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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kinematic characteristics of cutting device significantly affects cutting performance in 2-dimen-
sional elliptical vibration cutting(EVC) where the cutting tool cuts workpiece, traversing a micro-scale 
elliptical trajectory in a trochoidal motion. In this study, kinematical characteristics of EVC device 
constructed with two parallel stacked piezoelectric actuators were analytically modeled and compared 
with the experimental results. The EVC device was subjected to step and low-frequency(0.1 Hz) si-
nusoidal inputs to reveal only its kinematical displacement characteristics. Hysteresis in the motion of 
the device was observed in the thrust direction and distinctive skew of the major axis of the ellip-
tical trajectory of the cutting tool was also noticed. Discrepancy in the voltage-to-displacement char-
acteristics of the piezoelectric actuators was found to largely contribute to the skew of the major ax-
is of the elliptical trajectory of the cutting tool. Analytical kinematical model predicted the cutting 
direction displacement within 10 % error in magnitude with no phase error, but in estimating the 
thrust direction displacement, it showed a 27˚ of phase-lag compared with the measured displacement 
with no magnitude error.

* 
1. 서  론

여러 가지 가공 방식 중 절삭가공 방식의 가공 

정밀도가 가장 우수하다고 알려져 있지만, 일반 절

삭 영역이 아닌 초정밀 미세가공 영역에서는 정밀 

미세 공구를 제작하기 어렵고 제작된 미세공구의 

수명이 짧으며, 미세한 버(burr) 생성 억제 및 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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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거가 어렵다. 이러한 한계점들을 극복하고 초정밀 

미세가공을 실현시키고자 공구에 고주파 진동을 가

진시켜 절삭 가공하는 진동절삭(vibration assisted 
cutting), 그 중에서도 2차원 진동절삭에 해당하는 타

원궤적 진동절삭(EVC , ellipticalvibrationcutting)방식

이 개발되었다(1~3). 이는 절삭방향(cutting direction)과 
배분력방향(thrust direction)으로 절삭공구를 가진시

켜 마이크로 스케일의 2차원 타원궤적을 생성시키

면서 절삭가공하는 방법을 말하며, 이를 통해 절삭

저항이 매우 감소되고, 미세가공 정밀도를 크게 향

상시킬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1~8).
진동절삭을 실현시키기 위하여 선행 연구자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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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압전 소자 액추에이터(PZT)를 이용하였

으며, 한 쌍의 PZT를 평행 혹은 수직한 방향으로 

배열하여 타원궤적 진동절삭기를 구성하였다(1~8). 두 

개의 PZT에서 생성되는 변위가 합성되어 절삭 날

에 2차원 타원궤적이 생성된다. 따라서 진동절삭기

의 기구학적 특성은 타원궤적의 형상에 매우 큰 영

향을 끼치며 이는 결국 미세 절삭가공 특성에 직접

적으로 영향을 끼친다. 
이 연구진은 선행 연구(8,9)를 통해 진동절삭기의 

타원궤적을 예측하는 기구학적 모델을 제시하였으

나 이는 단순히 절삭 날(공구 끝 단)의 타원궤적 생

성 원리를 설명하는 것에 한정되었다. 이 연구에서

는 평행한 한 쌍의 적층형 압전 액추에이터로 구성

한 타원궤적 진동절삭기의 기구학적 특성을 실험적

으로 관찰하였고 이 결과를 이론적 해석과 비교함

으로써 이론적 기구학적 모델의 한계점을 밝혔다. 
또한 실험 결과에 근거하여 이론적 기구학적 모델

의 변수 크기를 조정함으로써 타원궤적의 예측 정

밀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고찰하였다.

2. 2차원 진동 절삭기 구성

2.1 압전 액추에이터 설계
절삭 날에 2차원 타원궤적의 진동을 발생시키기 

위하여 두 개의 적층형 압전 액추에이터(PZT : P-
888.30, PI, Germany)를 사용하였다. 이와 함께 공

구 홀더(tool holder), 고정용 하부(bottom fixture) 
및 체결용 나사(connecting bolt)를 이용하여 타원궤

적 진동절삭기를 구성하였다. Figs. 1, 2는 두 개의 

평행한 적층형 압전 액추에이터로 구성된 타원궤적 

진동절삭기의 개략적 구조와 사진을 나타낸다. 
압전 소자는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전단변형에 취

약하므로 하나의 PZT에서 발생하는 인장 및 압축

변형이 공구 홀더를 통해 다른 PZT에 전단변형을 

가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공구 홀더

와 압전 소자 사이에 반구(hemi-sphere)형태의 스테

인리스 강을 부착하여 공구 홀더와 PZT가 서로 점 

접촉하도록 함으로써 PZT의 전단변형을 최소화시

켰다. 

