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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호설명 -

A : 전류량

B : 자속밀도

fn 법선방향 힘:

Fc : 원심력

 작용 에너지:

ft : 접선방향 힘

 : 공기중 투자율

 입자에 대한 투자율:

 신호대 잡음비:

 : 실험 데이터 값

서 론1.

자기연마를 활용한 나노메터급 표면연마법은

자기연마 공구가 지닌 유연성으로 인해 평면 및

자유곡면 형상의 제품에 적용이 가능하다 또한.

마그네슘 합금에서부터 고경도 강인 텅스텐 티,

타늄 재질에도 적용이 가능한 가공법이다.
(1,2)

등Shinmura
(3)은 자기연마에서 자속밀도의 크기

와 공구와 공작물 사이의 거리가 표면거칠기 및

재료의 제거율에 많은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으

며, Kwak
(4)은 비자성체의 자기연마에서는 공작물

의 표면에 발생하는 자기력의 크기가 낮아 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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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유연성 공구를 가진 자기연마는 고경도 소재 및 자유곡면 형상 표면의 나노메터급 가공이 가능한

강점을 지닌다 이러한 자기연마에서 자기연마입자는 시간적. 비용적 측면에서 단순 혼합형 입자가 유,

리하다 그러나 단순혼합형 입자는 가공 중 공구로부터 쉽게 이탈하게 되어 가공 시간이 증가 할수록.

매우 낮은 가공 효율을 가진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단순 혼합형 입자에 오일을 대신하여 실리콘 겔.

을 매개물로 사용하는 자기연마 입자를 연구하고 그 특성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자기력 향상과 별개로.

입자간 응집력을 높여 입자의 이탈을 줄여 표면거칠기의 향상에 효과가 높음을 확인 하였다 그리고 실.

험계획법을 이용하여 고경도 소재인 텅스텐 카바이드의 실리콘 겔 자기연마에서 각 공정변수가 표면거

칠기의 향상에 미치는 특성을 평가하고 이를 최적화 하였다.

Abstract: In general, magnetic abrasive polishing can be used to effectively produce a mirror-like surface;

however, industrial applications of this process involve some unsolved problems. For example, the polishing

efficiency is low, and the used abrasives have to be treated. In this study, which is aimed at solving these

problems, a novel medium of silicone gel, consisting of ferromagnetic particles and abrasives, is developed,

and the effect of this medium is assessed on the basis of Taguchi's experimental method. The workpiece is a

tungsten carbide steel and the surface roughness after magnetic abrasive polishing using the silicone gel is

evalu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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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이 감소하며 효율 증가를 위하여 영구자석,

을 이용한 자기력 향상방안을 연구하였다 또한.

등Wang
(5)은 파이프의 내면 연마를 위한 자기연

마 공정에서 파이프의 내면에 자기연마 입자와

실리콘 겔을 혼합하면 혼합하지 않았을 경우보,

다 효과 및 표면거칠기의 향상에Self-sharpening

효과적임을 확인하였다.

자기연마 공정에서 가공의 결과를 좌우하는 요

소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는 공구와.

공작물 사이에 발생하는 자기력의 세기이며 두,

번째는 공작물의 절삭공정에 작용하는 자기연마

입자의 결합 상태이다 우선 자기력의 세기는 절.

삭력의 수직분력의 크기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

로써 비자성체의 경우 자성체의 경우보다 매우

낮게 나타난다 이러한 경우 자기연마의 가공 효.

율을 감소시키는 요인이 된다 자기연마 입자는.

강자성체인 철분말과 연마입자를 소결 시킨 뒤

분쇄한 결합형 입자가 자기연마 성능향상에 효과

적이다 그러나 입자 가공시간과 비용이 매우 높.

은 단점이 있어 철분말과 연마입자를 적정량의

오일과 단순 혼합하는 단순 혼합형 입자가 유용

하다 그러나 이러한 단순 혼합형 입자는 공구의.

