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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내용 없음.

대표도

도1

명세서

[발명의 명칭]

다수의 연마집괴들을 포함하는 연마재 및 그 제조방법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1도는 본 발명에 따라 만들어진 연마륜의 사시도.

제2-4도는 본 발명의 연마재를 제조하기 위한 방법을 개략적으로 나타내는 도면.

제5도는  본  발명의  연마재를  제조하기  위한  바람직한  방법과  장치의  세부를  나타내도록  부분 절개되
어 도시된 개략 사시도.

제6도는 제5도의 선 6-6에 따른 단면도.

제7도는 본 발명에 따라 만들어진 권취된 연마륜의 측면도.

*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 : 연마륜                     53 : 섬유질 웨브

11 : 섬유상 기질                54 : 원통벽

12 : 연마집괴                   56, 57 : 단부

13 : 개구                       58 : 축

49 : 도관                       59 : 내측 체임버

51 : 로울러                     60 : 개구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은,  파상(波狀)의  팔라멘트들로  구성된  기질에  다수의  연마괴집들이  분포지지되어  구성된 연
마재(abrasive article) 및 그의 제조방법에 관한 것이다.

많은  형태의  연마공구가  알려져  있고,  그  각각은  일반적으로  특정  용도에  사용될  수  있도록 설계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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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있으며,  모든  용도에  만능인  형태의  연마공구는  알려져  있지  않다.  각종  형태의  연마공구는, 예
를들어  피복된  연마재(abrasive),  즉  가요성의  연마륜의  표면에  균일하게  분피되어  접착된 연마입자
들을  포함하며,  그러한  연마륜은  회전가능한  고리(環)  형태로  한  덩어리로  결합된  연마물질로 되어
있다.

또한  전술한  연마공구는,  웨브의  개공(開孔)  특성을  변경시키지  않고  웨브에  연마입자들을 부착시키
는 접착제가 함침된 개구를 가진 고질의 3차원 섬유 웨브와 같은 저밀도 연마재를 포함한다.

저밀도  형태의  연마재는  금속,  목재  및  플라스틱의  가공공구로서  상업적으로  상당한  성공을 거두었
으나,  그러한  성공은,  이런  형태의  연마공구가  높은  절삭율을  달성할수  없고  연마되는  표면에 균일
한  할큄깊이를  갖는  균일한  표면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일부  용도에서만  제한되어  사용되었다. 저
밀도  연마재로  가공된  표면은,  비교적  깊고  얇은  할큄자욱이  불균일하게  분포된  광택이  없고  표면을 
나타내는  것이  보통이다.  그리하여,  저밀도  연마재는  버프연마(buffing)  또는  전기  도금에  의해 제
조된 것과 유사한 거울과 같이 가공된 표면의 제조를 요하는 용도에는 일반적으로 사용되지 않았다.

현재,  이들  과업의  대부분은  피복된  연마  벨트  또는  연마륜의  사용에  의해  달성되고  있으나,  그들은 
단점들을 가지고 있다.

피복된  연마  벨트는  새것일때는  매우  높은  초기  절삭율을  가지며  높은  표면 조도(祖度)(roughness)
를  제공하지만,  그들  각  성질은  사용함에  따라  매우  신속히  저하한다.  또한  피복된  연마  벨트는 매
우  제한된  밀착성을  제공하는데,  이는  복잡한  표면에는  사용이  제한되게  되는  상기  벨트들이 연마기
계에  지지되는  방식때문이다.  각종  형태의  유연한  지지용  조립된  연마륜들이  피복  연마재에 사용되
지만, 그 피복된 연마재 지지체의 제한된 신장성에 의해 벨트의 밀착성이 제한된다.

조립된  연마륜들은  일반적으로,  소망의  밀도로  압축되고  서로  봉제된  면(綿)  디스크들의  적층체로 
만들어진다.  다음,  그  디스크의  연부(緣部)를  가죽  아교  또는  합성수지와  같은  수지로  피복하고,  그 
수지가  습윤상태에  있을때  륜을  연마재  물질층을  통과하여  회전시켜  건조되게  하고  그리하여, 단단
한  외피로서  연마재  피복층이  형성된다.  이  작업은  여러층을  형성하도록  반복될  수  있다.  최적 결과
를  얻기위해  통상  수일에  걸쳐,  조절된  온도  및  습도  조건하에  건조가  행해진다.  건조될때  단단한 
외피가  일치하도록  부합될때까지  반복하여  취입함으로써  상기  외피는  분쇄된다.  제조된  연마륜은 허
용  가능한  절삭율을  가지며  그의  전  수명에  걸쳐  바람직한  가공성능을  제공하지만,  또한  많은 단점
들을 가지고 있다.  주요 단점은 연마물질이 그  연마륜의 전체에 분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외
주표면상의  얇은  층으로서만  분포되어  있다는  점이다.  그리하여,  그  연마륜의  연마표면의  한  구역이 
마모될때,  전체  연마  피복층이  적당한  연마제품을  제공하도록  대치되어야  한다.  조립  연마륜들이 또
한  특정  조작자에  의해  개조되어  사용하는데  매우  민감하고,  특히  가죽  아교(hide  glue)와  같은 습
감접착제(moisture-sensitive adhesives)가 이용될때 수분변화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전술한  2가지  적용예  또는  다른  목적들을  위해  피복  연마제품  및  조립  연마륜들에  대치될  수  있는 
연마제품을  제조하기  위한  여러시도를  하였으나,  그  시도들은  단점들을  갖고  있었다.  이러한  종래 
기술의 예들은 다음과 같다.

미국특허  제3,982,359호(엘벨)는  탄력적인  탄성체  기질에  접합된  집단들로  서로  강직하게  접합된 연
마입자로  구성되고  그  집단들이  연마  조건하의  운동시  서로  접촉하지  않게된  연마륜을  기술하고 있
다.

미국특허  제2,216,728호(베너,  등)는  치밀한  연마  제품을  형성하도록  접합된  연마입자들로  구성된 
집단들을 서로 접합하는 것을 기술하고 있다.

미국특허  제2,986,455호(샌드  메이어)는  접착기질에  서로  함께  유지된  중공의  구형  연마입자  형태의 
연마성분으로 만들어진 연마입자들을 기술하고 있다.

미국특허  제3,048,482호(허스트)는  강성  연마체들이  렉티규럼(recticulum)으로된  리브(rib)에  힌지 
결합되는  방식으로  주위의  탄성기질  또는  렉티규럼에  지지된  다수의  강성  접합  연마체들로부터 연마
제품을 형성하는 것을 기술하고 있다.

미국특허  제3,871,139호(랜드스)는  확대된  연마구체가  강모(剛毛)들의  외측단부들에  확고히  부착된 
다수의 외측으로 연장한 플라스틱 강모들로 만들어진 회전식 연마 숫들을 기술하고 있다.

미국특허  제3,955,324호(린드스트롬)는  금속상에  묻혀있는  연마입자들  및  합성수지에  묻혀있는 집괴
들로 구성된 연마집괴들로 이루어진 연마공구를 기술하고 있다.

본  발명은,  상호  접촉점들에서  서로  접합된  파형  필라멘트들로  이루어진  기질과,  서로에  대해 이동
가능하며  상기  기질내에  분포된  다수의  분리된  연마집괴들로  구성된  연마재  및  그를  제조하기  위한 
방법을  제공한다.  "기질내에  분포된"이라는  말은  각  집괴의  체적의  대부분이  기질내  또는  그의 내측
에  위치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  연마집괴는  최소  크기가  약  2mm이고,  연마입자대  접합제의  중량비가 
약  1:1-20:1로  되도록  접합제에  접합된  연마입자들로  이루어져  있다.  기질은  대략  70-97체적%의 기
공을 제공하도록 필라멘트들 사이에 공간을 가지는 것이 특징이다.

