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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Crankshaft는 동력 행정에서 피스톤의 직선운동

을 회전운동으로 바꾸어 출력을 전달하는 엔진의

회전축이다.
Crankshaft는 완전한 원통 형상이 아닌 비대칭적

인 형상을 하고 있으며, 엔진의 출력을 직접적으로

전달하는 부품인 만큼 높은 강성이 요구되고, 높은

정밀도와 표면품위를 요구한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Crankshaft의 연삭가공은

매우 까다로우며 제작 시간 또한 상당히 오래 걸린

다.
현재 Crankshaft의 생산성 및 품질 향상을 통해

경쟁력 확보를 목적으로 기업 뿐만 아니라 국가적

인 연구가 지속적으로 진행중이나, Crankshaft 연삭

가공의 많은 변수로 인해 최적 가공조건을 선정하

기가 매우 어렵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CBN Wheel을 사용하여

Crankshaft에 주로 사용되는 소재인 FCD70C를 원

통연삭 가공 후 표면조도 데이터 비교를 통해 휠

직경, 공작물 속도, 절입속도가 미치는 영향을 고찰

하고자한다.

2. 실험장치 및 방법

본 실험의 연삭 장비는 LANDIS사의 Crankshaft  
연삭장비를 사용하였으며, 3차원 측정기 ZEISS사
의 UMC850과 조도 측정기 Kosaka사의 SE300이
사용되었다.

본 실험에서 사용된 피삭재는 Crankshaft에 주로

사용되는 소재인 FCD70C를 480mm×∅70mm 크기

로 가공하여 사용되었으며, 연삭숫돌은 ∅550mm, 
∅650mm, 입도 120의 CBN 휠을 사용하였다.

연삭휠은 밸런싱기를 사용하여 휠 회전 중심을

교정하였으며, 연삭숫돌 드레싱에는 UNOVA사의

Rotary Diamond Dresser가 사용되었다.
실험은 연삭휠 직경, 공작물 속도, 절입깊이의

조건을 변경하여 진행하였다.
각 조건당 2차례의 가공을 실시하였고, 연삭 가

공 후 3번의 반복 조도 측정을 통해 각 조건별로

평균값을 산출하여 표면품위에 미치는 영향을 알

아보았다.
Table 1은 실험 조건을 나타낸다.

Contents Conditions
Workpiece FCD70C
Workpiece speed(rpm) 40, 50, 60, 70, 80
Wheel dia. ∅550mm, ∅650mm

Wheel speed 120m/s

Feed(mm/min) 3, 6, 9, 12, 15, 18, 21

Table 1 Experimental conditions

3. 실험결과 및 고찰

본 실험에서는 FCD70C 원통 연삭 가공에 있어

서 공작물의 주속도, 절입속도의 변화에 따른 표면

조도의 변화를 알아보았다.
Feed 속도가 빠를수록 표면조도 결과 값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공작물 속도의 증가에도 표면조도 결과 값이

증가하는 경향이 보였으나 그 변화 값은 미세하였

다.
Fig 1.과 Fig 3.,Fig 2.와 Fig 4.를 비교해 봤을

때 연삭 휠의 직경이 ∅650mm일 때, 직경 ∅550mm
경우 보다 표면조도 결과 값이 미세하게 높게 나왔

으나, 전체적인 경향은 동일한 것 나타났다.
공작물 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전체적으로 미세

하게 표면조도 결과 값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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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40rpm과 50rpm구간에서는 전체 구간에 비해

다소 높게 측정되었다.

Fig 1. Surface roughness versus Feed
                   (Wheel Dia. ∅550)

Fig 2. Surface roughness versus Feed
                       (Wheel Dia. ∅650)

Fig 3. Surface roughness versus Work Speed
                  (Wheel Dia. ∅650)

Fig 4. Surface roughness versus Work Speed
              (Wheel Dia. ∅650)

4. 결론

본 연구에서 실시한 CBN 연삭휠을 이용한

FCD70C 연삭 실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절입속도가 빠를수록 표면조도 수치가 증가하는

뚜렷한 경향을 보인데 반해, 공작물 속도의 증가

에는 뚜렷이 드러나는 경향은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Crankshaft 연삭가공에 있어 절입

속도가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2. 연삭 휠의 직경이 ∅650mm일 때, 직경 ∅550mm

경우 보다 표면조도 결과 값이 미세하게 높게

나왔으나, 전체적인 경향은 동일한 것으로 보아

큰 영향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공작물 속도가 증가함에 따라 표면조도 결과

값이 미세하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나, 40rpm
과 50rpm구간에서는 다소 높게 측정되는 것으

로 보아 절입량에 비해 공작물 회전이 부족하여

부하가 높게 걸린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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