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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This paper describes the characteristics of high speed grinding and the influence of wheel surface speed V and a

grindability of the grinding materials. The various fine ceramics pieces was ground by metal and vitrified bonded diamond

wheel. The surface roughness of fine ceramics(Zirconia(ZrO2), Silicon Carbide(SiC), Silicon Nitride(Si3N4),

Alumina(Al2O3)) decreases from 0.05μm(Rmax) to 0.025μm(Rmax) when the wheel speed at grinding point increases the

wheel speed. Relation between the temperature at grinding point and surface roughness was linear. Abrasive jet

machining(AJM), a specialized from of shot blasting, is considered one of the most helpful micro machining methods

for hard and brittle materials such as glasses and ceramics by constant pressure grinding.

Key Words : Fine Ceramics, Grinding force, Grain size, Ball-on-disk wear test, Wheel surface speed, Wear volume,

Residual stress, SEM.

1. 서 론

파인세라믹스는 고경도, 내열성, 내식성, 내 마모성

및 비강도 등 기계적 성질이 우수하므로 특수한 전기

전자적인 특성을 가진 반도체 소재 나 전자재료로써

각광을 받고 있다. 금속에 비 하여 내식성과 경도가 크

므로 선반이나 밀링 등 절삭 가공보다는 연삭가공 방

법(초정밀 가공 등)에 의존 할 수 밖에 없다. 이 방법은

복잡한 부품을 가공하기는 곤란하므로 원통 단면 등

비교적 단순한 형태로 가공하는 것이 보통이다.

 지금까지 반도체 또는 디스플레이 소재로 가장 많

이 쓰이는 파인 세라믹스[뉴 세라믹스; Silicon

Nitride(Si3N4), Zirconia(ZrO2), Sil- icon Carbide(SiC),

Alumina(Al2O3)]의 연삭에 관한 연구는 주로 금속류의

난삭제 가공 방법을 준용하였다. 그러나 파인세라믹스

는 취성이 크고 소재의 형태가 단순하므로 연삭 가공

하는 것이 효과적 방법이라고 생각되어 왔다[1-3].

우리나라에서 세라믹스를 연삭 또는 초정밀 가공은

초 중기 단계에 지나지 않고[4-5], 

아직도 공구개발, 피연상성 등에 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단계이다. 

또한 파인세라믹스의 피삭성에 관한 데이터 베이스

가 구축되지 않았고, 난삭재(고경도 세라믹스)의 연삭

가공은 많은 문제가 있으므로 주로 작업자의 경험에

의존 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세라믹스를 효과적으로 연삭하

기 위해, 연삭저항이나 표면 거칠기 등 연삭성에 대하

여 고찰해 볼 것이다. 지금까지 연삭저항, 공구 마모,

표면 거칠기 등과 같이, 부분적인 가공성을 연구한 것

은 많지만, 특수 처리한 세라믹스(쇼트피닝)의 피연삭

성에 관한 연구는 별로 없다.

따라서 연삭저항 및 표면 거칠기를 공구 동력계나

표면조도기로 측정하고, 파인 세라 믹스의 디스크와 볼

을 한 쌍으로 매치한 마모 시험을 통하여 숫돌의 마모

체적을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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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잔류응력을 고찰함으로써 연삭가공 전후에 발생하

는 경년경화 현상 등을 검토할 것이다.

2. 관련이론

2.1. 비 연삭에너지

Fig. 1과 같이, 평균적으로 숫돌 날 부분의 반 꼭지각

α는 둥근 모양에 가깝다. 숫돌 단면에서 날 방향의 앞

쪽으로 재료가 부풀어 오르기 때문 에 단면에서 숫돌

입자로 제거되는 칩의 평균 단면적 Sc는

(1)

가 된다. 여기서, j는 숫돌 단위면적의 유효 날수이고 lc

는 평균 숫돌의 절삭길이이며, 숫돌 크기 D, 연삭깊이를

∆라고 할 때, 숫돌과 공작물 접촉길이는 약 이다.

식(1)에서 얻어진 칩의 단면적은 흔히 말하는 “밑면

칩(underformed chip)”이다. 증가계수 C를 연삭 단면적

에 곱하면,

(2)

가 된다. 한편, 는 세라믹스 재료가 팽창할 경우의

숫돌의 평균 연삭 깊이이다.

