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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레이퍼 방식 연마기에서의 툴 영향 함수 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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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툴 영향 함수(Tool Influence Function)를 이용한 피치(pitch)툴의 정량적 물질 제거 제어 기법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피치 툴은 뛰어난 표면 거칠기를 생성시키는 반면 툴의 물질 변형이 상대적으로 크고 물질제거가 어렵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숙련된 

가공 기술자에 의한 정성적 연마 기법으로 간주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피치툴을 이용한 수치모사 및 실험을 수행한 결과, 정량적 

피치 툴 연마 기법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실험과 수치모사에 의한 물질 제거 형상은 약 79%의 정확도로 일치하였다. 
또한 직경 280 mm의 평면가공에 대한 수치모사 단계에서 5번의 모의 가공 후 p-v(peak to valley) 1 μm의 최초 형상오차를 168 
nm까지 낮추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주제어: Pitch tool polishing, Tool influence function, Polishing, Figuring

†E-mail: hsy@kriss.re.kr

I. 연구 배경 및 목적

우주 산업 분야의 연구가 활발히 진행됨에 따라, 국내에서

도 대형 정밀 광학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한국항

공우주연구원은 다목적 실용위성 2호에 직경 0.6 m의 고해

상도카메라(MSC: Multi-Spectral Camera)[1]
를 탑재하여 운용 

중에 있으며, 2014년까지 지속적인 다목적 실용위성의 개발

계획이 수립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국방 산업 및 정밀 측정 

분야 등 다양한 산업 전반에 걸쳐, 고정밀 광학계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광학 가공기술은 이러한 산업 및 

연구분야의 성장을 위한 핵심기술로 인식되고 있다.
광학 가공 기술은 크게 연삭(grinding), 연마(polishing)의 

두 가지 공정으로 나뉘고 가공면의 형상 정밀도와 표면 거칠

기의 정도에 따라 세분화 된다.[2] 연삭은 rms(root mean 
square) 수 μm의 형상오차로 피가공물(연삭 및 연마 단계의 

광학거울)의 면을 가공하는 단계이다. 연삭 단계에서는 피가공

물의 표면에서 반사가 일어 나지 않기 때문에 접촉식 형상 측

정법이 사용된다. 일반적으로는 고정 입자 연삭(bound abrasive 
grinding) 후 자유 입자 연삭(loose abrasive grinding)의 과정

으로 가공이 이루어 진다. 연마단계에서는 피가공물 표면에

서 빛의 반사가 이루어 지므로 간섭계를 이용한 비접촉식 형

상 측정법이 사용된다. 연마는 가공면의 거칠기를 낮추고 표

면조도를 높이는 초기연마(polishing)와 연마 후의 형상을 수

정하는 형상연마(figuring)로 나뉜다. 초기연마단계에서 가공

면의 표면거칠기는 수 nm로 낮아진다. 이후의 형상연마단계

에서는 측정과 가공의 반복과정을 통해 면의 형상을 수정한

다. 면의 형상오차를 허용치까지 가공하면 광학가공의 모든 

과정이 완료된다.
연마의 경우, 툴의 재질 선택에 따라 표면 거칠기, 가공 소

요 시간 등 가공특성이 변하게 된다. 연마 툴에 사용되는 재

료는 피치(pitch), 폴리우레탄(polyurethane), 합성천(synthetic 
cloath) 등 다양한 종류의 물질이 있는데, 이러한 툴의 재료 

중 피치는 상대적으로 우수한 표면 거칠기를 생성시킨다. 하
지만 연마 과정 중 툴 표면의 형상 변형이 상대적으로 크고 

가공 중 손상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량화된 연구가 이

루어 지지 않은 연마 기법이다.
국내에서는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이하 표준연)이 직경 1 m 

급의 대형 비구면 제작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현재까지 표

준연에서 제작된 대형광학거울로는 600 mm 시민천문대 망

원경용 주경, 800 mm 광학기준평면, 900 mm 시준장치용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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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드래이퍼 방식 600 mm 연마기.

(a) 개선 전

(b) 개선 후

그림 2. 툴 제어부의 개선. 그림 3. 피가공물에 대한 툴의 운동.