회전력의 증가 및 비자성체의 가공에서 연마입자

가 공구로부터 쉽게 이탈하는 경우가 많아 가공

효율이 감소하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

서는 평면 및 곡면의 자기연마 시스템의 효율 향

상을 위해 단순 혼합형 입자에 실리콘 겔을 혼합

하여 표면거칠기 향상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

고 고경도이며 투자율이 낮은 텅스텐 카바이드,

의 자기연마에서 실리콘 겔 매개물 연마입자가

표면거칠기의 향상에 미치는 영향을 실험계획법

을 통해 평가하였다.

자기연마 메커니즘2.

평면 자기연마2.1

평면의 자기연마 공정은 과 같이 코일이Fig. 1

감긴 에 전류를 부가하면 패러데이의Steel Pole ,

법칙 에 의해 자기력이 발생하는 연(Faraday's law)

마공구가 된다 전자석에 전류가 부가된 연마공.

구는 자성입자를 구속하게 된다 구속된 자성입.

자는 사슬구조 로 정렬되며 연(Chain-like structure)

마입자는 자성입자들 사이에 위치하게 된다 이.

처럼 사슬구조로 형성된 입자들은 유연성을 가지

는 브러쉬 역할을 한다.
(6) 그리고 비자성체와 같

은 자기력에 대한 투자율이 낮은 재료의 가공에

서 자기력 향상을 위해 개의 전자석으로 구성32

된 자기력 향상 테이블을 공작물 아래에 설치하

였다.

에 나타난 것과 같이 자기연마입자 개는Fig. 2 1

코일에서 발생되는 자력에 의한 법선 방향의 힘

fn 공구의 회전에 의해 발생하는 접선 방향의 힘,

ft를 받는다 따라서 자기연마에서 발생하는 절삭.

력은 이 두 힘의 합력으로 표현될 수 있다 여기.

서 힘 fh는 공구의 회전력에 따라 증감하며 자성,

연마 입자군과 공작물 사이에 발생하는 법선 방

향의 힘 fn은

 

 



 (1)

로 나타낼 수 있다 여기서. 는 투자율(H/m), S

는 자성연마 입자와 공작물이 접촉하는 전체 면

적을 나타낸다 식 에 따라서 법선방향의 힘은. (1)

자속밀도 에 따라 큰 폭으로 증감 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자속밀도는 전류의 세기에 비.

례하므로 전류의 세기를 조절하여 절삭력의 세기

를 조절 할 수 있다.

Fig. 1 Schematic of magnetic abrasive polishing
process using simply mixed abrasives and
magnetic array table

Fig. 2 Configuration of cutting force for magnetic
abras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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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연마가공 메커니즘2.2
(7)

자성연마 입자에 작용하는 에너지 는 Fig. 3

에 나타낸 것과 같이 가지 에너지로 구성되어3

있다 첫째는 자성연마 입자가 자력에 의해 정렬.

될 때 발생하는 자력에 의한 에너지 이다 둘.

째는 자화된 자성연마 입자들 사이에는 패러데이

법칙에 의해 자화되었기에 척력이 발생하게 되어

서로 밀어내어 발생하는 반발에너지 이다 마.

지막 셋째는 자기연마입자가 밀집된 상태에서 공

구가 회전하면 공구의 끝단 부위에서 발생하는

인장 에너지 이다 따라서 전체. 는 다음과

같이 나타낸다.

 =  +  +  (2)

만약 정렬된 브러쉬가 안정된 상태에 있을 경

우는 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상태일 것이며

 이 된다 가공 중 공작물과 공구 사이에= 0 .

포함된 자성연마 입자의 량이 적을 경우에는 자

력에 의한 영향력이 반발력이나 인장력 보다 강

하게 작용할 것이다 즉. ,

 > max.[ ,  ] (3)

의 관계가 성립한다.