그러므로 Fig. 1의 모델에 따라 1개의 숫돌 날 에 작

용하는 연삭저항의 법선분력 ft를 구할 수 있다. 또 단

위 체적당 에너지(Cp)에 동시 숫돌 의 날수( jlcb)를 곱

하면, 법선 연삭저항 Fn과 접선 연삭저항 Ft는,

(3)

(4)

이고 b는 연삭폭이며 마찰계수는

 

이다. 식(4)에서 우측의 첫째 식은 칩의 제거 과정에

서 발생하는 굽힘에 관한 항이고, 둘째 식은 마찰계수

(µ)와 관계된 항이다.

 또한 식(4)에서 ( )는 단위 시간당 제거되는 칩

의 체적이고, (Ft − µFn)V는 단위 시간당 소비되는 실

질적인 연삭에너지이다. 한편, Cp는 칩의 굽힘에 필요

한 단위체적당 연삭에너지로 피연삭성을 나타낸다. 그

리고 식(3)에서 Cp값이 숫돌 주속 V와 무관하다면 Fn

은 υ / V에 비례 한다. 그리고 법선 연삭저항 Fn을 변

화시키지 않는 조건에서 V를 10배로 증가하면 υ도 10

배 가 되므로 연삭능률은

(5)

가 된다(단, 숫돌속도 V, 공작물 속도 υ, 시간당 연삭

량 ). 그렇지만 숫돌 주속을 30 m/s에서 300 m/s로

속도를 증가 시키면 Cp값(단위 체적 당 에너지)은 1/3

이 되므로 (연삭량)는 30 배가 된다. 

2.2. 연삭형태와 입자의 크기

숫돌은 메탈본드 다이아몬드 공구를 사용하고 입자

를 소결 분말한 금속 본드형과 침전 다이아 몬드 입자

를 Ni에 전기 도금한 본드형 이 있다. 후자는 금속 조

직학상 연삭과 폴리싱에 많이 사용된다. 분말 금속 본

드형은 부품을 정밀하게 가공하기 위한 것으로, 결합제

는 비트리파이드 본드와 메탈 본드가 있다. 

 Fig. 2(a)는 연삭 단면도이고 숫돌의 표면에 연삭 점

이 관찰된다. 연삭을 하면 날카롭게 긁힌 흔적과 표면

아래에 크랙이 발생한다. 연삭 점은 숫돌 표면과 같은

간격으로 연삭 되므로 돌출된 입자는 긁기 마모와 관

계된다. 표면에 긁힌 자국이 깊으면 잔류응력이나 소성

변형이 생기기 쉽다. 한편 연삭가공에서는 미세한 입자

일수록 긁힌 흔적이 작고 숫돌의 작용으로 잔류응력이

감소한다. 특히 하향 이송 에서는 다이아몬드 입자를

표면으로 밀어내는 양이 작아야 한다. 사용하다가 눈

메움이 발생 하면 새로운 숫돌 면을 생성시키기 위해

다이아 몬드 드레서로 드레싱을 해야 한다. 만약 숫돌

의 표면에 글레이징이 발생하면 연삭 점의 아래 부분

Sc
υ∆

jlcV
--------=

D∆

g
2
tanα CSc C  

υ∆
jlcV
-------- ⎝ ⎠

⎛ ⎞
= =

g

Fn Cp

πυ∆b
2V

-------------⎝ ⎠
⎛ ⎞

tan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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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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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Abrasive cutting edge model in cut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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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파괴되므로 계면온도가 상승될 수 있다. 

 Fig. 2(b)를 살펴보면, 접촉점의 오른쪽에 마찰 된

흔적이 나타난다. 또 공작물과 접촉되는 부분에 레진

본드의 분진이 남아서 연삭되지 않기 때문에 발열이

생긴다. 이때, 숫돌의 실제 입자는 약 #220~325 메쉬

(mesh)이다. 오직 미세한 입자만 마찰되기 때문에 연삭

작용은 원활하지 않다.