2.2 예압 설정
PZT는 허용 인장강도가 압축강도의 5~10 % 이

Fig. 1 Schematic drawing of EVC device(unit : mm)

내이므로 PZT에 압축 예압(preload)을 걸어줌으로

써 PZT에 항상 압축력(compressional force)이 작

용하도록 하는 구조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공구 홀

더와 고정용 하부를 서로 체결용 나사로 결합하여 

그 사이에 있는 PZT가 예압을 받도록 설계하였다. 
한편, 체결 나사의 배분력 방향 강성(Kb)은 Kb=

EA/L(E : Young's modulus, A : cross sectional area, L
: length)로 정의할 수 있다. 체결용 나사의 강성이 

너무 크면 압전 소자에서 발생하는 변위가 많이 손

실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압전 액추에이터 강성의 

10 % 내외로 설계하여야만 한다. 따라서 압전 액추

에이터 강성(273 N/μm)의 약 12 %가 되도록 배분

력 방향 체결용 나사의 강성을 34 N/μm로 설계하

고 제작하였다. 
압전 액추에이터를 조화 가진(harmonic excitation)

할 경우 압전 액추에이터와 공구 홀더가 항상 접촉

을 유지할 수 있도록 체결용 나사에 충분한 크기의 

예압을 가해야 한다. 만약 압전 액추에이터를 조화 

가진할 때 PZT에서 발생하는 가속도가 예압으로 

인한 체결나사의 복원력이 공구 홀더에 가해지는 

가속도와 일치한다면 이는 최소한의 예압(Fm)이 가

해진 상태라고 할 수 있으며 이는 식 (1)과 같이 계

산된다(10).

2 24mF d f mπ= (1)

d : vibration amplitude, 

f : vibration frequency(Hz), 

m  : mass of tool hol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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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Photograph of EVC device

발생하는 진폭을 1 µm, 가진주파수를 20 kHz라고 

가정할 경우 식 (1)에 의해 약 189 N의 최소 예압이 

필요하다. 
한편, 압전 소자는 최대 부하(maximum load)의 

20~30 %에서 압전 성질을 잃는 디폴링(depoling) 
현상이 나타난다. 따라서 가할 수 있는 예압의 최대

치는 최대 부하의 20 % 이내로 제한하여야 한다. 
이 연구에서 사용한 PI 적층형 압전 소자는 100 
MPa의 최대 부하를 갖는다.

3. 진동절삭기의 기구학적 모델링

타원궤적 진동절삭기를 구성하고 있는 평행하게 

배열된 압전 액추에이터(PZT1, PZT2)가 두 개의 변

위(y1,y2)를 발생시키고 이들 변위가 합성되어 공구 

날에 2차원 변위(xCT,yCT)가 발생하게 된다. 공구홀더

의 크기에 비해 발생 변위가 매우 작기 때문에 절삭 

날의 변위는 식 (2), (3)과 같이 진동절삭기 치수(lx,ly :
Fig. 3 참조)와 압전 액추에이터에서 발생하는 변위

(y1,y2)의 함수로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다(9).

1 2( )
2

y
CT

x

l y y
x

l
−

= (2)

1 2( )
2CT

y yy +
= − (3)

90˚ 위상차를 가진 두 개의 정현파(harmonic 
wave) 전압을 평행하게 배열된 두 개의 PZT에 공

급하였을 때 각 PZT에서 발생하는 변위를 y1=
Y1sin(ω t), y2=Y2cos(ω t)로 가정하여 식 (2)와 (3)에 

Fig. 3 Kinematic motion analysis of cutting edge

대입하면 식 (4), (5)와 같은 절삭 날의 2차원 궤적을 

얻게 된다.

