 그 소재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대략

3.0~4.0 이어서 물에 넣으면 침강하게 되는데, 침강 시 입

자의 크기에 따라 침강속도가 다르다는 점을 이용하여 침

강속도를 제어할 수 있다. 그러나 물속에서 침강시킬 경

우 침강속도가 빠르고 유사입자 크기 간에 침강속도의 변

별력이 낮아 균일한 분포를 가지는 입자를 추출하는 것

이 거의 불가능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기존의 침강속도 제어기법을 개선하

고 상기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100~10 µm의 미세

연마제 입자를 균일하게 추출해 내는 공정과 워터젯용 미

세 연마제를 균일하게 제조하는 방법을 개발하는 데에 있

다. 실리콘 카바이드(SiC) 연마제의 경우 물속에서의 침

강속도가40 µm인 경우는 약 65 cm/sec이며, 80 µm인 경우

에는 침강속도가 50 cm/sec로서 입자 크기는 상이하나 분

리를 해내기 위한 침강속도 차이가 적어 원하는 입자의

크기를 분리해 내고자 하여도 그 균일도에 있어서 큰 범

위를 가지고 있다. 60 µm급 SiC 연마제의 경우, 하위 10%

는 입자 크기가 25.33 µm이며 상위 10%는 120.12 µm으로

균일도가 60~100%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점성을 가

진 유체를 사용하여 상기의 침강속도를 지연시킴으로써

균일도를 대폭적으로 향상시키고자 한다. 점성을 가진 유

체는 그 점성으로 인하여 무기물의 침강속도를 지연시킨

다. 종래에 사용하던 물의 경우 1~2 cps(centi poises)의 점

도를 가지고 있는 데 반해, 10 cps(centi poises)의 점도를

가진 라텍스(Latex)의 경우 80 µm급 연마제의 침강속도가

700 cm/sec이며, 60 µm급 연마제의 침강속도는 660 cm/sec

이다. 이와 같이 물 대신 라텍스를 사용함으로써 동급 연

마제의 침강속도를 10배 이상 낮출 수 있어 균일하게 분

리해 내는 것이 가능하다.

2. 실험 방법

2.1. 연마제

본 실험에 사용한 연마제는 입자 크기 40, 60, 및 80 µm

SiC 연마제로서 동급의 Al2O3나 garnet 연마제보다 경도

가 더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2.2. 침강속도 제어장치

Fig. 1(a)는 기존의 분급장치이고, Fig. 1(b)는 보인 분급

장치는 본 연구에서 새로 개발한 침강속도 제어 분급장치

이다. 이 장치는 기존의 물을 사용했던 방식 대신 라텍스

를 사용함으로써 침강속도를 지연시키고, 침강시간이 길

어짐에 따라 입자 크기가 큰 연마제는 더 빨리 침강하는

반면 입자 크기가 작은 연마제는 더 느리게 침강하는 원

리를 이용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분급이 가능하게 할 수

있다. 또 다른 특징은 기존 장치에서의 단순히 에어버블

을 넣는 방식 대신 새 장치에서는 하부에 타공판을 설치

하여 애어버블이 생성되어 나가는 통로를 좁힘으로써 미

세한 에어버블링이 가능하게 한 것이다, 이 두 가지 새로

운 테크닉을 도입함으로써 새로운 방식에서는 기존의 방

식에 비해 훨씬 더 높은 연마제의 균일도를 유지할 수 있다.

2.3. 침강속도 제어기법에 의한 균일한 연마제 제조

본 연구에서 새로 개발한 침강속도 제어 분급법은 다

음과 같이 침강속도 제어법 1과 침강속도 제어법 2의 2

Fig. 1. Experimental apparatus for controlling the sedimentation

rate: (a) method 1 and (b) method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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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Fig. 2(a)의 침강속도 제

어법 1에서 점성을 가진 라텍스(10 cps Latex)를 탱크에

일정 높이 (500 mm)로 채우고 호퍼를 통하여 라텍스가 들

어 있는 탱크 내로 SiC 연마제를 공급한다. 침강시간 660

초 경과 후 탱크 내에 설치된 분리막을 닫고 배출용 분

리막을 열어 입자 크기 80 µm 이상의 연마제를 유출 시

킨다. 이 때 SiC 연마제의 크기를 확인할 수 있는 레이저

스캐너(laser scanner)를 통하여 유출되는 연마제의 크기를

확인한다. SiC 연마제의 크기가 작아서 침강속도가 느린

작은 연마제들은 배출용 분리막을 열어 배출구를 통해서

탱크로 내보낸다. 탱크로 유출된 SiC 연마제는 침강시간

660초 경과 후 탱크 내에 설치된 분리막을 닫고 배출용

분리막을 열어 입자 크기 40 µm 이하의 연마제를 유출시

킨다. 이때 레이저 스캐너를 통하여 유출되는 SiC 연마제

의 크기를 측정한다. 본 공정기술의 핵심은 라텍스의 점

성으로 인해 연마제의 침강속도가 충분히 낮으므로 660

초의 분급공정시간 중에 연마제 입자의 크기에 따른 분

급이 매우 효과적으로 이루어 진다는 점이다.