현장에서 사용하는 표면 연삭에서 기계 공구 의 보

정계수를 고려하지 않으면 최소 이송 량은 0.0025 mm

이다. 그러므로 휠 표면의 작은 숫돌 입자로 공작물을

가공하면 하향 이송과 같은 깊이로 연삭된다. 카본 레

진의 계수는 약 7× 104 Kgf/mm2이고 각종 세라믹스

는 2.1~4.2× 106 Kgf/mm2이다. 만약 공작물이 휠 표

면을 누를 때, 세라믹스 표면과 연삭점 사이에 힘이 발

생하여 본드에 탄성 또는 소성변형을 일으킨다. 이러한

현상은 실제 입자 크기가 소립으로 위에 언급한 입도

크기의 하한 값 쪽에서 발생하기 쉽다. 그러므로 이보

다 정밀한 표면을 얻기 위해서는 헐거운 긁힘이 생기

는 래핑이나 폴리싱으로 가공하는 것이 좋다. Fig. 2(b)

는 부분적으로 접촉하는 휠의 확대 사진이다.

위 그림의 세라믹스 표면에는 긁힌 자국이 나타나고

둥근 크랙 및 변질된 표면층 등 세라믹스의 손상된 면

이 관찰된다. 

3. 실험장치 및 실험방법

실험에 사용된 기계는 초고속 평면 연삭기로 주축의

회전수는 500~30,000 rpm범위이고 테이블 이송속도는

0.01~100 mm/s, 연삭 깊이는 0.001~50 mm범위이다.

숫돌의 직경은 250 mm의 메탈 및 레지노이드의 결합

제를 사용한 다이아몬드 숫돌이다. 숫돌의 표면 속도는

10~300 m/s이고 트루잉 숫돌은 다이아몬드 입자로 만

든 트루잉 스틱을 사용하였다. 또한 Fig. 3과 같은 마

모 시험에서는 미끄럼 속도(70 m/min, 140 m/min )에

서 미끄럼 거리를 일정(504 mm)하게 설정 하고 표준

하중(5~98 N)에서 시험하였다(Table 2 참조). 또 연마

된 표면의 피로 강도를 향상 시키기 위하여 재료표면

에 마이크로 블라스트 (MB2_ML)로 미세 숫돌입자(다

이아몬드 숫돌; #200, #800)를 0.6 mmΦ의 노즐(Jet

distance : 0.5 mm, Jet pressure : 0.3 MPa, Mass flow

rate : 2 g/min, Machining time : 10 s)로 불어 넣은 후에

잔류응력을 측정하였다.

실험에 사용한 세라믹스 시편은 Silicon Nitride

(Si3N4), Silicon Carbide(SiC), Zirconia(ZrO2) 및 Alu-

mina(Al2O3)이고 물성 값은 Table 1과 같다. 또한 연삭

저항(grinding force)은 8각형 탄성링식 동력계로 측정

하였다. 

 

4. 실험결과 및 고찰

4.1. 연삭력

4.1.1. 테이블 속도와 수직응력

수직응력 Fn은 식 (3)으로부터 Cp나 tanα값을 구할

수는 있지만, 연삭 실험만으로는 의 값을 정확히 측정

하기가 어렵다. 

Fig. 2. The Grinding process(a). Abrasives damaged surface

to an appreciable depth(b).

Fig. 3. Illustration of the all-on-disk wear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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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유는 연삭 모델을 해석하기 위하여 평탄 한 숫

돌 날을 둥근 모양으로 이상화시켜야 하고 실제로 숫

돌 날의 끝 부분을 날카로운 원뿔 모양으로 가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평탄 화 된 숫돌 날의 형상을

정확하게 측정 하기 위하여 연삭깊이를 변화시키고, 반

꼭지각 을 연삭 깊이의 함수로 취급한다.

한편, 연속 연삭에서 숫돌의 깍이는 맛(切味)은 α의

값을 크게 할수록 좋다. 각 연삭조건 (실험점)에서 뉴

세라믹스(Si3N4)를 연삭하기 위하여 많은 시간과 막대

한 비용이 요구된다. 재료를 연삭할 때에 필요한 에너

지를 Cp값으로 나타내고 비 연삭에너지가 클 경우에는

치수효과를 고려해야 한다.

