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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제공된 MR 액체를 사용하는 가공소재 표면을 다듬질하는 방법 및 장치에 있어서, 가공소재는 캐리어 표면
과 가공소재 표면사이에 수렴 갭이 한정되는 것과 같이 캐리어 표면 부근에 위치하고, 자기장은 상기 갭
에 적용되며, 가공소재의 일부분에서 물질 제거를 일으키고 인게이징하기 위한 서브 구멍 임시 다듬질 도
구를 형성하기 위해 MR 액체내에 작업 영역이 만들어지는 것과 같이 걸죽하게된 MR 액체의 흐름은 상기 
수렴 갭으로 유도되고, 가공소재 또는 작업 영역은, 선결된 각도로 상기 가공소재 표면의 다른 부분을 선
택적으로 다듬질하기 위해 선결된 시간 주기동안 작업 영역으로 가공소재 표면의 상기 부분을 노출하기 
위해 다른 것에 대해 상대적으로 이동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대표도

도2

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자성유동 액체와 여기에 이용된 액체 혼합물을 사용하여 다듬질하는 장치 및 방법에 관한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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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배경기술

일반적으로 광학 렌즈와 같은 가공소재를 다듬질하는 가공처리는 (1) 표면 손상 제거, (2) 표면 마무리, 
(3) 형태 교정과 같은 세 가지 목적을 이루기 위해 가공소재의 표면에 물질을 제거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많은 공지된 마무리 작업 가공 처리는 (1)과 (2)의 목적은 이룰 수 있지만, (3)의 목적을 이루기는 어렵
다.  상기 가공 처리의 예는 피치 랩 또는 폴리우레탄 랩상에서 접촉 다듬질을 하는 개구부를 포함한다.  
이런 가공 처리들은 광학 렌즈의 형태를 교정하기 위해 많은 반복을 필요로 하고 일반적으로 비능률적이
다.  철 빔 밀링 가공과 같은 다른 기술들은 (3)의 목적을 이룰 수 있지만, (1)의 목적에 있어서 효과적
이지 않다.  철 빔 밀링 가공은 다듬질할 수 없고, 만약 정밀하게 제어되지 않는다면 표면 손상을 유도할 
수 있다.

정밀 광학의 다듬질은 전형적으로 피크에서 골까지가 0.50 미크론 이내의 바람직한 형태로 형성되는 표면 
제작이 필요하다.  광학에 있어서의 다듬질은 전형적으로 유리와 같은 단단한 물질에서조차도 비교적 고
속의 물질 제거가 요구된다.  광학에 있어서의 다듬질은 또한 20Å rms 또는 그 이하의 미세조도를 이루
고 종래의 연삭 작업으로부터 표면 손상을 없애기 위해 충분한 물질 제거를 필요로 한다.

종래의 다듬질 가공처리는 가공소재로 연마 슬러리를 통해 속도와 전송 압력을 폴리우레탄 거품 표면 랩, 
점성과 탄성을 지닌 피치 또는 정교한 형태를 가진다.  랩은 렌즈의 광학적으로 유용한 전체 부분을 덮을 
수 있도록 충분히 크고, 전체 개구 랩이라 불려진다.  다듬질 도구의 작업 표면은 바람직한 가공소재 표
면이어야 한다.  만약 점성과 탄성을 지닌 다듬질 도구가 사용하기 편하다면, 왁스, 로진 및 피치로 만들
어진 도구의 경우에 다듬질 가공처리동안 발생되는 열과 압력의 영향하에서 변형된다.  다듬질 도구가 바
람직한 표면을 잃고 실제 가공소재의 표면 형태를 취하고 이는 교정되지 않는다.  표면 다듬질이 계속될 
수도 있지만, 표면 형태를 더 교정하기 위한 도구의 능력은 많이 감소된다.  다듬질 도구는 다듬질이 다
시 시작되기 전에 바람직한 표면 형태를 가공 처리하는 금속 공구에 반하여 다시 형태를 취하여야한다.  
반복되는 가공처리는 예측할 수 없고 시간을 소비한다.  이는 고도의 숙련된 기술자나 숙달된 광학기계 
제작자가 필요하다.  이는 또한 각 가공소재 형태를 위한 포함되는 금속 공구의 품목을 필요로 한다.  

대안으로는, 점성과 탄성을 가지는 다듬질 도구가 덜 편할 때, 단단한 것으로 만들어진 경우에, 얇은 폴
리우레탄 패드는 금속 뒷면 대기상에 설치된다.  다듬질 도구의 상기 형태는 다듬질 가공처리동안에 바람
직한 형태를 유지하기에는 좋지만, 시간을 소비하고 제거 속도를 줄인다.  가공소재 표면을 다듬질하는 
도구의 능력은 감소되어 바람직한 표면 부드러움 수준을 얻기가 어렵게된다.  숙달된 광학기계 제작자는 
패드를 재배치하거나 바로잡고, 정기적으로 멈추어야하며, 그 다음에 다듬질 가공처리를 계속하여야한다.  

종래의 전체 개구에서 점성과 탄성을 가진 다듬질 도구는 삽입된 미립자 물질로 인해 문제가 있다.  유리 
파편 그리고/또는 연마 다듬질 그레인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도구 표면에 삽입되어진다.  표면은 윤이 나
고, 다듬질되어진다.  이는 제거 속도를 감소시킨다.  대안으로, 삽입된 미립자 물질은 가공소재 표면을 
긁을 수도 있고 다듬질의 최종 단계에서 가공소재를 손상시킨다.  상기 도구 퇴화의 형성은 예측할 수 없
다.  상기 이유로 표면의 완벽한 다듬질은 완성되고 대규모 제품에는 적용하기가 어렵다.

어떤 다듬질 가공처리는 서브 개구 랩을 이용하는데, 즉 다듬질 도구는 다듬질이 필요한 가공소재의 부분
보다 작은 다듬질 도구이다.  예를 들면 Ando등에 의한 미국 특허 제 4,956,944호를 참조하라.  그러나, 
상기 가공처리는 단단한 다듬질 도구를 사용하여 전체 크기의 랩을 사용하는 가공처리와 동일한 문제점을 
갖는다.  

어떤 밀링 가공 처리는 철 빔 충격을 이용하는 가공처리와 단단한 도구를 이용하는 가공처리를 포함하고, 
서브 개구 랩을 또한 사용한다.  상기 가공처리는 가공소재를 형성하거나 나타내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표면 하의 손상을 노출시킴에 의해 표면에 거침을 유발하고 표면 다듬기를 실현할 수 없다.

다듬기 작업의 적용에 있어서 자성 입자를 포함하는 액체를 사용하는 것은 공지되어 있다.  Kato 등에 의
한 미국 특허 제 4,821,466호에는 '부유 패드'가, 일정하지 않은 자기장의 적용에 의해 발생하는 부력에 
의한 가공소재에 대해 밀어지는 콜로이드류 자성 입자를 포함하는 액체에 담궈지는 다듬질 가공처리법이 
공지되어 있다.  상기 다듬질 가공처리는 점성과 탄성을 가지는 다듬질 도구와 전체 개구를 이용하는 것
과 유사한 형태 교정을 위해 기본적인 성능을 가진다.  플로트의 형태와 자기장의 형태는 특정 바람직한 
표면 형태를 얻기 위해 종래처럼 만들어져야 한다.  다른 자성 형태와 다른 플로트의 구성과 고안에서도 
다른 랩핑 모션이 필요한 동일한 가공처리로 다른 형태를 다듬질하게된다.  실제 가공처리와 기계의 변형
은 광학적 형태를 변화시키기 위해 필요하다.

액체로 회전 자기장을 적용하고 자성 입자를 포함하는 액체에 빠뜨림으로써 가공소재를 다듬질하는 것은 
공지되어 있다.  예를 들어 Simjian에 의한 미국 특허 제 2,735,232호를 참조하라.  회전 자기장은 여기
서 다듬질되는 가공소재 둘레를 원형으로 흐르는 액체를 유발하기 위해 인용된다.  상기 방법은 가공소재
상의 충분히 높은 압력을 만들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어서 만족스러운 물질 제거 속도를 얻을 수 없다.  
또한 상기 방법으로는 광학적 필요물에 표면 형태 오차를 교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상기의 견지에서, 본 발명의 목적은 개선된 자성유동 액체를 채용한 다듬질 장치와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
다.  또 다른 목적은 상기 장치와 방법에 사용된 자성유동 액체를 제공하는 것이다.

또 다른 목적은 광학적 다듬질에 사용될 수 있는 다듬질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이다. 

또 다른 목적은 표면과 표면 하에 존재하는 손상을 충분히 없애고 표면이나 표면 하 손상(스크래치, 크랙 
또는 표면 하 크랙)을 만들지 않는 고도의 다듬질을 제공하는 다듬질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또 다른 작업은 형태 교정과 표면 다듬질을 제공하는 다듬질을 제공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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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이의  응용에서  굽힘가능하고  쉽게  자동화할  수  있는  다듬질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상기 시스템을 자동화하기 위한 수단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다양한 물질을 위한 비교적 빠른 제거 속도로 작동하는 다듬질 시스템을 제공
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정밀 광학의 표준으로 인정하기 위해 다양한 물질의 표면을 다듬질하는 다듬질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최적화된 MR 액체 화합물이나 표준 MR 액체 화합물로 비결정질 다이아몬드 연
마제의 추가로 사파이어류와 같은 단단한 물질이나 실리콘과 같은 단단한 물질을 위해 제거 속도가 가속
되어질 수 있는 다듬질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정밀하게 형성된 랩의 교체와같이 다듬질 기계의 구조로 변경하지 않고도 -오
목하거나 볼록하거나 또는 평평한- 임의의 가공소재 형성으로 자동 조정되는 다듬질 도구를 구비하는 다
듬질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다듬질 스폿의 형성에 있어서 제거 기능이 나타나는 다듬질 도구를 가지는 다
듬질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방법은 열, 연마제 및 공기 노출하의 작동 상태에서 퇴화를 방지하는 자성유동 액체를 
포함하는 다듬질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런 여러 목적들은 본 발명에 따른 MR 다듬질 방법 및 장치에 의해 달성될 수 있다.  MR 액체를 이용하
여 가공소재 표면을 다듬질하는 방법은 다음의 단계로 구성된다 : 가공 소재 표면과 캐리어 표면 사이에
서 정의되는 수렴 갭과 같은 연속적인 캐리어 표면부근에 가공소재를 위치시키는 단계; 상기 갭에서 자기
장을 적용하는 단계 : 가공소재 표면의 부분에서 물질 제거를 유발하고 인게이징하는 일시적인 다듬질 도
구를 형성하기 위한 MR 액체에서 만들어지는 작업 영역과 같이 상기 수렴 갭을 통해 자기장-걸죽하게된 
MR 액체의 흐름을 유도하는 단계 : 선결된 각도로 상기 가공 소재 표면의 상기 부분을 선택적으로 다듬질
하기 위한 선결된 시간 간격을 위해 작업 영역으로 가공 소재의 다른 부분을 노출하기 위해 다른 것으로 
작업 영역 또는 가공 소재를 이동하는 단계이다. MR 액체를 이용하여 가공소재를 다듬질하는 장치는: MR 
액체를 운반하기 위해 채택된 캐리어 표면: 상기 캐리어 표면이 갭을 통해 MR 액체를 운반하는 것과 같이 
그들 사이의 수렵 갭을 한정하기 위한 캐리어 표면 부근에서 가공소재 표면의 부분을 위치시키고 가공소
재를 고정하기 위한 가공소재 홀더: 가공소재 표면의 부분에서 물질을 제거하고 인게이징하기 위한 일시
적인 다듬질 도구를 만드는 상기 갭을 통해 흐르는 MR 액체를 단단하게 하는 상기 갭에서 자기장을 적용
하는 자석: 선결된 각도로 상기 가공소재 표면의 상기 부분을 선택적으로 다듬질하기 위한 선결된 시간 
주기동안 작업 영역에 가공소재 표면의 다른 부분을 노출시키기 위한 작업 영역 또는 가공소재를 이동시
키기 위한 수단을 포함한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원 발명에 따른 전형적인 다듬질 장치의 투시도,