2 2
1 2 sin( )
2

y
CT

x

l Y Y
x t

l
ω θ

+
= − (4)

2 2
1 2 sin( )
2CT

Y Y
y tω θ

− +
= + (5)

( )1
2 1tan /Y Yθ −= , :t time , : ( / )frequency rad sω

식 (4), (5)에서 일 경우 배분력 방향 변위(yCT)는 

절삭 방향 변위(xCT)에 비해 90˚의 위상차(위상지연)
를 가지게 되며 이때 절삭 날의 궤적은 Fig. 3에 나

타낸 것과 같이 장축과 단축이 각각 절삭 방향과 

배분력 방향에 평행한 2차원 타원궤적이 된다. 

4. 실험결과 및 해석

4.1 스텝 입력 공구 변위
진동절삭기의 전압-변위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PZT1과 PZT2에 같은 크기의 DC전압을 0 V에서  

15 V까지 매 3초마다 1 V씩 증가시킨 후 다시 1 V 
씩 감소하는 방식으로 PZT에 인가되는 전압을 변

화시킨 후 절삭 날에서 발생하는 변위를 측정하였

다. 절삭 공구의 변위는 분해능이 30 nm 이하이고, 
주파수 대역폭(bandwidth)이 100 kHz인 광섬유 비

접촉 변위 센서(optical fiber displacement sensor 
system)(PM-E, Nanotex corp.) 두 개를 각각 절삭 

방향(x-direction)과 배분력 방향(y-direction)으로 평

행하게 수직으로 배열하여 절삭 공구의 변위를 동

시에 측정하였다. 예상되는 바와 같이 전압이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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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Response to step input : overshoot 

Fig. 5 Response to step input : undershoot 

Fig. 6 Step voltage vs. thrust direction displacement

함에 따라 PZT 길이 방향과 같은 배분력 방향 변

위(yCT)는 압전 효과(piezo effect)에 의해 선형적으

로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냈다(Fig. 4). 두 개의 PZT에 

같은 DC전압을 입력하였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절

삭 방향의 변위(xCT)가 나타나지 않아야 하지만,  

Fig. 7 Measured cutting and thrust direction displace-
ments for 50 seconds with sinusoidal input to 
PZT1 and 2(V1=V2=7.5sin(0.2πt)+7.5)

Fig. 8 Measured cutting and thrust direction displace-
ments for 50 seconds with sinusoidal input to 
PZT1 and 2(V1=7.5sin(0.2πt)+7.5, V2=8sin(0.2
πt)+8)

두 개의 압전 액추에이터 PZT1과 PZT2의 길이 

및 특성이 완전히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Figs. 4, 5
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절삭 방향으로도 배분력 방

향 변위의 10 % 미만의 변위가 발생하였다. 또한 

0V-15V-0V의 스텝 전압 인력 전후의 절삭 공구의 

위치가 일치하지 않음이 관찰되었다(Figs. 4, 5에서 

영역 R 참조). 이는 압전 액추에이터 및 체결 나사

의 비선형성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입력 전압과 배분력 방향 변위 크기의 정량적관

계는 Fig. 6에 나타난 바와 같이 얻을 수 있으며 5 
번의 반복 실험을 통해 입력 전압 대 배분력 방향 

변위의 비는 -0.067 µm/volt로 나타났다. 이 비율을 

이용하면 DC전압 혹은 저주파 정현파 전압을 입력

할 때, 압전 소자의 변위를 입력 전압의 크기로 예

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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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저주파 정현파 입력 공구 변위
진동절삭기의 정현파 전압 입력에 따른 변위 특

성을 살펴보기 위해 주파수가 0.1 Hz이고 진폭이 

7.5 V인 정현파 전압을 PZT1과 PZT2에 동시에 입

력한 후 절삭 날의 변위를 측정하였으며, 그 결과를 

Fig. 7에 나타내었다. 0.1 Hz의 저주파로 가진하였으

므로 이 실험 결과를 통해 진동절삭기의 동특성의 

영향을 제외한 오직 절삭 기구의 기구학적 운동 특

성만을 파악할 수 있게 된다. 
Fig. 7에 나타난 실험 결과를 보면 배분력 방향으

로 발생하는 변위의 방향이 음(-)의 방향으로 표시됨

을 고려할 때 입력 전압과 발생 변위간의 위상 차이

는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스텝입력(step input)에서

와 마찬가지로 약 0.1 μm(peak-to-peak) 크기의 절삭 

방향 변위가 관찰되었다. 앞선 스텝입력 실험에서 

PZT1과 PZT2의 초기 길이 및 전압-변위 특성이 다

르다는 것을 확인하였기 때문에 입력 전압의 상대

적인 크기를 조절(V1=7.5sin(0.2πt)+7.5, V2=8sin(0.2π
t)+8)하여 다시 실험 한 결과 Fig. 8에 나타낸 바와 

같이 절삭 방향 진폭을 신호 노이즈(noise) 레벨로 

감소시킬 수 있었다.

