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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산업의 발전함에 따라 초정밀 가공기술로 제작된 

부품을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분야의 발전으로 인

해 정밀도가 우수한 공정 기술 개발에 대한 요구가 

증가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1) 하지만 표면 정밀도 향상에 관한 연구는 

CMP 와 같은 광범위 평탄화 공정으로 편중되어 다

양한 부품 형상에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표면 

정밀도 향상 기술이 필요하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

하고자 제시된 방법 중 하나가 유연한 공구형상을 

갖고 있어서 가공부위의 형상에 구애를 받지 않는 

자기연마법이 제시되었다.(2) 하지만 특수합금강, 스

테인리스강과 같은 난삭재의 가공에서는 효율이 현

저히 저하된다. 

본 논문에서는 자기연마의 기계적 한계를 극복

하기 위해서 자기연마와 전해연마를 복합함으로써 

기계적 가공과 전기화학적 제거가공을 동시에 적

Key Words: Magnetic Abrasive Polishing(자기연마), EP-MAP Hybrid Machining(전해-자기 복합가공), Carbon 

Nanotube-Cobalt Composite(탄소나노튜브-코발트 금속복합체) 

초록: 본 연구에서는 CNT-Co복합체를 이용한 전해-자기(EP-MAP) 복합가공 공정을 개발하였다. CNT-Co

복합체는 높은 강도와 뛰어난 전기적 성질을 가지는 소재이기 때문에 전해-자기 복합가공의 연마재 및 

전극으로 적합하다. 전해-자기 복합가공의 시너지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서 각 실험조건하에서 특성평가 

실험이 수행되었으며, 각 실험인자는 자기력, 전해액, 공구의 회전속도, 전해전압, 간극 등이 있다. 그 결

과 CNT-Co 복합체와 화학적 반응이 없는 NaNO3 가 본 공정의 가장 적절한 전해액으로 선정되었다. 그

리고 높은 자기력은 가공중의 CNT-Co 복합체내에 전해액 유동을 방해하는 인자이다. 이로 인해 공작물

의 표면상의 가공부위에 열에너지가 상승하게 되고 공작물 표면손상과 피팅현상이 발생하여 가공효율성

이 떨어지게 된다. 

Abstract: In this study, an EP (electro-polishing)-MAP (magnetic abrasive polishing) hybrid process was developed as 

a precision finishing process. To evaluate the characteristics of this EP-MAP hybrid process, a series of experiments 

were carried out using various working gaps, current densities, and electrolyte concentrations. As a result, NaNO3 was 

found to be very suitable as the electrolyte of the hybrid process because there was no electrochemical reaction with the 

CNT-Co composite. Moreover, an increase in the magnetic flux density affected the liquidity of the electrolyte and 

prevented it from flowing into the CNT-Co composite powder. For that reason, the lower liquidity of the electrolyte 

increased the thermal energy on the surface of the workpie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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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여 높은 가공효율을 기대할 수 있는 전해-자

기 복합가공기술을 제시하고, 각 인자의 특성에 

대해 평가하였다. 

2. 이론적 배경 

2.1 자기연마의 원리 

자기연마법의 개략적인 가공법은 Fig. 1(a)와 같

다. 전자석 혹은 영구자석에 의해 자기장이 발생

하고, 공구와 가공물 사이의 간극에 자성체와 연

마입자를 용융하여 분쇄한 일체형 입자 또는 자성

입자와 연마입자를 일정 비율로 혼합한 입자를 슬

러리 형태로 공급한다. 자기력에 의해 연마공구는 

자성입자를 구속하게 된다. 이렇게 구속된 자성입

자는 사슬구조로 정렬되며 자성입자의 정렬로 인

하여 연마입자는 자성입자들 사이에 위치한다. 이

처럼 사슬구조로 형성된 입자들이 공작물 표면의 

돌출된 부분을 절삭하게 되며, 공구의 형상이 유

연성을 갖기 때문에 공작물 또는 가공부위의 형상

에 구애를 받지 않는 강점을 지니고 있다. 

