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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미세형상부품 산업 중에서 최근에 급속하게 성

장하고 있는 분야로 디스플레이와 재생 에너지분

야를 들 수 있다. 대표적인 부품들로서 LCD, LED 

디스플레이의 도광판(Lighte guide plate)과 연료전지 

분리판(Separate plate)은 마이크로 미터단위의 미세

향상을 요구한다. 이와 같은 미세향상을 가진 부

품들은 디스플레이나 연료전지 제조원가의 상당부

분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부품을 대량생산

할 수 있는 제조기술이 요구된다.(1~3)  

초미세형상의 제조는 리소그래프(Lithography) 

및 에칭(Etching)과 같은 반도체 공정기술을 기반

으로 하는 가공법과 레이저, 초음파, 이온빔, 방전 

등을 이용한 특수가공법(Non-traditional machining)

이 주를 이루고 있다.(4)  그러나 리소그래피와 에

칭과 같은 제조방법은 미세부품의 치수가 수십 마

이크로 이상의 경우에는 가공공정이 매우 어렵고, 

평면에서 적층과 제거를 반복하여 제조하기 때문

Key Words: Magnetic Abrasive Polishing(자기연마), Micro Deburring(미세 디버링), EP-MAP Hybrid Polishing(전

해-자기 복합가공), Micro Groove(미세 그루브) 

초록: 전자기력을 이용한 자기연마 공정은 전통적 가공방식으로 버를 제거하기 힘든 비자성체의 소재 

및 마이크로 형상의 가진 제품에 활용될 수 있는 새로운 정밀 디버링 방식이다. 그러나 이러한 자기연

마법은 자기연마입자를 이용한 기계적 절삭력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마이크로 단위의 구조물의 형상

을 변형시킬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탄소나노튜브-코발트 금속복합체를 이용한 전해-자기 

복합가공을 STS316 소재의 미세 그루브의 마이크로 디버링공정에 적용하고 그 특성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자기연마공정을 적용한 공정에서는 공정 후 그루브에 생성된 버는 효율적으로 제거되었으나 그루

브 끝단의 형상변화가 두드러지게 관찰되었다. 반면 전해-자기복합가공을 이용한 경우에는 재료제거율이 

낮아 그루브 끝단의 형상변화 없이 디버링 공정이 진행됨을 확인하였다. 

Abstract: Magnetic abrasive polishing is an advanced deburring process for nonmagnetic materials and micropattern 

products that have non-machinability characteristics. Despite these advantages, there are some problems with using 

MAP for deburring. MAP has introduced geometric errors into microgrooves because of an over-cutting force caused 

by uncontrolled magnetic abrasives in the MAP tool. Thus, in this study, to solve this problem, an EP (electrolyte 

polishing)–MAP hybrid polishing process was developed for deburring microgrooves in an STS316 material. In 

addition, an evaluation of EP-MAP for the deburring of microgrooves was carried out by profiling the burrs. The results 

of the experiment showed geometric errors after the deburring process using MAP. However, in the case of EP-MAP, 

no geometric error was observed after the process because of the lower material removal rate in EP-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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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공정이 복잡하여, 3 차원입체 형상부품의 제조

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제약을 극복

하기 위한 방법으로 마이크로 공구에 의한 미세형

상의 기계적인 가공법을 이용하여 금형을 가공하

고, 사출 또는 압축성형 공정에 의한 제조기술이 

기존 공정에 비해 경제적이고, 다용도로 활용될 

수 있는 기술로서 각광을 받고 있다.(5)  

그러나 이러한 기계적 미세가공은 기존의 절삭

가공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그대로 표출한다. 특

히 3 차원 형상의 가공에서 마이크로 버(Burr)의 

생성은 정밀 제품의 중대한 결함으로 지적된다. 

따라서 이러한 마이크로 버의 제거를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기계적 가공법에 의해 발견되는 

가공 후 형상 오차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연구도 

병행되어야 한다.  

1.2 논문의 구성 

본 연구에서는 탄소나노튜브-코발트(CNT-Co) 복

합체를 이용한 전해-자기복합가공을 이용하여 

STS316 소재에 생성된 미세 그루브의 디버링 공정

의 우수성을 증명하고 그 특성을 기존의 자기연마 

공정과 비교 분석하였다. 2 장에서는 탄소나노튜브 

금속복합체를 이용한 전해-자기 복합가공을 소개

하고 3 장과 4 장에서는 자기연마와 전해-자기복합

가공을 이용한 마이크로 디버링 공정을 미세 그루

브에 형성된 버의 높이 및 형상 곡선을 통해 그 

가공특성을 비교 분석하여 나타내었다. 

