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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한다[5-7]. 그런데 현재까지 두 연구방법에 대한 비교 분석은 이루

1. 서 론

어지지 않고 있다.
일반적으로 기업에서는 정삭 가공시 미삭된 부분에 흑연전극을

지금까지 흑연을 이용한 HP4MA 방전가공의 소재제거율

이용한 방전가공을 이용한다.

(material removal rate)과 표면거칠기에 관한 연구로 반응표면

방전가공은 주로 사출금형 소재인 HP1A (KP1), HP4A (KP4),

법(response surface methodology)과 방전에너지법(discharge

HP4MA (KP4M)에 많이 사용된다. 그런데 흑연전극으로 HP4MA

energy methodology)이 있었다.

를 방전할 때 방전조건이 생산성과 품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

반응표면은 계획된 실험 데이터를 분석해 실험식을 개발 한 후
[1-4]

이에 따른 소재제거율과 표면거칠기에 관한 연구를 말한다

구는 부족했다.

.방

전에너지 연구방법은 전류(I), 전압(V), 방전지속시간(t)을 이용한

본 연구에서는 박스-벤켄 디자인(box-behnken desgin)으로

방법이다. 이는 최소 자승법을 이용하여 방전에너지에 따른 실험식

설계된 실험 조건으로 HP4MA를 정삭방전 해 소재제거율과 표

을 개발하여 그에 따른 소재제거율과 표면거칠기에 관한 연구를

면거칠기 데이터를 얻고, 반응표면과 방전에너지 방법으로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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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을 하여 생산성과 품질예측을 개선하는 방안을 알아보고자

Table 1 Composition of HP4MA workpice

한다.

Contents

C

Si

Mn

P

S

Ni

Cr

Mo

0.26~ 0.15~ 0.80~ ≤0.0 ≤0.0 0.30~ 1.65~ 0.40~
0.37 0.35 1.00 25
20 0.55 2.10 0.50

Percentage

2. 실험 방법 및 결과

Table 2 EDM condition range

2.1 실험 장치
Fig. 1은 실제 기업에서 사용 중인 대한방전의 TURBO 300

Min

Max

IP (A)

1

5

CNC장비로 위 장비를 운용하는 작업자가 정삭 방전가공 실험을

On time (μs)

10

50

하였다. 방전가공이 완료된 시편의 표면거칠기는 휴대용 표면조도

Off time (μs)

10

30

측정기(Mitutoyo사 SJ-210P)를 하이트게이지(height gauge)에
Table 3 Experiment condition and result

부착하고 바닥면의 수평을 맞춘 후 측정 하였다. 시편의 질량을 측
정하기 위해 사용한 전자식 지시저울(CAS사 CUW 420H)의 분
해능은 0.01 g이고 측정범위는 0.4~420 g 이다.

2.2 실험 방법

Run
sequence

IP
(A)

On time
(μs)

Off time
(μs)

Ra
(μm)

MRR
(mm3/min)

1

5

10

20

2.33

3.26

2

3

10

30

1.74

0.99

3

1

30

10

1.13

0.08

15개의 금형강(HP4MA)을 10 mm × 10 mm 크기의 흑연전극

4

1

50

20

1.20

0.07

(graphite)으로 깊이 0.1 mm만큼 정삭방전 하였다. 금형강의 화

5

3

50

30

1.98

0.87

학적 조성은 Table 1에 나타내었다. 정삭 방전가공 시 방전조건

6

1

30

30

1.12

0.03

에 따라 표면거칠기와 소재제거율 속도의 차이가 발생한다. 그러

7

3

30

20

1.99

0.99

므로 일반적인 정삭방전 조건의 최대 최소 범위를 설정하여

8

3

10

10

1.80

1.10

Table 2와 같이 설정하고 그에 따른 소재제거율과 표면거칠기를

9

3

30

20

1.99

1.28

10

5

30

10

3.08

6.44

11

3

50

10

1.93

0.75

12

5

50

20

3.66

6.92

13

3

30

20

1.98

1.27

편의 가공면에 무작위로 6번 반복 측정을 3회에 걸쳐 측정한 값의

14

5

30

30

3.25

5.24

평균을 표면거칠기로 사용하였다. 전자식 지시저울로 가공 전 후

15

1

10

20

1.16

0.05

실험계획법 박스-벤켄 디자인을 이용하여 15번의 실험으로 모델
링 하였다.
방전이 완료된 시편을 휴대용 표면조도측정기를 이용하여 각 시

시편의 무게를 측정 하여 방전시간과 금형강의 밀도로 나누어 소재
제거율을 얻었다[2].