Fig. 4는 속도비 υ / V를 3.3 × 10−4로 ∆를 0.75~10 mm

의 범위까지 변화시켜서, 숫돌속도 V와 연삭저항 Fn과

의 관계를 구한 것이다. 실험 점을 연결하여 선상

(∆ =일정)의 속도비 υ / V와 변수 ∆가 일정하고 트루잉

전후의 숫돌이 같은 상태라면, α와 tanα는 일정하다. 

또 V에 따라 Cp의 변화 값이 같다고 가정 하여 Fn을

구했다. 그림과 같이, 각각의 연삭깊이 (∆ : 0.75~10 mm)

에 있어서 숫돌속도 (V)와 테이블 속도(υ)에 따른 수직

하중의 변화를 표시한 것이다. 

숫돌을 트루잉하여 초기상태와 같은 조건 이라도, 각

실험 점에서 숫돌 날의 상태를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다.

Fig. 4에서 트루잉 후의 ∆가 작을 경우에, 연삭저항

Fn은 연삭속도 V에 따라 약간씩 증가한다. 즉 V가 증

가함에 따라 Cp값(칩 굽힘연삭에너지)도 커지고(의 증

가) 연삭 깊이(∆)가 5 mm에서 10 mm로 증가하면 V와

는 달리 연삭저항 Fn은 감소한다. 

Cp값은 증가계수 C와 피삭재의 항복압력 p의 합력이

므로 보통 탄소강의 항복응력은 변형 속도나 온도가 높

을수록 낮아지며, 주철에도 이와 비슷한 효과가 있다고

생각된다[6]. 한편 일반적인 연삭에서 공작물의 변형 속

도는 102s−1부터 105s−1의 값이지만 연삭속도가 더욱 커

지면 변형 영역이 작은 연삭에는 106s−1부터 109s−1의 값

이 된다. 이와 같이 변형 속도 영역에서 항복응력은 비

틀림 속도와 함께 증가한다. 또 Fig. 4에서 ∆값이 작은

경우(∆ = 0.75 mm)에 숫돌 주축 속도가 증가하면 연삭

저항이 조금 증가하는 이유는 변형 속도가 커지면 항

복압력 p가 증대하기 때문이다.

4.1.2. 연삭횟수와 수직응력

Fig. 5에서 주속을 연삭 횟수에 따라 변화시 키면 법

선 방향의 연삭저항이 스텝(step)상태 로 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연삭 횟수 에 따라 Cp값이 변화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4.2. 표면거칠기

4.2.1. 숫돌 속도에 따른 표면조도 

숫돌 속도와 표면 거칠기의 관계는 Fig. 6과 같다.

숫돌 속도가 314 m/min에서 1570 m/min 으로 커지면

표면 거칠기는 약 0.05 µm(Rmax) 에서 0.025 µm(Rmax)

으로 점점 작아진다. 이것은 숫돌속도가 클수록 다이아

몬드 입자의 표면이 평탄해 지고, 표면 거칠기가 안정

Table 1. Properties of workpiece material

Workpiece Material

Vickers 

Hardness

(Gpa)

Fracture 

Toughness(

MNm−3/2)

Young’s 

Modulus

(Gpa)

Silicon Nitride(Si3N4) 13.9 5.7 294

Silicon Carbide(SiC) 21.3 4.4 401

Zirconia(ZrO2) 12.6 8.0 205

Alumina(Al2O3) 20.5 4.1 308

Table 2. Experimental conditions

Workpiece Si3N4, SiC, ZrO2, Al2O3

Workpiece size(cm) 4 × 4 × 2

Wheel SDC230N100

Grinding Speed(m/min) 30~1600

Depth of penetration(∆) 0.001~50

Grinding pressure(Gp) 5~98

Grinding fluid Soluble type(1/50)

Fig. 4. Relationship between normal grinding force and

wheel surface spe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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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숫돌 속도 1570 m/min에서 세라믹스(Si3N4) 이것은

가공후의 세라믹스의 표면 거칠기가 연삭 점의 온도와

관계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연삭 점의 온도와 표면 거칠기와의 관계를 구

하면 표면의 상태도도 예측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7].