4.3 공구궤적 기구학적 모델 검증
식 (4), (5)로 도출된 절삭 날 궤적의 기구학적 모

델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실제 절삭 날에 생

성되는 변위를 측정하고 서로 비교하였다. 이를 위해 

PZT1과 PZT2에 90˚의 위상차를 갖는 식 (6), (7)과 

같은 정현파 전압(frequency : 0.1 Hz, amplitude : 7.5
V, DC offset : 7.5 V)을 각각 입력한 후 진동절삭

기 절삭 날에 생성되는 변위를 측정하였으며, 그 결

과를 Fig. 9에 나타내었다. 

1 7.5sin(0.2 ) 7.5V tπ= + (6)

2 7.5cos(0.2 ) 7.5V tπ= + (7)

Fig. 9에서와 같이 실제 측정된 공구의 진동 궤적

은 타원의 주축이 수평축(절삭방향)으로부터 약 -13˚ 

기울어진 형상을 보였다. 이를 바로 잡기 위하여 앞

선 실험에서 확인한 PZT1과 PZT2 사이의 전압-변위 

특성 차이를 보정하여 V2의 진폭을 7.5 V에서 8 V로 

증가시킨 후 다시 타원 궤적을 측정하였더니 Fig. 10
에 나타난 바와 같이 타원 궤적이 기울어진 각도가 

Fig. 9 Comparison of estimated and measured ellip-
tical trajectories(V1=7.5sin(0.2πt)+7.5, V2=7.5
cos(0.2πt)+7.5, slope = -12.78)

Fig. 10 Comparison of estimated and measured ellip-
tical trajectories(V1=7.5sin(0.2πt)+7.5, V2=8cos
(0.2πt)+8, slope = -6.18)

-6˚로 감소하였다. PZT의 전압-변위간 특성을 보정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타원 궤적의 주축이 

기울어진 이유는 절삭기구의 비대칭 설계, 비대칭 

예압, 그리고 공구 홀더와 압전 액추에이터 사이의 

미세한 슬립 등의 영향으로 추정된다.
식 (4), (5)에 근거하여 예측된 타원궤적 형상과 

실제 측정된 형상을 비교해보면 먼저 배분력 방향 

변위에 해당하는 타원 단축의 길이는 매우 정확하

게 예측하였으나 절삭 방향의 변위에 해당하는 타

원 장축의 길이는 측정치보다 약 10 % 정도 작게 

예측하였다. 이는 예측할 때는 고려하지 않은 체결

용 나사의 휨(bending) 및 공구 홀더와 압전 액추에

이터 사이의 슬립(slip) 등으로 인해 실제 더 큰 변

위가 발생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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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기구학적 모델과 측정 타원궤적 비교
Fig. 11은 두 개의 압전 소자가 90˚의 위상차를 가