하지만 공급되는 연마입자의 량이 증가할수록

자력에너지는 반발에너지와 인장에너지보다 작게

작용 할 것이다.

 >  ,  >  (4)

자기연마에서 실리콘 겔 응용3.

실리콘 겔 매개체 연마입자3.1

실리콘 겔 매개물을 이용한 자기연마 입자는 자

기연마 입자사이에 발생하는 인장력을 증가시키고

연마입자가 공작물에 발생시키는 수직압력을

Fig. 3 Configuration of energy for magnetic abrasives

증가시키는 효과를 발휘 할 수 있다 그러한 이.

유는 실리콘 겔이 지닌 점성과 불수용성 성질 때

문이다 는 오일을 혼합한 단순 혼합형 입. Fig. 4

자와 실리콘 겔을 이용한 혼합형 입자에 작용하

는 응집력 원심력 자기력을 나타낸다 오일의, , .

경우 점성이 낮아 자기력이 낮아지고 공구의 회,

전력이 커지게 되면 연마입자들이 공구로부터 쉽

게 이탈한다 반면 실리콘 겔을 이용한 경우 실. ,

리콘 겔의점성이 높아 연마입자들 간의 응집력을

증가시키고 증가된 응집력에 의해 공구 회전수의

증가에도 연마 입자의 이탈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다 또한 철 분말이 각 연마 입자에 전달하.

는 힘 또한 오일을 이용한 경우 보다 손실이 적

다 는 실제 공구에 부착된 자기연마 입자. Fig. 5

브러쉬 형태를 보여준다 는 오일을 혼합. Fig. 5(a)

한 반순 혼합형 입자이고 는 실리콘 겔을 이, (b)

용한 연마입자 브러쉬 형태이다 실리콘 겔을 이.

용한 경우가 오일을 이용한 경우보다 연마입자들

의 집중도가 높음을 확인할 수 있다.

자기연마에서 실리콘 겔의 유효성3.2

실리콘 겔을 매개물로 하는 자기연마 입자가 표

면거칠기의 향상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에 나타난 조건으로 실험을 수행하였다Table 1 .

Fig. 4 Effect of magnetic abrasives using silicone gel

(a) Using oil (b) Using silicone gel

Fig. 5 Comparison of shape of bru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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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입자의 특성에 따른 비교를 위해 가지 종류3

의 자기연마 입자를 실험에 사용하였다 평균.

150 입자크기의 철분말과 입도 의 입자3000 GC

를 의 무게비로 단순 혼합하고 이를 올리브1:1

오일과 점도가 각각 와 인 실300,000cs 1,000,000cs

리콘 겔을 첨가하여 제조한 자기연마 입자가 그

Table 1 Experimental conditions

Items Conditions

Magnetic

abrasives

1)Fe-pow.+GC(#3000)+Oil

2)Fe-Pow.+GC+Silicone(300,000cs)

3)Fe-Pow.+GC+Silicone(1,000,000cs)

Workpiece SM45C(40x30x7mm)

Medium

Silicone gel oil :300,000cs or

1,000,000cs(Shinetsu, KF-96, japan)

Olive oil : 90cps

Current 2.5A

Working
gap

1.5~2.0mm

(a) Ra

(b) Rz

Fig. 6 Effect of silicone gel on surface roughness

것이다 실험에 사용된 소재는 자기력 크기에 따.

라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해 강자

성체의 성질을 가진 를 사용하였다 공구SM45C .

의 코일에 인가되는 전류는 를 공구와 공작2.5A

물 사이의 간극은 최소 에서 최대 를1.5mm 2.0mm

유지할 수 있도록 조절하였다 실험에 대한 결과.

는 가공시간에 따른 SM45C표면의 평균표면거칠

기 및 점 평균거칠기의 변화를 각기 다른 점10 3

을 측정하고 평균을 내어 나타내었다.

실험 결과는 에 나타난 것과 같다 우선Fig. 6 .