숫돌 속도 1570 m/min에서 재료의 표면을 경면 또

는 아주 평탄하게 연마를 할 수 있는 것은 연삭과정 중

의 발열로 표면이 산화온도 이상으로 가열되면 산화물

을 제거하기 때문 이라고 생각된다[7].

4.3. 공구마모

4.3.1. 공구 마모면 관찰

Fig. 8은 다이아몬드 숫돌로 탄화규소(SiC)를 가공한

면을 SEM으로 찍은 사진이다. 보통 숫돌의 끝 부분에

는 다결정 다이아몬드의 결정입계를 가지고 있다. 한편,

Fig. 8(a)는 다이아몬드 숫돌의 입도가 #200으로 가공된

표면 거칠기는 약 4 µm 정도가 된다. 그러나 Fig. 8(b)

의 숫돌 입자는 #800이므로 전자에 비하여 아주 미세

하다. 따라서 미세한 숫돌로 가공된 SEM사진 (탄화규

소)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표면거칠기가 약

0.5 µm로 가공 된 면은 매우 정밀하다. 

이상으로부터 다이아몬드 숫돌 입자의 크기는 다듬

질 거칠기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인자라고 생각된다.

4.3.2 공구마모 특성

Fig. 9(a)는 ZrO2 disk and Al2O3 ball의 마모 량과

미끄럼 거리와의 관계로, 70 mm/s 속도 에서 미끄럼

거리에 따른 마모 체적을 측정한 것이다. ZrO2 disk

and Al2O3 ball인 경우, 수직 하중 58.8 N에서 일정 속

도로 이동하면 두 재료 의 마모체적은 미끄럼 거리에

따라 직선적으로 증가한다. 또한 Fig. 9(b)도 수직하중

68.5 N에서 ZrO2 disk and Al2O3 ball의 마모량을 나타

내고, 역시 미끄럼 거리에 따라 선형적으로 증가한다.

즉, 수직하중과 관계없이 미끄럼 거리에 따라 두 재료

Fig. 5. Influence of wheel surface speed to normal grinding

force at the same grinding cycle.

Fig. 6. Relation between surface roughness and grinding

speed.

Fig. 7. Relation between temperature at grinding point

and surface roughness.

Fig. 8. SEM image of top of diamond tip fabricated using

anisotropic wet etching for 80min, followed by

isotropic wet etching for 60s (SEM : 15mm =

roughness:20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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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ll and disk)의 마모량은 계속 증가 한다.

Fig. 10(a)는 ZrO2 disk-Al2O3 ball 재료의 수직 하중

의 변화에 따른 미끄럼 거리당 마모 율(비마모율)로,

70 mm/s속도로 이동할 때에 미끄럼거리에 따라 마모체

적을 측정한 것이다. 

ZrO2 disk-Al2O3 ball인 경우, 70 mm/s, 140 mm/s 속

도에서 재료의 미끄럼 거리에 따른 마모 체적은 거의

직선적으로 증가한다. 

Fig. 10(b)와 같이, 수직 하중이 변화하면 ZrO2 disk-

SiC ball의 마모량도 미끄럼 거리에 따라 선형적으로

증가한다. 특히 후자의 경우에, 수직하중 60 N에서부

터 속도의 변화에 따라 마모체적의 변화는 현저하게

증가한다. 

또 단위 거리에 대한 마모량을 비마모율로 표시하면,

SiC ball의 경우에 140 mm/s 속도 (수직하중 60 N이하)

에서 비마모율은 10−8와 10−7 mm3/Nm 정도로 70 mm/s

의 미끄럼 속도 보다 약간 높다.

그러나 수직 하중이 60 N을 넘으면 140 mm/s의 미

끄럼 속도의 마모체적(약 10−7와 10−6 mm3/Nm 정도)은

갑자기 증가한다(참조 Fig. 10 (b)). 

4.3.3. 마모 손상된 면의 현미경 관찰

ZrO2 disk와 각종 ceramic ball의 쌍을 마모 실험하

여 ball의 손상된 마모 면을 SEM으로 관찰하였다. 