 

2.2 전해연마의 원리 

전해연마는 Fig. 1(b)와 같이 전기-화학적 반응을 

이용한 연마방법으로 공작물을 양극, 전극을 음극

으로 하여 양극 표면에서의 금속용출을 이용해 표

면 평활도, 광택도, 내식성 등을 향상시키는 연마

법이다. 전극과 공작물의 비접촉에 의한 연마법으

로 기계적인 가공이 어려운 복잡한 형상, 고경도 

난삭재의 연마에 적합하다. 가공 중에 발생하는 

점성, 비중, 절연성이 높은 산화막이 평탄한 표면

을 덮어 그 부분의 용해를 방해하고, 반면 전류밀

도가 집중하는 돌출부를 선택적으로 용해시키는 

것에 의해 연마가 이루어진다. 근본적으로 표면의 

미소 돌출부위를 선택적으로 용해함으로써 일반가

공 부품의 표면거칠기 값을 50~80%정도 향상시키

며, 기존의 치수 공차가 유지되며 표면거칠기의 

향상을 도모할 경우 매우 유용한 가공법이다. 전

해액 중에 2 개의 전극을 삽입해서 한쪽 방향을 

양극으로, 다른 방향을 음극으로 해서 전류를 흘

리면 각각의 전극과 전해액의 계면에서 전기화학

반응이 일어난다. 전자는 전류와 역방향으로 이동

하기 때문에 양극전압을 가한 쪽의 양극계면에서

는 전자를 받아들이고 음극전압을 가한 음극계면

에서는 전자를 주는 반응이 일어난다. 

즉 전해연마에서의 경우 양극에서는 산화반응, 

음극에서는 환원반응이 일어난다. 어떠한 반응이 

어느  정도의  속도로  일어나는가는  그곳에  

 

(a)                    (b) 

Fig. 1 Mechanism of magnetic abrasive polishing and 
electro-polishing 

 

 

Fig. 2 Schematic diagram of EP-MAP hybrid process 

 

 

Fig. 3 Circulation and emission of matters 

 
존재하는 물질의 종류와 가해지는 에너지에 의존

한다. 전기화학반응의 에너지는 전압으로 주어지

기 때문에 전압의 변화에 따라서 반응의 종류와 

속도를 제어하는 것이 가능하다. 

 

2.3 전해-자기 복합가공 

전해-자기 복합가공은 자기연마와 전해연마가 

복합된 새로운 형태의 연마공정이며, 개략적인 장

치의 구성을 Fig. 2에 나타내었다. X, Y, Z축 이동

이 가능한 미세가공기와 그 축에는 공구와 자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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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발생시킬 수 있는 인덕터가 설치되어 있으며, 

DC 전원 공급장치의 음극에는 공구가 양극에는 

가공물이 연결되어 있다. 인덕터에 전류를 부가하

면, 패러데이의 법칙에 의해 공구는 자기력이 발

생하는 연마공구가 된다. 공구의 끝 단과 공작물 

사이에 간극을 주고 그 공간에 CNT-Co 복합체를 

슬러리 형태로 공급한다. 자기력이 부여된 연마공

구는 CNT-Co 복합체를 구속하게 되며 이렇게 구

속된 입자는 사슬구조로 정렬되며, 유연성을 가진 

공구가 된다. 이러한 공구가 회전에 의해 기계적 

가공이 이루어지며, 이와 동시에 수조에 담겨있는 

전해액과 공구와 공작물에 인가된 전류에 의해 전

기화학적 용출현상이 일어난다.  

전해-자기 복합가공은 기계적 가공과 전기화학적 

제거가공이 동시에 발생하므로 기존의 자기연마법

보다 효율이 높으며, 전기화학적 가공에 의해 난

삭재 가공에서도 높은 가공효율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유연성이 있는 공구를 사용하므로 자유형상

에 적용이 가능하며, 잔류응력이 거의 남지 않는

다. 그리고 전해작용에 의해 생성되는 부동태층을 

CNT-Co 복합체의 기계적 절삭을 통해 제거함으로

써 높은 전류효율을 취할 수 있다. 

Fig. 3 은 자기장내에 구속된 CNT-Co 복합체의 

순환과 가공 후 생기는 불순물의 배출을 보여준다. 

