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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ser beam machining (LBM) is fast, contactless and able to machine various materials. So it is 

used to cut metal, drill holes, weld or pattern the imprinted surface. However, after LBM, there still 

leave burrs and recast layers around the machined area. In order to remove these unwanted 

parts, LBM process often uses electrochemical etching (ECE). But, the total thickness of 

workpiece is reduced because the etching process removes not only burrs and recast layers, but 

also the entire surface. In this paper, surface coating was performed using enamel after LBM on 

metal. The recast layer can be selectively removed without decreasing total thickness. Comparing 

with LBM process only, the surface quality of enamel coating process was better than that. And 

edge shape was also maintained after ECE. 

 

Key Words: Laser Beam Machining (레이저 빔 가공), Electrochemical Etching (전해에칭), Surface Coating (표면코팅), 

Nano Second Pulse Laser (나노초 펄스 레이저) 

 

 

1. 서론 

 

레이저 가공은 고온의 광선으로 물질을 용융하

거나 증발시켜서 가공하는 공정으로 레이저 빔 자

체는 직진성과 단색성, 가간섭성 및 고휘도의 특

성을 갖는다. 따라서 가공할 수 있는 재료의 제한

이 적고 절단이나 구멍가공, 용접 등 다양한 목적

으로 활용된다. 또한 비접촉식 가공방법으로 공구 

마모가 없고 가공 속도도 비교적 빠르다. 특히 최

근 산업분야에서 초소형, 고정밀 기계부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레이저 빔 가공(Laser Beam 

Machining, LBM)을 이용한 미세가공기술이 주목 

받고 있다.1,2 

미세 레이저가공기술(Laser micro machining)에서

는 에너지 밀도를 높이고, 가공 후 생기는 찌꺼기 

배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펄스(Pulse) 레이저가 

주로 쓰이고 있으며, 이러한 펄스 레이저는 펄스

지속 시간에 따라 나노초 펄스레이저와 펨토초 펄

스레이저로 구분된다. 펨토초 펄스레이저는 수 µm

의 형상 부품가공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출

력이 낮아 가공 시간이 길고, 고가 장비라는 단점

이 있다. 이에 반해 나노초 펄스레이저는 가공속

도가 빠르고 저가 장비라는 장점이 있다.3,4 

하지만 나노초 펄스레이저는 가공 후 열영향부

(Heat affected zone)와 재응고층(Recast layer)이 남아 

버가 발생하며 형상 정밀도가 낮다는 한계가 있

다.5 이러한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복합공

정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왔다. 나노초 펄스레이

저를 이용하여 고속으로 선가공한 후 미세방전

(Micro EDM)으로 후가공하여 기존 미세 방전가공

보다 적은 가공시간과 전극 마모량으로 미세 형상

을 가공하였다.6 또한 초단펄스 미세전해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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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ro ECM)을 이용하여 미세전해가공만으로 가공

하는 공정보다 시간을 단축시키는 연구도 진행되

어왔다.7 하지만 방전가공이나 전해가공을 후가공

으로 이용할 경우, 이를 위한 공작물 정렬(Align)이 

어려우며, 별도의 복잡한 방전 및 초단펄스 장치

가 필요하다. 또한 여전히 방전 혹은 전해가공시

간이 오래 걸린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설비가 상대적으로 간단하

고 대면적 가공이 가능하며, 별도의 장치 정렬이 

필요없는 전해에칭(Electochemical etching, ECE)을 

후공정으로 널리 이용한다.8 전해 에칭법은 전기적

으로 도체인 모든 금속을 가공 할 수 있으며 비접

촉가공이므로 버의 발생이나 휨, 변형을 일으키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레이저에 의해 

발생한 열영향부와 재응고층을 제거하여 보다 정

밀한 형상의 미세 구조물을 완성하는데 유리하다. 

에칭액으로는 가공하고자 하는 재료나 가공량에 

따라 질산나트륨(NaNO3)이나 황산(H2SO4), 수산화

칼륨(KOH) 등이 널리 쓰인다. 이와 관련하여 선공

정으로 레이저 가공, 후공정으로 전해 에칭가공을 

수행한 연구들은 많이 있었으나 기존 공정에서는 

후공정시 전체 표면에 대한 에칭 가공으로 인해 

금속 시편의 전체적인 두께감소와 모서리 부분의 

손상도 동반 되었다.8,9 즉, 에칭 공정으로 인해 형

상정밀도의 저하가 유발될 수도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레이저 가공 된 금속시편

에 에나멜 표면 코팅층을 도포하여 선택적인 에칭 

공정을 수행함으로써 표면 품질 및 가공 깊이를 

향상시키고 기존 공정이 가지고 있는 한계점인 전

체 두께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험을 수행

하였다. 