세라믹스 쌍의 주요한 마모기구는 대부분 긁기 마모

로, Fig. 11(a)에서 ZrO2 ball의 마모는 동적 재결정에

의한 소성 변형으로 발생한다. 또 ZrO2 disk와 Al2O3

ball 쌍의 마모는 Al2O3가 심하게 긁히고 입자가 분리

탈락되면서 취성 파괴에 의해 날카로운 모서리 파괴가

생긴다. (Fig. 11(b)). 또 Fig. 11(c)는 ZrO2 disk와 SiC

볼 쌍의 마모된 표면이다. ZrO2 disk와 SiC 볼의 마모

는 부드러운 마모 표면과 미세한 마모 분말(마찰막)이

나 얇은 층이 변형되면서 발생 한다. 표면의 마모된 면

적위에는 마찰막 상태 로 덮여 있거나 부분적으로 크

Fig. 9. Variations of the worn volume of ZrO2 disk as a

function of the sliding distance at a sliding speed

of 70 mm/s with (a) Load; 58.5 N (b)Load; 68.5 N.

Fig. 10. Variations of the specific wear rate with a normal

load at the ZrO2 disk with (a)Al2O3 ball, (b)SiC

b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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랙이 관찰 되지 만 매우 얇고 부드러운 층으로 구성되

어 있다. Fig. 11(d)는 미끄럼 방향에 따라 넓은 긁기

마모가 관찰 되고, 숫돌속도 70 mm/s [Fig.11 (c)]보다

140 mm/s에서 변형된 슬립 파괴가 많이 나타난다.

4.4. 잔류응력

4.4.1. 재료의 성질과 형태

AJM(Abasive jet machining)은 블라스트 가공 의 일

종으로 피로강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금속에 행해지는 숏트피닝과 같이 파인세라믹스 내

부에는 압축 잔류응력이 발생한다. 

잔류응력을 측정하기 위하여 넓은 면적에 분사 노즐

을 이동하여 AJM을 실시하고 가공면 아래의 잔류 응

력분포를 X선으로 측정하여 분석하였다. 

 AJM면 아래의 잔류 응력분포는 Fig. 12로 표시 하

였다. 피삭재의 표면으로부터 깊이 7 µm이하 에서는

압축응력(약 −23 MPa)이 계속 증가하고, 약 −3~0

MPa에서 부터는 감소한다. 숏트피닝 처리된 세라믹스

는 가공면의 내부에 최고의 압축응력이 나타나고 사용

된 분사재의 크기가 작을수록 잔류응력도 감소한다. 

여기서 사용한 AJM은 숏트피닝과 비교하여, 분사

재의 크기가 작고, 금속과 달리 세라믹스 는 소성변형

이 발생하기 어렵고 표면에서 깊을 수록 큰 잔류 응력

이 나타난다. 또한 숫돌로 재료를 연삭할 때에 소성변

형은 얕은 표면에만 발생하므로 세라믹스의 내부까지

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된다.

이상과 같이, 질화계 세라믹스를 AJM으로 처리 할

경우, 크랙이나 큰 손상도 없이 표면에 압축 잔류응력

이 생긴다. 따라서 AJM 방법은 세라믹 스를 세부적으

로 가공할 때에 가장 좋은 가공법 이라고 할 수 있다.

 

5. 결 론

초고속 평면 연삭기로 4종류의 파인세라믹스 [Silicon

Nitride(Si3N4), Zirconia(ZrO2), Silicon Carbide(SiC), 및

Alumina(Al2O3)]를 여러 가지 조건에서 연삭한 결과 다

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평면 연삭에서 연삭저항 Fn은 연삭깊이 ∆가 작을

수록 숫돌속도 V가 증가 할수록 감소 한다. 

2. Silicon Nitride(Si3N4) 세라믹스에서 숫돌 속도가

314 m/min에서 1570 m/min으로 커질 수록 표면 거칠

기는 약 0.05 µm(Rmax)에서 0.0125 µm(Rmax)으로 점점

좋아진다.

3. ZrO2 disk와 SiC ball 쌍의 마모량은 역시 미끄럼

거리에 따라 증가한다.

4. ZrO2 disk와 SiC ball의 마모는 표면에서 마찰막

이라는 미세한 마모분과 얇은 층이 변형하면서 발생

한다.

5. 피삭재의 표면에서 깊이 2~7µm까지는 압축 응력이

증가하다가 8~17µm 부터는 일정한 값(약 −3~0 MPa)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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