도 2는 도 1의 장치의 일부를 확대한 도면,

도 3A-C는 오목, 평평하거나 볼록한 가공소재를 다듬질하기 위해 사용되는 본 발명의 MR 유체 리본과 캐
리어 휠의 개략도,

도 3D는 자성 극편을 추가적으로 가지는 도 3C의 단면도,

도 4A와 도 4B는 각각 원형과 평면의 캐리어 표면을 이용하는 가공소재상에 부딪치는 MR 액체의 각을 도
시하는 개략도,

도 5A는 본 발명에 따른 전형적인 자성 극편의 단면도,

도 5B는 자성 극편의 정면도,

도 5C는 자성 극편의 평면도,

도 6A와 도 6B는 본 발명에 따른 전형적인 극편의 내부 및 주위에서의 자기장 세기와 방향의 자기장도,

도 7은 본 발명에 따른 전형적인 액체 순환 시스템의 개략도,

도 8A는 수직 휠과 접하는 본 발명의 전형적인 액체 방출 노즐의 한 단면도,

도 8B는 전형적인 액체 방출 노즐의 정면도,

도 9A는 도 9B의 스크레이퍼를 사용함으로써 형성된 가공소재의 투시도,

도 9B는 MR 액체에서 톱니 패턴을 만들기 위해 사용된 스크레이퍼의 투시도,

도 9C는 Talysurf 프로파일러로부터 Rank Taylor Hobsen을 채택한 도 9B의 가공소재의 단면,

도 9D는 삼각형의 MR 액체 리본을 만들기 위해 사용된 스크레이퍼의 투시도,

도 10A는 본 발명의 전형적인 액체 선택기의 한 단면도,

도 10B는 선택기의 정면 단면도,

도 10C는 선택기의 바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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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1A는 본 발명의 저장기의 개략도,

도 11B는 본 발명에서 사용하기 위한 대안 저장기의 개략도,

도 12는 연마제 그릿의 다양한 크기로 얻어지는 스폿 폭과 길이를 다듬질하는 것을 나타내는 그래프,

도 13은 다른 캐리어 액체로 만들어지는 세 가지의 MR 액체를 6 또는 그 이상의 시간동안 측정하여, 한 
유닛의 시작 속도를 표준화하고 체적 제거 속도를 나타내는 그래프,

도 14A는 도 14B와 도 14C에 '스폿'으로 표시된 MRF 제거 기능을 얻기 위해 사용된 장치의 개략도,

도 14B와 도 14C는 다듬질 5초후에 BK7 유리상에서 MRF 제거 기능 '스폿'을 나타낸다.

실시예

캐리어 액체에서 균일하게 분사되는 비콜로이드형 자성 물질을 포함하는 자성유동(MR) 액체는 자기장에 
방출될 때 다른 액체 특성이나 유동 특성(성형력, 탄성 및 명백한 점성률과 같은)을 변화시키기 위해 고
안된다.  공지된 자성 액체 화합물의 전형적인 사용은 쇼크 흡수체, 클러치 및 작동 모듈을 구비한다.

본 발명은 가공소재 표면의 자성유동 다듬질을 위한 방법 및 장치를 개선하는 것을 가리킨다.  본 발명에 
따르면, 가공소재 표면은 그들 사이 갭을 한정하는 캐리어 표면 위에 위치한다.  MR 액체는 캐리어 표면
상에 놓여지고 갭을 통해 MR 액체를 운반한다.  자기장은 가공소재 표면에서 물질 제거를 유발하기 위한 
다듬질 스폿이나 일시적인 작업 영역을 형성하기 위해 갭을 통해 흐르는 MR 액체를 단단하게 하기 위해 
갭에 적용된다.  다듬질 스폿은 가공소재 표면보다 작고, 캐리어 표면에 대해 가공소재를 움직이므로써 
가공소재가 다듬질 스폿위로 움직여질 수 있게 된다.  다른 위치에서 스폿의 운전휴지 시간을 제어함으로
써 바람직한 높은 내구력 내로 형태 교정, 표면 하 손상의 제거 또는 표면 다듬질 가공처리를 할수 있다.  
가공소재 다듬질의 가공처리에서, MR 액체는 작업 영역으로 새로운 연마 입자를 연속적으로 운반하는 동
안 가공소재 물질의 입자와 연마제 입자 및 열로부터 멀리 운반된다.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전형적인 MR 다듬질 장치(10)를 도시한다.  장치(10)는 캐리어 표면(도 2에서 보
다 상세히 도시된)을 한정하는 외부 림(14)을 포함하는 수직 방향의 캐리어 휠(12)을 포함한다.  (도시되
지는 않았지만, 캐리어 표면은 원형 통의 내부의 바닥 벽, 회전식 또는 벨트형의 상부 표면, 또는 다른 
적당한 이동형 표면을 포함할 수도 있다. 다른 가능한 대안 형태는 도 19A, 도 19B, 도 19C, 도 20A 및 
도 20B에 개시되어 있다.)  수직 캐리어 휠은 MR 액체(16)의 리본형 부피를 지지한다.  MR 액체의 리본은 
액체 수집기(20)에 의해 회수되는 한 측면으로 휠의 회전에 의해 운반되고 액체 운반 노즐(18)에 의해 휠
의 다른 측면상에 놓여진다.  휠은 자석에 의해 적용되는 광학 자기장인 캐리어 표면과 가공소재 표면사
이의 갭(22)을 통한 리본을 운반한다.  수직 캐리어 휠은 플라스틱이나 알루미늄과 같은 비자성 물질로 
만들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바람직하게도 캐리어 휠의 림은 실린더형태와 같이 평평하지는 않지만, 대신에 폭방향으로 볼록하게 구부
러져 있다.  휠의 바람직한 실시예는 구면 섹션이고, 이는 림의 폭을 가로지르는 곡률 반경은 원주 둘레
의 휠의 반경과 동일하다.  캐리어 휠은 도 3A, 도 3B, 도 3C 및 도 3D에 도시된 바와 같이 볼록면에서와 
같이 평평하고 오목한 다듬질 면에서 사용되어질 수 있는 이점을 가지는 다듬질 스폿에서 볼록하게 굽어
진 면이 나타난다.  결과적으로, 수직을 향하는 본 발명의 캐리어 휠은 원환체형과 실린더형과 같은 임의
의 다듬질 형태로 사용되어질 수 있다.  그러나, 평평한 면의 다듬질 전용인 휠은 편리하게도 그 폭을 가
로지르는 평평한 림을 가질 수 있다.

수직 캐리어 휠을 사용하는 다른 이점은 평평한 캐리어 표면보다 더 경사진 각도로 가공소재와 접하도록 
MR 액체를 가져온다.  가공소재에 거의 수직인 각도로 가공소재(26)와 접하도록 MR 액체 리본을 가져오는 
도 4A와 도 4B에 도시된 바와 같이, 평평한 캐리어 표면(24)과 비교해보면, 캐리어 휠(12)은 더 큰 둔각
인 각도로 가공소재(26)상에 영향을 미치는 MR 액체 리본을 유발한다.  결과적으로, 리본은 다듬질 스폿
을 가로지르는 가공소재의 외부 모서리(28)에 의해 덜 방해받는다.  본 발명자는 제거속도가 감소되지 않
는 수직 캐리어 휠을 사용함으로써 이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갭에서의 자기장은 영구 자석과 전기장을 포함하는 어떤 수단에 의해 만들어 질 수 있다.  본 발명의 전
형적인 장치에서 자기장은 MR 액체로 자기장을 적용하기 위한 캐리어 표면하에 위치하는 극편(30)을 구비
하는 DC 전자석에 의해 만들어진다.  자석 갭은 극편 사이의 공간의 체적을 한정할 수 있다.  프린지장은 
자석 갭외부의 자기장을 한정할 수 있다.  프린지장의 자기장 선은 폴을 연결하는 호이다.  본 발명의 극
편 사이의 자석 갭은 캐리어 표면하에 위치한다.  본 발명의 극편은 캐리어 표면의 다른 적당한 형태를 
구비하거나 또는 도 1의 수직 휠(12)과 사용되어질 수 있다.  MR 액체 리본은 캐리어 표면에 의한 프린지
장을 통해 운반된다.  캐리어 표면이 수직 캐리어 휠의 림일 때, 극편은 림 휠의 다른 측면에 위치한다.

본 발명은 극편이 다듬질 스폿이나 작업 영역이 만들어질 때 캐리어 표면과 가공소재 사이의 갭에서 최적
의 프린지장을 만들도록 한다.  극편은 또한 액체 개량을 돕고 MR 액체가 단단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액체 수집기에서 자의 세기를 최소로 하도록 고안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목적들은 자석 갭, 즉 다
듬질 스폿의 방향에서 개량된 프린지장을 만들고 자석 갭하에서 감소된 프린지장을 만드는 극편에 의해 
충족된다.

이들 특성을 가지는 수직 캐리어 휠을 사용하기 위한 전형적인 극편 고안은 도 5A, 도 5B 및 도 5C에 도
시된다.  도 6A와 도 6B는 극편 주위 및 내부 방향과 자기장 크기의 장 벡터를 포함하는 전형적인 극편의 
단면도이다.  상기 고안은 제조 원가를 감소시킬 수 있고, CNC 기계보다도 종래의 기계로 만들 수 있다.

전형적인 장치는 부가적으로 액체 순환 시스템을 포함한다. (도 7). 액체 순환 시스템은 수집기로부터 운
반 노즐까지 액체를 순환하기 위한 장치와 액체 수집기(20) 및 액체 운반 노즐(18)을 포함한다.  본 발명
의 액체 순환시스템은 도 1에 도시된 캐리어 휠을 포함하는 캐리어 표면과 사용되어 질 수 있다. 

공기 접촉으로 인한 MR 액체의 분해와 캐리어 액체의 증발을 감소하기 위해 액체 순환 시스템은 대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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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 액체의 노출은 감소시키는 것이 바람직하고, 캐리어 표면상에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액체의 리본을 제
외한다.  액체 순환 시스템이 다듬질 장치의 외부에 있기 때문에, MR 액체는 노즐과 수집기 사이의 다수 
조절 기능의 영향을 받기 쉬우며, 생산성을 허용하며, MR 액체 리본의 예측이 크게 향상된다.