2. 전해-자기 복합가공 

2.1 전해-자기복합가공의 개념 

전해-자기 복합가공은 자기연마와 전해연마가 복합

된 새로운 형태의 다듬질 공정이며, 개략적인 장치의 

구성을 Fig. 1에 나타내었다.  

 

 

Fig. 1 Schematic diagram of EP-MAP hybrid process 

X, Y, Z 축 이동이 가능한 미세가공기와 그 축에는 

공구와 자기력을 발생시킬 수 있는 인덕터가 설치되

어 있으며, DC 전원 공급장치의 음극에는 공구가 양

극에는 가공물이 연결되어 있다. 인덕터에 전류를 부

가하면, 패러데이의 법칙에 의해 공구는 자기력이 발

생하는 연마공구가 된다. 공구의 끝단과 공작물 사이

에 간극을 주고 그 공간에 CNT-Co 복합체를 슬러리 

형태로 공급한다. 자기력이 부여된 연마공구는 CNT-

Co 복합체를 구속하게 되며 이렇게 구속된 입자는 사

슬구조로 정렬되며, 유연성을 가진 공구가 된다. 이러

한 공구가 회전에 의해 기계적 가공이 이루어지며, 

이와 동시에 수조에 담겨있는 전해액과 공구와 공작

물에 인가된 전류에 의해 전기화학적 용출현상이 일

어난다.  

전해-자기 복합가공은 기계적 가공과 전기화학적 

제거가공이 동시에 발생하므로 기존의 자기연마법보

다 효율이 높으며, 전기화학적 가공에 의해 난삭재 

가공에서도 높은 가공효율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유연성이 있는 공구를 사용하므로 자유형상에 적용이 

가능하며, 잔류응력이 거의 남지 않는다. 그리고 전해

작용에 의해 생성되는 부동태층을 CNT-Co 복합체의 

기계적 절삭을 통해 제거함으로써 높은 전류효율을 

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2.1 전해-자기 복합가공 메커니즘 

Fig. 2 는 전해-자기 복합가공의 메커니즘의 개략도

를 보여준다.  

 

 
 

Fig. 2 Mechanism of EP-MAP hybrid process 

 

 

Fig. 3 Circulation and emission of mat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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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자석 혹은 전자석에 의해 발생한 자기력에 의

해 CNT-Co 복합체는 자기력선 방향으로 정렬된다. 정

렬된 입자는 공구의 회전에 의해 접선방향의 힘이 작

용하며 이 힘에 의해 공작물의 끝단을 가공할 수 있

다. 이와 동시에 공구와 공작물에 인가된 전류로 인

해 전자가 공구와 CNT-Co 복합체를 통해서 전해액을 

통과해 공작물로 이동하며, 이때 공작물에서는 산화 

반응에 의해 형성된 화합물이 전해용액에 용해되어 

전기화학적 제거가공이 발생한다. 따라서 전해-자기 

복합가공은 기계적 절삭가공과 전기화학적 제거가공

이 동시에 발생하므로, 기존의 자기연마보다 효율이 

향상된 가공이 가능함을 보여준다. 

Fig. 3은 자기장내에 구속된 CNT-Co 복합체의 순환

과 가공 후 생기는 불순물의 배출을 보여준다. 전기

화학적 반응에 의해 기포가 발생하고, 기포는 자기장

내에 구속된 CNT-Co 복합체를 부력으로 들어 올리고 

그 빈 공간을 다른 CNT-Co 복합체가 채워짐으로써 

입자가 순환하게 되어 별도의 드레싱이 필요하지 않

게 된다. 또한 CNT-Co 복합체에 발생한 자기력과 회

전에 의해 기계적 절삭가공이 이루어져 칩이 발생하

고, 공구와 공작물에 인가된 전류에 의해 전기화학적 

용출반응이 일어나는데 이렇게 형성된 화합물이 전해

액에 용해된다. 가공 후 생긴 불순물은 생성된 기포

와 공구의 회전과 이동으로 자기장 밖으로 배출되며, 

그 빈공간은 주위의 전해액이 채워줌으로 자기장내의 

입자의 밀도를 일정하게 유지하여 지속적인 가공이 

가능하다.  

3. 실험의 구성 

3.1 미세 그루브의 생성과 버의 발생 

본 연구에서는 미세그루브의 디버링 공정특성 

분석을 위해 Fig. 4 와 같은 형상을 가진 미세 그

루브를 PEMFC 형태의 연료전비 분리판의 소재로 

응용 가능한 STS316 소재에 가공하였다. 미세 그루

브의 폭은 3 가지 종류로 구분되며 각각 200, 500, 

1000µm 이다. 깊이는 각 폭에 대해 50, 100, 150µm 

의 깊이로 가공하였다. 가공에 적용된 공구는 초

경 코팅 엔드밀(X5070S)이며 가공은 초정밀 CNC

밀링머신(Hyper-15)를 사용하였다. 그 외 가공조건

은 Table 1 에 나타난 것과 같다. 미세그루브의 형

상 정밀도를 위하여 가공은 한번의 경로당 20µm

의 절입깊이를 적용하였으며, 절삭속도는 절삭이 

시작하는 시점에는 50mm/min 으로 진입하고 그 

후는 100mm/s 의 속도로 가공하였다.  