이렇게 제조된 SiC 연마제는 라텍스와 함께 Fig. 2(b)의

침강속도 제어법2에서 볼 수 있듯이 포집되어 진동하는

#200 체(sieve)를 통하여 컨베이어 벨트에 이송되는데, 이

때 체를 통과하는 라텍스는 포집되어 재 사용된다. 컨베

이어 벨트를 통해서 이송되는 SiC 연마제는 건조로를 통

과하면서 건조된 다음 패킹 유닛으로 이송되어 최종 완

제품이 된다. 

2.4. 연마제의 표면거칠기 측정

기존 방식과 침강속도 제어기법을 사용하여 만든 제접

착제를 사용하여 사포에 접착시킨 다음 피연삭체로 304

스테인레스 막대를 사용하여 사포 위에서 3 kg의 힘으로

반복하여 연마한 다음, 피연삭체의 표면거칠기를 표면조

도측정기 (Deerfos, SJ30)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AWJ에 사용되는 연마제의 절삭 성능은 그 연마제를 사

용하여 워터젯 장비로 피연삭체를 절단하는 직접적인 방

법으로 조사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그러나 그러한 직

접적인 시험법으로 신뢰할 수 있을 정도의 충분히 많은

데이터를 얻는 데에는 놀라울 정도로 많은 비용과 시간

이 소요된다. 따라서 실제로는 조사하려는 연마제를 접착

한 사포(sand paper)에 에폭시 막대나 금속 막대를 반복적

으로 문질러 제거되는 에폭시 또는 금속 가루(stock)의 양

을 측정하여 연마제의 절삭 성능을 평가하는 간접적인 시

험법이 주로 사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도 이러한 간접

적인 시험법에 의하여, 여기서 새로이 개발한 라텍스를

사용하여 분급 처리한, 침강속도 제어법을 적용한 SiC 연

마제의 절삭성능을 조사하였다.

연마제의 침강속도는 분급 시에 사용하는 라텍스의 점

도와 연마제의 크기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Table 1에 보

인 바와 같이 라텍스의 점도가 증가함에 따라 연마제의

침강시간이 급격히 증가하는데, 이것은 침강속도가 급격

히 감소함을 의미한다. 점도가 다른 세 종류의 라텍스를

사용하여 입자 크기가 40 및 80 µm인 두 종류의 SiC 연

Fig. 2. Sedimentation rate-control techniques: (a) technique 1

and (b) technique 2.

Table 1. Sedimentation Rates of Abrasives Coated with Latexes

with Different Viscosities

Sample Water Latex 1 Latex 2 Latex 3

Viscosity 2 cps 10 cps 45 cps 110 cps

40 µm 

abrasives
65 sec 700 sec 4340 sec 10830 sec

80 µm 

abrasives
50 sec 660 sec 3900 sec 7210 sec

Difference in 

sedimentation 

rate

15 sec 40 sec 440 sec 3620 s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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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제의 침강속도를 비교한 결과 80 µm급 연마제의 침강

속도가 더 빠름을 확인하였다. 입자의 크기가 클수록 입

자 개개의 무게가 더 많이 나가므로 침강속도가 더 빠른

것은 당연한 결과라 할 것이다. 한편, Table 2는 라텍스를

사용하는 침강속도 제어법에 의하여 분급을 실시한 SiC

연마제와 기존 연마제의 입자 균일도를 비교한 것이다.

이 Table에서 %가 적을수록 입자의 균일도가 더 우수함

즉, 입자가 더 균일함을 의미한다. 침강속도 제어법 2에

의하여 제조된 SiC 연마제는 60 µm의 경우, 하위 10%는

34.26 µm이며 상위 10 %는 96.53 µm으로 균일도가 50%

이다. 이것은 기존의 방식인 물을 사용하여 분급을 실시

한 경우 (균일도: 100%)보다 훨씬 더 우수함은 물론이거

니와 침강속도 제어법 2(균일도: 61%)를 사용하여 분급

을 실시한 경우보다도 입자 균일도가 더 우수한 것이다. 

