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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서론서론서론1. 

최근 산업분야에서 복합재와 신소재는 눈부시

게 발전되고 있으며 사용량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재료들은 기존의 가공법으로 해결하기 곤

란한 기계적 성질들을 가지고 있어 새로운 가공법

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그 중에서 특수 가공 기술의 . 

하나로 연마재를 이용한 연마재 워터젯(Abrasive 

가공에 관한 연구가 특별한 관심을 Water Jat, AWJ) 

끌고 있다.1~3) 연마재 워터젯은 난삭재의 가공이  

가능하고 가공 단면의 경화가 거의 없으며 가공 , 

시 발생하는 열로 인한 재료의 변형이 거의 없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이로 인하여 후 가공 공정이 . 

불필요하기 때문에 가공비 절감 차원에서 연마재 

워터젯의 사용이 확산되고 있다 연마재 워터젯 . 

용 연마재로는 알루미늄옥사이드(Al2O3 실리콘 ), 

카바이드 가넷 지르코니아(SiC), (garnet), (ZrO2 등)

이 주로 사용되고 있다 이 중에서 . Al2O3와 의 SiC

내마모성이 가장 높아 절삭 성능 및 입자 균일도가 

오래 지속되기 때문에 습식 워터젯(Abrasive 

연마재로 가장 적합하Suspension Water Jat, ASWJ) 

다. 

연마재에 열경화성 수지나 열가소성 수지의 코

팅을 통해 경도와 강도가 높은 최적화된 특수 연마

재를 제조 할 수 있다 이러한 특수 연마재는 워터젯 . 

공정에서 우수한 연삭 성능과 지속성을 보이며, 

절삭면의 표면 조도를 고르게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습식 워터젯 절삭 공정의 알루. 

미늄옥사이드와 실리콘 카바이드 연마재의 경도 

강화 및 절삭 성능의 향상을 위해 페놀 수지를 

코팅하고 열처리를 실시한 후 코팅 전 후의 연마재, 

를 로 제작하여 연삭 성능 실험을 실시하sand paper

였다.

습식 워터젯 연마재의 코팅 및 열처리습식 워터젯 연마재의 코팅 및 열처리습식 워터젯 연마재의 코팅 및 열처리습식 워터젯 연마재의 코팅 및 열처리2. 

습식 워터젯 연마재의 강도 강화 및 절삭 성능 

향상을 위하여 열처리 공정 중에 화학적 성분을 

첨가시켜 연마재를 코팅하였다 연마재의 코팅은 . 

점성이 있는 유체 중 라텍스 고무 등의 유체를 , 

이용하여 분급된 급 연마재에 실시하였40, 50, 60㎛

다 연마재 표면 코팅에는 과 . Phenolic resin sovent 

첨가제를 사용하였다 코팅 후 에50:50 wt.%, . 300℃

서 분간 건조하고 에서 시간 경화시켰10 , 130 24℃

다 일반적인 연마재는 정도의 경도를 . 8.0~9.2 Mohs 

가지지만 파괴 강도는 정도로 약하기 때문, 3 /㎏㎠ 

에 습식 워터젯 절삭 공정 중 깨지기 쉽다 코팅 . 

및 열처리 공정 후 연마재의 강도는 로 10~15 /㎏㎠

증가하였다 은 코팅 및 열처리 전후의 연마재 . Fig. 1

이미지이다SEM .

Fig. 1 Coating and heat treatment before and after the 
abrasive : (a) Normal abrasive (b) Coating and 
heat treatment after the abrasive

코팅 처리 연마재의 성능 향상코팅 처리 연마재의 성능 향상코팅 처리 연마재의 성능 향상코팅 처리 연마재의 성능 향상3. 

연마재의 크기별 절삭 성능 및 코팅 처리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알루미늄옥사이드와 실리콘 카바

이드 급 연마재를 사용하였다 연마재40, 50, 60 . ㎛

의 연삭특성을 간접 평가하기 위해 크기별 일반 

선순환 습식 워터젯 연마재의 코팅 효과선순환 습식 워터젯 연마재의 코팅 효과선순환 습식 워터젯 연마재의 코팅 효과선순환 습식 워터젯 연마재의 코팅 효과Phenolic Resin 
Phenolic Resin Coating Effect of Virtuous Circle of Abrasive 

Suspension Water J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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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마재와 코팅 후 열처리한 연마재를 로 sand paper

제작하였다 에 연마재의 간접 연삭 특성평가 . Fig. 2

결과를 나타내었다 간접 실험 결과 연삭 성능은 . 

실리콘 카바이드 연마재가 알루미늄옥사이드 연

마재보다 대략 우수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15% . 

연마재 입자 크기가 작아짐에 따른 연삭력 저하를 

코팅 및 열처리를 통해 보강 할 수 Phenolic resin 

있다.4) 

Fig. 2 40~60 indirect test comparing normal and ㎛ 

coated abrasive

결론결론결론결론4. 

습식 워터젯 연마재의 코팅 및 열처리를 통해 

경도와 강도를 강화 할 수 있으며 절삭 성능을 , 

향상시킨다 기존의 파괴강도는 정. 3 /㎏㎠ 도로 깨

지기 쉬운 특성을 가지고 있었으나 코팅 및 열처리 , 

공정으로 10~15 로 증가하였다 페놀 수지의 / . ㎏ ㎠

코팅 및 열처리를 통해 경도만 높던 일반 연마재들

의 사용 수명을 향상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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