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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대략 300㎏/㎟ 내지 800㎏/㎟의 비커스 경도를 갖는 충전제를 포함하는 금속 본드에 관한 것으
로, 상기 충전제는 700℃ 이상의 온도에서 대략 10분 이상 동안 본드를 가열할 때, 300㎏/㎟ 이상의 비커
스 경도를 유지한다. 또한, 본 발명은 금속 코어와, 그 금속 코어에 접착된 상기 금속 본드와 다이아몬드
를 포함하는 연마제 조성물을 포함하는 연삭 도구에 관한 것이다.

명세서

[발명의 명칭]

금속 본드, 연삭 도구 및 연삭 방법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배경

본 발명은 본드에 사용되는 충전제(filler)의 경도 등의 기계적 특성을 유지하면서 보다 높은 온도에서 
가공하는 금속 본드(metal bond)에 관한 것이다. 또한, 본 발명은 그 금속 본드로 만든 연삭 도구에 관한 
것이다.

기술 개요

금속  본드로  접착된  다이아몬드  연마제  그라인딩  휠(grinding  wheel)은  유리의  가장자리  연삭에 
사용된다. 이러한 그라인딩 휠은 통상 금속 코어(core)에 도포된 금속 본드로 접착된 다이아몬드 연마제
를 포함한다. 휠을 생산하기 위해서 금속 본드된 다이아몬드 연마제는 핫프레싱(hot-pressing) 또는 핫코
이닝(hot-coining) 공정에 의해 금속 코어에 접착된다.

다이아몬드 연마제를 함유하는 금속 본드는 몇몇 금속들과 스틸(steel) 충전제으 혼합물을 함유한다. 금
속 본드의 조성물은 절삭 효율 및 휠 수명 양자 모두를 최적화시키도록 선택되어져야 한다. 휠 수명을 증
가시키기 위해서, 본드는 가공 후 기공이 거이 없거나 전혀 없는 본드와 높은 경도를 가진 충전제를 함유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소정 길이의 유리 가장자리를 연삭할 수 있는 속도의 척도인 절단 효율을 향상시
키기 위해서, 본드는 구리-티타늄 상(copper-titanium phase) 등의 소정의 경도 상(hardness phase)을 함
유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상기 구리-티타늄 상은 본드가 내구성을 갖도록 해주는 한편 주기적으로 파쇄되
어 무뎌지거나 마모된 연마제를 배출시키는 본드의 능력을 향상시켜서 절단 효율이나 연마 속도를 증가시
킨다.

그라인딩 휠에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스틸 충전제는 합금강이다. 이러한 충전제는 최적화된 절삭 효율 및 
휠 수명의 양자 모두를 가진 휠을 생성할 수 없다. 그 이유는 이러한 합금강은 가공전에 300 내지 700㎏/
㎟의 경도를 가지며, 이 경도가 충전제가 첨가되는 금속 본드로 접착된 다이아몬드 연마제가 최종 생성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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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부터 기공을 제거하기 위해 필요한 고온으로 핫프레싱될 때 감소되기 때문이다. 금속 본드로 접착된 다
이아몬드 연마제가 상기 스틸 충전제의 경도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저온으로 핫프레싱될때는 최종 생성
물내의 기공이 제거되지 않는다. 이러한 기공은 저온에서는 더높은 핫프레싱 압력을 사용함으로써만 제거
될 수 있으며, 이는 흑연 핫프레싱 금형의 수명을 감소시키고 가공 비용을 상승시킨다.

금속 본드로 접착된 다이아몬드 연마제의 저온에서의 가공의 또다른 단점은 본드가 주기적으로 파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무뎌지거나 마모된 연마제를 방출하는 본드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구리-티타늄 상과 같은 
소정의 브리틀(brittle) 상이 없다는 것이다. 이 상은 고온에서 형성되는 경향이 있으며, 이러한 온도에
서는 형성되지 않거나 낮은 농도로 형성됨으로써 절단효율을 감소시킨다.

따라서, 본 발명의 목적은 휠에 통합될 수 있으며, 휠 수명과 절단 효율 양자 모두를 증가시킬 수 있는 
금속 본드를 생성하는 것이다.

