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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ELID(Electrolytic In-Process Dressing) 연삭 

기술은 CBN 또는 다이아몬드와 같은 초경질 

입자를 갖는 숫돌을 연삭 가공 중에 전해 

방식으로 드레싱하는 연삭 가공 방식이다. 

ELID 연삭은 연삭과 드레싱이 병행되므로 

연삭 숫돌의 눈메움(Loading)현상을 방지하므로 

지속적으로 연삭이 가능하며 초미세 지립 연삭 

숫돌을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ELID 연삭 

공정 중에 숫돌의 드레싱 여부를 직접 

확인하기는 어려우므로 숫돌의 드레싱 상태는 

전원장치의 전류 변화를 모니터링하여 

평가하는 방법이 채택되고 있다.  

본 연구는 고경도 세라믹 소재인 질화 

알루미늄을 대상으로 ELID 연삭 실험을 

수행하고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성하여 절입 

깊이에 따른 드레싱 전류를 모니터링함으로서 

숫돌 표면의 전해 상태를 평가하고, 절입 

깊이에 따른 스핀들의 연삭 저항과 실가공 

깊이를 측정, 비교하였다. 

 

2. 실험방법 

ELID 연삭 공정에서 절입 깊이는 가공 중에 

숫돌표면의 산화층 두께를 제어하기 위해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요인이다. 평면연삭에서 

절입 깊이에 따른 드레싱 전류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ELID 연삭 시스템을 이용하여 플런지 

연삭과 트레버스 연삭으로 나누어 실험하고 

절입깊이에 따른 전류변화를 모니터링 하여 

DB 화 하였다. 1회 절입량은 각각 2, 4, 8, 12, 16, 

20, 24, 28, 32um 으로 하고 각각에 대해 총 

3 회씩 절입하였다. Fig.1 은 절입깊이에 따른 

실제 가공 깊이를 측정하기 위한 방법을 

표시한 것이며, Fig.2 는 본 실험에서 사용된 

ELID 연삭 장치이다. 실험 장치의 제원은 Table 

1과 같다. 

 
Table 1 Specification of ELID grinding system 

Grinding machine YGS63A 

Grinding 

Wheel 

Mesh No. #325 

Abrasive Diamond 

Bonding Material Cast Iron 

Grinding Fluid CG-7 

ELID power supply FUJI ELIDER 910 

ELID voltage 70V 

 

Fig. 1 MRR measurement position 

 

Fig. 2 Experimental set-up for ELID gri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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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및 고찰 
 

질화알루미늄을 대상으로 ELID 연삭장치와 

모니터링 시스템을 이용하여 절입깊이에 따른 

드레싱 전류변화 실험을 수행하고 결과를 비교 

분석하였다. Fig. 3 은 플런지 연삭과 트래버스 

연삭에 대하여 ELID 드레싱 전류를 각 

절입깊이 별로 모니터링한 결과 그래프이다. 

절입 깊이가 증가하면 플런지 연삭과 트레버스 

연삭 모두 드레싱 전류는 증가하였다.  

 

 

 

Fig. 3 Monitored results of ELID dressing current 

 

플런지 연삭에서 드레싱 전류의 변화폭은 

절입 깊이가 증가함에 따라 최소 0.01mA 에서 

최대 0.07mA 까지 점차적으로 증가하였으며, 

트레버스 연삭에서는 최소 0.03mA 에서 최대 

0.13mA 까지 증가하였으며 플런지 연삭에 비해 

변화폭이 컸다. 한편, 절입 깊이에 따라 드레싱 

전류의 평균값을 살펴보면 플런지 연삭에서는 

절입 깊이 12um 에서 최대 0.19mA 로 

나타났으며, 트래버스 연삭에서는 최대 절입 

깊이인 32um 에서 최대 0.24mA 였다. 이것은 

최소 절입깊이 2um 에서의 드레싱 전류 평균값 

0.12mA 보다 2 배 높은 값이다. 절입깊이 대비 

실제 가공 깊이를 측정한 결과를 비교해 보면 

플런지 연삭은 86.3%로 나타났으며, 트래버스 

연삭은 93.6%로 나타났다. 스핀들의 

연삭저항은 플런지 연삭에서 트래버스 연삭에 

비해 크게 나타났다. 

 

4. 결론 
 

ELID 연삭가공에서 절입 깊이에 따른 드레싱 

전류변화 특성을 비교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1) 플런지 연삭에 

비해 트래버스 연삭에서 절입 깊이의 증가에 

따른 드레싱 전류의 변화폭은 더욱 크게 

나타났다.  2) 트래버스 연삭에서 절입깊이가 

증가할수록 드레싱전류는 선형적으로 

증가하였다.  3) 절입깊이 대비 실제가공 

깊이를 측정한 결과 트래버스 연삭에서 더욱 

많은 가공량을 보였다. 4) 스핀들의 연삭저항은 

플런지 연삭에서 더욱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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