점도 의 실리콘 겔을 혼합한 자기연마300,000cs

입자는 가공 분 후 값이 에서 로10 Ra 0.64 0.23㎛ ㎛

향상되어 오일을 매개물로 한 자기연마 입자일

때의 에서 로의 향상보다 표면거칠기0.56 0.41㎛ ㎛

의 향상에 우수한 결과를 보였다 의. Fig. 6(b) 10

점 평균거칠기에서도 동일한 결과를 보인다 이.

러한 결과는 실리콘 겔이 입자와 철 분말 간GC

의 응집력을 증가시킴과 동시에 연마입자의 자가

순환기능을 증가시키기 때문이다 반면 실리콘.

겔의 점도가 에서는 가공 분 후1,000,000cs 30 Ra

값이 에서 로 향상되어 오일을 매개0.63 0.35㎛ ㎛

물로 한 입자보다 평균표면거칠기 및 점 평균10

거칠기 값의 향상이 높게 나타나지만 그 차이가

크지 않다 그리고 점도가 일 때 보다. 300,000cs

표면거칠기의 향상 정도가 낮아 높은 점도의 실

리콘 겔이 혼합 될수록 연마입자의 입자군내 순

환과정과 회전력 전달을 방해하는 경향이 있다고

예측 된다.

공정변수 최적화4.

실험계획법의 구성4.1

본 연구에서는 자기연마 공정에서 각각의 인자

가 표면거칠기에 미치는 영향력을 평가하기 위하

여 최소의 실험으로 결과에 인자가 미치는 영향

을 효과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실험계획법을 이

용하였다 는 본 실험에서 각 실험마다 공. Table 2

통적으로 적용된 실험조건을 나타내었다 소재는.

투자율이 낮아 자기력향상 테이블 적용이 필요한

를 사용하여 투자율이 낮은 고강Tungsten carbide

도 특성소재에서 실리콘 겔 매개물 자기연마의

특성을 평가하였다 자기력 향상 테이블은 약.

의 극 자기력이 극성을 지닌 공구와 만나20mT N S

공작물 표면의 자기력을 향상시켰다.

소재의 실리콘 겔 혼합형 자기Tungsten carb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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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마 공정변수가 표면거칠기의 향상에 미치는 영

향을 평가하고 최적화하기 위한 각 인자들과 각

수준을 와 같이 구성하였다 여기서 인덕Table 4 .

터의 회전수는 선행 연구에서 이상의 회1200rpm

전에서는 크기가 이상의 입자들이 급속히150㎛

공구로부터 이탈하기에 을 기준으로1200rpm

씩 증감하였다 인덕터 공구에 인가되는400rpm .

전류의 세기 또한 를 기준으로 씩 증감1.5A 0.5A

하였다 전류 세기의 증가는 인덕터 공구의 자속.

밀도 증가로 이어진다 실험에 적용된 자기연마.

입자는 가지 종류를 사용하였다 에 자기3 . Table 3

연마입자의 구성을 나타내었다 자기연마 입자는.

실리콘 겔을 각각 종류의 연마입자와 철분말을3

의 무게비로 단순 혼합하여 적용하였다2:1:1 .

Table 2 Experimental condition for optimization

Items Conditions

Inductor Flat type(ϕ 20mm)

Workpiece
Tungsten

carbide(30x20x8mm)

Feed speed 6mm/min(X-axis)

Working time 15min

Electro-magnet array table 32EA (max. 6A)

Table 3 Type of magnetic abrasives

Type Conditions
Grain

size

‘a’ Fe-powder(150㎛)+GC+Silicone gel
≤8㎛

‘b’
Fe-powder(150㎛)+WA+Silicone

gel

≤8㎛

‘c’
Fe-powder(150㎛)+Boron

nitride+Silicone gel

≤5㎛

Table 4 Factors and levels used in experiment

Factors
Levels

1 2 3

Current, A(A) 1.5 2.0 2.5

Spindle speed, B(rpm) 800 1200 1600

Working gap, C(mm) 1.5 2.0 2.5

Abrasive, D(Type) ‘a’ ‘b’ ‘c’

는 실험에 사용된 표준직교배열표를 나타Table 5

낸 것이며 직교배열표에는 개의 열에 주요인자, 4

및 상호작용이 예상되는 인자들을 배치하였고,

실험의 회수는 회가 된다9 .