2.3 실험 결과
박스-벤켄 디자인에 의한 15가지 방전조건과 이에 따른 표면거
칠기와 소재제거율 측정결과를 Table 3에 나타내었다. Fig. 2는
10번 실험(run sequence)와 14번 실험으로 방전 휴지시간(off
time)이 커지고 지속시간(on time)과 피크전류(peak current)는
고정되어 있는 조건이다. 휴지시간이 3배 커짐에 따라 표면거칠기
는 5% 거칠어지고 소재제거율은 19% 감소한다. Fig. 3은 1번과
12번 실험으로 지속시간이 커지고 휴지시간과 피크전류는 고정되
어 있는 조건이다. 지속시간이 5배 커짐에 따라 표면거칠기는 57%
거칠어지고 소재제거율은 113% 증가한다. Fig. 4는 3번과 10번
실험으로 피크전류가 커지고 지속시간과 휴지시간은 고정되어 있
는 조건이다. 피크전류가 5배 커짐에 따라 표면거칠기는 172% 거
칠어지고 소재제거율은 7,750% 증가한다.

Fig. 1 Turbo CNC 300 workpice and graph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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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toff=10 μs Ra=3.08 μm

(b) toff=30 μs Ra=3.25 μm

Fig. 2 Off time effect to roughness
Fig. 5 Response surface graph

영향을 미치고 있다. 소재제거율의 반응표면 그래프에서는 피크전
류 2 A 이하 지속시간 30 μs 이상에서 소재제거율이 0보다 작은
오류가 있다. 반응표면법에서 피크전류(IP)와 지속시간(IN = On
time, IP = Off time)에 따른 표면거칠기와 소재제거율 관계는 식
(1), (2)와 같이 실험상수 6개로 표현된다.
(a) ton=10 μs Ra=2.33 μm

(b) ton=50 μs Ra=3.66 μm

Fig. 3 On time effect to roughness

 min     
   
   

(1)

        
    
 

(2)

3.2 방전에너지법
방전가공의 생산성과 품질을 방전에너지로 예측하려는 연구가
많이 있었다. 방전에너지법은 전압 V, 전류 I, 방전지속시간 ton의
곱인 방전에너지를 이용하여 표면거칠기와 소재제거율을 모델링하
(a) Ι=1 A Ra=1.13 μm

는 방법이다[6,7].

(b) Ι=5 A Ra=3.08 μm

본 연구에서는 방전에너지에 기반 한 표면거칠기와 소재제거율

Fig. 4 Peak current effect to roughness

실험식 (3), (4)를 제안한다[6,7].
피크전류와 지속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표면조도가 거칠어지고
   

소재제거율도 증가하며 그 중 피크전류가 미치는 영향이 가장 컸

(3)

  

다. 휴지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표면조도는 거의 동일하지만 소재제

     

거율은 조금 감소한다.

(4)

표면거칠기 실험상수 3개, 소재제거율 실험상수 2개로 모델링

3. 반응표면법과 방전에너지법 비교 분석

하였다. 실험식과 측정값의 오차를 최소화 하는 실험상수를 최소
자승법으로 계산해 cV = 0.77, a = 0.53, b = 0.11, eV = 0.037,
d = 3.46를 얻었다. 전압은 고정 값 으로 실험상수에 포함된다.

3.1 반응표면법
방전가공의 생산성과 품질예측의 관한 실험계획법 연구에서 박

Fig. 6는 방전에너지법으로 얻은 피크전류와 지속시간에 따른 표

스-벤켄 디자인으로 실험 한 결과를 모델링 하는 방법으로 반응표

면거칠기와 소재제거율 그래프이다. 피크전류와 지속시간이 클 때
Fig. 5 반응표면은 표면거칠기가 3 μm 이상인 반면 Fig. 6 에너지

[1-4]

면법을 많이 이용한다

.

방법은 3 μm 미만이다.

미니탭(Minitab)을 이용해 실험결과를 반응표면법으로 나타내
면 Fig. 5와 같이 피크전류가 표면거칠기와 소재제거율에 가장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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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Energy model graph

Fig. 9 Error of MRR

Fig. 7 Roughness of experiment, RSM, energy model

Fig. 10 Error of Ra

간 30 μs 이상에서는 방전에너지법의 모델 값이 실험값보다 작았
다. Fig. 8 소재제거율 역시 전체적으로 두 모델과 실험값이 일치하
지만 소재제거율이 0에 가까운 피크전류 1 A에서는 지속시간 10
μs, 50 μs 일 때 반응표면법의 모델 값이 비정상적이므로 이 후
정확도를 비교 할 때는 두 데이터를 제외하였다.
모델의 오차를 나타낸 Fig. 9에서 소재제거율 모델의 오차의 범
위는 최대 0.84 mm3/min, 최소 0.53 mm3/min 내로 나타났다.
Fig. 10에서 반응표면법의 최대오차 13%, 방전에너지법의 최대오
차 23%로 나타났다.

