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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elliptical vibration cutting(EVC) where the cutting tool traces a micro-scale 2-dimensional ellip-
tical trajectory, the kinematical and vibrational characteristics of the EVC device greatly affect cutting 
performance. In this study, kinematical and vibrational characteristics of an EVC device constructed 
with two orthogonally-arranged stacked piezoelectric actuators were investigated both analytically and 
experimentally. The step voltage was applied to the orthogonal EVC device and the associated dis-
placements of the cutting tool were measured to assess kinematical characteristics of the orthogonal 
EVC device. To investigate the vibrational characteristic of the orthogonal EVC, sinusoidal voltage 
was applied to the EVC device and the resulting displacements were measured. It was found from 
experiments that coupling of displacements in the thrust and cutting directions and the tilt of the 
major axis of the elliptical trajectory exists. In addition, as the excitation frequency is in vicinity of 
resonant frequencies the distortion in the shape of the elliptical trajectory becomes greater and 
change in the rotation direction occurs. To correct the shape distortion of the elliptical trajectory, the 
shape correcting procedure developed for the parallel EVC device was applied for the orthogonal 
EVC device and it was shown that the shape correcting method successfully corrects distortion.      

* 
1. 서  론

공구에 마이크로스케일의 2차원 고주파 타원궤

적 진동을 발생시켜 미세 절삭가공에 적용하는 방

법을 타원궤적 진동절삭(EVC, elliptical vibration 
cutting)(1,2)이라 하며, 선행연구를 통해 기존의 절삭 

공정방식에 이를 적용하면 절삭저항이 매우 감소되

고, 미세가공 정밀도를 크게 향상시킬 수 있음을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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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였다(1~7). 
타원궤적 진동절삭을 실현하기 위한 구동원

(driving source)으로 압전소자 액추에이터(PZT)가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며 한 쌍의 PZT를 평행 혹

은 수직한 방향으로 배열하여 타원궤적 진동절삭기

를 구성함으로써 두 개의 PZT에서 절삭방향과 배

분력 방향으로 독립적으로 생성되는 두 변위가 합

성되어 절삭 날에 2차원 타원궤적을 생성시킬 수 

있다. 우리 연구진은 선행연구에서 두 개의 PZT를 

평행하게 배열하여 구성한 평행형 타원궤적 진동절

삭기의 진동특성을 이론적으로 분석하고 실험적으로 

검증하였다(8). 한 쌍의 압전소자를 서로 수직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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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한 직교형 타원궤적 진동절삭기는 평행형 타원

궤적 진동절삭기와 비교하여 직관적으로 기구학적으

로 합성되는 2차원 운동을 쉽게 유추할 수 있고 또

한 추가적인 기구적 변형 없이 1차원 진동절삭을 용

이하게 수행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진동절삭기의 기구학적 및 진동특성은 타원궤적

의 형상에 매우 큰 영향을 끼치며 이는 결국 미세 

절삭가공 특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친다. 현재까

지 직교형 타원궤적 진동절삭기를 이용한 미세 절

삭가공에 관한 연구는 수행되었으나(7), 직교형 절삭

기구 자체의 기구적 특성 및 진동특성에 관한 연구

는 미진하다. 
이 연구에서는 한 쌍의 적층형 압전 액추에이터

를 서로 수직하도록 구성한 직교형 타원궤적 진동

절삭기의 기구학적 특성과 25 kHz까지의 고주파 가

진을 통한 진동 특성을 실험적으로 관찰하였다. 진

동절삭기의 공진의 영향이 타원궤적의 형상과 궤적

의 회전 방향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확인하였다. 
또한 선행연구(9)를 통해 평행형 진동절삭기에 제안

하였던 타원궤적 형상보정법을 직교형 진동절삭기

에도 적용 가능한지 확인하고, 2차원 타원궤적을 원

하는 형상으로 보정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2. 직교형 진동절삭기 기구학적 특성

절삭 날에 2차원 타원궤적의 진동을 발생시키기 

위하여 두 개의 적층형 압전 액추에이터(PZT : 
P-888.30, PI, Germany)를 Figs. 1, 2와 같이 직교하도

록 구성하였다. 체결용 나사(preloading screw)를 이

용하여 공구 홀더(tool holder), 고정용 하부(bottom 
fixture) 및 PZT를 조립하고 PZT에 예압을 가하여 

PZT가 항상 압축 상태로 구동되도록 구성하였다.
Fig. 1에 보이는 바와 같이 수직하게 배열된 압전 

액추에이터(PZT1, PZT2)가 수직한 두 방향의 변위

(u(t),v(t))를 발생시키고 이들 변위가 합성되어 공구 

날에 2차원 변위(xCT, yCT)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

서 타원진동 절삭기에 인가된 정현파(harmonic) 전

압과 그로 인해 발생된 두 방향의 변위를 식

(1)~(4)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

)2sin()( 11 ftVtV π= (1)

)2sin()( 22 φπ += ftVtV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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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2 Photograph of orthogonal EVC device

)2sin()( ψπ += ftAtx xCT (3)

)2sin βψ ++= πft(A(t)y yCT (4)