Table 3은 침강속도 제조된(라텍스를 사용하여 분급을

실시한) 연마제를 사용하여 절삭한 피연삭체의 표면거칠

기와 사용한 연마제들의 절삭수명을 나타낸 것이다. 이

표에서 Ra(root mean square roughness)는 절삭한 피연삭

체의 평균조도 값을 나타내고, Rt 는 가장 큰 연삭 깊이

(grinding depth) 값과 가장 작은 연삭 깊이 값의 차를 나

타낸다. 또한 표면거칠기 값이 더 작을수록 피연삭체의

표면거칠기가 더 우수하다. 즉, 피연삭체의 절단면 또는

절삭면이 더 매끈함을 의미한다. 침강속도 제어법을 적용

하여 처리한 연마제를 사용하여 절삭한 피연삭체의 표면

거칠기가 기존 연마제에 의하여 절삭된 피연삭체의 표면

거칠기보다 더 우수하고, 특히 침강속도 제어법 2를 사용

Table 2. Comparison of the Particle Size Uniformity of the

Coated and Heat-treated Abrasive Particles (60 µm

SiC) with that of Conventional Abrasive Particles 

Coventional
Sedimentation 

rate control 1

Sedimentation 

rate control 1

Sample Water Latex 1 Latex 2

Viscosity 2cps 10cps 100cps

Average size 

D(v, 0.5)
59.70 µm 60.23 µm 59.53 µm

Lower 10% 

D(v, 0.1)
25.33 µm 28.26 µm 30.60 µm

Upper 10% 

D(v, 0.9)
120.12 µm 96.69 µm 76.08 µm

Uniformity 100% 61% 50%

Table 3. Surface Roughnesses (Ra, Rt) and Lifetimes of 60 µm-

SiC Abrasives Measured by using an Abrasive Waterjet

System

Conventional

SiC 

abrasives

Sedimentation 

rate control 

1 SiC 

abrasives

Sedimentation 

rate control 

2 SiC 

abrasives

Size uniformity  100 %  61 %  50 %

Surface roughness (Ra) 0.50 µm - 0.39 µm

Surface roughness (Rt) 6.0 µm - 4.25 µm

lifetime 250 h 309 h 330 h

Particle 

size

D(v,0.5)

Before 

cutting
59.70 µm 60.23 µm 59.53 µm

After 

cutting
13.25 µm 24.20 µm 30.20 µm

Fig. 3. SEM images of SiC abrasives with different sizes

prepared by using the air bubbling sedimentation rate

control technique: average particle sizes of (a) 47 µm,

(b) 61 µm, and (c)78 µ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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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처리한 연마제의 경우 피연삭체의 표면거칠기가 가

장 우수함을 알 수 있다. 연마제의 절삭수명 또한 침강속

도 제어법을 적용한 연마제가 기존 연마제보다 훨씬 더

길며, 침강속도 제어법 2의 경우가 침강속도 제어법 1의

경우보다 수명면에서 더 우수함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침

강속도 제어법을 적용하여 제조된 실리콘 카바이드 연마

제는 그 표면이 라텍스로 코팅되어 있어 절단이나 절삭

공정 시에 연마제 입자들 표면에 코팅된 라텍스 층이 연

마제 입자들의 피연삭체에 대한 충격 에너지의 일부를 흡

수하기 때문에 실제 피삭체의 표면에 가해지는 충격이 적

어 피삭체의 표면거칠기가 더 우수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

한 라텍스층의 이러한 에너지 흡수 효과는 연마제 입자

자체가 받는 충격도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연마

제의 내 마모성이 더 우수하고 그 결과 연마제의 수명이

더 긴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에어버블을 이용한 침강속도

제어기술을 사용하면 Fig. 3에서와 같이 연마제를 입자 크

기 별로 잘 분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Fig. 4에서와 같

이 조도가 더 우수한 연마제를 얻을 수 있다. Fig. 4는 침

강속도 제어기법을 이용한 60 µm급 SiC 연마제를 사용하

여 절삭한 피연삭체의 평균조도 값R
a
(root mean square

roughness)가 0.39 µm으로서 기존의 60 µm급 SiC 연마제

를 적용한 피연삭체의 R
a
=0.5 µm보다 더 우수함을 확인

할 수 있다.

4. 결 론

라텍스를 사용하는 침강속도 제어기법에 의해 분급 처

리된 SiC 연마제와 종래의 SiC 연마제를 사용한 사포에

의한 절삭시험에서 전자가 절삭표면의 거칠기에 대한 균

일도 면에서 후자보다 더 우수 할 뿐만 아니라, 절삭수명

도 더 긴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절삭 전후의 SiC 연마제

크기를 비교할 때 라텍스를 사용하여 침강속도 제어기법

에 의해 제조된 SiC 연마제가 크기 변화가 적어 내충격

성과 내구성이 더 우수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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