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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바이오, 광학,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초미세 광학 부품

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3 차원 나
노 광학표면 제작기법에 관한 연구 및 방법론 개발이 시급
하다. 나노미터 단위의 형상정밀도 및 표면품위를 가진 표
면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글래시카본과 같은 초고경도·내
화학성 재료가 필요하다. 1

 

 이를 가공하기 위해서 현재까지 
이온에너지, 열에너지, 기계에너지, 화학에너지 등을 이용
한 여러 방법들이 제안되어 왔지만 재료 자체가 매우 안정
하기 때문에 재료 가공 시에는 단점으로 부각된다. 또한 
가공이 요구되는 표면이 나노미터 단위의 형상정밀도를 가
져하기 때문에 제안된 공정은 실제 재료제거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에너지보다 매우 적은 에너지만을 사용하여 가
공한다. 본 연구에서는 고경도의 표면을 효율적으로 연마
하기 위해서 고경도의 표면의 형상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수 나노미터의 깊이만을 선택적으로 유화시킴과 동시에 유
화된 표면만을 제거하기 위한 기계적 에너지를 부여하는 
방법으로 접근하려고 한다. 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전기
화학반응 및 자기기계적 에너지를 복합하여 3 차원 나노표
면 제작이 가능한 전기화학/기계적 표면연마 기술을 제안
한다 

2. 제안한 공정 원리 및 실험장치  
 

 

Fig. 1 Experimental set-up to test the proposed ECdMRP process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전기화학/기계적 연마공정은 고

경도의 전도성 재료의 표면을 연마하기 위하여 선택적 전
기화학적 산화작용2 및 자기장에 의해 발생되는 항복응
력 3 

3. 실험 및 결과 분석 

사용한다. 그림 1 은 제안한 공정을 구현하기 위한 기
초실성장치의 개략도 및 공정 중 피연마재 표면에서 발생
하는 재료제거원리를 나타내었다. 이 장치는 회전하는 영
구자석 (또는 전자석)과 직선 왕복운동을 하는 시편의 간극
에 자기유변유체 및 전해액을 혼합한 유체를 주입하면서 
동시에 전기장을 인가하는 장치이다. 이 때 피연마재 표면
에서 인가된 전기장에 의해 전기화학적 산화반응이 일어나 
표면에 수 nm이하의 산화막이 생성되고, 동시에 자기장에 
의해 일정 항복응력이 생성된 유체에 의해 산화막이 제거
되게 된다. 산화막 생성-제거-재생성 과정이 반복되면서 고
경도 재질의 표면을 효율적으로 제거하는 장점이 있다. 

 
  

(a) (b) 
Fig. 2 Electrochemical corrosion experiments of glassy carbon: (a) 

polarization curve, and (c) time history of the electric current 
 
제안한 전기화학/기계적 연마공정의 실현 가능성 및 특

성을 평가하기 위한 실험을 수행하였다. 피연마재로 글래
시카본(GC-20SS, Tokai), 전원인가 및 측정 장치로는 포텐시
오스탯(VersaSTAT3, AMETEK), 기준전극으로는 포화 카로멜 
기준전극 (SCE, CHI150, CH instruments), 백금 전극으로는 
(MW-4130, BASi), 전해질은 NaOH (pH 13.1)을 사용하였다. 
그림 2 (a)의 분극(Tafel)곡선은 스캔속도 1 mV/s 로 측정한 
결과이다. 개방회로전위 (Open circuit voltage, OCV)는 약 
224.1 mV (vs. SCE)에서 측정되었으며, 해당 전위 이하에서
는 환원반응이 해당 전압이상에서는 산화반응이 일어남을 
알 수 있었다. 그림 2 (b)의 전류의 시간 곡선은 과전압 1V
를 인가한 상태에서 측정된 결과이다. pH 13.1 의 강알칼리
성 수용액상에서 1V 과전압을 인가하였을 경우 전류밀도가 
약 1.5 mA 에서 급격하게 감소하다가 약 50s 가 지난 후에
는 완만하게 감소하여 약 0.27 mA 로 수렴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전류밀도의 변화로 미루어 보아 글래시카본의 표
면에 전기화학적 산화작용에 의한 부동태층이 형성되어 표
면저항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a) (b) 
Fig. 3 Electrochemical corrosion experiments of glassy carbon: (a) 
experimental set-up, (b) polarization curve, and (c) time history of 

the electric current 
 
그림 3 은 초기 및 양극으로 분극된 글래시카본의 성분 

변화를 분석하기 위하여 X-ray photoelectron spectroscopy 
(XPS)를 이용하여 표면을 측정한 결과이다. 그림 3 (가)의 
XPS 스펙트라를 보면 반응 전 바인딩 에너지 피크가 284 
eV 에서 나타나고 반응 후 바인딩 에너지 피크가 284 eV 
뿐만 아니라 289 eV 에서도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새
롭게 나타난 289 eV는 graphitic C와 carboxyl groups를 의미
하며 이는 표면에 산화막이 생성되었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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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Surface of GC specimens (a–c) after electrochemical 
etching, (d–f) after MRP, and (g–i) after the ECdMRP process 

