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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들어 스마트폰과 같이 소형 광학계를 

필요로 하는 IT 기기의 증가로 인해 고품질, 

고정도, 부품 제작을 위한 초정밀의 마이크로 

광학계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1. 이러한 

광학계의 연마에서 급격히 경사가 변하는 

오목한 형상( c o n c a v e  s h a p e)이나 복잡한 

자유곡면을 가지는 공작물의 경우 연마공구의 

기하학적  간섭으로  인해  기존의  연마 

방 법 으 로 는  가 공 하 기 가  어 렵 다 2 .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 마 재 가  혼 합 된  유 체 를  분 사 하 는  

유체분사연마(fluid jet polishing) 방법이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유체분사연마 

방식에서는 유체가 노즐을 떠난 후에 급격히 

분산되어 초정밀 연마에 필요한 균일한 spot 

형성이 어렵게 된다. 이러한 현상은 노즐과 

공작물 사이의 간격(standoff distance)가 길어질 

수록 증가하게 된다. 위와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최근 자기장의 세기에 따라 

점성이 증가하여 standoff distance 의 영향이 

적은 MR fluid 를 이용하는 MR fluid jet 
polishing 에 대한 연구가 진행 되고 있다. 

하지만 노즐 분사 각도와 같은 가공 변수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분사 각도에 따른 spot 의 연마 형상을 

유동해석을 통하여 예측하고 동일 분사 조건에 

따른 연마실험을 통해 그 결과를 비교 

분석해보았다. 

 

2. 유동해석을 통한 연마형상의 예측  
ANSYS 14.0 CFX 를  이용하여 유체 분사 

유동해석을 통해 분사 시스템의 공작물 

표면에서 0°, 45°의 두 분사각도에서의 재료 

제거 경향을 예측했다.  Fig. 1(a)과 같이  
0°의 경우 중심부에서의 전단 응력은 거의 
없으며 반경이 증가함에 따라 전단응력이 증가 
하였다가 최대값을 지나고 감소한다. Fig. 1(b)과 
같이 45°의 경우에 역시 중심부에서의 

전단응력은 미비했지만 유체분사 방향을 따라 

최대 전단응력이 편중되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Fig. 1 Mesh model and Result of flow analysis  
 

3. 연마 실험을 통한 재료제거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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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마실험하였고 ZYGO NV6200 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Fig. 2 MR fluid jet polishing system 

 

실험결과 Fig. 3 에서 보이듯이 0°의 경우 

spot 형상이 동심원을 보이고 횡단면의 형상은 

W 자 형태를 보인다. 분사원점을 중심으로 

노즐 직경보다 좀 더 큰 반경 에서 최대 재료 

제거 지점이 나타난다.  Fig. 4 와 같이 45°의 

경우, 분사원점에서 분사방향으로 재료제거가 

집중되어 crescent 형상이 나타나고 횡단면의 

경우 최대 재료 제거 지점은 한 곳으로 

집중된다.  

 

Fig. 3 Measured MR jet polishing result at 0°  

 

Fig. 4 Measured MR jet polishing result at 45° 
 

4. 결론  
ANSYS 를 통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얻어진 

0°,45°의 두 경우의 전단응력 분포 양상과 

실제 분사 실험을 통해 얻어진 가공 

프로파일이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이를 통해 

MR fluid jet polishing 에서 공작물 재료 제거의 

주된 요인은 유체에 의한 전단응력임을 확인 

할 수 있다. 또한 분사 각도가 0°인 경우 

동심원의 프로파일을 갖으며 횡단면 형상이 

두개의 최대 재료 제거 지점을 갖는 W 자 

형상을 보이는 반면, 45°의 경우 crescent 
모양의 프로파일을 보이며 단면 형상은 재료 

제거가 한쪽으로 편중된 양상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연속적인 이송을 통한 

연마를 할 때 분사 각도를 변화하는 경우 재료 

제거 양상의 예측이 어렵게 되기 때문에 분사 

각도를 고정하는 것이 용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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