수직 캐리어 휠(12)을 사용하기 위한 전형적인 액체 운반 노즐(18)은 도 8A와 도 8B에 도시되어 있다.  
액체 운반 노즐은 철과 같은 연질 자성 물질로 구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연질 자성 노즐은 자기장으로
부터 MR 액체를 차폐함으로써 액체가 노즐을 떠나기 전에 액체의 단단함을 막는다.  노즐과 노즐을 공급
하는 튜브는 MR 액체의 얇은 흐름을 제공한다.  노즐은 내부가 점점 가늘어진다.  노즐은 표면의 캐리어 

방출과 직접 접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만약 접하지 않는다면, Teflon(상표명)
  
또는 유사한 코팅

은 캐리어 표면상의 마멸을 방지하는데 이롭다.  노즐을 나오는 액체의 궤도는 캐리어 표면에 수직이다.

한 실시예에서, MR 액체 리본은 캐리어 표면상에 MR 액체가 침전될 때 액체 운반 노즐에 의해 형성된다.  
대안 실시예에서, 리본은 캐리어 표면과 접하거나 아주 가깝게 운반되는 스크레이퍼에 의해 형성될 수도 
있고, 여기서 스크레이퍼는 노즐에 의해 캐리어 표면상에 침전되는 MR 액체를 형성하는 개구를 가진다.  
상기 실시예에서 MR 액체는 스크레이퍼 뒤의 풀을 형성할 수도 있기 때문에, 캐리어 표면은 원형통의 것
처럼 측면벽(도시되지 않음)과 갖춰질 수도 있다.  노즐 또는 스크레이퍼는 MR 리본이 노즐이나 스크레이
퍼로부터 수용되는 형태를 유지하기 위해 유연성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 자기장 세기에 영향을 받는 영역
내에 위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스크레이퍼나 노즐의 형태는 리본의 형태와 단면 크기를 결정하는 주요한 요소이다.  이는 차례로 다듬질 
스폿의 크기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좁은 리본은 보다 좁은 다듬질 스폿을 만들 수도 있다.  좁은 스
폿은 다듬질 공정에서 고도의 분해능을 제공할 수 있고 그 때문에 보다 작은 가공소재를 다듬질하는데 특
히 유용하다.  도 9D는 삼각 리본을 만들고 삼각 단면을 가지는 리본을 만들기 위해 사용되는 스크레이퍼
(48)의 단면도이다.  상기 '점점 가늘어지는' 리본은 직경이 5㎜만큼 작은 다듬질 렌즈를 사용하곤 한다.

도 9B는 톱니 형태 리본을 만들고 톱니 형태를 만들기 위해 사용되는 스크레이퍼(50)의 투시도이다.  상
기 스크레이퍼는 리본이 형태를 유지하고 가공소재로 그 형태를 운반하기 위한 능력을 보이기 위해 만들
어진 것이다.  도 9A는 도 9B의 스크레이퍼에 의해 형성되는 리본과 5분간 접촉함으로써 형성되는 K7 유
리로 만들어진 평평한 가공소재의 투시도이다.  도 9C는 Rank Taylor Hobsen Form Talysurf(상표명)의 단
면도를 채택한 도 9A의 가공소재의 단면도이다.

도 7은 액체 순환 시스템의 개략도이다.  도시된 바와 같이 MR 액체는 하나나 그이상의 운반 펌프(32)에 
의해 눌려질 수 있다.  액체 순환 시스템은 캐리어 표면의 선형 속도보다 크거나 같은 선형 속도로 캐리
어 표면으로 MR 액체를 운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MR 액체 운반 속도가 캐리어 표면 속도보다 느릴 때, 
비연속적인 리본이 형성될 수 있다.  리본의 두게는 MR 액체 운반 속도를 바꿈으로인 해 제어될 수 있다.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액체 운반 속도 Q(㎤/sec)는 리본의 단면적 S(㎠)와 캐리어 표면의 선속도 V(㎝
/sec)의 곱과 동일하다: 즉 Q=S×V.  그러므로 주어진 캐리어 표면 속도에 대해, 액체 운반 속도(Q)의 증
가는 리본 단면적(S)이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처럼, 주어진 액체 운반 속도(Q)에 대해, 캐리어 
표면 속도(V)의 증가는 리본 단면적(S)의 감소를 초래한다.  

액체 수집기(20)(도 10A, 도 10B 및 도 10C)는 캐리어 표면으로부터 액체를 분리하기 위해 고무롤러로써 
작용하는 물질류나 굽힘가능 플라스틱 또는 고무 스크레이퍼(52)를 포함할 수도 있다.  스크레이퍼의 휠 
인게이징 부분은 캐리어 표면의 형태에 따라야한다.  휠 인게이징 부분은 개구부로 들어가는 MR 액체 리
본을 구비하고, U-형 또는 컵류 형태를 형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액체 수집기(20)는 MR 액체로 끌어들
여지기 위해 하나나 그이상의 흡입 펌프(34)로 연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액체 수집기는 철과 같은 연
질 자성 물질의 자성 차폐에 의해 덮여지거나 구성된다.  상기 자성 차폐물은 액체가 보다 덜 점성 상태
가 되도록 자기장 둘레의 효과로부터 MR 액체를 떼어놓는다.  게다가, 수집기는 자기장에 노출되는 강도
를 줄이기 위해 노즐보다 자성 극편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부분에 위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순환 시스템은 MR 액체사이에 접하기 위해 연동 운동 펌프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이는 교체하기 
어려운 연마제 입자를 포함할 수도 있으며, 분해할 수 있는 부분을 구비하고, 감소된다.  연동 운동 펌프
에서, MR 액체에 의해 마멸되는 경향이 있는 단 한 부분은 수백 시간동안 사용되는 동안 지속되는 플라스
틱 관의 짧은 부분이고 이는 저렴하게 교체될 수 있다.  연동 운동 펌프는 비교적 싸다.  리본에서 갭을 
발생시키지 않고도 저속 흐름으로도 작동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수 있다.  두 개나 그이상의 펌프는 만들
어지는 맥동이 서로 엇갈리도록 병렬로 사용되어 질 수 있고 그렇게 하여 그들의 진폭을 줄인다.  바람직
한 실시예에서, 두 개의 3-헤드 운반 펌프(32)가 사용되는데 여기서 구동 헤드는 서로에 대해 60°의 각
도로 갈라져 있다.

MASTERFLEX(상표명) 6485-82 PharMed(상표명) 관은 액체 순환 시스템의 흡입 섹션을 위해 사용되어 질 수 
있다.  IMPERIAL-EASTMAN  3/8  관은 액체 순환 시스템의 운반 부분을 위해 사용되어질 수 있다.  EASY 

LOAD  MASTERFLEX(상표명)
 
 펌프 모델 번호 제 7529-00호는 운반 펌프로 사용될 수 있다.  COLE-PALMER 

MASTERFLEX(상표명)
 
펌프 모델 번호 제 7019-25호는 흡입 펌프로써 사용될 수 있다.  영구자석 모터 모델 

번호 제 2M168C, DAYTON은 펌프를 구동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고, DC 속도 제어 모델 번호 제 5X485C, 
DAYTON을 구비한다.

MR 액체는 도 11A에 도시된 바와 같이 저장기(36)로 보내지는 수집기에 의해 캐리어 휠로부터 제거된다.  
A PP NALGENE(상표명), 1000㎖ 분리 깔때기 는 저장기로써 사용될 수 있다.  바람직하게도 MR 액체는 적
용된 자기장에 의해 만들어지는 남아있는 자성 입자 구조를 깨뜨림으로써 MR 액체를 균질화하기 위해 충
분한 힘을 저장기로 운반된다.  그러나, 저장기는 교반기(38)로써 상기 목적을 위한 부가적인 휘젓는 장
치를 또한 포함할 수 있다.  TLINE 제조소 교반기, 모델번호 제 102호는 상기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
다.  대안으로는, 다른 혼합기나 균질화 장치가 사용될 수 있다.  저장기는 비자성, 스테인레스 강철과 
같은 마멸저항 물질일 수도 있다.  MR 액체가 모인 곳에 정착 영역이 제공되지 않는 다른 형태나 원뿔형
일 수있다.  또한, 정착 영역을 떠나지 않기 위해 그곳에 맞는 저장기의 큰 체적에 이르는 교반기가 허용
되는 형태일 수도 있다.  (도 11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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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체 순환 시스템은 MR 액체에 의해 운반되고 다듬질 영역에서 발생하는 열을 제거하기 위한 냉각 장치와 
같은 온도 조정 장치를 부가적으로 포함한다.  MR 액체의 온도는 전자석이나 MR 액체 순환 펌프의 작동에 
의해 발생되는 열에 의해 증가할 수 있다. 고온으로 조정하지 않음으로써 MR 액체의 점성률을 낮출 수 있
고 캐리어 액체 증발 속도를 빠르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고온으로 조정하지 않음으로써 장치의 
일부에 열적 팽창을 초래할 수 있으며, 형태 제어의 합성 손실과 MR 액체에서 가공소재를 부정확한 위치
로 유도한다.  전형적인 장치에서, MR 액체는 저장기의 냉각 코일(40)을 액체속에 담금으로써 냉각된다.  
일정 온도로 냉각한 물은 Brinkman Lauda RM6에서처럼 순환 루프 물 냉각기로 연결함으로써 냉각 코일에 
공급된다.  MR 액체의 온도는 약 21-22℃정도로 유지된다.

액체 순환 시스템은, 자동 점성률 제어 시스템이 MR 액체로부터 유발하는 것이나 증발되어 손실된 캐리어 
액체를 되돌려 주기 위한 것처럼 합성 조정 장치를 더 포함할 수도 있다.  자동 점성률 제어 시스템(54)
은 손실을 대체하기 위해 저장기로 캐리어 액체를 자동적으로 떨어뜨림으로써 일정한 점성률로 MR 액체를 
유지하곤 한다.  점성률 제어 시스템은 캐리어 액체(56) 저장기를 구비하는 캐리어 액체 펌프(44)로 기능
적으로 연결되는 점성률 모니터 장치를 포함할 수도 있다.  도 7에 도시된 전형적인 장치에서는, 운반 펌
프(들)와 운반 노즐 사이의 운반 라인에서의 압력 변화가 일정한 유속을 위한 점성률 변화에 비례하기 때
문에 점성률은 운반 라인에 위치한 하나나 그 이상의 압력 프로브(42)를 사용하므로써 모니터된다.  압력 
프로브는 MR 액체가 센서를 방해하고 움직이지 않도록 하는 라인에서 정체 지점을 최소화하기 때문에 바
람직한 압력 프로브는 Cooper PFD 102와 같은 다이어프램 센서이다.  압력 프로브 신호(또는 다양한 프로
브가 사용될 때, 연속 압력 프로브로부터의 신호의 차이)는 만약 액체의 유속이 일정하다면 MR 액체의 점
성률에 비례한다. 압력 프로브 신호(또는 신호 차이)는 만약 신호가 참고를 초과한다면 참고치에 비교되
고, 에러 신호는 모터 구동기나 전기 계전기로 보내지고, 최대 수준이하로 신호가 되돌아올 때까지 캐리
어 액체 미니 펌프(44)를 가동한다.  한 실시예에서 압력 프로브 신호(또는 신호 차이)와 에러 신호 사이
의 일정한 균형은 과다 수정(진동의 결과) 또는 수정 미달(점성률의 느린 제어 결과)을 피하기 위해 선택
되어져야 한다.