여기서, V1, V2 : 압전 액추에이터에(PZT1, PZT2) 
인가되는 조화가진 전압, f : 가진주파수, t : 시간, 
 : 전압(V1, V2)간 위상차, Ax : 절삭방향 변위, 
Ay : 배분력방향 변위, ψ : 변위와 전압간 위상차, 
  : 절삭방향과(xCT) 배분력방향 (yCT)간 위상차

식 (3), (4)에서  = -90˚경우 배분력 방향 변위(
yCT)는 절삭 방향 변위(xCT)에 비해 90˚의 위상차

(위상지연)를 가지게 되며 xCT와 yCT가동시에 발생

하면서 생성되는 절삭 날의 타원궤적은 장축과 단

축이 각각 절삭 방향과 배분력 방향으로 평행하며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게 된다. 식 (3)을 식 (4)에 

대입하여 정리하면 식 (5)를 얻을 수 있으며 이는 

x-y 평면상에서 회전하는 절삭 날의 궤적식이다. 

yCT =
Ay

Ax

cosβ ⋅ xCT ±
Ay

Ax

sinβ ⋅ Ax
2 − xCT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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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변위센서로 측정한 변위(xCT, yCT)와 변위

간의 위상차()를 식 (5)에 대입하면 가진주파수 증

가에 따른 타원궤적의 형상을 예측할 수 있다. 

3. 실험결과 및 해석

3.1 DC 전압 스텝입력-공구 변위 특성
진동절삭기에서 발생하는 변위의 특성을 파악하

기 위해 우선 PZT1과 PZT2에 DC 전압을 15 V까

지 1 V씩 증가시킨 후 다시 감소시켜 PZT에 입력

되는 전압과 절삭 날에서 발생하는 변위간의 관계

를 측정하였다. 각각 절삭 방향과 배분력 방향으로 

평행하며 서로 수직하게 배열된 두 개의 광섬유 비

접촉 변위 센서(optical fiber displacement sensor)
(PM-E, Nanotex corp.)를 이용하여 각 방향 공구 

변위를 동시에 측정하였다. 
Fig. 3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배분력 방향 PZT2

의 전압을 0 V로 유지한 상태로 절삭방향 PZT1의 

전압을 증가시켰을 때, Fig. 4에 나타난 바와 같이 

절삭방향 변위(xCT)는 압전효과(piezo effect)에 의

해 약 0.12 μm/V의 관계로 선형적으로 증가하였고, 
배분력 방향 변위(yCT)는 거의 변함이 없었다. 이번

에는 절삭방향 PZT1의 전압을 0 V로 유지한 상태

로 배분력 방향의 PZT2의 전압만을 증가시켰을 경

우에는 PZT2 입력전압과 배분력 방향의 변위는 약 

0.05 mm/V의 선형관계를 나타내었다(Fig. 5). 그러

나 이 실험에서 배분력 방향의 전압을 입력하였을 

때 배분력 방향의 변위보다 절삭 방향의 변위가 오

히려 더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이유

는 Fig. 1과 2에 나타난 진동절삭기구의 구조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즉, 배분력 방향 PZT2에

서 변위가 발생하면 예압나사의 굽힘변형(bending)
에 의한 공구홀더의 회전(q)이 발생하게 되고 회전

의 중심(center of rotation, Fig. 1참조)과 공구 날 

끝까지의 거리(l)와 사인각의 곱의 크기( θsin⋅l )만
큼 절삭방향 변위가 나타나게 된다.

3.2 저주파 AC 전압-공구 궤적  
직교형 진동절삭기에 수직한 두 방향에 위상차를 

가진 정현파형의 변위를 발생시킨다면 공구에는 2
차원 타원궤적이 생성된다. 진동절삭기의 동적 특성

에 영향을 받지 않는 0.1 Hz의 저주파 정현파형 전

Fig. 3 Step voltage input to PZT1

Fig. 4 Response of step voltage input to PZT1

Fig. 5 Response of step voltage input to PZT2

압을 PZT1과 PZT2에 90˚의 위상차를 갖도록 인가

하였을 경우 Fig. 6에서와 같이 실제로 측정된 절삭

방향 변위와 배분력 방향 변위 사이의 위상차는 90˚ 
이상으로 증가하였다. 그 이유는 직교형 진동절삭기

의 구조가 비대칭이고, 두 개의 압전 액추에이터의 

초기 길이, 전압-변위 특성이 불일치하기 때문이며, 
이러한 두 방향 변위가 합성되어 Fig. 7과 같이 주

축이 10˚정도 기울어진 타원궤적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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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Displacements of the cutting tool due to si-
nusoidal input to PZT1 and PZT2(V1=
7.5sin(0.2πt)+7.5, V2=7.5sin(0.2πt+0.5π)+7.5)

Fig. 7 Elliptical trajectory generated with excitation 
voltages V1=7.5sin(0.2πt)+7.5, V2=7.5sin(0.2π
t+0.5π)+7.5 

3.3 진동절삭기 진동특성
직교형 진동절삭기의 진동특성을 관찰하기 위해 

PZT에 인가하는 전압의 주파수를 25 kHz까지 점진

적으로 증가시켜가며 절삭 및 배분력 방향의 진동

진폭, 위상차 및 타원궤적의 회전방향의 변화를 관

찰하였다(Fig. 8).
가진주파수 14 kHz와 16 kHz 부근에서 절삭방

향과 배분력 방향 변위가 급격히 증가하였고, 위

상차 또한 큰 변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두 변위

간의 위상차는 타원궤적 형상을 변화시킬 뿐 만 

아니라 궤적의 회전방향을 변화시키며 가진주파

수의 증가에 따른 타원궤적의 회전방향을 Fig.
8(c)에 나타내었다.