실험의 결과 및 분석4.2

직교배열표에 따라 실시한 실험의 결과값은 자

기연마 공정 전과 후의 평균표면거칠기 향상값을

측정하였다 측정 오차를 최소화 하기 위해 수직.

방향으로 중심에서 등간격으로 측정하고 수평방,

향으로도 동일한 간격으로 측정하여 그 값을 평

균하여 나타낸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측정된 평.

균값은 비로 환산하여 결과에 반영하였다S/N .

본 실험에서는 평균표면거칠기의 향상정도가 클

수록 자기연마 효율이 높다라고 볼 수 있다 따.

라서 비의 치환 방법 중 식 와 같은 망대S/N (5)

특성을 이용하여 그 값을 계산하였다 여기서. 

는 실험에서 얻어진 데이터이다 실험에서 얻어.

진 표면거칠기 향상정도의 측정값과 이로부터 계

산된 비는 과 같다S/N Table 6 .

Table 5 Orthogonal array table for L9(3
4
)

No.
Factors

A B C D

1 1.5 800 1.5 ‘a’

2 1.5 1200 2.0 ‘b’

3 1.5 1600 2.5 ‘c’

4 2.0 800 2.0 ‘c’

5 2.0 1200 2.5 ‘a’

6 2.0 1600 1.5 ‘b’

7 2.5 800 2.5 ‘b’

8 2.5 1200 1.5 ‘c’

9 2.5 1600 2.0 ‘a’

Table 6 Experimental results and calculated S/N ratios

No.
Before

(Ra)

After

(Ra)
RaΔ S/N ratio

1 0.36 0.29 0.07 -23.098

2 0.42 0.35 0.07 -23.098

3 0.43 0.38 0.05 -26.020

4 0.47 0.42 0.05 -26.020

5 0.34 0.31 0.03 -30.457

6 0.38 0.31 0.07 -23.098

7 0.33 0.29 0.04 -27.958

8 0.42 0.35 0.07 -23.098

9 0.41 0.31 0.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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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교배열표에 따른 실험 결과 번의 실험조건9

에서 0.1㎛의 평균표면거칠기 향상을 보여 가장

높은 실리콘 겔 자기연마 효율을 나타낸다 그리.

고 각 인자의 수준에 따른 비의 평가와 평균S/N

표면거칠기에 미치는 영향은 에 나타난Table 7

것과 같다 그 결과 인자 공구와 공작물 사이의. C (

간극 가 의 값으로 평균표면거칠기 향상에) 45.9%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반면 인자 연마. D (

입자의 종류 의 영향 정도는 로 가장 낮은) 4.7%

수치를 보이며 평균표면거칠기에 가장 낮은 영향

을 나타낸다 이러한 결과는 실리콘의 점성이 일.

정 공간 간극 사이에 정렬된 자기연마 입자들의( )

회전에 의한 탈락을 방지하고 있어 자기연마 입

자량이 간극에 따라 변화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

다 즉 특정 간극에 따른 적정한 입자 투입량이. ,

있으며 이를 초과하거나 모자를 경우 절삭력이,

과다해지거나 미흡하여 표면거칠기의 향상에 가

장 많은 영향을 보인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을 통해 전류값이 이고 공구의Fig. 6 2.5A

회전수가 간극이 이며 연마입자가1600rpm, 2.0mm

일 때가 비가 가장 높은 수치들의 조합으로GC S/N

평균표면거칠기의 향상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 최적

의 조합으로 볼 수 있다 즉 실리콘 겔을 이용한. ,

자기연마에서는 회전수가 을 넘는1200rpm 1600rpm

에서도 그 효율을 증가 시킬 수 있어 가공 시간을

단축 시킬 수 있다 그리고 전류값은 인덕터 공구에.

