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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1.
최근 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전자 항공우주 바이오산업, ,

등을 중심으로 미소 또는 초미소급 의 부품(micro or nano scale)
및 제품과 관련된 수요가 증대하고 있다 산업사회 첨단제품의.
발전을 주도하고 있는 반도체 및 정보통신을 포함한 제반 첨단산

업은 하드웨어 면에서 초정밀 이라는 기술적 특성(ultra-precision)
을 공공기반으로 하고 있다 이는 반도체의 고집적화 광자기. ,
메모리의 고용량화 광섬유 활용 다채널 고속 통신망 그리고, ,
고 분해능 레이저 프린터 등의 대표적인 예를 통해 쉽게 짐작할

수 있다 특히 천체망원경 인공위성 등에 탑재되는 고품질 반사. , ,
경은 높은 형상 정밀도와 표면 거칠기가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품의 요구 표면 거칠기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제작

최종단계에서 폴리싱 공정이 적용되고 있으나 현재까(Polishing) ,
지는 대부분 수작업을 병행한 공정으로 이루어지는바 균일한,
품질과 생산성 향상에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다 따라서 고품위.
폴리싱 가공을 구현하기 위하여 폴리싱 메커니즘에 대한 연구와

실시간 정밀제어를 통한 가공품질 향상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에는 자기유동연마로서 자기유동 유체와 자기장.
을 적용하여 광학 유리를 비롯한 다양한 재료의 연마에 적용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현재 한국산업기술대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축제어 폴리싱 머신 사 을 소개하고 본 장비를7 [Zeeko : IRP400] ,
활용하여 래스터 방법으로 가공한 비구면 렌즈의 형상 정밀도

결과에 대하여 기술하고자 한다.

비구면폴리싱가공시스템2.
자유곡면폴리싱머신2.1
한국산업기술대학교에 설치된 폴리싱 머신은 과 같으며Fig. 1 ,

총 제어되는 축은 개이다 기본적으로 공작물 테이블이7 . 3000rpm
그리고 축 방향으로 각각 이송범위를 가지고 있다, X, Y ±200 .㎜

또한 폴리싱 기기의 상부에 위치한 위한 해드는 상하의 축Z
방향으로 의 이동이 가능하며 축과 축의 개의 회전축225 , A B 2㎜

을 추가적으로 가지고 있어 공작물에 대하여 다양한 접근 이,
가능하여 상당히 다양한 형태의 자유곡면 폴리싱이 가능하다.

Fig. 1 7 axis controled Polishing Machine

축과 축은 각각 의 최대 자유도를 가지고 있다A B ±270, ±180 .
폴리싱 머신의 해드는 일정한 힘으로 공작물을 가공해야 하는데,
공압으로 일정한 압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설정 가능한 압력은,

의 범위를 가지고 있다0~4bar .

래스터 방법에의한폴리싱2.2 (Raster)
본 장비는 개의 축을 가지고 있어 다양한 형태의 가공물에7

대하여 폴리싱이 가능하다 이에 대한 한 가지 방법으로 가공물은.
회전하지 않으며 폴리싱 해드만이 가공되어져야 하는 면을 지그,
재그로 이동하며 폴리싱하는 방법이 가능하다 이와 같은 방법으.
로 채택할 경우 가공물이 회전대칭이 아니어도 가능하기 때문에

비축 또는 자유곡면에 대하여 폴리싱이 가능하다 또한 가공.
경로도 이동방향을 방향으로 가능하여 공작물의 표면에 툴의4
경로가 남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다 는 방법의 한. Fig. 2 Raster
예로 가공경로를 나타낸 그림이다.

Fig. 2 Machine path of raster method

영향함수에따른폴리싱보상가공2.3
폴리싱 공정은 정확한 측정 및 예측가능한 가공량을 기반으로

반복적으로 수행되어지는 작업이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작업자.
의 수작업이 수반되어 생산성 향상에 어려움이 지속적으로 발생

하였었다 그러나 본 장비에서는 영향 함수를 통한 예상 가공량.
및 결과를 예측하여 보다 뛰어난 폴리싱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은 보상가공의 한가지 예를 보여주는 것으로 입력 파라Fig. 3 ,
미터를 나타내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설계치 그리고 측정기기로. ,
부터 얻어진 설계치와의 에러값 그리고 사전에 테스트한 영향함,
수의 결과를 사용한다 이러한 수치들을 바탕으로 보상가공을.
위한 경로와 함께 이송속도를 결정지어 보다 오차가 줄어든

폴리싱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Fig. 3 Input parameters of corrective polis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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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보상가공을 하기 위한 결과 수치로설계와 차이 이에Fig. 4 . ,
따라 결정지어진 각 표면에서의 그리고 폴리싱 공정dwell-time,
이 이루어진 뒤 설계와 차이 마지막으로 폴리싱 해드가 이동해야,
하는 속도를 나타내는 그래프이다 이와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축제어 폴리싱 머신의 코드를 생성하여 폴리싱 작업을 수행7 NC
한다.

Fig. 4 Output parameters of corrective polishing

비구면렌즈폴리싱3.

본 논문에서는 축 폴리싱 머신의 래스터 방법에 의한 비구면7
렌즈 폴리싱을 수행하였다 본 논문에 사용되어진 재료는 직경.

의 이며 렌즈는 볼록의 비구면으로 설계되었다 래스80mm BK7 , .
터 방법에 의해서 렌즈면을 지그재그로 가공하였으며 가공경로,
는 간격으로 수행되었으며 또한 한 방향으로만 폴리싱을0.5 ,㎜

수행할 경우 가공경로대로 툴의 이동경로가 남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총 방향으로 가공경로를 생성하여 이에4 ,
다른 문제점을 최소화 한다 그리고 총 회의 보정 폴리싱이. 9
본 연구에서 이루어졌다.

는 폴리싱이 이루어지고 있는 장면을 나타낸 그림이다Fig. 5 .
가공 경로를 지그재그로 하기 위해서는 폴리싱 해드와 연결되어

지는 두 개의 축과 축이 회전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폴리싱A B .
해드의 크기는 여러 가지를 적용할 수 있지만 본 실험에서는

곡률이 인 형사를 사용하였으며 의 압력으로 일정하게40 , 1bar㎜

유지하며 렌즈의 표면에 폴리싱 작업을 하는 동안 힘이 가해지고

있다.

Fig. 5 The figure of corrective polishing

은 폴리싱 단계마다 측정된 결과를 나타내는 그림이다Fig. 6 .
점차적으로 설계치와의 아치가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다 폴리싱.
결과 을 얻을 수 있었다 비구면 렌즈는PV 0.27 . Form Talysurf㎛

를 활용하여 전체면을 간격으로 측정되었다 이렇게series2 30º .

측정된 데이터는 소프트웨어적으로 되어 차원 데이터stitching 3
로 만들어 졌으며 각 단계의 측정 데이터는 다음 가공의 입력,
파라미터로 사용되었다.

Fig. 6 The measurement results of polishing

결론4.
본 연구에서는 축 폴리싱 머신을 활용하여 비구면렌즈를7

폴리싱 하였다 폴리싱 방법으로는 래스터 방법으로 가공경로를.
렌즈면에 대하여 지그재그로 생성하였으며 총 회의 작업을, 9
수행하였다 그 결과 을 얻을 수 있었다 본 장비는. PV 0.27 .㎛

축 방향으로 각각 이송범위를 가지고 있어 차후에는X, Y ±200 ,㎜

보다 대구경의 렌즈 및 초정밀 광학 부품을 폴리싱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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