가진주파수의 변화에 따른 타원궤적의 형상 및 

회전방향의 변화를 더욱 자세히 파악하기 위해  

(a)

(b)

(c)
Fig. 8 Vibration characteristics of orthogonal EVC 

device(CW : clock-wise rotation, CCW : counter-
clock-wise rotation)

Fig. 9에 절삭 날에 생성되는 타원궤적의 형상을 

회전방향과 함께 나타내었다. 저주파수 가진의 경

우 타원궤적의 회전방향은 반시계(CCW)방향이었으

나(Fig. 9(a)) 6 kHz에서 시계방향(CW)으로 변화하

였다(Fig. 9(b)). 이는 변위간의 위상차에 기인한 것

으로(식 (3),(4) 참조) Fig. 8의 위상차 그래프에서 

양(positive)의 위상차에서 음(negative)의 위상차로 

변화함을 확인할 수 있다. 가진주파수가 증가함에 

따라 회전방향은 다시 반시계방향으로 바뀌며 이러

한 가진주파수 변화에 따른 타원궤적의 형상 및 회

전방향의 변화를 계속 관찰할 수 있다(Fig. 9(c)~(f)).
주파수가 증가함에 따라 타원궤적의 형상이 변화

하고 회전방향이 변화하는 주된 원인은 진동절삭기

의 공진에 따른 진동 진폭과 위상차가 변화하기 때

문이다. 우리 연구진은 선행연구(9)에서 평행하게 배

열된 적층형 압전체로 구성된 진동절삭기의 궤적형

상 및 회전방향 보정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선

행연구에서 제시한 보정방법은 식 (5)에 근거하여 

절삭 및 배분력 방향의 변위와 위상차를 보정하는 

것으로 우선 입력 전압간의 위상차를 조절하여 변

위간 위상차가 90˚가 되도록 한 후 전압간의 상대

크기를 조절하여 타원궤적의 형상비(aspect ratio)를 

조절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형

상보정법을 저주파 가진(100 Hz)과 고주파 가진(18 
kHz)의 두 가지 경우에 적용하였으며 그 결과를 

Fig. 10과 Fig. 11에 나타내었다. 두 경우 모두 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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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e)                                  (f)

(g)                                  (h)

Fig. 9 Change of shape and rotation direction of elliptical trajectory at excitation frequency of 100 Hz, 
6 kHz, 6.8 kHz, 7.3 kHz, 9.2 kHz, 14 kHz, 15 kHz and 17 k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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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Corrected elliptical trajectory at a low ex-
citation frequency(f : 100 Hz, V1 : 10, V2 : 14
V,  : 135 deg., CCW)

Fig. 11 Corrected elliptical trajectory at a high ex-
citation frequency(f : 18 kHz, V1 : 10, V2 : 10
V,  : 160 deg., CCW)

궤적의 주축 방향을 절삭방향과 평행하도록 조절할 

수 있었으며 타원궤적의 형상비(aspect ratio)는 입

력전압의 상대적 크기를 조절하여 체계적으로 변화

시킬 수 있었다. 따라서 두 개의 압전 액추에이터에 

정현파 전압을 입력하여 타원궤적을 생성하는 방식

이라면 진동절삭기의 구성 형태와 관계없이 타원궤

적 형상보정법을 적용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4. 결  론

서로 수직한 방향으로 배열된 두 개의 적층형 압

전 액추에이터로 구성된 타원궤적 진동절삭기의 기

구학적 및 진동특성을 고찰하였다. 스텝입력 실험을 

통해 진동절삭기구부의 DC 전압입력에 따른 변위 

특성을 파악하였으며 0.1 Hz의 저주파 가진 실험을 

통해 저주파에서 생성된 타원궤적의 형상이 이론적 

모델에 근거한 예상과 달리 두 개의 압전 액추에이

터의 초기 길이, 전압-변위 특성의 불일치 및 진동

절삭기의 비대칭 구조 때문에 타원궤적의 주축이 

기울어짐을 관찰하였다.
진동절삭기에 공급되는 전압의 가진주파수가 증

가함에 따라 진동절삭기는 다양한 형태의 공진모드

로 공진을 하게 되며 이는 타원궤적의 형상 및 회

전방향에 큰 영향을 끼침을 실험적으로 관찰하였다. 
타원궤적의 형상보정법을 직교형 진동절삭기에 적

용하여 효율적으로 타원궤적의 형상을 조절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후  기

이 연구는 한성대학교 교내 연구비 지원과제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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