대안으로, MR 액체 자성 입자 농도는, 와이어 코일이 흐르는 MR 액체를 운반하는 튜브 주위를 감싸는 것
과 같이 인덕턴스 프로브를 사용함으로써 모니터된다.  코일로부터 판독되는 높은 인덕턴스는 높은 자성 
입자 농도와 높은 MR 액체의 점성률을 가리킨다.  그러나 상기 기술은 비자성 입자 농도나 온도를 바꿈으
로써 야기되는 점성률의 변화를 감지하는 것은 실패했다.  MR 액체 안정의 제 2 지시기가 고려되어져야 
한다.  압력 측정은 인덕턴스 측정보다 민감함이 증명되었다.

안정한 MR 액체의 선택은 재생할 수 있고 예측할 수 있는 다듬질을 개선한다.  종래 기술에 공지되어 있
는 다양한 MR 액체 합성은 유성과 수성 액체 모두를 포함한다.  MR 액체를 사용하는 본 출원은 최상의 출
원을 위해 수성 캐리어 액체에 근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수성 캐리어 액체는 KDP(KH2PO4) 크리

스탈을 포함하는 물에 녹는 가공소재와 같은 가공소재를 사용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

MR 액체는 카르보닐기 철 입자와 같은 비콜로이드 자성 입자를 함유한다.  표 1은 MR 액체에 유용하다는 
것이 알려진 GAF Corp.의 4가지 카르보닐기 철 파우더를 나타낸다.

[표 1]

형태 설명 중간 직경 가장 큰 입자

S-1100 가장 큰 입자 가능 5.170㎛ 22.79㎛

S-1701 실리카 코팅된 입자 4.667㎛ 15.17㎛

N-1370 5% 질화물 입자 3.845㎛ 15.17㎛

S-3700 가장 작은 입자 가능 3.089㎛ 13.24㎛

물질 제거를 개선하기 위해, MR 액체는 산화 세륨(Ce02) 입자와 같은 비자성 연마제 물질을 함유할 수도 

있다.  비자성 연마제 물질의 선택은 다듬질되어지는 가공소재의 화학적 특성(즉, 화학적 내구성)과 물리
적 특성(즉 단단함)에 의해 규정된다.  MR 액체가 회전 통 캐리어 표면을 채용하는 장치에 근거한 본 발
명의 방법을 사용하는 퓨즈를 단 실리카 가공소재를 다듬질하기 위해 사용될 때, 표 2는 다양한 연마제 
입자를 사용하는 MR 액체 공식이 기입되어 있고 제거 속도는 이들 공식에 포함된다.  제거 속도는 Zygo 
Mark IV xp(상표명) 간섭계를 채택한 가공소재의 프로파일 전후의 비교에 의해 측정되어진다.  제일 첫 
번째 두 공식은 연마제를 첨가하지 않고; 카르보닐기 철만의 연마제 특성에 의존한다.  표 3은 회전 통 
캐리어 표면을 채용하는 장치에 근거한 본 발명의 방법을 사용하는 미소다이아몬드 연마제(표 2의 공식 
E)와 산화 세륨을 포함하는 개선된 공식과 산화 세륨 연마제(표 2의 공식 D)를 포함하는 표준 MR 액체 공
식을 사용하는 다양한 가공소재 물질을 위한 제거 속도가 제시되어 있다.  데이터는 본 발명이 사파이어
(Al2O3)와 같은 아주 단단한 물질조차 다듬질하기 위해 아주 유용하다는 것을 증명한다.

[표 2]

연마제 형태 연마제 크
기 ㎛

연마제 
Vol%

CI Vol% H 2O  

Vol%

글리
세린 
Vol%

Na2CO3 

Vol%

피크 제
거 속도 
㎛/min

Vol

제거 속도 
㎣/min

A 비포함 CI, S-3700, 3
㎛ 

-- 0.00 44.36 53.27 2.05 0.31 1.28 0.176

B 비포함 CI, S-1700, 
4.5㎛

-- 0.00 46.04 51.53 2.12 0.67 1.836 0.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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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소량 CeO2 CeRox 1663 1 4.84 35.16 57.23 2.38 0.39 2.064 0.2808

D 표준 CeO 2   CeRite 

4250 

3.5 5.7 36.05 55.11 2.41 0.74 2.104 0.22

E 표준 CeO 2   CeRite 

4250 w/15g 나노다이아
몬드

-- -- -- -- -- -- 2.4 .36

F CeO2 와 Al2O3의 혼합 3.5/1.0 4.2/4.2 36.09 53.18 2.33 0.00 1.992 0.2464

G Al2O3 #1 2.1 8.67 35.8 53.16 2.26 0.12 1.4 0.1604

H Al2O3 #9 7.0 8.77 36.25 52.6 2.28 0.1 1.632 0.1552

I SiC 4 6.72 36.08 54.91 2.2 0.09 1.124 0.1257

J B4C 7 5.94 36.19 55.22 2.28 0.37 0.574 0.0667

[표 3]

가공소재 물질 단단함 Hk 표준 피크 제거 
속도 ㎛/min

개선된 피크 제
거 속도 ㎛/min

표준 vol. 제거 
속도 ㎣/min

개선된 vol. 제
거 속도 ㎣/min

Al2O3 2000 .0313 .524 .00189 .0294

실리콘 1100 1.46 4.03 .23 .6

TaFD5 683 1.872 1.776 0.205 0.23

퓨즈된 실리카 669 2.076 2.4 .29 .36

LaK10 650 2.42 2.256 .45 .504

SK7 559 6.936 1.108

BK7 527 4.03 4.62 .48 .7

K7 516 4.87 3.792 .53 .636

KzF6 434 8.592 .88

SF7 405 5.556 .726

SF56 366 9.24 6.024 1.24 1.058

LHG8 338 9.156 23.98 1.43 3.84

ZnSe 120 2.445 6.42 .1935 .276

본 발명의 이점은 다듬질 스폿이 연마제 입자 크기에 비교적 무관하다는 것이다.  도 12는 연마제 그릿의 
다양한 크기에 다듬질 스폿 폭과 넓이의 그래프이다.  다듬질 스폿은 Zygo Mark IV xp(상표명)  간섭계로 
측정된다.  스폿 크기는 2-40 미크론 입자로 비교적 일정하다.  본 발명의 또 다른 이점은 요구되지 않는 
크기가 큰 연마제 입자가 고체 랩을 구비할 수 있는 것처럼 가공소재 표면을 긁고 깊이 패이게 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성이 보다 적다는 것이다. 

MR 액체는 글리세롤과 같은 안정제를 함유할 수도 있다.  안정제는 현탁액에서 연마제 입자와 자성 입자
를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는 상태를 만들기 위해 그리고 MR 액체의 점성률을 더하기 위해 사용된다.  그러
나, 글리세롤과 같은 안정제의 과다 사용은 규산염 유리와 같은 다듬질 물질에 해로울 수도 있다.  상기 
결과는 수산화물에 물의 능력을 방해하는 글리세롤의 효과에 기인한 것이고 유리 표면을 부드럽게 한다.

MR 액체의 분해 형태는, 불안정한 MR 액체는 예상이 어려운 다듬질 스폿을 만들기 때문에 MR 다듬질에서 
어려움이 나타날 수 있다.  액체는 수성 슬러리에서 잘 분리된 철 입자를 채용하기 때문에 녹은 MR 액체
의 현 형태에 따른 안정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산화철은 카르보닐기 철과는 다른 자기적 특성을 가
지기 때문에, 녹이 난 MR 액체의 자기적 특성은 연속적으로 변한다는 것이고 그래서 녹이 예측불가의 원
인이 된다.  게다가 MR 액체 내의 녹은 가공소재를 녹슬게한다.

MR 액체가 대기중에 부분적으로 노출되기 때문에, 산화탄소를 흡수할 수 있고, 이는 금속의 산화에 기여
하고 액체의 pH를 낮춘다.  캐리어 액체로써 탈염수를 사용하면 침식을 느리게 할수 있지만, 문제를 전체
적으로 해결하지는 못하고 불편하며 비싸다.

발명자는 안정성과 동시에 제거 속도를 개선하기 위해 약 10 pH정도로 올리기 위해서는 충분한 알칼리를 
부가해야한다는 것을 알았다.  특히 본 출원에 사용된 알칼리는 Na2CO3와 같은 버퍼이다.  알칼리성 버퍼 

사용의 이점은 탈염수의 사용이 더 이상 필요치 않고 수돗물이 대신 사용될 수도 있다.  도 13은 세 개의 
다른 캐리어 액체로 만들어진 MR 액체를 6시간이나 그 이상의 주기동안 측정하고 한 유닛의 시작 속도를 
표준화한 체적 제거 속도를 나타내는 그래프이다 : Na2CO3를 함유한 pH 10의 수돗물, NaOH를 함유한 pH 10

의 탈염수, pH 7의 탈염수된 물(DI). (철을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종래의 프로브를 사용해서는 pH를 측정
할 수 없으므로-이론에 의해 pH 7로 추정되어지는 탈염수(DI)임을 주의하라.)  다듬질은 동일한 가공소재
를 사용하고 다른 캐리어 액체와 동일한 공식을 사용하는 회전 통 캐리어 표면을 채용하는 장치에 근거한 
본 발명의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가동되고 제거 속도는 상술한 바와 같이 측정된다.  Na2CO3를 포함하는 pH 

10의 액체를 위한 제거 속도는 고속으로 유지되고, NaOH를 함유하는 pH 10의 제거속도는 7시간 사용한 후
에는 초기 속도의 80%로 떨어지고, pH 7을 위한 제거 속도는 2시간 사용한 후에 초기 속도의 60%로 떨어
지고 이상하게 된다.  표 4는, pH 7의 캐리어 액체(Runs 3과 4)에 비해 pH 10의 캐리어 액체(Runs 1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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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를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피크 제거 속도(초당 제거된 물질의 깊이)가 약 50% 증가하고 체적 제거 속
도(초당 제거된 물질의 체적)에서 약 39% 증가함을 나타낸다.  표 4에서의 다듬질은 동일한 가공소재를 
가지는 회전 통 캐리어 표면을 채용하는 장치에 근거한 본원 발명의 방법을 사용하고 지시된 공식을 사용
하여 가동되고 제거 속도는 상술한 바와 같이 측정된다.