 

2. 시스템 구성 

 

2.1 가공 원리 

나노초 펄스레이저를 이용하면 고속으로 미세

형상을 가공할 수 있다. 하지만 가공 후 주변영역

에 열영향층 및 재응고층을 발생시킨다. 이를 제

거하기 위해 기존에는 에칭가공으로 표면을 용해

하여 표면거칠기를 향상시키고 재응고층을 제거하

였다. 하지만 선택적 가공이 아닌 등방성 가공으

로 인해 형상의 왜곡 및 불필요한 재료 손실을 유

발하였다. 이에 Fig. 1에 보인바와 같이 에칭 공정

전에 에나멜을 이용하여 공작물의 표면을 전체적

으로 코팅 후 저출력 레이저 조건을 사용하여 선

택적으로 에나멜 층을 제거하여 국부적인 에나멜 

보호효과를 시도하였다. 

 

2.2 실험 장치 

레이저 빔 가공을 위해 사용한 SPI Lasers사의 

Pulsed Fiber Laser는 파장 1064 nm, 펄스당 시간폭 

9-200 nm, 최대출력 20 W, 최고 펄스반복율 500 

kHz의 특성을 가진다. 가공시편은 15 mm × 15 mm 

크기로 절단된 0.5 mm두께의 스테인리스강

(STS304)을 사용하였다. 가공 시편의 두께에 따라 

레이저의 초점 위치를 조절 할 수 있도록 Z축스테

이지와 깊이게이지를 이용한 높이 조절 장치를 만

들었다. Fig. 2는 레이저 가공시스템을 나타낸다.  

전해에칭공정은 상온에서 1.0M의 황산(H2SO4) 

용액 안에서 수행하였다. 가공하고자 하는 공작물

을 (+)극에 연결하고 공구 전극은 공작물과 동일

한 재질의 시편을 사용하여 (-)극에 연결하였다. 

또한 가공시 발생하는 찌꺼기를 가공 부위에서 효

과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마그네틱 스터러(Magnetic 

stirrer)를 이용하여 용액의 순환을 도왔다. 공작물

과 전극 사이의 간극에 따라 가공량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간극은 3 mm로 고정하였다. Fig. 3은 

전해 에칭 가공 시스템을 보여준다. 

 

Workpiece for etching

Enamel layer

Removed enamel

Laser beam

Apply  enamel 

(on workpiece)

Remelt layer Etching

Etching solution

Laser beam machining

Enamel

Appiled workpiece

①

②

③

④

⑤

 

Fig. 1 Schematic diagram of suggested machining process 

 

 

Fig. 2 Laser beam machinin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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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실험 방법 

본 실험에서는 레이저 밀링 가공으로 미세형상

을 제작하여 코팅을 이용한 복합공정의 특성을 살

펴보았다. 

우선 레이저 빔 가공의 조건을 결정하기 위해 

0.5 mm두께의 스테인리스 강에 1.0 mm × 1.5 mm의 

직사각형 형상과 0.2 mm × 0.2 mm 의 사각기둥형상

을 가공하였다. 최대한 정밀한 형상을 얻기 위해 

다양한 가공 조건에 따른 특성을 살펴보았다. 

가공한 공작물의 전해 에칭 실험은 가전압과 

가공시간을 달리하여 실험이 이루어졌다. 코팅 공

정의 타당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에칭 후 시편 형

상 관찰과 에칭 전/후의 가공 깊이, 표면거칠기(Ra) 

등을 측정하여 비교하였다. 