상기  연마재를  제조하는  방법은,  상호  접촉  지점들에서  접합된  파형  필라멘트들을  포함하는  개방된 
웨브내에  다수의  분리된  연마  집괴들을  형성하며  연마집괴  함유  웨브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하며,  그 
연마집괴들을  연마입자  대  접합제의  중량비가  약  1:1-20:1로  되도록  접합제로  접합된  연마입자들로 
이루어져 있다.

웨브내에  연마집괴들을  형성하는  바람직한  방법은,  적당한  프린팅(printing)  또는  압출장치에  의해, 
액체  접합제와  연마입자들의  혼합물로  형성된  이격된  집괴들을  일정한  패턴(pattern)으로 용착시키
는 단계와 그 집괴들을 경화시키는 단계를 포함한다.

연마륜을  제조하는  바람직한  방법은,  액체의  발포성  유기  결합제와  같은  액체  결합제로  함침된 집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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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유  웨브의  스트립(stlip)을  나선형으로  권취하는  단계와  그  발포체를  팽창  및  경화시키는  단계를 
포함한다.  본  발명의  연마재를  제조하는  다른  방법은,  파상의  유기  필라멘트들의  고질의  개방된 부
직(不織)  웨브내에  연마집괴들을  형성하는  단계와  소망의  크기로  그  집괴함유  웨브로  이루어진 부분
들을  절단하는  단계와,  그  절단편들을  적층시켜  접합된  절단편  집합체를  형성하는  단계와,  그 절단
편  집합체를  압축시키는  단계  및  그  압력을  제거한  후에도  그  압축된  형태가  유지되도록  하는 방식
으로 그 압축된 집합체를 서로 함께 접착시키고, 그 압축력을 제거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전술한  연마재는  유용한  연마  제품을  제공하도록  각종  유용한  형태들중  한가지  형태로, 바람직하게
는  륜상으로  성형될  수  있다.  조립식  연마륜과  달리,  본  발명에  따른  연마  제품은  연마물질을 전체
적으로  함유하여,  조립식  연마륜에서와  같은  연마물질의  표면  피복을  요하지  않고도  장시간의 사용
이  가능하다.  또한,  본  발명의  연마  제품은  섬유상  기질의  조성에  따라,  실제  비밀착성으로부터 높
은 밀착성까지의 다양한 밀착성을 제공하도록 다양한 구조로 제조될 수 있다.

특히,  본  발명의 연마 제품은,  처리되는 표면을 균일하게하는 능력,  즉  고질 부직 연마 제품으로 처
리된  기질의  표면에서  통상  보여지는  것보다  더  균일한  표면을  제공하는  능력을  가진다.  이론에 의
해  제한되는  것을  원하지는  않지만,  그  표면  균일화  작용은,  가공물의  표면에  해당하는  표면으로 닳
아  떨어지고,  부직연마  제품  전체에  분산되는  작은  집괴들  또는  개별적으로  지지된  연마입자들과 달
리  한꺼번에  피처리  표면에  적응하도록  섬유상  기질내에서  "부유(float)"하는  경향이  있는  비교적 
큰 연마입자들의 결과인 것으로 추측된다.

이하, 본 발명을 첨부 도면을 참조하여 상세히 설명한다.

제1도에,  상호  접촉  지점들에서  접합된  파형  필라멘트로된  섬유상의  기질(11)과  그  기질(11)내에 바
람직하게는  균일하게  분포된  다수의  연마집괴(12)로  구성된  륜(wheel)(10)의  형태인  연마재가 도시
되어  있다.  기질(11)은,  집괴(12)를  위한  적절한  지지를  제공하도록  소정의  탄성을  갖는  다공의 지
지구조를  제공하기  위해  필라멘트들  사이에  개방된  공간들을  가지는  것이  특징이다.  륜(10)은 도시
되지 않은 적당한 축상에 회전가능하게 설치되는데 적당한 개구(13)를 가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연마집괴(12)는  연마입자  대  접합제의  중량비가  약  1:1-20:1정도로  접합체에  의해  서로  접합된 연마
입자들로 이루어져 있다.

제5-6도는  섬유상의  기질(53)내에  집괴들을  형성하기  위한  바람직한  장치(50)을  나타낸다.  그 장치
(50)은  중공의  로울러(51)과  지지  로울러(52)를   포함하며,  그  로울러  각각은  적당한  축(58)상에 서
로  반대방향으로  회전하도록  지지되어  있으며,  그  축(58)은  양단부에  베어링(58a)를  가지는  것이 바
람직하다.

그  로울러들은  종방향으로  정렬되어  밀접히  배치되어  있어  그들  사이에서  섬유질  웨브(53)이  약간 
압축 및 연신되도록 한다.

로울러(51)은  다수의  개구(55)를  가진  것이  특징인  다공의  원통형  벽(54)를  가지고  있고,  그 구멍들
은  액체  결합제와  연마입자들의  혼합물이  통과할  수  있는  크기로  되어  있다.  또한  그  로울러(51)은 
폐쇄된  단부(56)  및  (57)을  가지고  있다.  액체  결합제와  연마입자의  혼합물이  통과할  수  있는 크기
와  형태를  가지고  중공인  도관(49)는  축(58)내에  설치되며  로울러(51)내에  배치되어  그 혼합물(64)
를  내측  체임버(59)내에  제공한다.  유체펌프(도시안됨)과  같은  수단이  상기  혼합물을  도관(49)를 통
해  그리고  개구(60)들을  통해  체임버(59)내로  압출한다.  로울러(51)내에서  축(58)상에  고정  장착된 
독터  블레이드(doctor  blade)(61)이  고정위치에  유지되고  로울러(51)  및  지지로울러(52)가  도시된 
방향으로  회전되아  액체  접합제와  연마  입자의  혼합물이  개구(55)로부터  압출되게하고,  그  압축된 
혼합물(62)는  그  혼합물이  웨브(53)에  접촉한때  독터  블레이드(61)에  의해  로울러(51)로부터 가압되
어 웨브(53)에 집괴(63)이 남아있게 한다.

제2-4도에,  본  발명에  따른  연마재를  제조하기  위한  또  다른  방법이  도시되어  있다.  제2도에  도시된 
바와같이,  필라멘트들의  메트(mat)  또는  웨브가  공급로울(30)으로부터  공급되고 적하(dropping)장치
(34)  아래를  통과한다.  그  적하장치(34)는  웨브(33)에  액체수지의  작은  물방울(35)를  적하하도록 설
계되어  있고,  그렇게  하여  피복된  웨브는  피복부(36)  아래로  통과된다.  그  피복부에서  연마입자들이 
웨브에  도포되어  집괴함유  웨브(37)을  형성하고,  그  웨브(37)은  경화오븐(38)을  통과하여,  경화되고 
집괴로  피복된  웨브(39)을  형성한다.  상기  웨브(39)는  추후사용을  위해  저장로울(40)에  권취되거나 
또는 각종 구조를 형성하기 위해 적당한 크기로 절단될 수 있다.