가공 후 생긴 불순물은 생성된 기포와 공구의 회

전과 이동으로 자기장 밖으로 배출되며, 그 빈공

간은 주위의 전해액이 채워줌으로 자기장내의 입

자의 밀도를 일정하게 유지하여 지속적인 가공이 

가능하다. 

3. 실험장치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전해-자기 복합가공에서 각 인자

의 특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전해액의 선택, 자기

력의 세기, 전해작용에 인가된 전압의 세기, 공구

와 공작물 사이의 거리, 전해액의 농도를 선택하

여 실험을 실시하였다. 실험에 채택된 인자는 자

기연마와 전해연마에서 가공에 많은 영향을 미치

는 인자들을 선택하였으며 이를 Table 1 에 나타내

었다. 전해-자기 복합가공 장치의 세부구성은 자

기력 발생을 위한 전자석과 전기화학적 제거가공

을 위한 DC 전원 공급장치, 공구의 회전을 위한 

BLDC 모터, 전해액의 순환을 위한 전해액 탱크, 

이송을 위한 마이크로 가공기 그리고 전해-자기 

복합가공이 이루어지는 전해조가 있다. Fig. 4 는 

전해조 내의 세부 구성요소를 보여준다. 

전해-자기 복합가공장치의 구성 및 사양은 

Table 2 에 나타낸 것과 같으며, 실험에 사용된 시

험조건을 Table 3에 나타내었다.  

 

Table 1 Experimental factors of EP-MAP hybrid 
machining 

EP-MAP hybrid machining 

Magnetic abrasive 

polishing 
Electro-polishing 

magnetic flux density, 

spindle speed, working 

gap, feed rate 

electric potential, 

concentration of 

electrolyte, 

working gap, feed rate 

 
Table 2 Specifications of hybrid process equipments 

Items Conditions 

Motor BLDC motor (300~3000rpm) 

Inductor Flat end 

DC power supply 2.5A, 25V 

X-Y-Z axis 

control drive 

Hyper-15 (Hybrid precision) 

resolution : 0.1 

Surface roughness 

tester 
Surftester 301 (Mitutoyo) 

 
Table 3 Experimental conditions 

Items Conditions 

Workpiece STS316 

Magnetic flux density 30, 50, 70mT 

Spindle speed 600rpm 

Concentration of 

electrolyte 
5, 10, 15% 

Electrolyte NaNO3, NaOH, HNO3 

Electric potential 5, 15, 25V 

Working gap 0.5, 1, 1.5mm 

Feed rate 15mm/min 

CNT-Co composite 

T-1023-1(1µm), 

Cobalt(70%)+multi-walled 

type CNT(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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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Experimental setup for EP-MAP hybrid process 

 

본 실험에서 사용된 공작물의 재질은 STS316 이

며, 선가공 실시 후의 중심선 평균 표면거칠기 Ra

값은 약 0.21µm 이다. 실험에서 표면거칠기의 측

정은 가공면에서 서로 다른 5 점을 측정한 후 그 

산술 평균을 구하여 평가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4. 실험결과 및 고찰 

4.1 전해-자기 복합가공을 위한 전해액 선정 

일반적인 전해연마에서 전해액의 선정은 금속재

료의 종류, 가공의 목적 등에 따라 달라진다. 하지

만 전해-자기 복합가공에서는 CNT-Co 복합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전해액을 선택해야 한다. 본 연

구에서는 각각 15% 농도의 산 용액(HNO3), 알칼

리 용액(NaOH), 중성염 용액(NaNO3)과 CNT-Co 

복합체를 혼합한 후 화학반응 및 연마입자의 형상

변화를 평가하였다. Fig. 5 는 실험에 사용된 CNT-

Co 복합체이며 자성입자인 코발트와 연마입자 역

할을 하는 CNT 가 분산, 합성되어 있어 자기연마

에서의 결합형 연마입자 특성을 가지고 있다.  

산 용액에서는 Co 입자와 질산이 식 (1)과 같이 

화학적 반응으로 용해되어 CNT 입자만 존재하기 

때문에 전해-자기 복합가공의 전해액으로 부적절

하며, 알칼리 용액에서도 CNT-Co 복합체간의 화

학적 변화에 의해 변형되어 연마입자로서의 효율

이 현저히 저하 되었다. 그러나 중성염 용액에서

는 혼합 후에도 혼합전의 형태와 성질을 그대로 

유지하므로 전해-자기 복합가공의 전해액으로 적

절하다. 본 연구에서는 최종적으로 NaNO3 를 전해

액으로 선정하여 실험을 실시하였다. 