발명의 요약

본 발명은 700℃ 이상의 온도에서 대략 10분 이상 본드를 가열할 때, 충전제의 비커스 경도가 300㎏/㎟ 
이상을 유지하는 충전제를 함유하는 금속 본드에 관한 것이다. 또한, 본 발명은 금속 코어와, 상기 금속 
코어에 접착되면서 다이아몬드와 상술한 금속 본드를 포함하는 연마제 조성물을 포함하는 연삭도구에 관
한 것이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은 충전제를 포함하는 금속 본드에 관한 것이다. 충전제를 포함하는 금속 본드는 구리, 티타늄, 
은 및 탄화텅스텐을 추가로 포함할 수 있다. 상기 충전제는 본드를 가열하기 전에 대략 300㎏/㎟ 내지 대
략 800㎏/㎟의 비커스 경도를 갖는 충전제인 것이 바람직하며, 본드를 가열하기 전에 대략 300㎏/㎟ 내지 
대략 700㎏/㎟의 비커스 경도를 갖는 충전제인 것이 더욱 바람직하며, 본드를 가열하기 전에 대략 300㎏/
㎟ 내지 대략 600㎏/㎟의 비커스 경도를 갖는 충전제인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상기 충전제는 금속 본드 
내에서 바람직하게는 700℃를 초과한 온도에서 대략 10분이상 가열할 때 300㎏/㎟ 이상의 비커스 경도를 
유지하고, 더욱 바람직하게는 750℃를 초과한 온도에서 대략 10분 이상 가열할 때 300㎏/㎟ 이상의 비커
스 경도를 유지하며, 가장 바람직하게는 800℃를 초과한 온도에서 대략 10분 이상 가열할 때 300㎏/㎟ 이
상의 비커스 경도를 유지하기 때문에, 금속 본드에 상기 충전제를 사용하는 것은 유용한 것이다.

상기 충전제는 세라믹, 금속 또는 그들의 혼합물일 수 있다. 충전제는 스틸인 것이 바람직하다. 스틸 충
전제는  스틸을  상승된  온도에  및  감소된  기압에  놓음으로써  환원된다.  상기  스틸  충전제는  대략  Co 
5.1wt%, Cr 4.1wt%, V 4.9wt%, W 12.2wt%, Mn 0.34wt%, Si 0.24wt%, C 1.43wt%, S 0.02wt%와 나머지 부분
이 Fe인 조성을 갖는 T15강인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 탄화물 매크로조성물(carbide  macro  compoite)에 
T15강을 사용하는 것은 WO-A-92 14 853호에 개시되어 있다.

충전제는 총 금속 본드의 대략 10 내지 대략 70 부피%인 것이 바람직하며, 총 금속 본드의 대략 20 내지 
대략 60 부피%인 것이 더욱 바람직하며, 총 금속 본드의 대략 30 내지 대략 55 부피%인 것이 가장 바람직
하다. 상기 충전제의 평균 입자크기는 대략 1 내지 대략 400미크론인 것이 바람직하며, 대략 10 내지 대
략 180미크론인 것이 더욱 바람직하며, 대략 20 내지 대략 120미크론인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본드는 구리 및 은을 추가로 포함할 수 있다. 본드는 충전제에 부가하여 총 본드 조성물에 대해 대략 20 
내지 52 부피%의 은 및  대략 1 내지 14 부피%의 구리를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대략 20 내지 45 부
피%의 은 및 대략 5 내지 12.5 부피%의 구리를 포함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며, 대략 21 내지 41 부피%의 
은 및 대략 8 내지 11.5부피%의 구리를 포함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총 본드 조성물은 충전제, 금속 
및 본드 중에 있는 기타 첨가제를 함유한다. 본드는 티타늄 및 탄화텅스텐을 추가로 포함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 본드는 대략 5 내지 대략 50 부피%의 티타늄 및 대략 0.5 내지 대략 25부피%의 탄화텅스텐을 포
함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고, 대략 5내지 대략 30부피%의 티타늄 및 대략 5 내지 대략 20 부피%의 탄화 
텅스텐을 포함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가열 이후의 본드는 대략 2 내지 대략 60 부피%의 구리-티타늄 
상을 함유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대략 2 내지 대략 50 부피%의 구리-티타늄 상을 함유하는 것이 더욱 바
람직하며, 대략 5 내지 대략 35 부피%의 구리-티타늄 상을 함유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상기 본드는 연삭 도구의 형성에 사용된다. 상기 연삭 도구는 금속 코어와, 상기 금속 코어에 접착되면서 
상기 금속 본드와 연마제를 포함하는 연마제 조성물을 포함한다. 사용되는 금속 코어의 형상은 수행될 기
능에 의해서 결정된다. 예를들면, 선택된 실시예에서 연삭도구는 유리의 가장자리의 끝처리를 위한 가장
자리 가공 휠(edging wheel)이다. 금속 코어는 고리 형상이며, 그 금속 코어의 외주(outer 
circumference)에 연마제 조성물이 도포된다. 금속 코어는 예를들면 단조(forging), 기계 가공 및 주조
(casting) 등의 본 기술 분야의 숙련자들에게 공지된 방법에 의해서 성형될 수 있다.