미세 그루브의 가공 후 생성된 그루브의 형상을 

형상 조도 측정기(SV-2000N2, Mitutoyo)의 P 곡선측 

Table 1 Working parameter for micro grooving 

Items Conditions 

Workpiece STS316 

Spindle speed 20000rpm 

Diameter of end-mill 200,500,1000µm 

Feed rate 100mm/min 

Depth of cut(per a pass) 50,100,150µm(20µm) 

Working condition Wet(with coolant) 

 

 

 

Fig. 4 Micro-grooves used in this experiment 

 

정을 통해 분석할 수 있었다. 측정된 P 곡선은 Fig. 

5 에 나타난 것과 같다. 

우선 미세 그루브의 형상 치수는 그루브의 폭과 

깊이에서 공작물의 평탄도에 따라 10~20µm 의 오

차가 발생하고 있으나 그루브의 폭대 깊이비가 일

정하게 유지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그루브의 끝단에 버가 발생하였음을 명확히 확인 

할 수 있다. 그루브의 폭이 200µm 인 경우는 평균

적으로 10~15µm 의 높이를 가진 버가 발생하고 

있고, 500µm 의 그루브에서는 평균 20µm 의 버가 

발생하고 1mm 의 그루브에서는 최대 40µm 의 버

가 발생한다. 즉 그루브의 폭이 증가할수록 버의 

높이가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

은 재료제거율의 증가와의 상관성 때문이다. 

 

3.2 자기연마 및 전해-자기복합가공 실험구성 

본 연구에서는 미세 그루브의 디버링 공정에서 

자기연마와 전해-자기 복합가공을 각각 적용하여 

그 특성을 비교 분석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따라서 기존의 제 2 세대 자기연마(6)을 이용하여 

미세 그루브들의 디버링 공정실험을 구성하였다. 

Table 2 는 실험에 적용된 자기연마 실험구성을 나

타내고 있다. 여기서 공구의 끝단에 생성된 최대 

자속밀도는 100mT 로 고정되었다. 자기연마 입자

는 100µm 크기의 철 입자와 17µm 의 CBN 입자를 

무게비 1:1 로 혼합하여 1.5mm 의 공작물과 공구 

간극에 고정하였다. 그리고 STS316 소재는 비자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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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200µm of grooves 

 
(b) 500µm of grooves 

 
(c) 1mm of grooves 

 

Fig. 5 Profile curve of grooves and height of burr 

 

체의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재의 표면에 

자속밀도가 낮아 자기연마의 효율이 감소하기 때

문에 표면 자속밀도를 증가시키기 위한 페라이트

자석을 공작물의 반대편에 설치하였다. 이때 표면

의 자속밀도는 최대 30mT 로 증가된다. 

CNT-Co(T-1051, Bioneer)를 이용한 전해-자기 복

합가공 시스템을 Fig. 6 과 같이 구성하였다. 복합

가공 시스템에는 마이크로 머시닝을 기본으로 전

자기 인덕터와 ECM 가공을 위한 전압공급기 및 

전해액 여과 및 순환기가 장착되어 있다. 전해-자

기 복합가공에 적용된 조건은 Table 3 과 같다. 본 

연구에서 구성된 복합가공 시스템에는 CNT-Co 를 

기본 자기연마 입자 및 ECM 공구로 활용된다. 탄 

Table 2 Experimental conditions for deburring using 
MAP process 

Items Conditions 

Workpiece STS316 

Working time 30min 

Magnetic flux density 100mT 

Spindle speed 1200rpm 

Permanent magnet Ferrite magnet(30mT) 

Magnetic abrasive 
Fe powder(100 µm)+CBN 

grain(17µm)+oil 

Inductor Flat end 

Working gap 1.5mm 

 

Table 3 Experimental setup and condition for EP-MAP  

Items Conditions 

Working time 30min 

Magnetic flux density 70mT 

Spindle speed 600 

Concentration of electrolyte 5% 

Electrolyte NaNO3 

Electric potential 25V 

Working gap 1.5mm 

 

 

 

Fig. 6 Experimental setup of EP-MAP system 

 