 

Co + 2HNO3 →Co(NO3)2 + H2↑                (1) 

 

Fig. 5 CNT-Co composite 

 

 
Fig. 6 Influence of magnetic flux density 

 

 
(a) 

 
(b) 

Fig. 7 Low and high magnetic flux density 

 

 

4.2 자기력 세기의 영향 

전해-자기 복합가공에서 기계적 절삭가공은 자

기력의 세기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다. 이는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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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를 위해 선행되었던 자기연마가공의 특성을 

평가함으로써 인증된 바 있다. 

공구의 자기력에 따른 연마특성을 평가하기 위

해 공구의 회전력과 전압의 세기를 고정시켜 자기

력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실험을 

실시하였고, 전자석에 인가된 전압을 조절하고 가

우스 메타로 자기력의 세기를 측정하여 각각 30, 

50, 70mT 의 측정값을 유지한 후 자속밀도와 전해

액 농도를 변화시켜 실험을 실시하였다. 이때의 

결과는 Fig. 6에 나타내었다. 

자속밀도가 30mT, 50mT 일 때는 전해액의 농도

가 감소할수록 가공 후 표면거칠기가 향상되는 경

향을 보였으며, 자속밀도가 30mT 일 때보다 50mT

일 때의 표면거칠기가 더 향상됨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자속밀도가 70mT 일 때 표면거칠기는 전

해액의 농도가 5%일 때 가공 후 표면거칠기가 향

상되었지만, 전해액의 농도가 10, 15%일 때는 초

기 표면보다 가공 후 표면이 더 거칠어짐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는 자속밀도가 커질수록 연마입자에 의한 가

공압력이 높아져 가공량이 증가하나 지나친 자속

밀도는 오히려 표면을 과도하게 절삭하게 되어 가

공 후 표면거칠기 값이 상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Fig. 7 에 나타낸 것과 같이 자속밀도가 커지

면 자기장내에 구속되는 CNT-Co 복합체가 늘어나

며, 상대적으로 전해액의 양이 작아진다. 또한 전

해-자기 복합가공으로 인해 생성된 불순물 및 전

해액의 순환이 억제되고 이로 인해 저항이 상승되

어 발생한 강한 열에너지가 발생한다. 그 결과 가

공물의 표면이 거칠어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4.3 전해액의 농도와 전압의 세기 영향 

전해액의 농도와 전압의 세기의 경우 전해-자기 복

합가공에서 전기화학적 제거가공에 많은 영향을 미치

는 인자이므로 자속밀도와 공구의 회전속도 및 이송속

도를 고정하여 실험을 실시하였으며, 전해액의 농도를 

각각 5, 10, 15%로 전압의 세기를 5, 15, 25V로 변화시키

면서 실험을 실시하였다.  

Fig. 8 은 전해액의 농도와 전압의 세기에 따른 가공 

후 표면거칠기를 나타낸 것이다. 전해액의 농도가 5%

이고 전압의 세기가 25V 일 때, 가공 후 표면거칠기가 

가장 많이 향상되었으며, 전해액의 농도가 감소할수록 

또한 전압의 세기가 커질수록 가공 후 표면거칠기가 

향상되는 경향을 보였다. 25V에서 가공효율이 가장 좋

은 것은 전류밀도가 커질수록 용출되는 금속의 양이 

증가되어 금속표면의 평탄화를 촉진시키는 것으로 판

단된다. 

 

Fig. 8 Influence of concentration of electrolyte and 
Electric potential 

 

 

4.4 공구와 공작물 간극의 영향 

자기연마에서 자속밀도는 공구와 공작물 사이의 

거리에 많은 영향을 많이 받으며 거리가 증가하면 

자속밀도는 감소하고 거리가 감소하면 자속밀도의 

크기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즉 공구와 공작

물 사이의 거리에 따라 같은 자속밀도에서도 연마

압력이 달라진다. 전기화학적 측면에서는 공구와 

공작물 간극이 증가할수록 공구와 공작물사이에 

CNT-Co 복합체의 양이 많아져 저항이 상승되어 

전류밀도가 감소하고, 거리가 감소하면 상대적으

로 CNT-Co 복합체의 양이 작아져 저항이 감소하

여 전류밀도가 커진다.  