바람직하게는,  제7도에  도시된  형태의  연마륜(70),  중앙에  개구를  가진  적당한  심봉(72)상에 집괴함
유  웨브로  이루어진  스트립(71)을  권취하고,  그  권취된  형태를  유지하고,  그  보유된  형태를 예를들
어  액체  경화성  접착제로  접합하고,  그  접착제를  경화시키고,  거의  완전한  원형연부를  형성하도록 
스트립단부(73)을,  예를들어  깍아내거나  또는  륜을  드레싱(dressing)함에  의해  그  단부를  다듬질 하
는  것에  의해  제조될  수  있다.  또  다른  방식으로는,  피복된  웨브(39)를  디스크형  절단편(42)로 절단
하고  그  절단편(42)들을  수집하여  집합체(43)을  형성한  다음,  그  집합체(43)을  제한된  양의  결합제 
수지로  균일하게  피복하고,  프레스(41)의  표면들  사이에  배치하여  그  집합체(43)을  영구적으로  압축 
결합시켜  륜(44)을  형성시킴으로  인해  제3-4도에  도시된  바와같이  연마륜을  제조할  수도  있다. 
그후,  륜(44)의  외주표면을  드레싱할  수  있고  장착개구(13)을  형성하여도  좋다.  또한,  경화된  집괴 
피복  웨브(39)를  큰  크기의  조각들로  절단한후,  그  절단편들을  제한된  양의  결합제  수지로  균일하게 
피복하고 적층시킨 다음, 그 적층된 접합제를 압축하여 블록(block)을 형성할 수도 있다. 그 
블록은, 그의 크기 및 륜 또는 다른 연마 제품의 크기에 따라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륜 또는 다른 연
마 제품으로 절단된다. 

이들  수단  및  다른  수단들이  디스크,  시이트,  블록,  벨트  및  그와같은  것들을  포함한  다른  연마 제
품을  제조하는데  이용될  수도  있다.  연마  디스크,  시이트  또는  벨트는  집괴함유  웨브의  단일 시이트
를  절단하거나  또는  하나  이상의  그러한  시이트를  직물  시이트와  같은  얇은  가요성  지지시이트에 적
층시킴에 의해 만들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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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상  또는  필라멘트상  기질을  형성하는  웨브는  처리  및  사용조건에  견딜  수  있는  적당한  물질로 
형성될 수 있다.

기질의 필라멘트를 위한 바람직한 재료는 나일론, 폴리에스터(예를들면,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및  그와같은  것과  같은  유기물질  또는  대마,  황마,  면,  모,  사이잘삼(sisul)  및 그
와같은 것을 포함한다.  그  필라멘트들은 또한,  금속,  세라믹 또는 그들의 그  또는 그  이상의 조합물
과 같은 무기물질로도 형성될 수 있다.

그  섬유들은  스테이플이어도  좋고  또는  연속적인  필라멘트이어도  좋고  또는  연속적인 필라멘트이어
도  좋으며,  매트를  형성한때  고질의  개방된  3차원구조를  제공하도록  파형으로  되는  것이  좋다. 그러
한  파형은  상기  고질의  개방된  구조를  얻도록  섬유  또는  필라멘트들을  권축(crimping), 코일링
(coiling), 킨킹(kinking) 또는 다른 방법으로 굽힘으로써 얻어지게 된다.

섬유상  기질의  필라멘트  또는  섬유들은  자생적(autogenous)으로  서로  접합되거나,  또는  초기에 액상
이고 경화가능한 적당한 접착제 조성물로 서로 접착될 수 있다.

어떤경우,  열가소성  필라멘트들이  단지  가압에  의해  인접하는  압축된  섬유들  사이의  냉각  흐름 융합
으로,  그리고  가해진  압력하에  그들  지점에서의  약간의  열  발생으로  자생으로  접합될  수  있다. 섬유
상  기질의  섬유들을  서로  접합하기  위한  바람직한  액체  경화성  결합제  수지는 "아디프렌"BL-16이라
는 상품명으로 판매되는 폴리우레탄 프리폴리머 결합제이다. 다른 유용한 결합제 수지는 
페놀수지류,  에폭시수지류,  아크릴수지류,  이소시아누레이트류,  및  그와같은  것을  포함한다.  그 결
합제는,  경화될때  기질이  사용  조건들하에서  파손되지  않게  상기  결합제가  과도하게  취약하거나 부
서지기  쉽지  않도록  선택되어야  한다.  상기  결합제는,  기질에  구조적  일체성을  제공하도록 필라멘트
들  사이에  강한  접착결합을  제공하는데  충분히  강하여야  하나,  기질의  탄력성을  영향을  줄정도로 하
는  뻣뻣하거나  강직하지  않아야  하며  그리하여  연마  집괴들에  부유작용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필라멘트들은  원형,  정방형,  3각형,  장방형  또는  각종  형태의  혼합된  형태의  단면을  가질  수  있다. 
기질을  형성하도록  처리될  수  있는  그  웨브는,  "란도-웨버"(Rando-Webber)라는  품명하에  판매되는 
웨브  성형기로  제조된  부직  웨브에  의해  제공될  수  있는  것과  같은  일체의  웨브이거나,  또는  제직, 
편직,  권취,  미국특허  제3,837,988호에  예시된  바와같은  열가소성  물질의  압출,  또는  다른  수단에 
의해 제조될 수 있다.

바람직한  웨브는,  3-500데니어의  나일론  또는  폴리에스터  열가소성  유기  필라멘트로  형성되고 두께
가 약 2-50mm의 부직 웨브이다.

연마집괴는  현저한  분리선을  가지는  것이  특징이지만,  인접  집괴들은  서로  접촉하여도  좋다.  또한, 
그 연마집괴는 강직한 결합제에 의해 고체상태로 서로 접합된 연마입자들로 이루어진 것이 
특징이다.  실제,  연마물질을  서로  접합하기  위해  연마륜의  형성에  통상  사용되는  결합제가 사용되어
도  좋다.  유용한  결합제들의  대표적인  예들은,  유리화된  륜(vitrified  wheel)에  통상  사용되는  유리 
및  수지결합  연마륜에  통상  사용되는  자연  또는  합성수지를  포함한다.  바람직한  결합제는 페놀수지
류,  우레아포름알데히드,  셀락(shellac),  에폭시수지류,  이소시아누레이트류,  폴리우레탄,  가죽 아
교, 등과같은 유기물질이다.

연마입자들은  알루미늄  옥사이드,  실리콘  카바이드,  가아네트(gainet),  에머리(emery),  다이아몬드, 
또는 그들의 혼합물과 같은 잘 알려진 각종 연마물질들중 어느 한가지 일 수 있다.

그  연마입자의  입자  크기는  특정  용도에  따라  좌우되며,  예를들어  평균입자  크기  10미크론의  비교적 
미세한 크기로부터 예를들어 평균입자 크기 1000미크론의 비교적 거친 크기까지 변할 수 있다.

각  연마집괴들의  최적  크기  및  형태는  다소  연마륜  또는  다른  연마  제품의  크기에  좌우된다.  큰 크
기의  연마륜은  큰  크기의  연마집괴들을  가진다.  바람직한  집괴  크기는  25-500mm직경의  연마륜에서 
2-15mm정도의 평균직경을 가진다.

집괴내의  연마입사의  양은  연마입자  대  접합제의  중량비로  표현되며,  바람직하게는  1:1-20:1이다. 
물론,  그  중량비는  연마입자의  입자  크기에  따라  변하며,  이용된  결합제의  양은  사용시의 연마입자
의  효과를  최적화하도록  선택되어야  한다.  즉,  선택된  결합제의  양은  입자들의  양호한  결함을 얻는
데  일치하는  최소의  양이어야  한다.  이  양을  초과하여  그  결합제의  양을  증가시키면  연마입자가 불
분명하게 되고, 그 결합제가 합성수지 일때 결합제로 처리된 제품을 오염시키는 경향이 있다.

연마제품의  체적을  기준으로하여,  연마집괴  대  기질의  바람직한  비율은  약  1:20-3:1이다.  집괴의 체
적비가 높을때 연마 제품이 연마륜과 같이 다소 뻣뻣하고 강성이 있게된다.