경, 1000 mm 비축포물면 등이 있다.[3,4] 하지만 현재까지는 

국내에서 제작된 대형 광학거울의 경우 숙련된 가공 기술자

의 경험에 의한 정성적 가공기법으로 제작되었기 때문에 쉽

게 기술전수가 이루어지지 않아 제한된 기술자의 손에만 의

존하는 단점이 있었다.
본 연구는 피치를 이용한 연마 툴의 영향 함수(이하 툴 영

향 함수)를 적용하여 연마 후의 가공 결과를 예측하고 최적

화된 가공 공정을 찾음으로써 기술자의 경험을 적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표준연의 드래이퍼

(Draper)[5]
방식 600 mm 광학연마기를 사용하였으며 연마기

의 운동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피치 툴 연마시 발생하는 

물질의 제거 깊이 및 물질제거형상을 예측하기 위하여 툴 영

향 함수 실험을 실시하고 동일조건에 대한 수치모사와 비교

한 결과 부피를 기준으로 79.12±0.12%의 정확도로 물질 제거 

형상을 수치모사를 통해서 예측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실제 광학거울 가공시 적용되는 연마기의 다양한 

운동을 적용한 동적 툴 영향 함수(Dynamic Tool Influence 
Function)를 수치 모사하였다. 또한, 각각의 동적 툴 영향 함

수를 기반으로 가공 데이터 베이스를 제작하여 280 mm 광
학면의 가공 수치모사를 실시한 결과 p-v 1 μm, rms 340 nm
의 형상오차를 p-v 168 nm, rms 26 nm까지 낮출 수 있었다.

II. 광학연마기 반자동화

피치 툴의 연마 실험 및 수치모사를 위하여 표준 과학 연

구원의 드래이퍼 방식 600 mm 광학연마기를 사용하였다. 그
림 1과 같이 드래이퍼 방식 연마기는 피가공물의 회전과 툴

의 스트로크(stroke)를 이용한 가공 방식으로 가공 변수의 설

정에 따라 다양한 툴의 운동이 만들어 진다. 일반적인 드래

이퍼 방식 연마기는 연마 툴이 광학 거울과의 마찰에 의해 

불규칙하게 회전함으로써 결정론적인 연마에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단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새로운 툴 제어부

를 제작 하였다. 개선된 툴 제어부는 그림 2와 같다. 툴 제어

부에 서보모터(servo motor)를 장착한 후 타이밍 벨트(timing 
belt)를 사용하여 툴의 회전 축과 연결하였다. 이러한 연마기

의 개선을 통해 툴의 회전 속도를 일정한 속도로 제어할 수 

있었으며, 연마기의 각 제어부에 대한 초기 변수 제어가 가

능한 반자동화된 광학연마 시스템을 구성하였다. 

III. 연마 툴의 해석적 운동 분석

그림 3은 회전하는 피가공물 표면 위의 툴의 운동을 보여

준다. 툴 표면의 임의의 점의 위치와 상대속도는 툴의 회전 

속도, 스트로크 팔의 길이와 회전속도, 피가공물의 회전속도, 
툴의 초기 위치에 의해 결정된다. 피가공물에 대한 툴의 임

의의 점의 위치와 속도는 방정식 (1)과 같이 표현된다.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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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그림 4. Motion analysis results (a) 이론적으로 계산된 궤적 (b) 3D model에 의한 궤적 (c) 각 좌표점의 오차.

의 a는 pivot joint로부터 툴의 중심까지의 거리, b는 툴의 중

심으로부터 스트로크 팔(stroke arm)까지의 거리, c는 스트로

크 팔의 길이, d는 스트로크 발생장치의 중심에서 pivot joint
까지의 수직거리, e는 스트로크 발생장치의 중심에서 pivot 
joint까지의 수평거리를 나타낸다. a는 pivot joint의 각속도

로 스트로크의 회전속도( c)의 함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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툴의 운동 방정식이 물질의 제거 깊이와 형상을 예측하기 

위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식 (1)의 운동 방정

식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CosmosMotiontm

에서 3차원 모델링 기법을 사용하여 600 mm 광학연마기를 

동일한 크기와 구조로 재 구성하고 가공변수의 초기값을 준 

후 툴의 운동 궤적을 동일 시간 간격으로 추적하였다. 그림 

4는 반사거울의 회전속도 6 rpm, 스트로크(stroke)의 길이 20 

mm, 회전속도 2 rpm으로 1분간 가공할 경우 툴의 임의의 점

이 만드는 운동 궤적으로, 그림 4의 (a)는 운동방정식에 의한 

궤적이고, 그림 4의 (b)는 3차원 모델링에 의한 것이다. 그림 

4의 (c)는 툴의 운동 시간 변화에 따른 두 궤적간의 차이를 

보여주는데 1 μm 이하의 오차를 갖는 것을 볼 수 있었고, 이
는 실제 드래이퍼 연마기의 각 축에 대한 위치 정확도 0.5 
mm의 약 0.2%에 해당한다. 또한, 오차의 폭은 증가 하지 않

