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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의 기술동향과 현대산업의 특성은 다품종  

소량 생산으로 진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

서는 자동차용 조인트를 사용하여 적합한 공정 

변수조건을 찾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자동차 산업

의 부품가공기술 분야에서 국가적인 기술요구에 

부응하고 선진국에 대한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일환으로 연마공정개선에 대한 보다 많은 

연구 자료와 정보가 필요하다.1,2 관련 공정에 대한 

연구는 최근의 자동차산업의 부품가공에 있어서 

필수적인 기술로서, 이미 선진국에서 계속적인 개

발이 진행하고 있다.3 그래서 본 연구에서 자동차 

부품에 관한 연마공정조건에 대한 실험을 통해 

공정변수 값을 찾고자 하였다. 
   

2. 실험장치 및 실험조건

본 실험에 사용한 표면 거칠기 장비는 Fig. 1에서 

보여 지는 것처럼 Talyer Hobson사의 Form Talysurf 
Series이다. 실험에 제품의 표면거칠기를 측정하여 

Ra값을 표시하였다. Fig. 2는 실험에 사용한 장비는 

Meccanodora사가 제작한 정밀연마기를 사용하였

다. 실험에 사용한 제품은 Fig. 3에서 보여 지는 

것을 사용하였다.  

Fig. 1 Photograph of Form Talysurf Series set-up for 
force measurement system

Table 1 Comparison of measured roughness data
 Max grinding dia.  330mm

 Wheel size
(O.D × L)

 φ58.4 × 31.5mm,
φ18.6 × 52.5mm

 Machine  Size  6,300×3,435×2,842mm
 Weight  16,000kg

Fig. 2 Photograph of ball groove & internal grinding 
machine 

Fig. 3 Photograph of ball groove joint 

3. 실험결과 및 고찰

3.1 연마깊이 변화에 따른 표면거칠기
Fig. 4은 각각의 연마깊이 조건을 0.3~1.2mm까

지 변화시켜서 조건변경에 따른 표면 거칠기를 

측정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일반적인 가공에 

있어서는 연마깊이가 깊어지면 표면거칠기가 나

빠짐을 알 수 있다. 연마가공에서는 이러한 치수 

효과를 잘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미소 절삭 

시 표면 거칠기는 연마 깊이의 증가와 관련이 있다

고 할 수 있다. 연마 깊이가 증가하면 휠과 제품과의 

가공부하가 증가하여 표면 거칠기가 나빠짐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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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Relation between surface roughness and 
grinding depth

3.2 연마시간 변화에 따른 표면거칠기
Fig. 5은 연마시간을 3~12sec로 변화시켜서 각각

의 시간에 따른 표면 거칠기를 측정한 결과이다.  
9sec 이상에서는 표면 거칠기가 연마시간에 따른 

변화가 일정하였다. 이런 실험 결과로 연마능력은 

가공시간은 9sec까지는 공작물을 가공하는 것이 

제품의 표면 거칠기 향상에 도움을 주며, 9sec 이상

에서는 시간을 증가해도 표면 거칠기에 영향이 

미비함을 알 수 있었다.

0.1

0.2

0.3

0.4

0.5

0.6

0.7

0.8

0.9

1

3 6 9 12

G r ind ing t ime (s )

S
ur

fa
ce

 r
o

ug
hn

es
s(

um
)

ball groove

ball groove centerline

spherical

Fig. 5 Relation between surface roughness and 
grinding time

3.3 연마이송속도 변화에 따른 표면거칠기
Fig. 6은 연마이송속도를 0.1~0.4mm/s까지 변화

시켜서 각각의 연마이송속도에 따른 표면 거칠기

를 측정한 결과이다. 연마이송속도가 증가하면 표

면거칠기가 나빠지는 현상은 연마휠과 공작물과

의 가공부하가 증가하여 표면조도에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보여진다. 연마가공에서는 이러한 치수 

효과를 잘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미소 

절삭 시 표면 거칠기는 연마이송속도의 증가와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연마이송속도를 증가하

면 휠과 제품과의 마찰이 증가하게 되므로 가공조

건에서 이송속도가 표면거칠기에 크게 미치는 것

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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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Relation between surface roughness and 
grinding feed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형상가공을 하여 절삭조건에 따

른 표면 거칠기를 측정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1. 연마깊이는 0.3~1.2mm으로 각각의 변경하여

  연마 후 표면 거칠기를 확인하였는데, 연마깊  

    이 가 증가할수록 제품의 표면 거칠기가 나빠  

    지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2. 연마시간이 3~12s 까지는 급격하게 표면 거칠  

    기가 양호하게 나타났으며, 9s 이상에서는 표

  면 거칠기 일정하게 유지되었다. 
3. 연마이송속도는 0.1~0.4mm/s으로 각각의 변  

    경하여 연마 후 표면 거칠기를 확인하였는데,  
    이송깊이가 증가할수록 제품의 표면 거칠기  

    가 나빠지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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