연마제 조성물은 연마제와 상술한 금속 본드의 혼합물이다. 연마제는 총 연마제 조성물의 대략 5 내지 대
략 50 부피%인 것이 더욱 바람직하며, 총 연마제 조성물의 대략 5 내지 대략 35 부피%인 것이 더욱 바람
직하며, 총 연마제 조성물의 대략 5 내지 대략 20 부피%인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사용될 수 있는 연마제
는 예를들면 다이아몬드, 입방 질화 붕소(cubic boron nitride). 졸-겔(sol-gel) 알루미나, 용융 알루미
나, 탄화 규소, 플린트(flint), 석류석(garnet) 및 버블(bubble) 알루미나를 포함한다. 연삭 도구는 이들 
연마제 중 하나 이상을 함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연마제는 다이아몬드인 것이 바람직하다. 연마제 입자
의 크기는 연삭 도구의 용도나 기능에 기초하고 있으며, 때때로 하나 이상의 입자 크기를 갖는 연삭 도구
가 바람직하다. 상기 본드는 총 연마제 조성물의 대략 50 내지 대략 95 부피%인 것이 바람직하며, 총 연
마제 조성물의 대략 65 내지 95 부피%인 것이 더욱 바람직하며, 총 연마제 조성물의 대략 80 내지 95 부
피%인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연마제 조성물은 본 기술분야의 숙련자들에게 공지되어 있는 종래의 혼합 방법에 의해서 혼합된다. 그후, 
연마제 조성물의 혼합물은 본 기술 분야의 숙련자들에게 공지되어 있는 가공방법에 의해서 금속 코어에 
접착된다. 연마제 조성물은 금속 코어에 대해 가압되면서 연마제 조성물을 소결하도록 금속 코어와 함께 
핫프레싱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것이 상기 코어와 연마제 조성물 사이에 화학적, 기계적 접합을 발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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킨다. 상기 휠은 대략 700℃ 이상의 온도에서 핫프레싱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대략 750℃ 이상의 온도에
서 핫프레싱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며, 대략 800℃ 이상의 온도에서 핫프레싱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상기 휠은 대략 562㎏/c㎡(4tons/in
2
) 이하의 압력에서 핫프레싱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대략 

492㎏/c㎡(3.54tons/in
2
)  이하의  압력에서  핫프레싱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며,  대략 422㎏/c㎡

(34tons/in
2
) 이하의 압력에서 핫프레싱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또한, 본 발명은 연삭도구를 사용하여 유리를 연삭하는 방법을 포함한다. 상기 방법은 금속 코어와, 그 
금속 코어에 접착된 금속 본드와 다이아몬드를 포함하는 연마제 조성물을 가지는 연삭 도구로 유리편의 
가장자리를 연삭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상기 금속 본드는 대략 300㎏/㎟내지 대략 800㎏/㎟ 비커스 경도
를 가지는 충전제를 포함하며, 상기 충전제는 대략 700℃ 이상의 온도에서 대략 10분 이상 가열할 때, 그 
비커스 경도가 대략 300㎏/㎟ 이상으로 유지된다.

유리편은 판 유리인 것이 바람직하며, 상기 유리는 본 기술 분야의 숙련자들에게 공지된 방법에 의해서 
연삭된다. 가장자리는 대략 0.102 내지 대략 1.270㎝(대략 0.040 내지 대략 0.500 in)의 두께인 것이 바
람직하며, 대략 0.102 내지 대략 0.813㎝(대략 0.040 내지 0.320 in)의 두께인 것이 더욱 바람직하며, 대
략 0.102 내지 대략 0.635㎝(대략 0.040 내지 대략 0.250 in)의 두께인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유리의 가
장자리는 대략  8.9㎝/sec(대략  3.5  in/sec)  이상의  선속도로 연삭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대략 11.4㎝
/sec(대략  4.5  in/sec)  이상의  선속도로  연삭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며,  대략  14㎝/sec(대략  5.5 
in/sec) 이상의 선속도로 연삭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본 기술분야의 숙련자들이 본 발명의 실시를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에 실시예를 설명하고 있으
며, 이는 예시를 위한 것이고 제한적인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니다. 본 기술 분야에서 공지된 부가적인 배
경 기술은 본 명세서에 인용되어 있는 참고문헌 및 특허에 개시되어 있으며, 이들은 본 명세서에 참조되
어 있다.