연마집괴들은  강성  접합된  연마륜이  사용될때  그의  성능을  증진시키는  통상의  부가제를  함유할  수 
있다.  그러한  부가제는  피라이트(pyrite),  크리오리스(kryolith),  포타슘  플루오로보레이트  등을 포
함한다.

그  연마집괴들은 각종 방법들중 한가지에 의해 기질에 결합될 수  있다.  그  집괴들을 부직 웨브에 부
착하기  위한  한가지  편리한  방법이  제2도에  도시되어  있다.  이  조건들하에서,  집괴  결합체들은, 웨
브에  적어도  부분적으로  침투하여  그  웨브에  고정되고  연마입자들에  의한  함침에  감소성이  있는 조
절된  점도의  액체인  것이  바람직하다.  유사하게,  적어도  부분적으로  경화되지  않은  결합제  및 연마
입자로  구성된  점성이  있는  슬러리(slurry)가  예를들어  간헐적인  압출공정  또는  다른  수단에  의해 
웨브  또는  섬유상  구조내에  주입될  수  있다.  웨브에  집괴들을  주입하는  또  다른  편리한  방법은, 경
화되지  않은  접착성  결합제를  함유한  종이  또는  직물조각과  같은  수지  함유  또는  수지  피복 지지물
질의  미세한  조각들을  먼저  주입하는  것을  포함한다.  그러한  조각들은  결합제가  다소  비점착성 상태
에 있을때 함침될 수  있고,  예를들어 용제와같은 적당한 점착화제 또는 열의 적용에 의하여 그 조각
들을  점착성이  있게할  수  있고,  그  조각들의  모든  측면들에  연마입자가  피복될때까지  연마입자를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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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시키고,  그후  적당한  사이징(sizing)  접착제가  적용될  수  있다.  웨브에  집괴들을  주입하는  다른 
방법들은 당업자에 명백할 것이다.

연마집괴들은  또한,  기질내에  연마입자  및  결합제의  액상  또는  반액상  혼합물의  연속적인  층  또는 
다수의  스트립들을  유입시키고  그  결합제를  경화시킨  다음,  생성된  구조를  분쇄하여  다수의 연마집
괴들을 형성함에 의해 기질내에 주입될 수도 있다.

본  발명의  연마입자들은,  기질에  탄성물질의  보강제,  바람직하게는  1-쇼트(one-shot)  폴리에테르 가
요성  폴리우레탄  기포와  같은  발포된  중합체물질의  보강제를  주입함에  의해  보강될  수  있다.  다른 
중합체 물질의 탄성체 및 기포들이 또한 유용할 수 있다.

본 발명은 본 발명의 범위와 취지를 벗어나지 않고도 다양하게 변경 및 개조가 가능하다.

다음 실시예에서 기재된 것은 특별한 언급이 없는한 모든 부와 백분율(%)은 중량을 나타낸다.

[실시예 1]

메탄올 : 폴리아미드의 3:1용액(듀퐁 컴패니에서 " 에바미드"8063번이라는 품명하에 판매중) 
43부와,  74%  비휘발성  염기  촉매화된  페놀-포름알데히드  수지로  구성된  수지조성물  57부로  이루어진 
피복  조성물을,  62℃에서  3분간,  50℃에서  3분간  그리고  95℃에서  3분간  가열한  후  0.13mm두께의 건
조  피복층을  제공하도록  0.08mm두께의  크라프트지(Kraft  paper)의  한측면에  나이프  피복(knife 

coating)하였다.

그  종이  반대측면은  건조  피복층의  두께가  0.1mm로  되도록  동일한  방법과  동일한  조성물로  나이프 
피복되었다.  다음,  그  피복된  종이를  6mm  평방으로  절단하고  다수의  그러한  정방체들을,  90%의 50데
니어  섬유들과  10%의  15데니어  섬유들로  이루어진  38mm권축된  스테이플  나일론  섬유한  함께 "란도-
웨버"  웨브  성형기에  도입하였다.  그  권축성  섬유들과  피복된  종이  정방체들을  웨브  성형기에  의해, 

165g/m
2
 중량의  웨브로  성형하였고,  그  웨브에는  박편(flake)들이  그  웨브의  전체에  걸쳐  분포되어 

있고 웨브면적의 약 를 덮고 있다.

그  박편  함유  웨브는,  종이  피복물을  유연화시켜  박편들이  섬유  표면에  적응하도록  메탄올로  로울 
피복되고  박편들을  섬유들에  접합하도록  열풍오븐에서  65℃로  건조되었다.  다음,  생성된  웨브는 메
탄올로  다시  로울  피복되어,  부착된  박편들이  점착성으로  되게한  다음,  그  웨브를  무기물  적하장치 
아래를  통과시키면서  그  웨브에  120그리트(grit)(평균입자  크기  125미크론)의  알루미늄  옥사이드 무
기물을  적가하고,  수지  피복  박편들의  표면에  접착되게  하였다.  종이  지지체와  접촉하여  회전하는 
비이터  바아(beather  bar)에  의해  연마입자들이  수지   피복종이  박편들의  모든  측면들상에  피복되게 
하였고,  그  웨브를  다시  95℃의  오븐에  통과시켰다.  그후  그  웨브에  890부의  디에틸렌  글리콜 모노
에틸에테르("카비톨"이라는  품명으로  판매중)와,  600부의  74%  비휘발성  염기  촉매와 페놀포름알데히
드  수지,  및  120부의  50%  수성  소디움  하이디록사이드  용액으로된  사이즈(size)  수지  피복  조성물을 
분무 피복하였다.

그  결과의  사이즈-피복된  웨브를  3분간  150℃의  경화  오븐에  통과시켰다.  다음,  그  웨브의 반대측면
에 동일한 사이즈 수지 피복 조성물을 분무 피복하고 3분간 150℃로 경화시켰다.

제조된 제품은 800g/m
2
의 연마제와 235g/m

2
의 사이즈 수지(건조중량)을 함유하였다.

[시험]

실시예  1에  기술된  본  발명에  따른  연마  제품은  3대조표준장치에  대한  시이퍼(Schiefer)  시험기를 
이용하여  연마도에  대하여  측정되었다.  그  3대조  표준장치를  이후  "대조표준  2"  및  "대조표준 3"으
로  나타난다.  "대조표준  1"은  웨브의  한  측면에  0.5mm(건조시)의  연속적인  층을  제공하도록(8%의 아
라비아고무,  52%의  규토질점토,  3%의  물,  소량의  윤활제로  구성되고  "그리프마스터"시멘트라는 품명
으로  판매되고  있는)  조립  연마륜  연마  조성물로,  이후  "접합된  부직  웨브"로  불리는  웨브의  한 측
면을  피복함에  의해  형성된  가상(simulated)  조립식  연마륜으로  구성되었다.  "접합된  부직  웨브"  : 
50데니어  및  15데니어의  길이  40mm의  긴  권축나일론  스테이플  파이버  각각  90중량  %와  10중량  %로 

구성된  섬유들이  "란도-웨버"장치에  의해 167g/m
2 
중량의  웨브를  형성하였다.  그  웨브는  종이  지지체 

상에  지지된채,  60부의  캐톡심  봉쇄폴리-1,  4-부틸렌글리콜  디이소시아네이트(분자량  약 1500)("아
디스렌"BL-16이라는  품명하에  판매)와,  7.3부의  메틸렌  디아닐린,  및  32.3부의  2-메톡시에틸 아세테
이트용매("셀로솔브"아세테이트라는  품명으로  판매중)고  구성된  수지  결합제로  로울  피복되었다.  그 
수지  피복된  웨브는  18m의  2-지역  오븐에서  5m/min의  웨브  속도로  가열함에  의해  경화되었다.  그 오

븐의  제  1  지역에서는  130℃로  가열되고  제  2  지역에서는  140℃로  가열되어 84g/m
2
의  중량의  건조 

수지를 가진 9mm두께의 웨브가 형성되었다)

다음,  그  웨브의  접착제  피복  측면을  120그리트(평균  입자  크기125미크론)알루미늄  옥사이드  연마 
무기물로  피복하고  그  피복물을  공기  건조하여  2mm  두께의  연마  피복층을  형성하였다.  동일  표면을 
다시,  조립  연마륜  연마  조성물과  전술한  바와같이  추가된  부가  무기물로  피복하였고,  그   피복층을 
공기 건조하였다.