간극에 따른 연마특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공구

와 공작물 간극을 각각 0.5, 1, 1.5mm로 전압의 세

기는 5, 15, 25V로 변화를 주어 실험을 하였다. 이

때의 결과는 Fig. 9 에 나타내었다. 실험결과 간극

이 1mm, 전압의 세기가 25V 에서 가공 후 표면거

칠기가 가장 크게 향상되었으며, 공구와 공작물사

이의 거리가 0.5mm 일 때는 전압의 세기에 상관

없이 초기 표면보다 가공 후 표면이 더 거칠어짐

을 확인 할 수 있었고, 공구와 공작물사이의 거리

가 1.5mm 일 때 보다 1mm 일 때의 가공 후 표면

거칠기가 더 향상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거리가 증가하면 자기력의 세기가 약하게 

작용하고 전류밀도가 감소하여 가공효율이 떨어지

며, 공구와 가공물 사이가 가까워지면 자속밀도의 

증가로 인해 자기장내에 구속되는 CNT-Co 복합체

의 양이 증가하여 전해액의 순환이 억제되고 이로 

인해 저항이 상승되어 발생한 강한 열에너지와 높

은 전류밀도에 의한 표면손상으로 인해 표면이 거

칠어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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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Influence of working gap 

 

 
Fig. 10 SEM image of STS316 using EP-MAP process 

 

 

4.5 전해-자기 복합가공의 자기력 최적화 

전해-자기 복합가공에서 자기력의 세기는 가공

효율에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치는 인자로 앞선 실

험결과를 통해 알 수 있다. 복합가공상의 기계적 

가공 측면에서 연마력은 곧 자기력의 세기에 따라 

그 효율이 증가하지만 복합가공에서는 일정 자속

밀도를 넘어서게 되면 저항상승으로 인한 강한 열

에너지가 발생하고 전해액순환이 원활하지 못하게 

되며 전해가공영역이 줄어들게 되기 때문에 오히

려 가공효율이 떨어짐을 확인하였다. 그러므로 전

해-자기 복합가공에서는 자기력의 최적화가 선행

되어야만 다른 여러 인자들의 수준을 결정할 수 

있게 된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STS316 의 경우 

50mT 일 때 가장 좋은 표면을 얻을 수 있었고 그 

이상의 자속밀도 일 때는 그 효율이 떨어짐을 확

인하였다. 최적의 실험조건은 자속밀도가 50mT, 

전압의 세기가 25V, 공구의 회전속도가 600rpm, 

공구의 이송속도가 15mm/min이다. 

Fig. 10 은 최적조건으로 실험한 표면상태의 SEM

사진이다. 전해-자기 복합가공에 의해 가공전의 요

철부분이 제거되어 표면이 평탄화 되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탄소나노튜브 복합체를 연마입자

로 활용한 전해-자기 복합가공을 제시하고 각 인

자의 특성을 평가하였다. 

  (1) NaNO3 전해액내에서는 CNT-Co 복합체가 화

학적으로 안정하여 전해-자기 복합가공의 전해액

으로 적절하다. 

(2) 자속밀도가 30mT 와 50mT 일 때는 가공 후 

표면거칠기가 향상되지만, 70mT 일 때는 가공 전 

표면거칠기보다 가공 후 표면거칠기가 과도한 전

류밀도에 의한 저항의 상승 및 전해액 순환 방해 

때문에 가공효율이 현저히 떨어짐을 확인하였다. 

(3) 공구와 공작물 간극이 0.5mm 일 때는 전압

의 크기에 상관없이 가공 후 표면거칠기가 거칠어

짐을 확인하였고, 간극이 1.5mm 일 때 보다 1mm

일 때 자기력과 전류밀도가 증가하여 가공 후 표

면거칠기가 더 향상되는 경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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