Fig. 8 MMR of experiment, RSM, energy model

이것은 Table 4와 같이 소재제거율 측정 데이터 편차가 표면거

3.3 비교 분석

칠기 측정 데이터 편차에 비해 크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소재제거

반응표면법과 방전에너지법으로 모델링한 표면거칠기와 소재제

율에서 반응표면법의 오차는 34%로 방전에너지법의 오차 33%와

거율을 실험값과 비교하면 Fig. 7, 8과 같다. Fig. 7 표면거칠기는

1%의 오차율을 나타내었으며. 표면거칠기에서도 반응표면법의 오

전체적으로 두 모델과 실험값이 일치하지만 피크전류 5 A, 지속시

차는 5.2%로 방전에너지법의 오차 6.5%와 1.3%의 오차율을 나타

469

Hyun-Je Jeong et al.

Table 4 Comparison of company vs. suggested condition
IP
(A)

On time Off time
(μs)
(μs)

Ra
(μm)

MRR
(mm3/min)

Company

3

30

20

1.99±0.004

1.18±0.16

Suggested

5

10

20

2.29±0.034

2.34±0.44

Compare

-

-

-

15%

98%

Fig. 13 MRR of company vs. suggested condition

소재제거율은 1.18±0.16 mm3/min이다.
반응표면법에서는 기업에서 사용하는 정삭방전조건에서의 표면
(a) Company Ra = 1.99 μm

(b) Suggested Ra = 2.29

거칠기와 목표 표면거치기는 2 μm로 같게 하고 목표 소재제거율만

Fig. 11 Comparison of company vs. suggested condition

기업의 소재제거율보다 높은 3 mm3/min으로 설정 하고, 중요도를
표면거칠기 1, 소재제거율 2로 설정한 후 추천조건을 미니텝으로

Table 5 Prediction error of verification experiment
Exp.

Predict

얻었다.

Error(%)

방전에너지법에서는 식 (5)와 같이 새로운 조건에서의 표면조도

RSM

Energy

RSM

Energy

2.29

2.54

2.33

11

2

와 소재제거율을 각각 기업조건에서의 값으로 나누어 무차원화 하

MRR (mm /min) 2.34

3.36

3.23

37

31

고, 무차원 소재제거율의 두 배에서 무차원 표면거칠기를 뺀 값을

Ra (μm)
3

극대화하는 방전조건을 얻었다.







      →  



(5)

방응표면법과 방전에너지법의 추천조건은 피크전류 5 A, 방전
지속시간 10 μs동일했다. Table 4와같이 추천조건으로 검증실험
하여 측정된 표면 Fig. 11(b)의 거칠기는 2.29±0.034 μm 소재제
거율은 2.34±0.44 mm3/min이다. Fig. 12은 기업조건과 추천조건
에서 각각 3회 실험한 표면거칠기로 예측과 측정 모두 변화량이
작으면서 Fig. 13 소재제거율은 추천조건에서 크게 증가하였다. 기
업의 방전조건에 비해 추천조건의 표면거칠기가 15% 거칠어지는
대신 소재제거율은 98%가 증가하였다. 즉 표면거칠기의 변화를

Fig. 12 Roughness of company vs. suggested condition

최소화 하면서 생산성을 67% 증가하였다.
내었다.

Table 5은 검증실험 측정데이터와 두 모델의 예측 값을 비교한

6개의 상수를 가진 반응표면법에 비해 3개의 상수를 가진 방전

것 이다. Fig. 12은 표면거칠기 측정데이터와 모델의 예측 값을

에너지법은 실험식의 모양이 간단하면서 반응표면법과 거의 동일

Fig. 13는 소재제거율 측정데이터와 예측 값을 기업조건과 검증실

한 표면거칠기와 소재제거율의 모델 오차를 가진다.

험에 이용된 추천조건에서 비교하고 있다. Table 5와 Fig. 12의
표면거칠기 검증실험 결과 반응표면법의 예측 오차는 11%이고 방

3.4 추천조건 검증 실험

전에너지법의 예측 오차는 2%로 두 예측방법의 차이는 실험 데이

기업의 방전조건은 Table 4와 같이 피크전류 3 A, 지속시간 30

터의 표준편차 보다 커서 방전에너지법의 예측결과가 조금 더 정확

μs이고 방전실험 표면 Fig. 11(a)의 거칠기는 1.99±0.004 μm이고

했다. Table 5와 Fig. 13의 소재제거율 검증실험 결과 반응표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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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예측 오차는 37%이고 방전에너지법의 예측 오차는 31%로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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