다음,  그  연마재  피복  웨브를  10mm  직경의  디스크로  다이(die)에  의해  절단하고,  그  디스크의  연마 
표면을  망치질하여  분쇄하여,  섬유상  웨브에  의해  서로  연결된  연마집괴들을  형성하였다.  조립 연마
륜은  그의  외주표면에서  이용되는  것이  통상적이지만,  "시이퍼"시험기는  연마륜의  외주연부가 아니
라  디스크  형태의  연마  제품의  연마도를  시험하도록  설계된  것을  주지하여  한다.  따라서,  조립 연마
륜을 가장하는 형식이 채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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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조표준  2"는,  가요성의  유황처리  섬유기기체에  부착된  알루미나  연마인자로  구성된 120그리트(평
균  입자크기125미크론)의  피복된  연마시이트  물질(3엠  브랜드  "C"타입  디스크라는  품명으로  본 출원
인에 의해 제조 판매중)의 100mm 직경의 디스크로 구성 되었다.

"대조표준  3"은,  나일론  필라멘트의  고질의  개방된  섬유상  웨브내에  접합된  180그리트(평균입자 크
기85미크론)의  알루미늄  옥사이드  연마  물질을  함유하는  부직  연마물질("스콧치-브라이트"표  절삭 
및 연마물질의 품명으로 본 출원인에 의해 제조판매중)의 100mm 직경의 디스크로 구성되었다.

그  시험은,  연마  디스크를  약  150rpm으로  회전시키고  강  디스크를  회전  중심을  25mm  이동시켜  동일 
방향과 동일 속도로 회전시키면서, 시험 디스크와 강 디스크 사이에 4.5kg의 하중을 가한채 
"시이퍼"테이스터에  100mm  직경,  2mm두께의  강  디스크에  대하여  100mm  직경의  시험용  연마  제품을 
배치하는  것을  포함하였다.  각  시험용  연마  디스크에,  강판으로부터  상실된  중량이  매  3000회전 주
기마다  기록되게  하면서  3000회전의  14주기를  행하였다.  그  결과를  표  1에  나타내었다.  절삭율,  즉 
시험용  강판으로부터  상실된  중량(g)이  14주기  전체에  걸쳐  본  발명의  연마  제품에서  상당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

그  14주기의  완료후,  각  디스크의  표면  조도는  표면  기복율(이후  "SWF"라  표시함)을  측정하기  위해 
"모델 Q11D벤딕스 프로필로미터"라는 품명하에 판매되고 있는 표준 분석기를 이용하여 측정되었다.

그것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표면  기복율은  2.55mm의  조도폭  간격에서  측정된  조도  높이를  0.25mm의  조도폭  간격에서  측정된 조
도  높이로  나눈  것이다.  여기서  조도  높이는  중앙성에  수직으로  측정된  조도  높이(미크론)의 산술평
균  편차이며,  조도촉  간격은  평균  조도  높이의  측정에서  포함되는  반복적인  표면  불균일부들의  가장 
큰  간격이다.  낮은  표면  기복율은  보다  균일하고  바람직한  표면을  나타내며,  그러한  표면을  거울과 
같이 연마하는데 보다 적당하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2]

실시예1의 본 발명에 따른 제품이 1.18의 가장 낮은 기복율을 가짐을 알 수 있다.

부가력에  의해  그  피복된  연마재의  절삭율이  증가되는가  어떤가를  측정  하기  위해  4.5kg  중량  대신 
9.1kg의 중량을 이용하여 "시이퍼"연마도 테스터에 의해 추가시험을 행하였다.

대조표준  1은  생략되었고  대신,  아래와  같은  대조표준  4가  추가되었으며,  시험주기를  3000회전 5주
기로 단축시켰다. 

시험된 연마 제품은 표 3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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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매  3000회전  주기후,  표면  조도를  측정하였고,  그  표면  기복율을  계산하고  작업물  중량  손실을 측정
하였다.  그  데이타로부터,  5주기  후의  전체  절삭율  또는  중량손실  및  SWF를  계산하였고,  그  결과를 
표 4에 나타내었다.

[표 4]

알  수  있는  바와같이,  본  발명의  제품이  상당히  높은  절삭율을  가지며,  여기서  시험된  다른  제품들 
보다(매우  낮은  절삭율을  가지지만  낮은  표면  기복율을  가지는  대조표준  2는  제외)  매우  균일한 표
면을 제공하였다. 

대조표준  4로  연마되고,  4.08의  기복율을  가진  강디스크는  "시이퍼"  테스터에서  실시예1의  디스크와 
함께 강 작업물로 이용되었다. 100회전후, 기복율은 2.32로 감소되었고, 추가 100회전후에는 
1.99로,  그리고  추가  200회전후에는  1.69로  감소되어  본  발명의  제품에서  신속한  절삭속도와  독특한 
표면균일 화가 얻어질 수 있음을 나타낸다.

[실시예 2 및 3]

                                  피복 조성물

성 분                                    중량부

폴리우레탄 프로폴리머("아디프렌"

BL-16 이라는 품명하에 판매중)            3400

메틸렌 디아닐린                           410

아미노작용 실란(다우코닝 코오포베이숀

에서 "Z6020"이라는 품명하에 판매중         88

용매("셀로솔브"아세테이트라는 품명하에   3100

판매중) 

전술한  성분들을  부가용매와  혼합하여  점도를  75cps로  감소시켰다.  그  희석된  혼합물을,  480mm의 폭

에  걸쳐  6mm의  중심간  간격으로  떨어져  배치된 인치  길이의  77개의  번호  22번  주사기  바늘들로 
구성된  적하장치를  통해  실시예  1에  설명된  "접합된  부직  웨브"상에  적하되었다.  그  장치에  피복 조
성물이 공통의 매니포울드(manifold)를 통해 양변위 펌프에 의해 공급 되었다.

그 바늘들은, 웨브 주행 방향에 대해 45 각도로 바늘끝이 하방을 향하여 컨베이어 위에 

배치되었다.  수지피복  웨브가  분당  1.5mm의  속도로  종이  지지체에  의해  그  바늘들  아래에서 이송되
었고,  펌프는  주행  방향으로  1.5-3mm간격으로  적하가  행해지도록  조정되었다.  그  수지  물방울들은 
웨브내로  침투하였고,  그들의  형태를  약간  보유하며,  그들이  위치된  웨브내  지역에서  필라멘트들은 
포위하였다.  그후  50그리트(평균  입자  크기300미크론)의  알루미늄  옥사이드  무기물이  수지  함유 웨
브에  적하되어  수지  물방울에  연마  무기물이  웨브  전체에  걸쳐  균일하게  침투되게  하였다.  다음,  그 

웨브를  185℃의  오븐에서  경화시켰다.  그  웨브(이후  "웨브  2"로  칭함)는 265g/m
2
의  건조  수지와 

1390g/m
2
의  무기물을  함유하였다.  형성된  집괴들은  대약  5의  크기를  가졌고  거친  구형의  형태를 가

졌다.