 
다음으로 제안한 공정과 기존의 공정과의 성능을 비교

평가하기 위한 실험을 수행하였다. 평균 167 nm의 표면조
도 값을 갖는 랩핑된 글래시카본을 시편으로 준비하였다. 
이를 전기화학 에칭, 자기유변연마4

 

, 전기화학/기계적 연마
공정을 이용하여 표면 가공을 하였고 그 결과를 그림 4 에 
나타내었다. 그림 7 (a-c)는 전기화학적 에칭을 이용하여 표
면을 처리한 후의 표면 상태를 나타내고 있다. 랩핑 공정 
중에 생성된 수많은 마이크로 스크래치에 전기장이 집중되
어 국부적으로 전기화학 반응이 집중되어 평탄한 부분보다 
에칭이 더 활발하게 일어난 결과 약 256nm로 표면 품위가 
떨어졌다. 그림 7 (d-f)는 일반적인 자기유변연마공정을 통
하여 시편을 연마한 뒤 표면을 측정한 사진이다. 자기유변
유체에 혼합된 다이아몬드파우더가 표면을 기계적으로 깎
고 지나가면서 표면을 연마하는데, 시편의 전체 부분을 효
율적으로 연마하지 못하고 부분적으로 돌출된 첨두 부분만
을 제거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결과 연마 후 시편의 표
면조도가 약 92nm로 표면품위가 소폭 향상되었다. 이는 시
편의 재료제거가 기계적인 에너지에 의해서만 진행되는 자
기유변연마공정에서 그 크기가 부족하기 때문인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7 (g-i)는 제안한 공정을 이용하여 시편을 표
면 연마한 후 측정한 사진이다. 초기 시편에 존재하였던 
스크래치들이 대부분 제거가 되어 약 11.8 nm의 표면조도
로 초기 시편에 비하여 표면품위가 월등히 향상되었다.  

Fig. 5 Amplitude spectrum plot of the surface profiles of GC 
specimens 

 
아울러 실험 후 글래시카본 표면을 이산 퓨리에 변환기

법으로 비교 분석하였고 그 결과를 그림 5 에 나타내었다. 
초기 상태의 글래시카본의 표면은 공간주파수 200 /mm 이

하의 영역대에서 0.025~0.08 μm 의 크기를 갖는 것을 알 

수 있다. 전기화학적으로 에칭된 시편의 경우 100 /mm이하
의 주파수 영역대에서 0.372 μm 으로 크게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전기화학적 산화반응에 의해서 시편의 표면에 
크고 작은 홈이 패였기 때문이다. 자기유변연마공정에 의
해 연마된 시편의 경우 약 180 /mm 이하의 주파수의 진폭
이 소폭 줄어든 든 것으로 보이지만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이는 자기유변유체의 기계적인 항복응력만으로는 고경도 
재료의 표면을 효과적으로 제거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제안한 연마공정으로 시편을 연마하였을 경우 공간주파수 
전 영역대의 진폭이 현저하게 줄어들었다. 이는 인가된 전
기장 및 전해액에 의하여 표면에 산화층을 형성하게 되고, 
상대적으로 낮은 경도의 산화막이 자기유변유체의 항복응
력만으로도 효율적으로 재료를 제거되었기 때문이다. 

 

 

 

 
(a) (b) (c) 

 

  

(d) (e) (f) 
Fig. 6 Surface of GC specimens (a, d) after micro-milling, 
(b, e) after MRP, and (c, f) after the ECdMRP process 

 
그림 6 는 3 차원 형상의 마이크로 채널을 마이크로 밀

링공정으로 가공 후 표면을 자기유변연마공정과 제안한 공
정으로 표면을 연마한 결과를 정리한 그림이다. 제안한 공
정이 기존 공정에 비하여 고경도 재질의 표면을 효과적으
로 연마하는 것을 알 수 있다.  

 
4. 결론  

3 차원 형상의 고경도/전도성 표면의 연마가 가능한 전
기화학/기계적 연마공정을 제안하였다. 분석 결과 전기화학
적 산화작용으로 인하여 표면에 산화막이 형성되고 이 때 
생성된 산화막이 자기장에 의해 발생되는 항복응력을 가진 
자기유변유체에 쉽게 제거되기 때문인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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