고 주기적으로 반복되었다. 따라서, cut-off error를 감안했을

때, 위에서 구한 운동방정식이 드래이퍼 연마기가 만드는 툴

의 운동 궤적을 정확하게 표현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IV. 연마 툴의 영향 함수 수치모사 및 실험

툴 영향 함수는 물질제거방정식
[6]
으로부터 유도된다. 물질

제거방정식은 광학면 연마시 발생하는 물리적 화학적 현상

을 기술한 것으로 식 (2)와 같이 표현된다. κ는 물질제거상

수, P는 연마압력, V는 피가공물에 대한 툴의 상대속도, ΔT
는 툴의 가공시간, ΔZ는 물질의 제거깊이를 표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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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96 mm피치 툴 (b) 수치모사용 96 mm피치 툴

그림 5. 실제 피치 툴과 수치모사용 피치 툴.

표 1. 실험 및 수치모사 조건

air temperature 20±1℃
slurry cerium oxide : water (1:10)

time 5 min

rotational velocity of tool 20, 25, 30, 35, 40 (rpm)

polishing pressure 0.0056, 0.0081, 0.0097, 0.0103, 0.0109 (×10-6 N/mm2)

pitch #64 GUGOLZ (stiffness: standard)[8]

mirror material Astro-Sitall

그림 6. 물질제거율의 변화.

ΔZ = κ ･P ･V ･ ΔT (2)

물질제거방정식의 각 변수들을 600 mm 광학 연마기의 가

공 조건들로 이루어진 값으로 변환할 수 있으며, 본 연구에 

사용된 연마기의 가공 변수 및 가공자에 의해 설정이 가능한 

입력 변수의 형태로 변환하면 식 (3)에서 표현된 바와 같이 

600 mm 드래이퍼 방식 연마기에 사용된 피치 툴의 툴 영향 

함수를 구할 수 있다. 식의 Wtool는 툴의 무게, Acontact 툴의 접

촉면적이며, Vx, Vy는 식 (1)에서 구한 운동방정식의 x, y방
향 속도 성분이다. 

ΔZ = κ ･Wtool / Acontact･(Vx
2 + Vy

2)1/2･ΔT (3)

이러한 운동방정식과 툴 영향 함수를 이용하면, 초기 가공 

변수의 설정에 따라 다양하게 발생되는 툴의 운동 및 물질의 

제거 형상을 예측하도록 하는 툴 영향 함수의 수치모사가 가

능하다. 수치모사를 위해서, 그림 5와 같이 실제 피치 툴의 

형상과 동일한 모양과 크기를 갖도록 수치모사용 툴을 구성

하였다. 수치모사 및 실험에 사용된 툴의 크기는 직경 96 
mm로, 25 mm 간격으로 연마제의 유입을 원활히 하기 위한 

홈을 내었다. 수치모사에서는 툴 위에 1 mm 간격으로 툴 영

향 함수를 적용하기 위한 점들을 생성시켰다. 툴 위의 각각

의 점들은, 일정 시간 간격으로 운동방정식에 따라 위치를 

변화 시켜 가면서 툴 영향 함수에 의해 계산된 물질의 제거 

깊이를 피가공물위에 누적시키도록 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물질의 형상을 예측할 수 있는 수치 모사가 가능하게 

되었다.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물질제거 상수는 연마조건에 따라 

유동적인 값을 갖는데, 연마제의 온도 및 농도, 연마 입자의 

크기, 공기의 온도 및 습도, 피치 툴의 경도 등 다양한 환경

적 요인에 의해 변하게 된다. 따라서 물질 제거 상수의 값을 

일정하게 유지시켜 주는 것이 정량적 피치 툴 연마의 핵심이

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피치 툴의 물질제거 상수의 변화 

및 연마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표 1과 같은 조건에서 실험 

및 수치모사를 실시하였다. 툴을 피가공물의 중앙에 위치 시

킨 후 툴의 회전과 압력에 의해서만 연마를 하도록 설정하였

다. 툴의 회전속도는 20, 25, 30, 35, 40 rpm, 연마압력은 

0.0056, 0.0081, 0.0097, 0.0103, 0.0109×10-6 N/mm2
의 값으로 

변화를 시켜가면서 총 13가지 경우를 선택하여 각각에 대해 

3회씩 반복적으로 툴 영향 함수 실험을 실시하였다. 피가공

물은 p-v 0.5 λ(λ=633 nm) 이하의 형상오차를 갖는 직경 150 
mm의 Astro_Sitall[7]