동일  방식으로,  집괴들을,  먼저  한측면을  처리하고  웨브를  뒤집어  타측면을  처리함에  의해 양측면에
서 그  유사한 제  2  웨브에 적용시켜 이후 "웨브  3"이라  불리는 웨브를 제조하였다.  그  웨브는 제  1 

측면에 240g/m
2
의  건조  수지와 1265g/m

2
의  연마물질을,  그리고  제  2  측면에는 240g/m

2
의  수지(건조 

중량)와 1500g/m
2
의 연마 무기물로된 피복층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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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실시예2의  연마륜은  웨브  2에서  중앙  구멍직경  16mm의  구멍을  가진  230mm  직경의  디스크  8개를 
먼저  절단하여  준비되었고,  그  8개의  디스크들과  "  접합된  부직  웨브"의  하나의  디스크를  그들의 집
괴  함유  표면을  동일  방향으로  향하게  하고,  그  접합된  부직  웨브를  말단  디스크의  집괴  함유 표면
위에  배치하고,  그  절단된  디스크들을  축상에  배치하고  그  디스크들을  12부의  케톡심  봉쇄 폴리우레
탄  프리폴리머  1.8부의  메틸렌  디아닐린,  및  7.7부의  2-에톡시-에틸  아세테이트  용매로  구성된 용액
내에  침지하였다.  다음,  그  디스크들을  그  축상에서  800rpm으로  회전시켜  과잉  수지를  제거하였고 
수지  중량이  8.7%되게  하였다.  다음,  그  디스크들을  25mm두께로  압축하고  135℃에서  1시간동안 압력
하에  부분적으로  경화시키고  그  프레스로부터  제거한후  1시간더  130℃로  가열함에  의해  완전히 경화
시켰다. 냉각된때 연마륜을 32mm직경의 중앙구멍을 가진 215mm 직경으로 다이 절단하였다. 

이후  실시예3의  제2연마륜은,  웨브  3에서  230mm  직경의  6개의  디스크들을  이용하여  동일  방식으로 
준비되었고  그  디스크들을  축상에  배치하고,  10.4부의  케톡심  봉쇄  폴리우레탄  프로폴리머, 2-에톡
시-에틸  아세테이트  용매내  4.5부의  35%메틸렌  디아닐린,  0.4부의  스테아린산  리튬을  함유하는 혼합
물내에  침지하고,  다음,  회전시켜  과잉의  접착제  혼합물을  제거하고,  25mm두께로  압착하고 프레스에
서 45분간 가열함에 의해 경화시키고 다음, 압력 없이 5시간 동안 105℃의 오븐에서 경화시켰다.

실시예2  및  3의  륜들은  50그리트(평균입자  크기  300미크론)알루미늄  옥사이드  연마재를  가진  200mm 
직경의  륜(이후  "대조표준  5"라  칭함)에  의해  시판중의  부직  연마재  25mm에  대한  연마도에  대해 평
가되었다.  그  시험은  6mm두께의  1018냉간  갑연강  작업물의  50×350mm표면에서  그  륜을  회전시키는 
바닥  스탠드  연마선반을  이용하였다.  그  작업물은  부착구에  의해  선반에  고정되고,  륜과  작업물 사
이에  조절된  일정한  힘으로  륜의  외주표면에  가압되었으며  그때  작업물을  수직  방향으로  150mm, 수
평으로  6mm씩  분당  각각   50  및  25주기의  빈도수로  요동시켰으며  그  륜을  12분  전체주기에  걸쳐 일
정한 표면 속도를 유지하였다.

미리 측량된 작업물을 각 12분  주기후 측량하여 중량 손실을 측정하고,  12분  연마 조작을 표 5에 기
재된 주기 수만큼 반복하였다.

작업물의 표면 온도는 각 주기후 측정되었다. 

표  5에  기재된  샘풀에서,  표면  속도를  분당  1525m  유지하였고  힘을  6.8kg으로  유지하였다.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

연마집괴  함유  군들의  절삭율이  통상의  숭고성이고  부직의  연마  제품의  것보다  상당히  높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실시예 4-6]

각각에  동일  피복중량을  제공하도록  수지와  연마제를  피복한  접합된  부직  웨브를  이용하여  3개의 웨
브들을  제조하였다.  피복  수지는  열경화성  페놀-포름알데히드  수지이었다.  연마  무기물을 100/150그
리트(평균입자  크기125미크론)알루미늄  옥사이드  무기물이었다.  그  수지를  디에틸렌글리콜 모노에틸
에테르  용매와  혼합시켜  특정피복  조작에  요구되는  대로  점도를  감소시켰다.  무기물  대  수지 고체물
의 비는 1부의 수지 대 2.1부의 무기물이었다.

연마  웨브들중  2개(이후  각각  "웨브  4"와  "웨브  5"로  칭함)를  미국특허  제2,  958,  593호에  기술된 
방법으로  제조하여  부직  연마  제품을  형성하였다.  웨브  4는  1:2.1(고체물비)의  수지  :  연마슬러리를 
접합  부직  웨브상에  분무하여  제조되었고,  웨브  5는  접합부직  웨브상에  수지를  로울  피복한  다음, 
그 수지 피복층이 점착성이 있을때 연마 무기물 입자를 그 피복 웨브상에 적하 피복하여 
만들어졌다.

제3  웨브(이후 "웨브 6"이라 칭함)는 실시예 2  및  3에  기술된 적하 장치를 통해 불연속적인 적하 방
식으로  액체  수지를  접합  부직  웨브에  적용시키고  그  적하물이  점착성인때  그  적하물  함유  웨브에 
무기물을 적하 피복하여 불연속적인 수지 및 무기물의 집괴들을 형성하였다.

피복후 그  모든 웨브를 다음 시간동안,  즉  웨브 4에서는 10분,  웨브 5에서는 3분,  웨브6에서는 15분
간 165℃에서 경화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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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2
당  건조  중량을  다음과  같이  하였다.  즉  웨브  4에서는  1165g,  웨브  5에서는  1260g,  웨브  6에서는 

1165g.

직경이  16mm의  중앙  구멍을  가진  230mm  직경의  디스크들을  웨브들의  각각으로부터  절단하여  륜으로 
형성하였다.  각  경우,  8개의  디스크들을  축상에  배치하고  실시예  2  및  3에  기술된  폴리우레탄 프리
폴리머  피복  용액내에  침지한  다음,  약  800rpm으로  회전시켜  과잉의  수지를  제거하고,  25mm두께로 

압축시킨  다음,  1시간동안  130℃로  프레스에서  경화시키고,  그  프레스로부터  제거한  후 시간동
안  140℃에서  오븐  가열하여  경화시켰다.  냉각후,  그  중앙  구멍들을  32mm로  절삭하였고,  륜들(이후 
각각 "륜 4", "륜 6"으로 칭함)의 중량은 각각 352g, 375g, 355g으로 하였다. 

그  륜들은  전술한  연마  선반을  이용하여  연마도에  대하여  시험하였다.  륜의  속도는  분당  1525m로 조
정되었고  각  륜은  2.3kg의  힘의  적용하에  2분  주기동안  시험되었고,  그  작업물로부터  제거된 금속양
을  매  2분  연마  조작후마다  측정하였다.  동일륜을  동일  방식으로,  4.5kg,  6.8kg,  및  9.1kg의  힘에 
각각 시험하였다.

새로운  작업물을  매  2분  연마시험후  적용시켰다.  그  륜의  중량  손실을  매  2분  연마  시험후  마다 측
정하였고  연마  효율을  계산하였다.  그  연마  효율은  작업물의  중량  손실을  연마  조작중의  륜의  중량 
손실로  나눈  비이다.  전술한  바와같이,  기복율이  매  2분  연마  시험후  측정하였고  그  결과는  표  6과 
같다.