제 1 실시예

25.5㎝(10.040in)×1.57㎝(0.620in)×19.13㎝(7.530in)의 치수를 갖는 금속 본드된 다이아몬드 유리 가장
자리 가공 휠을 제조하였다. 시중에서 입수할 수 있는 T15강 분말을 공급자를 통해서 입수하였다. 그 T15
강 분말을 30/40 U.S. 메쉬 스크린(mesh screen)을 통과시켜 걸러서 박편을 제거하였다. 그후, 그 T15강 
분말을 수소와 질소의 조절된 분위기에서 200℃ 오븐에서 6시간 동안 환원시켰다. 다음에, 그 T15강을 표 
1에 나타낸 또다른 성분들과 함께 혼합시켰다.

[표 1]

그후, 16/18 U.S. 메쉬 스크린을 통과시켜 걸러서 응집물을 분쇄하였다. 그후, 그 본드를 180 그릿(grit) 
크기의 다이아몬드 연마제 16.5g과 함께 혼합하고, 바코펜(Bachofen)사에 의해 제작된 튜블라 오비탈 믹
서(Turbula Orbital mixer)에서 대략 5분동안 혼합하였다. 탈그리스(de-greasing) 용액을 사용하여 그 예
비 형성품 및 스틸 코어의 그리스를 제거하여, 스틸 코어와 연마제 조성물 사이에 결합을 방해할 수 있는 
오물과 오일을 제거하였다. 그 예비형성물 및 코어를 건조시킨 후, 연마제 조성물(다이아몬드-금속 본드 
혼합물)을 캐버티(cavity)에 붓고 레벨링(leveling)하였다. 그 스틸 고리를 캐버티의 상부에 놓고 2.722
㎏(3톤)의 압력을 적용하였다. 그후, 그 성형 조립품을 핫프레스에 넣고 4.536㎏(5톤)의 압력을 적용하였
다. 그후, 핫프레스의 온도를 820℃로 상승시켰다. 금형의 온도가 770℃에 도달하였을때, 온도를 계속 상
승시키면서 12.701㎏(28톤)의 핫프레스 압력을 가하였다.

그 성형 조립품을 공기중에서 실온까지 냉각시켰다. 그 조립품을 분리해놓고 휠을 최종 크기로 성형하였
다. 이는 측면을 기계가공하는 것과, 내부직경을 터닝(turning)하는 것과, 외부 직경을 터닝 및 연삭하는 
것과, 가장자리 연삭을 위한 주어진 깊이와 직경의 홈을 연삭하는 것을 포함한다.

제 2 실시예

제 1 실시예에 기재된 방법으로 제조된 시험 휠을 미국 일리노이주 시카고의 유니버설 슈퍼어브레시브 인

코포레이티드가 제조한 합금 강을 함유하는 비교용 휠, Zurite-X10L 과 비교하였다. 제 1 실시예에 기재
된 휠과 비교용 휠 양자를 미국 텍사스주 하우스톤의 선 툴 회사가 제작한 유리 가장자리 연삭기 상에서 
시험하였다. 사용된 휠은 직경이 10in였다. 그 결과를 표 2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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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본 실시예는 T15 강이 휠 수명과 절삭 효율 모두를 증가시킴을 보여준다.

제 3 실시예

제 1 실시예에 기재된 방법에 의해서 만든 테스트 휠을 미국 일리노이주 시카고의 유니버설 슈퍼어브레시

브 인코포레이티드가 제조한 합금강을 함유하는 비교용 휠, Zurite-X10L 과 비교하였다. 제 1 실시예에 
기재된 휠과 비교용 휠을 독일의 테크로글래스 회사가 제작한 유리 가장자리 연삭기 상에서 시험하였다. 
사용된 휠은 직경이 10in였다. 그 결과를 표 3에 나타내었다.

[표 3]

본 실시예는 T15 강은 동일한 절삭 효율에서 총 휠 수명을 증가시킴을 보여준다.