[표 4]

S1710 CI

공식 

(모두 탈염수와 카르보
닐기 철(CI) S1710을 
사용한다)

Run 1

4.4% 글리세린

24.3% CeO2

32.4% CI

20 rpm

pH 10-11

Run 2

4.0% 글리세린

21.7% CeO2

28.9% CI

20 rpm

pH 9-10

Run 3

4.0% 글리세린

22.2% CeO2

29.5% CI

20 rpm

pH 7

Run 4

4.0% 글리세린

22.2% CeO2

29.5% CI

20 rpm

pH 7

피크 제거 속도 ㎛/min 2.4

2.4

2.8

2.8

2.6

2.6

1.6 1.84

1.75

평균 피크 제거 속도 2.4 2.7 1.6 1.8

체적 제거 속도 ㎣/min 0.15

0.17

0.18

0.15

0.15

0.16

0.11 0.124

0.124

평균 체적 제거 속도 0.16 0.16 0.11 0.12

본 발명에서 심사숙고한 MR 액체는, 제거 속도를 증가시키고, 수돗물로 공식화될 수 있는 개선된 녹에 대
한 저항과 안정성을 증명하는 Na2CO3와 같은 알칼리성 버퍼를 포함하는 수성 캐리어 액체를 포함한다. 

다듬질되어질 가공소재(26)는 비자성 물질로부터 만들어지는 것이 바람직하고, 회전 가능 가공소재 스핀
들(46)을 포함하는 가공소재 홀더상에 장치되어질 수 있다.  상기 스핀들은 낮춰지고, 다듬질 스폿(도 
14A, 도 14B 및 도 14C)을 만들기 위해 가공소재가 MR 액체 리본과 접하도록 한다.  각도 θ는 변하고, 
스폿은 중앙에서부터 렌즈의 모서리까지 쓸어내린다.  (도 15A, 도 15B 및 도 15C)  회전 대칭 가공소재
에 대해, 스핀들은 스핀들 축에 대해 가공소재를 회전시킨다.  가공소재는 회전하고 쓸어내리기 때문에, 
다듬질 스폿은 스핀들 축에 대해 대칭인 다른 가공소재나 산출 렌즈 및 가공소재 표면상의 중심에서 모서
리까지 환상 링으로 물질을 제거한다.  가공소재내의 형태 오차를 교정하기 위해 렌즈상에 각 위치에서의 
운전 휴지 시간이 제어된다.  바람직하게는 운전 휴지 시간의 결정과 스핀들 운동의 제어는 컴퓨터에 의
해 실행된다.

각 θ는 수직으로 측정된다.  스핀들은 피봇 포인트주변으로 각 θ만큼 피봇된다.  스핀들은 어떤 방향으
로도 각 θ만큼 피봇될 수 있지만, MR 액체의 운동 방향에 수직이거나 평행인 방향으로 피봇되는 것이 바
람직하다.  도 1의 장치에서, 캐리어 휠(12)은, MR 액체의 운동방향에 대해 각 θ만큼 피봇하는 방향을 
변화시키기 위해 허용되는 z축에 대해 회전 가능하다.  

보통은 스핀들 회전 속도는 일정하다.  전형적인 속도는 75rpm이다.  그러나, 비회전 대칭 가공소재를 다
듬질하거나 또는 비회전 대칭 흐름을 교정하기 위해, 스핀들 속도는 스핀들 회전 위치의 작용으로써 변할 
수 있다.  실린더류와 같은 가공소재를 위해 스핀들 운동은 어떤 스핀들 운동도 하지 않는 피봇 운동과 
병진운동으로 구성될 수 있다.  평평한 가공소재를 위해, 스핀들 운동은 피봇 운동하지 않는 스핀들 회전
과 병진 운동의 조합으로 구성될 수도 있고 또는 래스터 패턴에서의 병진 운동으로 구성될 수 있다.

가공소재의 표면 위의 다듬질 스폿을 움직이기 위한 시스템에서 각 θ는 변수이다.  상기 시스템에서 가
공소재가 MR 리본과 접촉할 때까지 스핀들이 낮춰진다.  스핀들은 B 축의 기계적 피봇 포인트에 대해 각 
θ만큼 회전되고, 캐리어 표면 위의 스핀들을 고정하는 회전 조인트를 포함한다.  B 축은 도 1에 도시된 
바와  같이  y  축에  평행이다.   시스템에서  만약  가공소재가  구면이고  비구면이  아닐  때  일정한  작업 
갭(즉, 캐리어 표면과 가공소재사이의 갭)은 유지된다.  그러나, 본 발명의 이점은 다듬질 스폿이 갭 높
이의 큰 변화를 견딘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비구면 가공소재는 아래에 기술되고 예 2에 설명된 바와 
같이 스핀들이 구면 운동에 제한될 때조차도 다듬질되어질 수 있다.

회전 대칭 가공소재를 연마하는 다른 시스템이 도 1에 도시되어 있다.  이 실시예에서, 스핀들 운동은 가
공소재의 스핀들 회전 운동과는 다른 세 개의 자유 능동 각도로 감소된다.  스핀들 축의 운동은 xz평면에 
한정된다.  스핀들은 z축을 따라 위와 아래로 병진 운동할 수 있고, x축을 따라 왼쪽과 오른쪽으로 병진
될 수있으며, B축을 따라 시계방향과 반시계방향으로 회전할 수 있다.

기계는 또한 두 개의 수동 자유 각도를 가진다.  캐리어 휠과 이의 지지 베이스는, 휠이 x축에 평행이거
나 수직이기 위해 z축에 대해 수동으로 회전되어질 수 있다.  스핀들은 기계가 장치되는 동안 휠과 스핀
들의 양호한 정렬을 위해 y축을 따라 수동으로 이동되어진다.  

동시에 능동축을 따라 움직임으로써, 작업 갭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과 같이 가공소재도 조종되고, 다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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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영역은 가공소재의 중앙에서부터 직경을 따라 가공소재의 모서리로 움직인다.  상기 운동은, 이들 축
상의 가공소재의 회전에 따르고, 작업 영역을 통해 렌즈의 표면을 움직일 수있다.

스핀들 암 운동의 제어는 종래의 어떠한 기계적 수단에 의해서도 가능하다.  스핀들 암 제어기는 컴퓨터 
제어에 의해 지시된다.

컴퓨터 제어된 다듬질 부분은 도 16에 의해 표시된 공정에 의해 달성된다.  Forbes-Dumas 다듬질 연산
(FDFA)이라 일컬어지는 컴퓨터 코드가 사용된다.  여기는 세 개의 입력이 필요하다:A) 다듬질 '스폿이나 
MRF 제거 기능의 양과 형태, B) 초기 가공소재 표면 형태 및 C) 예를 들면 dc 물질 제거, 형태 교정, 또
는 두 개 모두인 물질 공정처리.  출력으로써, MCOP가 공지되어 있고 FDFA는 기계 제어 작동 프로그램을 
발생한다.  FDFA는 또한 가공처리후에 부분에 남아있을 잔류 표면 형태 오차의 예보를 발생한다.  MRF 기
계는 가공소재의 다듬질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MCOP에 의해 제어된다.  

MRF 제거 기능은 다듬질 되어진 형태와 동일한 물질 형태의 테스트 피스상의 스폿을 발생함으로써 얻어질 
수 있다.  제거 '스폿'의 인터페로그램은 Zygo Mark IV xp(상표명) 류와 같은 간섭계에 의해 기록되고, 
컴퓨터 제어 코드로 로드되고 취득되어질 수 있다.  대안으로는 사전에 기록되고 저장된 '스폿' 프로파일
은 사용하기 위해 데이터베이스로부터 불러낼수 있다.

다듬질 스폿은 기계 플랫포옴, 자기장 세기, 가공소재 기하, 캐리어 표면 속도, MR 액체 특성, 스핀들/캐
리어 표면 기하 및 다듬질되어지는 물질의 특성에 특유하다.  도 14B는 캐리어 표면위 1㎜의 높이에서 MR 
액체와 접하는 5초의 결과로 야기되고 BK7 유리 렌즈의 84㎜ 곡률 반경, 40㎜ 곡률 반경을 위한 제거 '스
폿'(화살표 방향으로 표시된 액체의 운동 방향)을 도시한다.  회전 통 캐리어 표면을 채용하는 장치가 사
용된다.  상기 장치를 위해, 통의 중심에서부터 내부 모서리 까지의 직경은 23㎝이고 외부모서리까지의 
직경은 30㎝이다.  통은 20rpm으로 회전하고, 갭에서의 자기장 세기는 2-4kG이다.  스핀들 암은 θ=2°인 
각도로 방향져있고 이것은 가공소재의 회전을 방지하기 위해 움직이지 않게되어 있다.  상기 깊이 프로파
일이 도시하는 바와 같이, 다듬질 스폿은 'D' 형태를 가지며, 현탁액으로 렌즈 표면의 가장 깊은 침투지
점에서 피크 제거 영역을 가진다.  피크 제거는 4.6㎛/minute이고, 체적 제거는 0.48㎣/minute이다.

다듬질 스폿은 물질 형태에 의존한다.  도 17은 두 가지 다른 유리 형태: 퓨즈된 실리카와 SK7을 채택한 
스폿의 인터페로그램을 도시한다.  퓨즈된 실리카 부분을 위해, 현탁액의 윗부분과 바깥부분을 들어올리
고 자기장을 없애며 20초동안 자기장을 만들고 θ=0°인 각도에서 그리고 캐리어 표면위 1㎜의 높이로 현
탁액으로 부분을 낮춤으로써 스폿이 얻어진다.  깊이 프로파일 라인 스캔은 스폿아래에 나타나는 흐름 방
향에 수직(⊥)이고 평행(∥)인 방향으로 채택된다.  이들은 상기 유리를 위해 2.3㎛/minute의 피크 제거
를 가리킨다.  SK7 부분에 대해서는, 스폿은 자기장을 처음 만듦으로써 얻어진다.  스핀들 장착 부분은 
캐리어 표면 위 1㎜의 높이에서 현탁액내의 근접-정규 입사 방향에 대한 각도를 통해 쓸어진다.  이는 4
초의 주기동안 머무르고 그 다음에 다시 쓸려진다.  화학적 물리적 특성 때문에, SK7 다듬질은 퓨즈된 실
리카보다 훨씬 더 빠르다.  측정된 피크 제거 속도는 9.4㎛/minute이다.  이들 유리를 위한 스폿 형태는 
아주 유사하다.  이는 MR 공정의 특성이다.

다듬질되어질 표면의 초기 표면 오차 프로파일에서 FDFA로의 제 2 입력은 다른 구면을 위해 구면에 가장 
잘 맞는 초기 편향을 도시하는 다른 인터페로그램이다.  구면 표면을 위한 입력은 Rank Taylor Hobsen 
Form Talysurf(상표명) 류와 같은 스타일러스 기구를 가지는 표면 오차 프로파일이다.  

제 3 입력은 물질을 공정처리하는 것이다.  이는 표면 손상, 형태 교정 또는 그 둘의 합성을 없애기 위한 
dc 제거일 것이다.

컴퓨터 코드는 MRF 기계상의 스핀들 암 각도 제어기를 위한 작동 프로그램을 구동하기 위한 초기 표면 형
태를 가지는 제거 기능을 가진다.  코드는 제어기의 가속과 각도, 양과 음의 각도사이에 있어야 하는 쓰
는 횟수 및 총 견적된 공정 시간을 명기한다.  결론적으로 코드는 공정 사이클로부터 기대되는 형태를 위
한 예측을 해 줄 수 있다.