[표 6]

연마  웨브  4,  5  및  6을,  전술한  폴리우레탄  프로폴리머  용액내에  침지되고  전술한  바와같이 회전되
어  과잉수지를  제거하고  전술한  바와같이  가열에  의해  경화된  230mm직경의  디스크들로부터 다이절단
하였다.  그  디스크를(이후  각각"디스크  4",  "디스크  5",  "디스크  6"이라  칭함)을,  시험  디스크와  강 
디스크  사이에  2.3kg의  힘을  가하여  새로운  1018  냉간압연  강  디스크  작업물을  이용하여  전체 2000
회전  동안  시이퍼테스터에서  연마도에  대해  시험하여  2000회전  주기동안  제거된  강의  양을 측정하였
다. 2000회전 주기를 각 시험 디스크에서 전체 3번 반복하였다.

가복율은 매 2000회전 주기가 완료된 후 측정되었고, 그 결과는 아래 표 7과 같다.

[표 7]

시이퍼  테스터에  의한  연마도  시험을,  시험  디스크와  강디스크  사이의  힘을  6.8kg으로  변경시켜 반
복하였다. 그 결과는 아래표 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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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연마  웨브  4,  5  및  6의  연마  집괴들의  크기는  대략  10분동안  480℃의  오븐에서  웨브들의  각각의 

77cm
2
절편의  섬유들을  연소시키고  페놀수지  및  연마  무기물만을  잔류시켜  측정되었다.  각  웨브의 잔

여물을  날카로운  연부들을  제거하기  위해  천천히  진동시켰고,  점진적으로  작게된  일련의  스크린들을 
통해  걸렀다.  표  9는  집괴들을  제조하는데  사용된  100-150그리트(125미크론)연마  인자들의  입자크기 
분포와 비교하여 각 사이즈 범위의 집괴들의 백분비를 나타낸다. 

[표 9]

[실시예 7]

92g/m
2
의  중량을  가지고  필라멘트  직경이  280미크론이며  두께  16mm이고  미국특허원 제847,922호

(1977,11.11출원)에  기술된  바에  따라  제조된  권축된  나일론  6섬유의  매트에,  8.9부의  용쇄 폴리우
레탄  프리폴리머("아니프렌"BL-16의  품명하에  시판),  2.9부의  2-에톡시-에틸  아세테이트  용매내 메
틸렌  디아닐린의  35%용액,  0.177부의  아미노작용  실란(나우코닝  컴패니에서  Z6020이라는  품명하에 
시판),  1.4부의  크실올로  구성된  우레탄  프로폴리머  수지  용액을  로울  피복하였다.  12메시보다  크고 
6메시보다  작은(평균  입자크기  1.5-3.5mm)  다공연마재  함유수지  구체들을  과립상 페놀수지("바르
쿰"5485라는  품명하에  시판)를  열(200-315℃)  텀블링  50  그리트(평균  입자크기  300미크론)의 Al2O3 에 

적하하여  제조하였다.  생성된  연마재  함유  구체(91%  무기물과  9%  페놀수지  함유)를  접착제  피복 웨

브에  적하시킨  다음,  그  웨블를  6분간  150℃에서  경화시켰다.  그  결과의  웨브는 2,430g/m
2
의 연마구

체와 30g/m
2
의  폴리우레탄  수지를  함유하였다.  다음,  그  웨브를  먼저  일측면,  그리고  다음  타측면에 

각,  7.7부의  봉쇄된  폴리우레탄  프리폴리머,  2.5부의  2-에톡시-에틸  아세테이트내  메틸렌데아닐린의 
35%용액,  0.008부의  아미노  기능실란,  0.61부의  50%용매내  50%  스테아린산  리튬의  혼합물,  2.5부의 

크실올을  함유하는  접착제  혼합물을  분무하였고,  그  결과  일측면에 400g/m
2
의  건조  피복층  중량과 

타측상의 500g/m
2
의 건조 피복층 중량이 얻어졌다.

16mm직경의  중앙구멍을  가진  230mm직경의  디스크  9개를  연마제  피복  웨브로부터  절단하고,  그 절단
된  디스크들을  축상에  배치하여  동일  접착제  조성물내에  침지하여  웨브에  구체들을  접합하였다.  그 
디스크들을  300rpm으로  회전시켜  과잉의  수지를  제거하였고,  그  9개의  디스크들을  1시간동안 140℃
에서 가열된 프레스로 28mm압축하고, 그후 프레스로부터 제거한 추가로 1시간동안 135℃로 
가열하여, 이후 "실시예"로 칭하는 륜을 제조하였다.

제조된  여마륜을,  본  출원인에  의해  "스콧치-브라이트"표  절삭  및  연마륜이라는  품명하에  제조 판매
되는  저밀도  연마륜에  대한  연마도에  대하여  평가하였다.  그  저밀도  연마륜은 50그리트(300미크론)
의 Al2O3 를  함유하고 그를 이후 "대조표준 5"라  칭한다.  그  륜들은,  매  시험시 새로운 작업물을 사용

하여  4회의  12분  시험  주기동안  9.1kg의  힘으로  분당  1525m의  속도로  회전시키면서  전술한  연마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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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에서  측정되었다.  작업물의  표면  온도는  연마  지역의  중앙에서  측정되었고,  작업물로부터  절삭된 
금속의 양을 측정하였다. 그 결과는 아래표 10과 같다.

[표 10]

[실시예 8]

전술한  접합  부직  웨브를  분당  1m의  속도로  전술한  바늘  매니포울드  적하장치  아래에서  이송시켰다. 
이  경우 모든 바늘들을 2개의 인접하는 바늘들이 접합 웨브상의 동일 위치에 하나로 결합된 수지 물
방울을  적하하게,  하는  방식으로  구부려져  고정되었다.  그  수지는  73%  고체물염기  촉매화  열경화성 
페놀  포름알데히드  수지  10부,  50%  수성소디움  하이드록사이드  용액  및  2-에톡시-에탄올  용매 0.2부

를  함유하였다.  상기  용매는  점성이  150cps까지  감소된다.  경화된  수지  약 270g/m
2
을  횡방향으로  약 

9mm,  기계방향으로  약  9mm  간격으로  떨어져  큰  물방울로  적하하였다.  종이  지지체상에  지지된  그 적
하물 피복 웨브를 무기물 적하장치 아래를 통과시켰다. 

그  장치는  제1  및  제2적용  스테이숀을  가졌고,  제2스테이숀은  375rpm으로  회전하는  4개의  일련의 
25mm  정방형봉  바로  위에  배치된다.  제1무기물  적하  스테이숀에서,  50그리트 Al2O3 의  다공연 마구체

들을  액체  수지  적하물내에  적하하였다.  그  다공  구체들은  105-135℃의  가열된  회전로에서  가열된 
150그리트의  알루미늄옥사이드  입자들에  페놀수지의  30-40메시입자들을  적하하고  칼슘  카보네이트를 
그  회전로에  부가함에  의해  만들어졌다.  생성된  다공  연마구체들은  28%  페놀수지,  43%  알루미늄 옥
사이드 무기물, 37% 칼슘 카보네이트를 함유하였다.

제2무기물  적하  스테이숀에서  180그리트(85미크론)의 N2O3 입자들이  그  웨브상에  적하되었다. 회전하

는  정방형  봉에  의해,  그  연마입자  및  다공연마  구체들이  웨브에  재적용되었다.  제1무기물  적하 스

테이숀에서,  150그리트(100미크론)의  다공구체 1150g/m
2
이  부가되었다.  제2무기물  적하 스테이숀에

서  180그리트  무기물  입자 400g/m
2
가  부가되었다.  다음,  그  웨브를  7분간  150℃의  오븐에서  가열에 

의해 경화하였다. 

생성된 집괴들은 대략 6mm의 칫수를 가졌고 거친 구체 형태를 가졌다.