본 발명은 본 기술 분야의 숙련자들에 의해 본 발명의 범위와 정신을 벗어나지 않고 다양하게 변용될 수 
있다는 것은 명백하다. 따라서, 본 명세서에 첨부된 특허 청구의 범위는 상술한 바와 같은 상세한 설명에 
한정되지 않으며, 본 발명은 본 발명에 포함되는 특허성이 있는 신규한 모든 특징들과, 본 발명이 속하는 
본 기술 분야의 숙련자들에 의해서 동일한 것으로서 취급되는 모든 특징들을 포함하여 해석되어야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정정) 금속 코어와, 상기 금속 코어에 접착된 금속 본드와 다이아몬드를 포함하는 연마제 조성물을 포함
하고, 상기 금속 본드는 700℃ 이상의 온도에서 10분 이상 동안 가열할 때, 300㎏/㎟ 이상의 비커스 경도
를 유지하는 충전제를 포함하는 연삭 도구.

청구항 2 

(정정)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충전제는 상기 본드를 가열하기 이전에 300㎏/㎟ 내지 800㎏/㎟의 비커스 
경도를 갖는 연삭 도구.

청구항 3 

(정정)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금속 코어는 스틸(steel)인 연삭 도구.

청구항 4 

(정정)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연마제 조성물은 5 내지 50 부피%의 다이아몬드와, 50 내지 95 부피%의 금
속 본드를 포함하는 연삭 도구.

청구항 5 

(정정)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충전제는 스틸인 연삭 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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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6 

(정정) 제5항에 있어서, 상기 스틸 충전제는 T-15강인 연삭 도구.

청구항 7 

(정정)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충전제의 경도는 750℃ 이상의 온도에서 10분 이상 동안 상기 본드를 가열
할 때, 300㎏/㎟ 이상을 유지하는 연삭 도구.

청구항 8 

(정정) 제7항에 있어서, 상기 충전제의 경도는 800℃ 이상의 온도에서 10분 이상 동안 상기 본드를 가열
할 때, 300㎏/㎟ 이상을 유지하는 연삭 도구.

청구항 9 

(정정) 5 내지 50 부피%의 타타늄 금속과, 충전제를 포함하고, 상기 충전제의 경도는 700℃ 이상의 온도
에서 10분 이상 동안 상기 본드를 가열할 때, 300㎏/㎟ 이상을 유지하는 금속 본드.

청구항 10 

(정정) 제9항에 있어서, 상기 충전제는 상기 본드를 가열하기 이전에 300㎏/㎟ 내지 800㎏/㎟의 비커스 
경도를 갖는 금속 본드.

청구항 11 

(정정) 제9항에 있어서, 상기 충전제는 스틸인 금속 본드.

청구항 12 

(정정)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스틸 충전제는 T-15강인 금속 본드.

청구항 13 

(정정) 제9항에 있어서, 상기 충전제의 경도는 750℃ 이상의 온도에서 10분 이상 동안 상기 본드를 가열
할 때, 300㎏/㎟ 이상을 유지하는 금속 본드.

청구항 14 

(정정)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충전제의 경도는 800℃ 이상의 온도에서 10분 이상 동안 상기 본드를 가열
할 때, 300㎏/㎟ 이상을 유지하는 금속 본드.

청구항 15 

(정정) 금속 코어와, 상기 금속코어에 접착된 금속 본드와 다이아몬드를 갖는 연마제 조성물을 포함하는 
연삭 도구로 유리편의 가장자리를 연삭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상기 금속 본드는 700℃ 이상의 온도에서 
10분 이상 동안 상기 본드를 가열할 때, 300㎏/㎟ 이상의 비커스 경도를 유지하는 충전제를 포함하는 유
리 연삭 방법.

청구항 16 

(정정) 제15항에 있어서, 상기 충전제는 상기 본드를 가열하기 이전에 300㎏/㎟ 내지 800㎏/㎟의 비커스 
경도를 갖는 유리 연삭 방법.

청구항 17 

(정정) 제15항에 있어서, 상기 유리는 판유리인 유리 연삭 방법.

청구항 18 

(정정) 제15항에 있어서, 상기 유리편의 가장자리의 연삭은 8.9㎝/sec(3.5in/sec) 이상의 선속도로 수행
되는 유리 연삭 방법.

청구항 19 

(정정) 제18항에 있어서, 상기 유리편의 가장자리의 두께는 0.102 내지 1.270㎝(0.040 내지 0.500in)인 
유리 연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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