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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마제 워터젯의 미절단 감시시스템 개발
AWJ  Uncut Monitoring System

*#조용식 1, 이효렬 1, 손민기 2, 여명현 3, 김화영 2, 안중환 1 
*#Y. S. Cho1(nookie777@hanmail.net), H. R. LEE1, M.G.Son2, M.H.Yeo3, H.Y.Kim2, J.H.Ahn1

1부산대학교 기계공학부, 2부산대학교 기계기술연구원, 3(주)티오피에스

Key words : AWJ,  Monitoring,  PLC, Uncut

1. 서론

연마제 워터젯(Abrasive Waterjet, 이하 AWJ) 절
단은 2,000 ~ 4,000bar 이상의 압축된 고압의 물에 

연마제를 혼합하여 노즐을 통해 음속의 2 ~ 3배의 

속도로 분사시켜 피삭재를 절단하는 기술이다.
AWJ 절단시 예상하지 못한 미절단이 발생하며, 

발생 요인으로는 연마제가 물에 젖는 경우, 커팅헤

드 내부에 이물질이 유입되어 노즐이 막히는 경우, 
연마제 탱크 내 연마제 잔량이 없어 연마제 공급 

중단되는 등의 이유로 발생한다. 본 연구에서는 

절단 중 예기치 않게 발생하는 미절단의 발생을 

감시하는 모니터링 장치를 개발하여 미절단 초기 

검출 및 조치를 가능하게 하고자 한다.
 

2. 센서선정 및 기구부 설계

 연마제 워터젯에서 물과 연마제, 공기가 혼합

되는 커팅헤드 내부의 압력 변화를 압력센서로 

측정하여 미절단 발생을 감시하기 위해서 연마제 

유입관이 막히게 되는 경우 반대편 유입관에서 

(-)압력이 발생하게 되고 노즐에서 막히게 되는 

경우 (+)압력이 발생하게 되므로 센서에서 (+)압력

과 (-)압력이 측정가능 해야 한다. 
상용 해석 프로그램인 ANSYS CFX를 이용하여 

커팅헤드 내부의 물, 공기, 연마제가 혼합되는 매커

니즘 및 압력분포를 분석하여 압력센서의 측정범

위와 분해능 산출 및 센서 부착위치 결정하였다. 
해석 결과 커팅헤드 내부는 고압의 물이 고속으로 

변환되면서 와류가 생성되고 공급된 연마제는 물

에 혼합되어 노즐을 통해 분사되지만 일부는 와류

로 인해 믹싱챔버 내부의 벽을 따라 이동하여 혼합

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러한 환경특성으로 

인해 믹싱챔버 내부에 압력센서를 Built-in 방식으

로 부착하기 어려운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연마제 워터젯의 환경적인 특성을 해결

하고자 듀얼 포트 방식의 커팅헤드를 채택하여 

한 포트에서는 연마제 유입관을 연결하고 반대편 

포트에 압력센서를 연결하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압력센서의 신호는 PLC를 이용하여 처리하므로 

초기설치비용이 적고 실시간으로 압력측정이 가

능하여 응답속도가 빠르다.

 

Fig. 1  Measurement of the pressure

3. 커팅헤드 내부 압력 변화 측정 실험

 절단조건별 1차 압력변화 측정 실험을 실시하

고 실제 절단 중 발생할 수 있는 연마제 공급중단이

나 노즐의 막힘 등의 환경적 요인을 구현하여 압력 

측정 실험을 실시해 미절단 발생시의 압력 값과 

정상상태의 압력 값을 구하여 데이터베이스화 하

였다. 실제 미절단이 발생될 때 커팅헤드 내부의 

압력은 정상상태의 압력 값보다 1.5~2배 이상 높은 

압력 값을 가지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Table. 
1은 본 연구에서 사용된 실험조건을 나타낸 것이

다.
Table 1 Experiment Condition

Parameter Conditions

Cutting pressure(bar)

Abrasive flow rate(g/min)
Abrasive
Nozzle diameter(mm)
Nozzle length(mm)
Orifice diameter(mm)

 1200, 1500, 2500, 3000, 3500, 
3800
50, 80, 150, 230, 350
garnet(#80)
1.01
76.2
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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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험 결과

Fig. 2  Pressure of the cutting head

Fig. 2는 각각의 절단 조건별 압력의 값을 측정한 

그래프이다. 순간적으로 압력이 상승하는 구간이 

있는데 이는 연마제 주입구에 다량의 연마제가 

유입될 때 연마제 주입구가 순간 막힘으로 발생하

며 실제 절단면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연마제의 유량이 증가한 만큼 줄어든 공기의 

유량이 믹싱챔버 내부의 압력에 영향을 주어 압력

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연마제 유량이 

증가에 비례하여 압력센서가 연결된 반대편 포트

의 압력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5.  미절단 감시장치 구성

PLC로 아날로그 정보 획득을 위해 .Net frame 
work 3.5를 기반으로 한 visual stdio 2008 C#을 이용

한 HMI를 구현 하였다. 설비 정보를 획득한 PLC는 

A/D를 이용하여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고, 변환된 

디지털 신호는 RS232 시리얼 통신을 통해 HMI 
기반의 데이터 수집 시스템과 인터페이스 된다. 
설비의 출력 접점과 연결된 PLC와 PC의 RS232 
Port가 서로 연결된 경우에만 모니터링 가능하다. 
프로그램이 실행되고 포트를 설정한 후, 입력신호

를 전송하게 되면 PLC로부터 RS232를 통해 설비의 

정보를 수신하게 된다.
 Fig.3 은 모니터링 시스템 실험의 구성도이다. 

PLC를 통해 아날로그 데이터를 전송받아 미절단 

모니터링을 한다.

Fig. 3 Schematic diagram of monitoring experiment

6. 결론

(1)AWJ의 미절단 모니터링을 위해 연마제 유량, 
워터젯의 압력을 변수로 주어 커팅헤드 내부의 

압력의 변화를 측정하였다.
(2) 미절단 발생시 압력이 기존 값의 2~3배정도

의 압력을 보이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3)PLC를 이용하여 센서에서 기준 압력 이상이 

계측 되면 AWJ에 알람을 발생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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