발생하는 자기력과 자기력 향상 테이블에 발생하는

의 자속밀도와 적절한 조합이 의 전류가20mT 2.5A

인가될 때로 볼 수 있다 반면 입자의 종류에 따른.

결과값의 변화가 매우 낮기 때문에 어떤 종류의 입

Table 7 Results table of S/N ratio for each factors

Level
Diff. Total

P.C.

(%)1 2 3

A -24.072 -26.525 -23.686 2.839

11.12

7

25.5

B -25.692 -25.551 -23.039 2.653 23.9

C -23.098 -23.039 -28.146 5.107 45.9

D -24.518 -24.718 -25.046 0.528 4.7

자를 선택해도 무방하지만 입자의 크기가 상대적으,

로 작은 의 경우가 효율이 낮은‘c’ (Boron nitride)

것으로 볼 수 있다.

간극은 로 넓어지게 되면 자기연마 입자에2.5mm

작용하는 자기력이 급격히 낮아지게 되면서 실리콘

겔이 입자를 끌어당기는 응집력을 넘어서게 된다.

따라서 실리콘 겔과 함께 덩어리의 형태로 입자들

이 급격히 탈락하는 현상이 발생한다.

실험의 신뢰수준 분석을 위해 분산분석을

과 같이 수행하였다 여기서 는 각 인자Table 8 . SS

별 비의 제곱합을 는 각 인자별 자유도S/N , DOF

를 는 제곱평균을, V , F0는 제곱평균비를 나타내며

는 오차항을 나타내고 있으며 본 실험에서 오차E

항은 표면거칠기의 향상에 가장 작은 영향을 미

치는 인자 연마입자의 종류 로 폴링 하였D ( ) (Polling)

다 분산분석 및 검증을 통하여 표면거칠기의. F-

향상정도는 A와 인자가 인자가 의B 95%, C 99%

유의수준을 만족함을 알 수 있다 여기서. α

=0.01일 때 검증 기준값이F- 99.0 이상의 값이(**)

면 이고99% α =0.05 일 때 검증 기준값이(*) F-

이상이면 의 신뢰수준이다19.0 95% .

Table 8 ANOVA for each factor

SS DOF V F0

A 1.581 2 0.791 33.391
*

B 1.485 2 0.743 31.361
*

C 5.728 2 2.864 120.96
**

D 0.047 2 0.024 -

Error (0.047) (2) (0.024)

Total 8.794 8

Fig. 6 Influence of polishing factors on surface rough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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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론5.

본 연구에서는 자기력 향상 테이블을 적용한

평면 자기연마 공정에서 실리콘 겔 매개물 자기

연마입자가 표면거칠기의 향상에 미치는 특성을

비교분석하고 고경도 강에서의 연마 특성을 실,

험계획법을 통해 분석하여 아래와 같은 결론을

얻었다.

실리콘 매개물을 철 분말 및 연마입자와 혼(1)

합하여 자기연마 공정에 적용할 경우 오일을 매

개물로 이용한 경우보다 점성이 높아 입자들간의

응집력의 증가 및 자기력의 전달에 유리하다.

의 점도를 가진 실리콘 겔을 이용(2) 300,000cs

한 경우 오일을 이용한 자기연마 입자보다 동일

가공 시간에서의 약 우수한 가공 효율을300%

보인다.

의 실리콘 겔 자기연마에서(3) Tungsten carbide

공구와 공작물 사이 간극이 표면거칠기의 향상에

가장 높은 영향을 보이며 전류값이 이고 공, 2.5A

구의 회전수가 간극이 이며 연마1600rpm, 2.0mm

입자가 일 때 가장 높은 표면거칠기 향상을GC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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