[실시예 9]

수지-무기물 슬러리가 다음 성분들로 제조되었다.

성 분                                             중량부

염기촉매화 열경화성 페놀-포름알데히드             13.6

수지(73%고체물)

50% 수성 소디움 하이드록사이드 용액                0.3

2-에톡시 에탄올용매("셀로솔브"라는                11.8

품명하에 시판

콜로이달 실리카(카봇트 코오포레이숀에서            0.7

"Cab-O-Sil"M-5라는 품명하에 시판)

알루미늄 옥사이드 무기물(180 그리트,             40.9

평균입자 크기 85미크론 

그  슬러리는,  엇갈리는  형식으로  서로로부터  3mm  간격으로  떨어져  있는  5mm  직경의  구멍들을  가지고 
있고  실린더의  내측  저부에  가까이에  가요성  독터  블레이드를  구비한  290mm  직경의  천공된  스크린 
실린더로된  제5도에  도시된  타입의  피복장치에서  적하물들로  형성되었다.  그  독터  블레이드는  그 슬
러리를  상기  구멍들을  통해  그  아래를  통과하는  웨브에  압출하였다.  그  슬러리는  천공  스크린 실린
더가 취부된 중공의 축을 통해 실린더의 내측에 공급되었다.

그  혼합된  슬러리는  교반기를  가진  압력  탱크내에  배치되었고,  천공  스크린  실린더  내측에서 슬러리
를  압출하는데  공기  압력이  이용되었다.  접합  부직  웨브는  천공  스크린  실린더를  회전시키는  동안 

분당  9mm의  속도로  통과하여 1015g/m
2
의  피복  중량에서  길이  대략  6mm,  직경  3mm의  원통형  집괴들을 

형성하였다 다음, 그 수지를 7분간 150℃의 오븐에서 경화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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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예 8  및 9의 피복되고 건조된 웨브는 권취되고 보강된 륜들이후 "륜 8"  및 "륜 9"로 칭함)로 전
환된다.

1-쇼트  폴리에테르  가요성  폴리우레탄  기포가  그  권취된  륜들을  서로  함께  결속시키기  위해 사용되
었다.  륜  8은  0.78g/cc의  밀도를  가지며  륜  9는  0.72g/cc의  밀도를  가졌다.  그  륜들은  직경이  대략 
200mm이고 폭 100mm이었으며, 75mm의 중앙구멍을 가졌다.

륜  8  및  9는  최종  버핑(buffing)을  위한  나이프  블레이드들을  제조하는데  사용된  "클레어"더블헤스 
연마기  모델  73.2에서  평가되었다.  그  장치는  상하로  정렬되어  동일  속도로  서로  반대  방향으로 회
전하는  2개의  평행한  축들을  가지고  있다.  사용에  있어서,  75mm  중앙구멍을  가지는  200mm직경과 
100mm폭의  연마륜이  륜들의  외연부들이  9.5kg의  힘으로  서로  접하여  각  축상에  장착되어  그  륜들 사
이에  접촉지역을  제공한다.  서로  반대방향으로  그  륜들을  1750rpm의  속도로  회전시키는  동안  길이 
200mm,  폭  30mm,  두께  2mm의  강  블레이드가  길이  방향으로  륜  접촉지역내로  도입되었고,  그 블레이
드가  전체  20회동안  150mm,  3초간의  출입  주기로  이동되고  1분간  작동에서  40주기로  20mm나란히 이
동된다.

륜  8  및  9는  100그리트  알루미늄  옥사이드(평균입자  크기  150미크론)을  함유하는  "대조표준  6"과, 
면  버핑  휘일의  외부룰  동물  가죽  아교  용액으로  피복하고  그  아교  피복된  외주를  IF그리트  터키시 
에머리  연마입자(평균입자  크기  50미크론)로  피복한  다음,  그  아교를  건조시키고  그  피복  및  건조 
단계들을  수회  반복하고  그  결과의  건조된  외주  피복층을  망치에  의해  타격하여  작은  조각들로 분쇄
하여 제조된 "대조표준 7"에 대하여 평가되었다.

기복율과  금속  절삭량을  측정하였고  그  결과를  아래표  11에  나타내었다.  각  시험군서에서  2개의 륜
들중  하나느  "대조표준  6"이고  다른  것은  지정된  시험륜이었다.  "대조표준  6"에서의  결과는 블레이
드의 양측에서의 전체 절삭량을 2로 나눈 것이다.

즉,  전체  절삭량은  양측부에서  0.66g이었고  그것을  2로  나누어  각  측부에  0.33g으로  되었다.  표 11
에  나타내어진  다른  륜들에서의  절삭량은  전체  절삭량에서  0.33g을  뺀것인데,  이는  하나의  륜이  각 
시험에서 "대조표준 6"이었기 때문이다.

[표 11]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상호  접촉점들에서  접합된  파형  필라멘트들로  이루어진  기질과,  상기  기질내에  분포된  적어도  2mm의 
평균입자  크기를  가지며,  연마  입자내  접합제  중량비가  약  1:1-20:1로  되도록  접합제와  결합된 연마
입자들로  이루어진  다수의  분리된  연마집괴들로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다수의  연마집괴들을 포
함하는 연마재.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륜 형태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연마재.

청구항 3 

제 1 항에 있어서, 벨트형태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연마재.

청구항 4 

제 1 항에 있어서, 디스크 형태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연마재.

청구항 5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기질은 70-97%의 기공을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연마재.

청구항 6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필라멘트들이 유기 필라멘트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연마재.

청구항 7 

제  6  항에  있어서,  상기  유기  필라멘트들이  나일론  및  폴리에스테로  구성된  군으로부터  선택된 유기
물질로 형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연마재.

청구항 8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필라멘트들이  페놀수지,  에폭지수지,  아크릴수지,  이소시아누레이트  및 폴
리우레탄으로  구성된  군으로부터  선택된  유기결합재로  서로  접합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연마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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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9 

제  6  항에  있어서,  상기  필라멘트들이  3-500데니어를  가지며,  상기  기질은  2-50mm  두께를  가지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연마재.

청구항 10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결합재가  페놀수지,  우레아-포름알데히드,  셀락,  에폭시수지, 이소시아누레
이트, 폴리우레탄, 가죽아교로 구성된 군으로부터 선택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연마재.

청구항 11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연마집괴들이  2-15mm의  평균  입자크기를  가지며  상기  륜이  25-500mm의 평균
직경을 자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연마재.

청구항 12 

제  1  항에  있어서,  기질전체에  걸쳐  함침된  탄성  중합강화물질을  추가로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연마재.

청구항 13 

제12항에 있어서, 상기 탄성 중합강화물질이 중압 발포체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연마재.

청구항 14 

상호  접촉점들에서  접합된  파형  필라멘트들로  구성된  고질의  웨브내에  평균입자크기가  적어도  2mm인 
다수의  연마집괴들을  형성시켜  연마집괴  함유  웨브를  제공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상기  연마집괴들이 
연마입자대  결합제의  중량비가  약  1:1-20:1로  되도록  결합제로  서로  결합된  연마입자들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연마재 제조방법.

청구항 15 

제14항에  있어서,  연마집괴  함유  웨브를  소망의  크기로  절단하는  단계와,  그  절단편들을  적층시켜 
집합체를  형성하는  단계와,  그  집합체를  고압으로  압축시키는  단계와,  그  압력의  제거후에도  그 압
축된  형태를  유지하는  방식으로  그  집합체를  서로  접착시키는  단계  및  그  압축력을  제거하는 단계들
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연마재 제조방법.

청구항 16 

제15항에  있어서,  상기  집합체의  륜을  형성하는  단계를  추가로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연마재 
제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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