도 1에 나타난 실시예에서, 스핀들 암 각도 제어기를 위한 작동 프로그램은 '가상 피봇 포인트'를 사용함
으로써 유도되어질 수 있다.  가상 피봇 포인트는 다듬질되어지는 표면을 포함하는 구면의 중앙과 일치한
다.  가상 피봇 포인트는 구면 표면을 위한 가공소재에 고정되어 있다.  볼록면인 경우에, 가상 피봇 포
인트는 가공소재 표면위로 위치할 것이고 여기서 오목면인 경우에 가상 피봇 포인트는 가공소재 표면 아
래에 위치할 것이다.  비구면의 경우에, 가상 피봇 포인트는 연마되는 영역의 부분 곡면에 맞도록 변경될 
수 있다.

스핀들 암 제어기를 위한 MCOP는 스핀들 암이 선결된 위치에 남아있을 가상 피봇 포인트처럼 움직이게 한
다.  여기서 MCOP를 위한 입력은 다듬질되는 부분의 곡률 반경이다.  비구면의 경우에, 비구면 침하 공식
은 입력으로써 제공되어져야 한다.  가상 피봇 포인트는 세 개의 자유 각도를 가지는 공간에서 임의의 포
인트에 대해 가능한 모의 회전에 접근한다.  피봇 포인트는 일정(구면에 대해)할 수도 있고 또는 변수(비
구면에 대해)일 수도 있다.  모의 또는 가상 피봇 포인트 없이, 다수의 전용 기계는 단일 기계에서 얻어
질 수 있는 많은 임무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예 1

표 5는 표면 다듬질, 형태교정 및 dc 제거를 나타내는 FDFA를 사용하는 세 사이클 다듬질 공정의 결과를 
나타낸다.  가공소재는 Opticam(상표명) SX에서 발생되는 곡률 반경이 58㎜이고 직경이 40㎜인 구면 볼록 
퓨즈된 실리카 부품이다.

[표 5]

사이클 제거된 양 ㎛ 기간 n minute 형태 오류 ㎛ p-v 지면 조도 Å rms

초기 -- -- 0.31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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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dc 제거/다듬질 3.0 32 0.42 8

#2: 형태 교정 0.7 6 0.14 7

#3: dc 제거/형태 교
정

3.0 42 0.09 8

32분동안 지속된 제 1 사이클은 40Å에서 8Å rms(Zygo Maxim(상표명) 3D 광학 프로파일러, 필터를 사용
하지 않고 측정된것과같이)의 표면 조도를 감소하고 표면으로부터 3㎛로 균일하게 제거한다.  대칭적인 
표면 등상면 오차는 제거된 물질의 3㎛를 위해 0.11㎛의 증가로 고정된다.  제 2 사이클은 0.42㎛로부터 
0.14㎛까지 형태 오차를 줄인다.  이는 물질의 ∼0.7㎛의 반지름의 선택적 제거로 6분내에 얻어진다.  제 
3 사이클은 대칭 형태 오차를 0.09㎛로 더 줄이는 동안 물질의 부가적인 3㎛를 제거하는 실행을 한다.  
최종 지면 조도는 다시 8Å rms이다.

사이클 #2를 위한 Forbes/Dumas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일부가 도 18에 도시되어 있다.  초기, 예상 및 실
제 표면 형태 오차를 위한 인터페로그램은 도면의 상부에 도시되어 있다.  인터페로그램의 아래는 가장 
잘 맞는 구면에 비교되는 대칭 등상면 오차를 나타내는 반지름 부분을 나타내는 라인 스캔이다.  상기 형
태 교정 사이클은 표면 중앙에 있는 구멍을 없앰을 주의하라.  

예 2

표 6은 사이클 #2에서의 형태 교정과 사이클 #1에서의 표면 다듬질과 dc 제거를 나타내는 FDFA를 사용하
는 두 사이클의 다듬질 공정의 결과를 나타낸다.  가공소재는 Opticam(상표명) SM 상에 발생되는 곡률 반
경이 70㎜로부터 구면 이탈이 140㎛인 직경이 47㎜인 볼록 구면 BK7 유리이다. 

[표 6]

사이클 제거된 양 ㎛ 사이클 시간 min rms 조도 ss Å p-v 형태 ㎛

초기 --- --- 9400 6.42

#1: dc ssdd 제거/다
듬질 

12 100 10 4.40

#2: 형태 교정 4 40 10 0.86

100분동안 지속된 제 1 사이클은 표면으로부터 일정하게 12㎛를 제거하고, 9400Å으로부터 10Å rms(Zygo 
New View(상표명) 20× Mirau 광학 프로파일러로 측정되어진 것처럼)까지 지면 표면 조도를 감소시키고, 
표면하의 손상을 모두 제거한다.  대칭 표면 등상면 오차는 6.42㎛부터 4.40㎛까지 감소시킨다.  제 2 사
이클은 형태 오차를 4.40㎛부터 0.86㎛까지 떨어뜨린다.  이는 물질의 4㎛의 반지름상 선택적 제거를 40
분 동안 해서 얻어진다.  상기 최종 지면 조도는 10Å rms이다.

예 1과 예 2의 다듬질 공정은 기계적으로 고정된 피봇 포인트를 가지는 장치상에서 실행되어진다.  그러
나, 예 2의 가공소재는 비구면이고, 구면 형태로부터 140㎛ 이탈된다.  결과적으로, 캐리어 표면과 가공
소재 사이의 갭은 다듬질 작업동안 변한다.  다듬질 스폿은 비구면 표면을 초과하는 유효성내에서 변화하
지 않기 때문에 예 2는 가공소재와 캐리어 표면사이의 갭의 높이에 대한 다듬질 스폿의 무관성을 도시한
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자성유동 액체를 이용하여 가공소재 표면을 다듬질하는 방법에 있어서,

(a) 가공 소재 표면의 일부와 캐리어 표면 사이에서 한정되는 수렴 갭과 같은 연속적인 캐리어 표면 부근
에 가공소재를 위치시키는 단계;

(b) 상기 갭에서 자기장을 적용하는 단계;

(c) 캐리어 표면상의 자성유동 액체 소스로부터 자성 유동 액체를 두는 단계; 

(d) 걸죽해진 자성유동 액체가 가공소재 표면의 한 부분에서 물질 제거를 일으키고 인게이징하기 위한 임
시 다듬질 도구를 형성하는 작업 영역을 한정하는 상기 수렴 갭을 통해 흐르는 자기장과 같이 상기 가공 
소재를 지나는 캐리어 표면을 이동하는 단계;

(e) 선결된 각도로 상기 가공 소재 표면의 다른 부분을 선택적으로 다듬질하기 위한 선결된 시간 간격을 
위해 작업 영역으로 가공 소재의 상기 부분을 노출하기 위해 다른 것에 비해 작업 영역 또는 가공 소재를 
이동하는 단계:

(f) 상기 캐리어 표면으로부터 상기 갭을 통해 흐르는 자성유동 액체를 모으는 단계; 및

(g) 자성 유동 액체 소스로 (f) 단계에서 모아진 자성유동 액체를 되돌리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가공 소재 다듬질 방법.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캐리어 표면은 수직으로 방향진 휠의 림을 따라 연장되고, 상기 캐리어 표면을 이동하는 단계는 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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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회전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공소재 다듬질 방법.

청구항 3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캐리어 표면은 휠의 림을 포함하고, 상기 휠은 수평방향 축에 대해 회전가능하며, 상기 캐리어 표면
을 이동하는 단계는 축에 대해 휠을 회전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다듬질 방법. 

청구항 4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캐리어 표면은 굽힘가능 연속 벨트의 외부표면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다듬질 방법. 

청구항 5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캐리어 표면은 수평방향 디스크의 상부 표면을 포함하고, 상기 캐리어 표면을 이동하는 단계는 디스
크를 회전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다듬질 방법. 

청구항 6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캐리어 표면은 도넛형상 연마용 통의 바닥 표면을 포함하고, 상기 캐리어 표면을 이동하는 단계는 
통을 회전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다듬질 방법. 

청구항 7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자성유동 액체를 두는 상기 단계는 노즐로부터 자성 유동액체를 방출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다듬질 방법. 

청구항 8 

제 7 항에 있어서,

상기 노즐은 캐리어 표면의 이동 방향과 상기 캐리어 표면의 수직 방향인 상기 캐리어 표면으로 상기 자
성유동 액체를 방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다듬질 방법. 

청구항 9 

제 1 항에 있어서,

작업 영역의 형태를 변화시키기 위해 단계 (c) 다음에 상기 자성유동 액체의 흐름에 선결된 기하학적 형
태를 가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다듬질 방법. 

청구항 10 

제 1 항에 있어서,

자기장을 적용하는 상기 단계는 수렴 갭의 부근에서 프린지장을 최대화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다듬질 방법. 

청구항 11 

제 1 항에 있어서,

단계 (f)는 캐리어 표면으로부터 자성유동 액체를 모으기 위한 수집기를 사용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수집
기에서 자기장의 강도를 감소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다듬질 방법. 

청구항 12 

제 11 항에 있어서,

상기 수집기는 수집기내의 자기장의 강도를 감소하기 위해 자기적으로 보호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다듬
질 방법. 

청구항 13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단계 (c)는 노즐을 통해 자성유동 액체를 방출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노즐은 노즐내의 자성유동 액
체로의 자기장의 적용을 방지하기 위해 자기적으로 보호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다듬질 방법. 

청구항 14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단계 (c)는 작업 영역에 대해 가공소재를 회전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다듬질 방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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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5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가공소재는 피봇 연결된 가공소재 홀더 상에 장치되고, 상기 단계 (c)는 작업영역을 통한 가공소재 
표면을 쓸기위해 가공소재 홀더를 피봇 연결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다듬질 방법. 

청구항 16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단계 (e)는 평면상에서 가공소재를 이동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다듬질 방법. 

청구항 17 

제 16 항에 있어서,

상기 가공소재를 이동하는 단계는 자성유동 액체의 움직임 방향에 평행한 방향의 평면상에서 가공소재를 
이동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다듬질 방법. 

청구항 18 

제 16 항에 있어서,

상기 단계는 자성유동 액체의 이동 방향에 수직인 방향의 평면에서 가공소재를 움직이는 단계인 것을 특
징으로 하는 다듬질 방법. 

청구항 19 

제 1 항에 있어서,

단계 (f)에서 수집된 자성유동 액체의 점성률을 모니터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다름
질 방법. 

청구항 20 

제 19 항에 있어서,

상기 자성유동 액체의 점성률을 모니터하는 단계는 자성유동 액체가 일정한 유속으로 튜브를 지나 흐르도
록 하고, 튜브를 따라 두 지점에서 압력 강하를 측정하며, 선결된 수치와 압력 강하를 비교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다듬질 방법. 

