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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 Polishing 공정을 이용한 비구면 렌즈 소재의 기초 연마 특성 
분석

Analysis of Basis Polishing Characteristics for Aspherical Lens Material 
Using MR Polishing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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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비구면 렌즈는 포물면, 타원면, 쌍곡면 등의 곡면

으로 이루어진 형태로 구면 렌즈와 달리 구면 수차

가 발생하지 않고 사용매수를 경감시켜 광학계의 

소형화, 경량화, 비용절감을 가능하게 한다. 현재 

비구면 렌즈 제작에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은 초정

밀 절삭 후 연삭방법이 있다.1 하지만 잔류응력으

로 인한 복굴절 발생과 Toolmark가 남아 있는 문제

점 때문에 비구면 렌즈의 성능이 저감되는 문제점

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폴리싱 

공정이 연구 및 개발되고 있다.2 MR Polishing은 

유체를 이용한 연마가공이기 때문에 잔류응력 발

생이 없고 Toolmark의 제거가 가능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비구면 렌즈의 개선을 위해 MR 
Polishing공정을 통하여 렌즈 소재인 Fused silica 
glass의 선속도 제어를 통한 기초연마특성을 분석

하였다.

 2. 비구면 렌즈 소재의 기초 연마 가공 
메카니즘

비구면 렌즈와 같이 복잡한 곡선을 이룬 형태의 

가공에서 높은 형상 정밀도를 얻기 위해선 각각의 

곡선들의 접점에 대한 좌표 값과 회전 각도에서 

공구가 항상 수직상태로 가공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축대칭 비구면 렌즈의 가공에서는 반경이 

증가할수록 각속도가 작아지는 선속도 제어를 통

해 연마속도를 일정하게 하여 동일한 재료 제거율

을 얻어야 한다. (Fig. 1) 선속도는 식(1)과 같이 

나타내어진다.
                   (1)
여기서, 는 선속도 은 반경(중심에서부터 이송거

리)이며, 는 각속도(공작물의 회전 속도)이다. 

본 논문에서는 연마가공 메카니즘 중 Fused silica 
glass의 선속도 제어를 통한 각속도를 변화시켜 

연마 실험을 수행하였고 연마 형상에 대하여 분석

하였다.

. Fig. 1  Linear velocity controlling according to 
radius variations.

 3. MR Polishing 공정 및 시스템

MR Polishing시스템은 X, Y의 이송축과 c축인 

회전축, 그리고 Wheel과 공작물의 회전스핀들로 

구성되어있다. (Fig. 2) 자기장을 인가하면 MR fluid
가 Wheel에 부착 되어 일정속도로 회전하고 연마슬

러리가 공급 되어 연마가공이 이루어진다.3 연마 

공정을 수행하기 위한 MR fluid 는 Table 1과 같이 

DI Water Base의 MR fluid를 이용하였다. 이는 Glass
의 수화작용에 의한 연마 가공의 용이성 때문이다.

Fig. 2 An experimental set-up for MR polis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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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omposition of MR fluid
CI-power DI-water Na CO Glycerin
30wt.% 67.7wt.% 0.3wt.% 2.0wt.%

4. 기초연마 실험 및 결과 분석

실험 조건은 Table 2와 같이 5mm, 10mm 구간에

서의 동일한 가공깊이로 선속도 제어를 통한 spot
실험을 하였으며, Fig. 3(a)는 구간별 각속도 변화 

에 따른 균일한 재료 제거량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

만 Fig. 3(b)는 일정한 각속도에 의하여 재료 제거량

이 균일하지 않고 10mm 구간에서 적어진 재료 

제거량을 보여주고 있다. Table 3은 중심에서부터 

10mm까지 이송한 실험 조건이며 Fig. 4와 같이 

중심에서의 대칭형상을 통한 동일한 재료 제거량

을 보여주고 있다. Fig. 5는 MR Polishing 후 표면 

거칠기 측정 결과이며 Ra=0.97nm, Rmax=5.8nm를 

얻을 수 있었다. 따라서 MR Polishing 공정에서의 

선속도 제어 실험을 통해 회전대칭형상의 균일한 

연마 및 우수한 표면 거칠기를 얻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Table 2 Experimental Condition #1 

No.
Workpiece
Rotation
Speed

Wheel
Speed Distance Time

1 50rpm
250rpm 5, 10mm 5min

2 50, 25rpm

Table 3 Experimental Condition #2 

No.
Workpiece
Rotation
Speed

Wheel
Speed Distance Feed rate

1 50~25rpm 250rpm 0~10mm 2mm/min

(a) Controlled angular velocity

(b)Uncontrolled angular velocity
Fig. 3 Measured material removal depth after MR 

Polishing according to distance

Fig. 4 Measured material removal depth after MR 
Polishing

Fig. 5 Measured surface shape and roughness after 
MR Polishing (Ra=0.97nm)

5. 결론

선속도 제어를 통한 비구면 렌즈 소재 Fused 
silica glass의 MR Polishing공정은 이송 구간에 따른 

동일한 재료 제거량과 우수한 표면 거칠기로 고정

밀 렌즈 형상 연마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향후 

비구면 렌즈 형상 연마 가공의 메카니즘을 적용한

MR Polishing 공정을 통하여 비구면 렌즈의 성능 

향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후기

이 논문은 2012년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

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

(No. 2012R1A1A2008399)의 일부이며 지식경제부 

주관 전략기술개발사업 “마이크로 기능성 초정밀 

핵심요소부품 제조기반기술개발”의 제 4세부 “기

능성 핵심요소부품 제조 초정밀 금형 기반기술 

개발”의 결과로써 이에 감사드립니다.

참고문헌

1.    Venkatesh, V.C., Izman, S., Sharif, S., Mon, T.Y. 
and Konneh, M., 2002, "Precision micro-machin-
ing ofsilicon and glass," Proc. of IEEE ICIAT, pp. 
1146~1151.

2.    H. C. Lee, J. E. Kim, "Development of polishing ma-
chine of aspherical glass lens mold with airbag 
tool", Journal of Korea Society of Machine Tool 
Engineers, pp. 51~54. 2007

3.     Shin, Y. J, Kim, D. W, Lee, E, S, Kim, K. W, 2004, 
The Development of Polishing System a 
Magnetorheological Fluids, J. KSPE, Vol. 21, No. 
7, pp. 46~52.

24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