지고 정현파 패턴으로 인장과 압축을 반복하고 있을 

때, 두 변위가 합성되어 절삭 날 끝에 나타나는 2차

원 타원궤적을 보여주고 있다. 공구는 반시계 방향으

로 회전하며, A와 C지점은 PZT1과 PZT2가 같은 크

기로 인장된 경우로 두 경우로 각각 타원 단축의 양 

끝 단을 나타낸다. B와 D지점은 두 PZT 간의 변위 

차이가 가장 큰 경우로 타원 궤적 장축의 양 끝 단

을 나타낸다. Fig. 12는 정현파 입력 전압의 변화와 

이로부터 생성되는 절삭 방향 및 배분력 방향 변위

를 예측한 결과이며 Fig. 13은 실제 측정한 결과이다.  
식 (4), (5)와 Fig. 12에 나타난 바와 같이 기구학적 

모델에 의하면 입력 전압 V1과 절삭 방향 변위(XCT)
는 +45˚의 위상 지연(phase lag)을 가지고, 배분력 방

향 변위는 원래는 -45˚의 위상 지연을 가지나 음(-)의 

방향임을 고려할 때 +135˚의 위상지연을 가진다. 그

러나 Fig. 13에 나타난 바와 같이 실제로 광화이버 

변위센서로 측정한 결과를 보면 V1과 절삭 방향 변

위 사이에는 예측 모델과 같이 45˚의 위상지연을 가

지나, 배분력 방향 변위는 162˚의 위상 지연을 가지

는 것으로 측정되었다. 배분력 방향 변위에 나타난 

27˚의 추가적인 위상 지연은 이론적으로 표현하기 

난해한 진동 절삭기의 비선형성에 기인한 것으로 추

정되며 이것이 타원궤적 주축이 -6˚ 정도 기울어지는 

원인 중의 하나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기구학적 모델을 이용하여 예측된 공구 변위와 실

제 30초 동안 측정된 공구 변위의 변화를 Fig. 14에

서 보여주고 있다. 결론적으로 타원궤적의 기구학적 

Fig. 11 Illustration of generation of elliptical tra-
jectory(ellipse ABCD : estimated trajectory, 
ellipse AB'CD' : measured trajectory)

Fig. 12 Estimated displacements in the cutting(XE) 
and thrust(YE) direction in response to si-
nusoidal input voltages(V1=7.5sin(0.2πt)+7.5, 
V2=8cos(0.2πt)+8)

Fig. 13 Measured displacements in the cutting (XCT) 
and thrust direction (YCT) in response to si-
nusoidal input voltages V1=7.5sin(0.2πt)+7.5, 
V2=8cos(0.2πt)+8)

Fig. 14 Comparison of estimated displacements and 
measured displacements



평행한 적층 압전 액추에이터로 구성된 진동절삭기의 기구학적 특성 고찰 

한국소음진동공학회논문집/제 21 권 제 12 호, 2011년/1191

이론모델과 타원궤적을 실제 측정한 결과를 비교해

보면 먼저 절삭 방향 변위에 대해서 이론 모델은 위

상차(위상지연) 오차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약 10 % 
이내의 진폭(변위) 오차가 나타났다. 그러나 배분력 

방향 변위에 대해서 이론 모델은 진폭의 크기는 정

확히 예측하였으나 위상차 오차가 약 27˚ 나타났다. 
이렇게 진폭과 위상차 오차가 발생한 이유는 앞서 

밝힌 대로 절삭 기구의 비대칭 설계, 압전 소자와 공

구 홀더 사이의 미세한 슬립, 예압용 체결 나사의 

휨, 진동절삭기의 비선형성 등 다양한 원인으로 추정

되나, 그 구체적인 원인 분석에 대한 향후 연구가 필

요하다.

5. 결  론

평행하게 배열된 두 개의 압전 액추에이터를 이

용한 진동절삭기의 기구학적 특성을 이론적으로 모

델링하고 실험적으로 관찰하여 이론 모델과 실험 

결과를 서로 비교함으로써 이론적 모델의 한계 및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였다. 스텝입력 

실험을 통해 전압과 배분력 방향 변위의 선형적 관

계식을 구하였으며 스텝 입력 전후의 미세한 기준

점 불일치가 발생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0.1 Hz의 

저주파 가진 실험을 통해 저주파에서 생성된 타원

궤적의 주축이 기울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두 개의 

압전 액추에이터의 초기 길이 및 전압-변위 특성이 

다르기 때문임을 확인하였다. 
이 연구에서 제시한 2차원 타원 궤적의 기구학적 

이론 모델은 실제 측정 결과와 비교하여 절삭 방향

으로는 위상차 오차 없이 10 % 이내의 진폭(변위) 
오차를 가지고, 배분력 방향으로는 진폭 오차 없이 

약 27˚의 위상차 오차를 가졌다. 이는 진동절삭기의 

비선형성 및 비대칭성 등의 영향으로 추정되며 압

전 액추에이터간의 전압-변위 특성 등 실험 결과로 

확인된 여러 가지 오차 원인을 보정해 줌으로써 기

구학적 모델에 근거한 타원 궤적 형상 예측의 정확

도를 높일 수 있었다. 

후  기

이 연구는 한성대학교 교내 연구비 지원과제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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