 

3. 실험 결과 및 고찰 

 

3.1 레이저 밀링 

레이저 가공은 최종 형상에 큰 영향을 미치므

로 충분한 가공 깊이와 빠른 가공시간, 깨끗한 표

면을 얻기 위한 적절한 조건을 찾는 일이 중요하

다. 레이저의 고출력과 저출력 조건에 따른 가공

형상 결과는 Fig. 4에서 보는 바와 같다. 고출력으

로 가공시 깊이는 깊고 시간도 짧으나, 바닥의 굴

곡이 심하고 모서리 부분이 버로 인해 많이 뭉게

진다. 후공정인 에칭공정은 등방성가공이므로 형

상 및 표면거칠기 개선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재

료제거율은 상대적으로 낮지만 형상이 우수한 저

출력 가공조건이 적합하다. 이에 Table 1과 같이 

출력은 5.6 W, 펄스 반복율은 200 kHz로 고정하고 

스캔속도와 반복 횟수를 달리 하여 실험하였다. 

세 조건 모두 걸린 시간은 약 450초였으며 가공 

깊이가 평균 200 µm, 표면거칠기(Ra)는 0.594 µm 

으로 비슷하였다. 이에 열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

여 가장 스캔속도가 빠른 조건인 200 mm/s 조건을 

사용하였다. 

 

3.2 표면코팅 및 제거 

앞서 선정된 레이저 조건을 이용하여 직사각형 

형상을 가공 후 에나멜을 표면에 전체적으로 도포

하였다. 별다른 전처리 공정없이 넓은 면적에 간

단히 에나멜층을 코팅하기 위하여 도포용 브러시

를 이용하였으며 이때 코팅된 두께는 약 20 µm정

도이다. 도포된 에나멜 층은 부도체로서 전해반응

이 일어나지 않으므로 가공이 되기를 원치 않는 

부위를 보호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 그러므로 선

택적 전해에칭을 수행하기 위하여 레이저로 가공

된 사각형 형상 영역의 에나멜 층만을 제거해야 

한다. 이때 정밀하고 간편한 에나멜 층 제거를 위

해 부가적인 장치와 재정렬할 공정 없이 1차가공

때 사용한 레이저 장비를 그대로 이용하였다. 에

나멜은 레이저 조사시 발생하는 열에의해 주변부

까지 쉽게 녹을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출력으로 

휴지 시간을 두어 불연속 가공하였다. 레이저 가

공 조건은 3.2 W 출력, 소요시간은 1회당 5초씩 총 

3회 반복하여 에나멜층을 선택적으로 제거하였다. 

Fig. 5는 에나멜층을 제거한 후 모서리 부분과 측

 

 

Fig. 3 Electrochemical etching system 

 

(a) High power - 20 W (b) Low power - 5.6 W 

Fig. 4 Micro square pillar shape 

 

Table 1 Machining conditions of LBM 

 
Avg. Power

(W) 

Freq. Rate 

(kHz) 

Scan Speed 

(mm/s) 

Number of

Scan (times)

Channel

5.6 200 50 25 

5.6 200 100 50 

5.6 200 200 75 

 

(a) Edge (b) Side 

Fig. 5 Removal of surface coa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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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부분의 결과이다. 사진에서 보듯이 코팅경계가 

명확하게 관찰되므로 에나멜층이 국부적으로 제거

되었음을 알 수 있다. 

 

3.3 에칭 가공 조건 

후가공 공정으로 진행된 전해 에칭가공은 1.0 

M의 황산(H2SO4)용액을 사용하였다. 각 실험은 에

나멜 표면코팅층을 선택적으로 제거 후 에칭시간

과 전압을 변화시키며 가공을 수행했으며 Fig. 6은 

실험조건에 따른 에칭가공된 결과이다. 3 V나 5 V

로 5분동안 에칭하는 경우에는 모서리가 원래 형

상으로 유지되며 국부적 에칭이 가능했다. 하지만 

5 V로 10분동안 에칭가공했을 경우에는 사각모서

리 부위가 둥근 형상으로 과도하게 가공되었음을 

볼 수 있다. Table 2는 가공된 결과들의 가공 깊이

와 표면거칠기를 측정한 것이다. 즉, 가해주는 전

압이 높고 가공 시간이 길수록 가공 깊이도 깊어

지고 거칠기가 향상되는 결과가 나타났다. 하지만 

전압과 시간이 과도할 경우, 과도한 사이드 에치

로 인해 에나멜 코팅층이 뜯겨져 나가고 모서리 

부분의 형상이 무너져서 형상 왜곡을 유발하였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후가공 에칭으로 형상유지가 

되면서 표면거칠기 개선이 가장 뛰어난 5 V로 5분

동안 가공하는 에칭가공조건으로 실험하였다. 