을 사용하였다. ZYGO®
사의 GPI 간섭계

를 이용하여 피가공물의 형상오차를 실험 전과 후에 측정하

고 두 데이터의 차를 계산하여 물질의 제거 형상을 구하였다. 
그림 6은 연마압력과 툴의 회전속도 변화에 따른 물질 제

거율의 결과이다. 전반적으로 물질 제거율이 연마 툴의 회전 

속도와 연마 압력에 따라 증가 하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하
지만 높은 압력과 회전 속도에서 물질 제거율이 감소하는 경

우도 발생하였다. 이러한 원인은 각 실험마다 관심을 가지고 

조절하는 실험조건뿐만 아니라 측정오차나 피치 툴의 변형

등과 같이 예상하지 못하는 실험조건들이 미세하게 바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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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물질제거상수값의 변화.

그림 8. 물질제거상수값의 분포.

그림 9. 툴 영향 함수 실험 및 수치모사의 물질제거 형상.

따라 물질제거상수가 변하여 나타나는 현상으로 생각된다. 
그림 7은 각 실험에서의 물질 제거 상수의 변화를 보여준

다. 물질 제거 상수값이 가공 변수와 뚜렷한 상관관계를 가

지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아 물질 제거 상수값이 상수 역할

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상수값은 그림 8과 같은 분포

를 보여준다. 평균값 0.1909×10-6 mm2/N에 표준편차 0.045× 
10-6 mm2/N인 Gaussian 함수와 유사한 형태의 분포를 보였으

며, 최소값은 0.104×10-6 mm2/N, 최대값은 0.312×10-6 mm2/N
이었다. 따라서 실제 연마작업을 진행할 때는 초과연마를 막

기 위하여 물질제거상수의 이러한 범위를 고려하여 연마공

정을 제어해야 할 것이다.
그림 9는 툴 영향함수 실험 및 수치모사의 물질제거형상을 

비교한 한 예이다. 툴의 회전속도 35 rpm, 연마압력 0.0103× 
10-2 N/mm2

의 조건에 대한 결과이다. 그림 9의 실험과 수치

모사의 일치도는 제거된 부피기준으로 85.12%이며, 모든 툴 

영향 함수 실험과 수치모사의 일치도는 제거된 부피기준으

로 평균 79.12±0.12%였다. x축 중심으로부터 27 mm와 40 mm 

지점의 융기된 지점들은 연마제의 유입을 위해 피치 툴에 만

든 홈의 패턴에 의해 생성된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결과

들은 툴 영향 함수를 이용한 피치 툴의 물질 제거 제어 기법

의 가능성과 본 연구를 위해 제작된 툴 영향 함수 수치모사

의 정확성을 입증해 주었다.

V. 동적 툴 영향 함수를 이용한 광학거울 수치모사

지금까지 보여진 결과들은 연마툴의 스트로크와 피가공물

이 정지된 상태에서 툴의 회전과 연마압력에 의한 가공 실험

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툴이 회전을 하지만 피가공물의 일정

한 위치에 고정되어 있으므로 이와 관련한 가공함수의 표현

을 정적 툴 영향 함수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드래어퍼 방식 연마기의 경우 스트로크와 피가공

물의 회전에 따라 매우 다양한 툴의 궤적과 그에 따른 각각

의 물질 제거 형상을 갖게 된다. 따라서, 실제 광학면의 연마

에서 발생하는 물질의 제거 형상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다양

한 가공변수들에 의해 생성되는 동적 툴 영향 함수가 필요하

다. 즉, 연마툴의 스트로크, 피가공물의 회전, 연마툴의 초기 

위치에 의해 생성되는 다양한 물질 제거 형상(동적 툴 영향 

함수)에 기존의 정적 툴 영향 함수에서 제시된 물질 제거 상

수의 범위를 이용하면, 현재의 피가공물 표면의 형상오차를 

효과적으로 제거 하기 위한 가공변수 및 가공 시간을 예측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림 9는 이러한 동적 툴 영향 함수의 한 예