청구항 21 

제 19 항에 있어서,

만약 자성유동 액체의 점성률을 모니터하는 상기 단계에서 상기 선결된 점성률 수준으로부터 변화가 검지
된다면 선결된 수준으로 자성유동 액체의 점성률을 조정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다
듬질 방법. 

청구항 22 

제 21 항에 있어서,

상기 자성유동 액체의 점성률을 조정하는 단계는 자성유동 액체에 캐리어 액체를 첨가하는 단계를 포함하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다듬질 방법. 

청구항 23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자성유동 액체는 초기에 선결된 pH 수준을 가지고, 모니터 단계를 더 포함하고, 단계 (f)에서 수집
된 자성유동 액체의 선결된 pH 수준을 유지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다듬질 방법. 

청구항 24 

제 23 항에 있어서,

상기 선결된 pH 수준은 7과 11 사이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다듬질 방법. 

청구항 25 

제 23 항에 있어서,

상기 선결된 pH 수준은 9와 11사이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다듬질 방법. 

청구항 26 

제 1 항에 있어서,

단계 (f)에서 수집된 자성유동 액체를 냉각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다듬질 방법. 

청구항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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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항에 있어서,

만약 상기 온도를 모니터하는 단계가 상기 선결된 온도 수준으로부터의 변화를 검지한다면 선결된 수준으
로 자성유동 액체의 온도를 조정하고 단계 (f)에서 수집된 자성 유동 액체의 온도를 모니터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다듬질 방법. 

청구항 28 

제 1 항에 있어서,

캐리어 표면으로부터 자성유동 액체를 수집함으로써 자성유동 액체의 퇴화를 방지하는 단계와 캐리어 표
면상의 자성유동 액체를 두기전에 대기에 노출되는 것을 제한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다듬질 방법. 

청구항 29 

제 1 항에 있어서,

자기장에서 집적되고 단계 (f)에서 수집된 자성유동 액체를 재균질화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다듬질 방법. 

청구항 30 

제 29 항에 있어서,

상기 자성유동 액체를 재균질화하는 단계는 거기에 집적된 입자를 흩뜨리기 위한 힘을 가지는 탱크로 상
기 자성유동 액체를 방출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다듬질 방법. 

청구항 31 

제 29 항에 있어서,

상기 자성유동 액체의 재균질화 단계는 상기 자성유동 액체를 활성화시키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다듬질 방법. 

청구항 3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자성유동 액체는 자성유동 액체의 pH가 7과 11사이일 때 물같은 캐리어 액체와 비콜로이드 자성 입
자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다듬질 방법. 

청구항 33 

제 32 항에 있어서,

상기 자성유동 액체의 pH는 9와 11사이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다듬질 방법. 

청구항 34 

자성유동 액체를 사용하여 가공소재를 다듬질하는 장치에 있어서,

연속적으로 이동가능한 캐리어 표면;

캐리어 표면상에 자성유동 액체 소스로부터 자성유동 액체를 두기위한 노즐;

그들 사이 수렴 갭을 한정하기 위한 캐리어 표면 부근의 가공소재 표면의 일부를 위치하고 가공소재를 고
정하기 위한 가공소재 홀더;

가공소재 표면의 일부에서 물질 제거를 일으키고 인게이징하기 위한 임시 다듬질 기구를 만들기 위해 상
기 갭을 통해 흐르는 자성유동 액체를 걸죽하게 하기 위해 상기 갭에서 자기장을 적용하는 자석;

선결된 각도로 상기 가공소재 표면의 상기 일부를 선택적으로 다듬질하기 위한 선결된 시간 주기동안 작
업영역으로 가공소재 표면의 다른 부분을 노출시키기 위한 다른 것에 대해 작업영역이나 가공소재를 이동
하기 위한 수단;

캐리어 표면으로부터 갭을 통해 흐른 자성유동 액체를 수집하기 위한 수집기; 및

자성유동 액체 소스로 자성유동 액체를 선회시키기 위한 재선회 수단을 포함하고 , 상기 캐리어 표면은 
상기 갭을 통해 흐르는 자성유동 액체와 같이 상기 가공소재를 지나 이동가능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다듬
질 장치. 

청구항 35 

제 34 항에 있어서,

상기 캐리어 표면은 수직으로 방향진 휠의 외부 림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다듬질 장치. 

청구항 36 

제 35 항에 있어서,

상기 캐리어 표면은 수평으로 방향진 축에 대해 회전가능한 휠의 외부 림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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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듬질 장치. 

청구항 37 

제 36 항에 있어서,

상기 휠은 비자성 물질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다듬질 장치. 

청구항 38 

제 36 항에 있어서,

상기 캐리어 표면은 림의 폭을 가로질러 볼록하게 구부러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다듬질 장치. 

청구항 39 

제 36 항에 있어서,

상기 캐리어 표면은 구면 섹션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다듬질 장치. 

청구항 40 

제 36 항에 있어서,

상기 캐리어 표면은 실린더형 형태를 가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다듬질 장치. 

청구항 41 

제 34 항에 있어서,

수집기에 의해 수집된 자성유동 액체의 점성률을 모니터하는 점성률 모니터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다듬질 장치. 

청구항 42 

제 41 항에 있어서,

상기 점성률 모니터는 일정한 유속으로 자성유동 액체를 전송하기 위한 튜브, 튜브를 따라 두 지점사이의 
압력 저하를 측정하기 위한 압력 센서 및 선결된 수치에 대하여 압력 저하를 비교하기 위한 수단을 포함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다듬질 장치. 

청구항 43 

제 41 항에 있어서,

만약 선결된 점성률 수준으로부터의 변화가 점성률 모니터에 의해 검지된다면 선결된 수준으로 자성유동 
액체의 점성률을 조정하기 위해 수집기에 의해 수집된 자성유동 액체에 캐리어 액체를 첨가하는 드리퍼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다듬질 장치. 

청구항 44 

제 34 항에 있어서,

수집기에 의해 수집된 자성유동 액체를 냉각하기 위한 냉각 수단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다듬
질 장치. 

청구항 45 

제 34 항에 있어서,

수집기에 의해 수집된 자성유동 액체를 재균질화하기 위한 믹서를 더 포함하고, 자기장 영역에서 집적되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다듬질 장치. 

청구항 46 

제 45 항에 있어서,

상기 믹서가 교반기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다듬질 장치. 

청구항 47 

제 34 항에 있어서,

작업 영역의 형태를 변화시키기 위해 갭에 들어가는 자성유동 액체로 선결된 기하학적 형태를 가하기 위
한 수단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다듬질 장치. 

청구항 48 

제 47 항에 있어서,

형태를 더하기 위한 상기 수단은 상기 캐리어 표면을 연결하는 스크레이퍼를 포함하고, 상기 스크레이퍼
는 자성유동 액체의 흐름을 위한 입구를 가지며, 상기 입구는 상기 선결된 기하학적 형태에 따르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다듬질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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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49 

제 34 항에 있어서,

상기 자석은 수렴 갭의 부근에서 프린지장을 최대화하기 위해 형성된 극편을 가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다듬질 장치. 

청구항 50 

제 34 항에 있어서,

상기 수집기는 수집기내의 자성유동 액체로 자기장의 적용을 금지하기 위해 상기 수집기를 자기적으로 보
호하기 위한 연자성 물질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다듬질 장치. 

청구항 51 

제 50 항에 있어서,

상기 수집기는 그것으로부터 자성유동 액체의 제거를 증진하기 위해 상기 캐리어 휠을 연결하기 위한 스
크레이퍼 부분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다듬질 장치. 

청구항 52 

제 51 항에 있어서,

상기 스크레이퍼는 컵과 같은 형태를 가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다듬질 장치. 

청구항 53 

제 34 항에 있어서,

상기 노즐은 노즐내의 자성유동 액체로 자기장의 적용을 막기 위해 상기 노즐을 자기적으로 보호하기 위
한 연자성 물질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다듬질 장치. 

청구항 54 

제 34 항에 있어서,

상기 자석은 극편을 포함하고, 이때 상기 수집기는 상기 노즐보다 상기 극편으로부터 더 멀리 떨어져 위
치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다듬질 장치. 

청구항 55 

제 34 항에 있어서,

작업 영역에 대해 가공소재를 회전하기 위한 수단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다듬질 장치. 

청구항 56 

제 34 항에 있어서,

상기 가공소재는 작업 영역을 지나는 가공소재의 표면을 쓸기위해 채택된 피봇 연결된 가공소재 홀더상에 
장치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다듬질 장치. 

청구항 57 

제 34 항에 있어서,

평면상에서 가공소재를 움직이기 위한 수단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다듬질 장치. 

청구항 58 

제 34 항에 있어서,

상기 자석은 지지 베이스상에 설치되고, 여기서 상기 지지 베이스는 가공소재에 대해 회전가능한 것을 특
징으로 하는 다듬질 장치. 

청구항 59 

비콜로이드 자성 입자와 물같은 캐리어 액체를 포함하고, 자성유동 액체의 pH가 7과 11사이인 것을 특징
으로 하는 자성유동 액체. 

청구항 60 

제 59 항에 있어서,

자성유동 액체의 pH는 9와 11사이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자성유동 액체. 

청구항 61 

제 59 항에 있어서,

알칼리성의 버퍼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자성유동 액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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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62 

제 61 항에 있어서,

상기 알칼리성 버퍼는 Na2CO3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자성유동 액체.

청구항 63 

제 59 항에 있어서,

상기 비콜로이드 자성 입자는 카르보닐기 철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자성유동 액체. 

청구항 64 

제 59 항에 있어서,

연마제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자성유동 액체. 

청구항 65 

제 64 항에 있어서,

상기 연마제는 CeO2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자성유동 액체. 

청구항 66 

제 65 항에 있어서,

상기 연마제는 CeO2이고 나노다이아몬드 입자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자성유동 액체. 

청구항 67 

제 65 항에 있어서,

5.7 체적%의 CeO2 연마제, 36.05 체적%의 카르보닐기 철, 55.11 체적%의 물, 2.41 체적%의 글리세롤 및 

0.74 체적%의 Na2CO3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자성유동 액체. 

청구항 68 

자성유동 액체를 이용하여 가공소재 표면을 다듬질하는 방법에 있어서,

수평 축에 대해 휠을 회전하는 단계;

캐리어 표면과 가공소재 표면의 한 부분 사이에 존재하는 갭과 같이 캐리어 표면 부근에 가공소재를 위치
하는 단계;

상기 갭에 자기장을 적용하는 단계;

캐리어 표면에 의해 운반되는 걸죽해진 자성유동 액체와 같이 이동 캐리어 표면상에 자성유동 액체를 두
는 단계; 및

선결된 각도로 상기 가공소재의 상기 부분을 다듬질하기 위해 선결된 시간 주기를 위한 작업 영역으로 가
공소재 표면의 다른 부분을 노출하기 위해 작업 영역에 대해 가공소재를 이동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상기 휠은 이동 캐리어 표면을 한정하는 외부 림을 포함하고, 상기 자성유동 액체의 일부는 가공소재 표
면의 부분상에 물질 제거를 일으키고 인게이징하기 위한 임시 다듬질 기구를 형성하는 작업 영역을 한정
하는 상기 갭을 통해 흐르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공소재를 다듬질하는 방법. 

