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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랭크샤프트 연삭 가공을 위한 초음파 공구 혼 설계
A Ultrasonic Tool Horn Design for a Crankshaft Grinding Mach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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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 정밀 가공 기술의 발전으로 인하여 제품의 

높은 성능, 정밀도를 통한 품질 향상이 이슈가 되고 

있다. 이에 전통적인 가공 방식을 탈피하여 특수한 

정밀 가공 기법이 다양하게 연구되고 있으며 그 

중 공구에 초음파 진동을 부가하여 가공이 어려운 

난삭 재료의 가공 혹은 높은 가공 효율 구현이 

가능한 초음파 가공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

고 있다. 초음파 가공은 주로 소재의 홀(Hall) 가공, 
디버링(deburring), 난삭재료의 연삭 가공 등에 쓰

이고 있으나 가공 시 발생하는 힘의 감소, 표면 

품질 향상 등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생산성과 고정밀을 요구하는 자동차 산업에서도 

부품 가공 시 초음파 진동 공구 적용이 시도되고 

있다.[1][2]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kHz의 높은 주파수에 의

한 초음파 진동을 연삭 공구에 적용하여 자동차용 

크랭크 샤프트 연삭 시스템에서 사용이 가능하도

록 직경이 큰 연삭 공구에 초음파 진동을 부가하여 

가공 할 수 있는 공구 혼에 대한 기초적인 설계와  

제작 그리고 테스트 배드를 통한 공구의 적용성 

평가를 수행하였다.  

2. 크랭크 샤프트용 초음파 혼 설계 제작

자동차용 크랭크 샤프트 연삭 시스템에 적용되

는 초음파 혼은 큰 직경의 연삭 휠을 사용하여 

가공을 수행하여야 한다. 따라서 크랭크 샤프트용 

초음파 연삭 툴은 출력단의 직경이 입력단의 직경

보다 더 큰 원판 형태의 혼을 설계 제작하여야 

한다.  일반적인 소형 봉 형태의 공구는 길이 방향으

로 진동하는 종진동 1차 모드에서 공진하도록 설계

되고 있다.[3] 그러나 크랭크 샤프트 연삭 시스템에 

적용되는 혼은 혼의 직경이 매우 크므로 20kHz 

주파수에서 종진동 1차 모드의 구현이 어려운 단점

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3차 이상의 종진동 

모드를 사용하도록 FEM 설계 시 시뮬레이션을 

통해 공진 모드를 확인하였다. 혼의 직경은 200mm
로 설계하였으며 초음파 진동이 원활히 이루어지

도록 비교적 가벼운 알루미늄을 소재로 하여 해석

을 수행하였다. 또한 초음파 엑추에이터가 적용된 

원통 연삭 테스트 배드에 장착하기 위한 형상 설계

가 수반되었다. 혼의 최종 길이는 136mm로 결정되

었다. 다음 Fig.1은 크랭크 샤프트 연삭 가공을 위한 

초음파 공구 혼의 최종 설계도이며 Fig.2는 FEM 
해석 결과이다.

Fig. 1 a drawing of crankshaft ultrasonic horn 

Fig. 2 FEM simulation result of ultrasonic horn 

FEM 해석 결과 20.01kHz에서 3차 종진동 모드를 

갖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고 원판 형태의 혼 중앙에

대비 실제 가공이 수행되는 외경부분의 진폭이 

약 20~30% 정도로 파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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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 완료된 혼에 대하여 실제 제작을 수행하였

다. 혼의 소재는 해석 시 사용된 알루미늄으로 결정

하였고 혼의 외경부분은 연삭입자 전착을 위하여 

스틸 소재의 링을 압착하였다. 연삭 입자는 CBN으
로 입자 크기는 약 76μm(200mesh)로 선정하였다. 
다음 Fig.3은 설계 완료하여 제작된 초음파 혼을 

나타내고 있다.

Fig. 3 Crankshaft ultrasonic horn (Aluminium) 

3. 초음파 혼 성능평가 및 TEST-BED 적용

전착 공정을 마친 대형 혼 완성품에 대하여도 

진폭 테스트 수행하였다. 초음파 가진 엠프

(Amplitude 약 30%)를 사용하여 성능 테스트 완료

하였으며 측정 결과 FEM 해석 시 예측된 모드 

주파수와 유사한 19.5~20.2kHz 정도에서 종 진동 

3차 모드 발생하였다. 진폭은 원판 혼의 중앙부위

에서 5μm 외경부분에서 약 1μm 정도 발생 가능

한 것으로 판단되어 FEM 해석 시 예측 하였던 

중앙 대비 외경 부분 진폭 비와 유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다음 Fig. 4는 측정된 혼의 진폭 

결과를 도시하고 있다.

Fig. 4 Amplitude and frequency measurement result of 
crankshaft ultrasonic horn 

주파수와 진폭 측정을 마친 혼에 대하여 초음파 

액추에이터가 설치된 원통 연삭 테스트 배드를 

통하여 연삭 가공 시험 평가를 수행하였다. 가공 

소재는 주철로 된 직경 50mm 길이 100mm의 봉 

타입 소재이며 Wheel축 500~2000rpm, work 축 

40rpm, Feed 0.5mm/min의 조건으로 가공을 수행하

였다. 시험 평가 수행 결과 초음파 연삭 가공 수행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다음 Fig. 5는 테스트 

배드에서 초음파 가공을 수행하는 모습과 함께 

가공 제품의 이미지를 도시하고 있다. 

Fig. 5  Ultrasonic grinding test and workpiece  

4. 결론

본 논문에서는 크랭크 샤프트 연삭 시스템에 

적용 가능한 초음파 공구 혼에 대하여 설계 제작을 

수행하고 테스트 배드에 적용하여 실제 가공의 

가능 여부를 평가하였다. 초음파 종진동의 구현 

여부 및 가공 적용 평가를 위하여 직경 200mm의 

혼을 제작하고 평가하였으며 3차 종진동 모드에서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그러나 실제 

크랭크 샤프트 연삭 시스템에 적용되는 공구 혼의 

직경은 650mm로써 향후 직경이 증가하였을 때의 

혼의 공진모드와 진폭이 효율적으로 발생할 수 

있도록 개선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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