소나노튜브가 가지고 있는 우수한 기계적 강도 및 

전기전도성 때문이다. 실험에 적용된 금속복합체

는 자기력에 의해 전자석에 고정되어야 하는 특성

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CNT-Co 복합체를 선정하

여 적용하였다. 그리고 실험에 사용된 전해액은 

5%의 NaNO3 의 중성 전해액을 적용하였다. 염기

성 및 산성의 환경에서는 코발트 입자가 ECM 공

정 중 쉽게 용출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

다. 전해가공 중 인가되는 전압은 25V 직류전압이

다. 그리고 CNT-Co 입자와 공작물 사이의 원활한 

용출작용을 위해 전해액을 펌프를 통해 순환 시킨

다. 공구의 형상은 자기연마공정과 동일하며 회전

속도는 600rpm 으로 고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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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마이크로 그루브 디버링 특성평가 

4.1 자기연마 디버링 가공특성 

제 2 세대 자기연마를 통한 마이크로 디버링 공

정결과를 Fig. 7(a)~(c)와 같이 형상조도측정기를 

이용한 P 곡선으로 나타내었다. 여기서 곡선은 그

루브가 형성되는 그루브 끝단 부위에 집중하여 나

타내었다. 가공 후 그루브의 형상을 관찰하면 가

공 전에 존재하던 버의 형상은 그루브의 폭에 관

계없이 완전히 제거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

러나 그루브의 모서리 부분의 직각형상이 사라지

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Fig. 7 

(a)와 같이 공구의 폭이 200µm 일 때 가장 뚜렷이  

 

 
(a) 200µm of grooves 

 
(b) 500µm of grooves 

 
(c) 1mm of grooves 

Fig. 7 Profile curve of grooves after deburring with MAP 
process(depth:50µm) 

나타난다. Fig. 7(b), (c)의 경우 그 형상오차가 상대 

적으로 작아 보이기는 하지만 평균 25µm 정도의 

직각오차가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러한 현상은 자기연마 입자가 가지는 자기력에 의

한 수직압력과 공구의 회전력에 의해 물리적인 마

모작용이 일어나기 때문이라 유추할 수 있다.  

또한 Fig. 8 에 나타난 것과 같이 그루브의 깊이

가 깊어질 경우 깊이가 낮은 경우보다 마모현상에 

의한 형상오차가 줄어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그루브의 폭에 관계없이 깊이가 깊어질수록 

자기연마 입자에 의한 마모현상이 줄어든다. 

 

4.2 전해-자기 복합가공 디버링 가공특성 

반면 전해-자기복합가공에 의한 마이크로 디버

링 공정 후의 P 곡선은 Fig. 9(a)~(c)에 나타난 것과 

같다. 결과적으로 그루브의 끝단에 1~3µm 이하의 

버가 잔류하고 있지만 전체적인 공작물 표면의 거

칠기 곡선의 평균치와 동일한 값이다.  

그리고 자기연마 공정 후와 비교했을 때 그루브 

형상에 대한 마모가 존재하지 않는다. 전해가공의 

특징으로 인해 돌출된 버부터 선택적으로 가공되

기 때문이다. 따라서 마이크로 형상에 대한 디버

링 가공에서는 전해-자기 복합가공방식이 가공에 

따른 형상오차를 줄이는데 적합하다. 
 

 

(a) 200µm of grooves 

 

(b) 1mm of grooves 

Fig. 8 Profile curve of grooves after deburring with MAP 
process(depth:150µ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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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200µm of grooves 

 
(b) 500µm of grooves 

 
(c) 1mm of grooves 

Fig. 9 Profile curve of grooves after deburring with EP-
MAP process(depth:50µm) 

 

 
(a) W:500µm, D:50µm (MAP process) 

 
(b) W:500µm, D:100µm (EP-MAP process) 

Fig. 10 SEM image of micro groove before and after 
deburring(magnification: 100) 

Fig. 10 은 각각의 공정 전후의 그루브 형상을 

SEM 이미지로 나타내고 있다. 결과적으로 자기연

마를 이용한 경우 연마입자의 잔류물과 그루브 형

상 마모가 발견되고 있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비자성 재료의 마이크로 그루브 

형상에 대한 디버링 공정에 자기연마와 CNT-Co 

복합체를 이용한 전해-자기 복합가공을 적용하고 

그 특성을 비교하여 아래와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자기연마를 이용한 마이크로 디버링 공정에

서는 버의 크기는 효과적으로 제거 될 수 있으나 

자기연마입자와 공작물의 물리적 마모현상으로 최

대 25µm 의 직각오차를 야기하였다. 

(2) 전해-자기 복합가공을 이용한 공정에서는 1-

3µm 의 버가 잔류하지만 선택적 가공방식으로 형

상의 변형이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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