이다. 그림 10(a)는 직경 280 mm인 피가공물의 회전속도는 

6 rpm, 스트로크 1 rpm, 스트로크 폭이 40 mm인 상태에서 

생성되는 툴의 중심의 궤적을 나타내며, (b)는 이러한 툴의 

운동에 의해 발생되는 동적 툴 영향 함수의 물질 제거 형상

을 보여준다. 초기 조건을 다르게 하면 다른 물질 제거 형상

을 얻을 수 있는데, 이와 같이 피가공물의 회전속도, 스트로

크 및 스트로크의 폭에 관한 조건을 달리해가면서 총 2156
개의 동적 툴 영향 함수로 구성된 가공 데이터 베이스를 구

축하였다. 
이러한 가공데이터 베이스를 이용하여 가상의 직경 280 mm 

평면 형상 연마를 위한 알고리즘을 구현하였다. 기본 원리는 

가공데이터 베이스의 동적 툴 영향 함수 중에서 현재의 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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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툴의 궤적

(b) 물질제거형상(3D)

그림 10. 동적 툴 영향 함수의 예.

그림 11. 가공 알고리즘.

(a) 형상오차 변화

(b) p-v, rms의 변화

그림 12. 연마수치모사에 의한 피가공물의 형상오차 변화.

오차와 가장 유사한 형태를 갖는 툴 영향 함수를 찾아내게 

되는데, 이에 대한 원리는 그림 11에 나타나 있다. 우선 초기 

형상오차(initial surface error)에 맞게 2156개의 동적 툴 영향 

함수 각각의 크기 즉 가공 시간을 조절한다. 그리고 초기 형

상오차에서 각각의 툴 영향 함수를 뺀다. 잔여 형상 오차

(residual error)의 p-v와 rms를 계산하여 가장 낮은 잔여 형

상 오차를 보여준 툴 영향 함수를 뽑아내게 된다. 그러면 다

음 단계에서의 초기 형상오차는 전 단계의 초기 형상오차에

서 뽑힌 툴 영향 함수를 뺀 결과가 된다. 이러한 과정을 반

복하여 지속적으로 형상 오차를 줄여나가게 된다. 
이러한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도넛 형태의 형상오차를 제

거하는 연마 수치모사를 실시하였다. 도넛형태의 형상 오차

는 연삭 후 초기 연마단계에서 나타나는 가장 일반 적인 형

태의 형상 오차이며, 그림 12와 같이 피가공물의 중심과 모

서리 부근이 움푹 패인 형태를 보여준다. 그림 12(a)와 같이 

연마가 반복되면서 피가공물의 형상오차가 줄어드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처음 2회의 연마는 96 mm 툴을 이용한 결

과이며, 면의 형상오차의 공간주파수가 점차 커짐에 따라 다

음 3회의 연마는 48 mm 툴을 이용하였다. 그림 (b)는 연마

에 의한 p-v, rms의 변화를 보여준다. 총 5회의 연마 실행으

로 초기에 p-v 1 μm, rms 340 nm의 형상오차를 가졌던 면이 

p-v 168 nm, rms 26 nm까지 낮추어지는 결과를 얻을 수 있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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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is paper, we described a well-determined material removal technique using a pitch tool by TIF (Tool Influence Function). 
The pitch tool provides superior surface roughness compared to other types of polishing tool. However, because of difficulty in 
handling the pitch tool, pitch tool polishing has rarely been analysed, which led many craftsman to eliminate the pitch tool from 
their experiences. We found that it was possible to use a pitch tool in the well-determined material removal after the completion 
of computer simulation and experiment. We could simulate the TIF of the pitch tool with 79% accuracy. Also, after five 
successive simulations of polishing process on a 280 mm optical flat, the surface p-v error was found to be reduced from 1 μm 
to 168 nm.

OCIS codes: (220.0220) Optical design and fabrication; (220.5450) Polishing; (240.6700) Surface.

VI. 결 론

본 연구는 새로운 연마 기술로서 툴 영향 함수를 이용한 

피치 툴의 물질 제거 기법의 초기 연구에 관한 것이다. 피치 

툴의 툴 영향 함수 실험 및 수치모사를 실시하여 두 결과가 

79%의 정확도로 일치하는 것을 보여 정량적 피치 툴 연마 

기법의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또한 실제 가공에 적용이 가능

한 가공 수치 모사 기법을 개발하였고 수치모사 단계에서 가

공 표면의 오차 형상을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앞으로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실제 평면 가공에 

대한 피치 툴 연마 실험 및 수치모사와의 결과 비교를 실시

할 것이다. 이러한 결과비교를 통해 피치 툴 연마 수치모사의 

정확성이 입증되면, 향후 미터급 대구경 가공에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피치 툴을 이용한 이러한 정량화된 물질 제거 기법

은 과거 시도된 적이 거의 없었던 만큼 이러한 결과는 광학

가공공정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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