청구항 69 

제 68 항에 있어서,

가공소재를 다듬질하여 다시 사용하기 위한 캐리어 표면으로부터 가공소재를 지나 이동되는 자성유동 액
체를 수집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다듬질 방법.

청구항 70 

제 68 항에 있어서,

상기 자성유동 액체를 두는 단계는 노즐로부터 자성유동 액체를 방출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다듬질 방법.

청구항 71 

제 70 항에 있어서,

상기 노즐은 캐리어 표면의 이동 방향과 상기 캐리어 표면에 접하는 방향인 상기 캐리어 표면상으로 상기 
자성유동 액체를 방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공소재 표면 다듬질 방법.

청구항 72 

제 68 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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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영역의 형태를 변화시키기 위해 가공소재 표면의 상기 자성유동 액체의 아랫방향 흐름에 선결된 기
하학적 형태를 가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공소재 표면 다듬질 방법.

청구항 73 

제 68 항에 있어서,

상기 자기장을 적용하는 단계는 갭의 부근에서 프린지장을 최대화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가공소재 표면 다듬질 방법.

청구항 74 

제 68 항에 있어서,

가공소재를 다듬질하여 다시 사용하기위해 캐리어 표면으로부터 가공소재를 지나 흐른 자성유동 액체를 
수집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고, 여기서 상기 자성유동 액체를 수집하는 단계는 캐리어 표면으로부터 자성
유동 액체를 수집하기위해 캐리어 표면에 대해 컵류 수집기의 표면을 인게이징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공소재 표면 다듬질 방법.

청구항 75 

제 74 항에 있어서,

상기 수집기는 수집기에서 자기장의 강도를 감소하기 위해 자기적으로 보호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공
소재 표면 다듬질 방법.

청구항 76 

제 68 항에 있어서,

상기 자성유동 액체를 두는 단계는 노즐을 통해 자성유동 액체를 방출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상기 노즐은 
노즐내의 자성유동 액체에 자기장의 적용을 막기위해 자기적으로 보호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공소재 
표면 다듬질 방법.

청구항 77 

제 68 항에 있어서,

작업 영역에 대해 가공소재를 회전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공소재 표면 다듬질 방
법.

청구항 78 

제 68 항에 있어서,

상기 가공소재는 피봇연결된 가공소재 홀더상에 설치되고, 상기 가공소재를 움직이는 단계는 작업 영역을 
통해 가공소재의 표면을 쓸기위해 가공소재 홀더를 피봇연결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
공소재 표면 다듬질 방법.

청구항 79 

제 68 항에 있어서,

상기 가공소재를 움직이는 단계는 평면으로 가공소재를 움직이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공소재 표면 다듬
질 방법.

청구항 80 

제 79 항에 있어서,

상기 가공소재를 움직이는 단계는 자성유동 액체의 이동 방향에 대해 평행한 평면에서 가공소재를 움직이
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공소재 표면 다듬질 방법.

청구항 81 

제 79 항에 있어서,

상기 단계는 자성유동 액체의 이동 방향에 대해 수직인 평면에서 가공소재를 움직이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가공소재 표면 다듬질 방법.

청구항 82 

제 68 항에 있어서,

가공소재를 다듬질하여 재사용하기 위해 캐리어 표면으로부터 가공소재를 지나 흐른 자성유동 액체를 수
집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고, 수집된 자성유동 액체의 점성률을 모니터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가공소재 표면 다듬질 방법.

청구항 83 

제 82 항에 있어서,

상기 자성유동 액체의 점성률을 모니터하는 단계는 자성유동 액체가 일정한 유속으로 튜브를 지나 흐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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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하고, 튜브를 따라 두 지점에서의 압력 저하를 측정하고, 선결된 수치와 압력 저하를 비교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공소재 표면 다듬질 방법.

청구항 84 

제 82 항에 있어서,

만약 상기 자성유동 액체의 점성률을 모니터하는 단계가 상기 선결된 점성률 수준으로부터 변화를 검지한
다면, 선결된 수준으로 자성유동 액체의 점성률을 조정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공
소재 표면 다듬질 방법.

청구항 85 

제 84 항에 있어서,

상기 자성유동 액체의 점성률을 조정하는 단계는 자성유동 액체에 캐리어 액체를 첨가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공소재 표면 다듬질 방법.

청구항 86 

제 68 항에 있어서,

만약 온도를 모니터하는 단계가 선결된 온도 수준으로부터 변화를 검지한다면 선결된 수준에 자성유동 액
체의 온도를 조정하고 수집된 자성유동 액체의 온도를 모니터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고 가공소재를 다듬질
하여 재사용하기 위해 캐리어 표면으로부터 가공소재를 지나 흐른 자성유동 액체를 수집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공소재 표면 다듬질 방법.

청구항 87 

제 68 항에 있어서,

가공소재를 다듬질하여 재사용하기 위해 캐리어 표면으로부터 가공소재를 지나 흐른 자성유동 액체를 수
집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고, 자기장에 집적되는 수집된 자성유동 액체를 재균질화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공소재 표면 다듬질 방법.

청구항 88 

제 87 항에 있어서,

상기 자성유동 액체를 재균질화하는 단계는 집적된 입자를 흩뜨리는 힘을 가지는 탱크로 상기 액체를 방
출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공소재 표면 다듬질 방법.

청구항 89 

자성유동 액체를 이용하여 가공소재 표면을 다듬질하는 장치에 있어서,

수평축에 대해 회전가능한 수직 휠;

휠이 회전할 때 자성유동 액체가 캐리어 표면에 의해 운반되는 것과 같이 캐리어 표면상에 자성유동 액체 
소스로부터 자성유동 액체를 두기 노즐;

휠이 회전할 때 캐리어 표면은 상기 갭을 통해 자성유동 액체를 운반하는 가공소재를 지나 이동되고, 갭
을 가지는 캐리어 표면부근에서 가공소재 표면의 일부를 위치시키고 가공소재를 고정하기 위한 가공소재 
홀더;

가공소재 표면의 일부에서 물질 제거를 유발하고 인게이징하기 위한 액체에서 다듬질 작업 영역을 만드는 
상기 갭을 통해 흐르는 자성유동 액체를 걸죽하게 하기 위해 상기 갭에 자기장을 적용하기 위한 자석;

선결된 각도로 상기 가공소재 표면의 상기 일부를 다듬질하기 위해 선결된 시간 주기동안 작업 영역에 가
공소재 표면의 다른 부분을 노출하기 위해 작업 영역에 대해 가공소재를 움직이는 수단; 및

자성유동 액체 소스로 자성유동 액체를 선회하고 캐리어 표면으로부터 갭을 통해 흐른 자성유동 액체를 
수집하기 위한 수집기를 포함하고, 상기 휠은 캐리어 표면을 한정하는 외부 림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공소재 표면 다듬질 장치.

청구항 90 

제 89 항에 있어서,

상기 휠은 비자성 물질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공소재 표면 다듬질 장치.

청구항 91 

제 89 항에 있어서,

상기  캐리어  표면은  림의  폭을  가로질러  볼록하게  굴곡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공소재  표면  다듬질 
장치.

청구항 92 

제 89 항에 있어서,

상기 캐리어 표면은 구면 섹션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공소재 표면 다듬질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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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93 

제 89 항에 있어서,

상기 캐리어 표면은 실린더형 형태를 가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공소재 표면 다듬질 장치.

청구항 94 

제 89 항에 있어서,

수집기에 의해 수집된 자성유동 액체의 점성률을 모니터하기 위한 점성률 모니터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가공소재 표면 다듬질 장치.

청구항 95 

제 94 항에 있어서,

상기 점성률 모니터는 일정한 유속으로 자성유동 액체를 전송하기 위한 튜브, 상기 튜브를 따라 두 지점
사이의 압력 저하를 측정하기 위한 압력 센서 및 선결된 수치와 압력 저하를 비교하기 위한 수단을 포함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공소재 표면을 다듬질하는 다듬질 장치.

청구항 96 

제 94 항에 있어서,

만약 선결된 점성률 수준으로부터 점성률 모니터에 의해 변화가 검지된다면 선결된 수준으로 자성유동 액
체의 점성률을 조정하기 위해 수집기에 의해 수집된 자성유동 액체로 캐리어 액체를 첨가하는 드리퍼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공소재 표면 다듬질 장치.

청구항 97 

제 89 항에 있어서,

수집기에 의해 수집된 자성유동 액체를 냉각하기 위한 냉각 수단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공
소재 표면 다듬질 장치.

청구항 98 

제 89 항에 있어서,

자기장에서 집적되고 수집기에 의해 수집된 자성유동 액체를 재균질화하기 위한 믹서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공소재 표면 다듬질 장치.

청구항 99 

제 98 항에 있어서,

상기 믹서가 교반기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공소재 표면 다듬질 장치.

청구항 100 

제 89 항에 있어서,

작업 영역의 형태를 변화시키기 위해 갭으로 들어가는 자성유동 액체로 선결된 기하학적 형태를 가하기 
위한 수단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공소재 표면 다듬질 장치.

청구항 101 

제 100 항에 있어서,

형태를 더하기 위한 상기 수단은 자성유동 액체의 이동을 허용하기 위한 입구를 가지는 스크레이퍼를 포
함하고, 상기 입구는 상기 선결된 기하학적 형태에 따르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공소재 표면 다듬질 장
치.

청구항 102 

제 89 항에 있어서,

상기 자석은 갭 부근에서 프린지장을 최대화하기 위해 형성된 극편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공
소재 표면 다듬질 장치.

청구항 103 

제 89 항에 있어서,

상기 수집기는 수집기에서 자성유동 액체로 자기장의 적용을 방지하기 위해 상기 수집기를 자기적으로 보
호하기 위한 연자성 물질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공소재 표면 다듬질 장치.

청구항 104 

제 89 항에 있어서,

상기 수집기는 자성유동 액체의 제거를 증진하기 위한 상기 캐리어 휠을 인게이징하기 위한 스크레이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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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공소재 표면 다듬질 장치.

청구항 105 

제 104 항에 있어서,

상기 스크레이퍼 부분은 컵과같은 형태를 가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공소재 표면 다듬질 장치.

청구항 106 

제 89 항에 있어서,

상기 노즐은 노즐내의 자성유동 액체로 자기장의 적용을 방지하기 위해 상기 노즐을 자기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연자성 물질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공소재 표면 다듬질 장치.

청구항 107 

제 89 항에 있어서,

작업 영역에 대해 가공소재를 회전하는 수단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공소재 표면 다듬질 장
치.

청구항 108 

제 89 항에 있어서,

상기 가공소재는 작업 영역을 지나 가공소재의 표면을 쓸기위해 피봇 연결된 가공소재 홀더상에 장치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공소재 표면 다듬질 장치.

청구항 109 

제 89 항에 있어서,

평면으로 가공소재를 이동하기 위한 수단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공소재 표면 다듬질 장치.

청구항 110 

제 89 항에 있어서,

상기 자석은 지지 베이스 상에 설치되고 여기서 상기 지지 베이스는 회전가능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공
소재 표면 다듬질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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