 

3.4 가공 결과 비교 

에나멜 코팅 후 에칭공정의 실효성을 검증하기

위해 레이저 빔 가공만 했을 때, 에나멜 표면코팅

층 없이 전체적인 에칭가공을 했을 때, 코팅층을 

 

200 µm

 

(a) 3 V / 5 min 

 

(b) 5 V / 5 min 

 

(c) 5 V / 10 min 

Fig. 6 Square shape according to etching condition 

 

Table 2 Etching results according to voltage and time

Voltage 

(V) 

Time 

(min) 

Machined depth 

(µm) 

Roughness (Ra)

(µm) 

3 5 11 0.564 

5 5 32 0.318 

5 10 108 0.272 

 

 

(a) LBM 

 

(b) LBM and entire etching 

 

(c) LBM and etching after coating 

Fig. 7 SEM image of machined results 



한국정밀공학회지 제 30 권 6 호 pp. 638-643 

 

 

June 2013  /  642

적용시키고 에칭가공 했을 때를 실험하여 가공 깊

이와 형상, 표면 거칠기를 비교해보았다. Fig. 7(a)는 

레이저빔만을 조사하여 직사각형 형상을 가공한 

것이다. Fig. 7(b)는 레이저 빔 조사 후, 코팅층 없

이 전체적인 에칭가공을 수행한 결과이고 Fig. 7(c)

는 코팅층을 적용시키고 에칭가공 했을 때의 결과

이다. 사진에서 볼 수 있듯이 에칭공정을 추가적

으로 수행할 경우 레이저 가공만으로 제작된 형상

보다 표면이 많이 개선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Fig. 8에서 보인 바와 같이 코팅없이 에칭

을 수행할 경우 전체 표면에서 에칭이 발생해서 

시편의 두께 또한 감소함을 볼 수 있다. 특히 시

편의 양면에서 동시에 에칭가공이 이루어져 단면 

에칭 가공시보다 더 많은 양이 가공되었음을 확인

하였다. Fig. 9는 각 공정에 따른 시편 전체의 두께 

변화와 가공 깊이, 표면거칠기값을 나타낸다. 각 

실험은 공정의 재연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2~3회 

 

(a) Before (b) After 

Fig. 8 Thickness variation of entire etc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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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Total thickness variation (µ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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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Surface roughness (µm) 

Fig. 9 Machined results according to various proces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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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LBM on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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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Entire etc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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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Etching after coating 

Fig. 10 Comparison of machined sha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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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하여 수행하였으며 각 결과값의 평균도 함께 

도시하였다. 코팅층 없이 전체적으로 에칭가공한 

경우 원래 레이저만으로 가공된 깊이보다 오히려 

사각 형상 부분의 깊이가 감소되었음을 관찰할 수 

있다. 이는 바닥면과 상부 표면이 동시에 에칭됨

에 따라 대전극과의 거리 등의 영향으로 에칭정도

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Fig. 10은 각 공정의 가

공 깊이를 실측한 그래프이다.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이 코팅을 통한 에칭 가공 후 가공 깊이가 더 

깊어지고 표면 및 거칠기 개선 효과가 나타났다. 

 

4. 결론 

 

본 논문에서는 스테인리스 강(STS 304) 시편위

에 나노초 펄스 레이저로 선가공후 에나멜 코팅층

을 도포하여 후가공으로 에칭가공을 수행하였다. 

이를 통해 국부적인 가공과 표면 거칠기의 개선을 

목표로 하였다. 후공정인 에칭은 등방성 가공으로 

형상 개선에 한계가 있으므로 충분한 가공 깊이와 

형상 유지가 가능한 레이저 조건을 찾기 위해 스

캔 속도와 반복 횟수를 달리하여 실험하였다. 출

력을 줄이고 스캔 속도가 빠른 조건에서 표면이 

깨끗하고 가공 형상이 뚜렷한 결과를 얻어냈다. 

전체 표면에 에나멜을 도포 후, 선택적인 영역에

서만 코팅층을 제거할 수 있도록 저출력 레이저조

건을 선정하였다. 최종적으로 1.0 M의 황산(H2SO4)

용액에서 5분동안 5.0 V를 가하여 에칭가공하였다. 

그 결과 레이저에 의한 열용융층을 포함한 약 30 

µm 두께의 표면이 제거되었으며 표면거칠기 또한 

45 % 개선되는 효과를 나타냈다. 즉, 도포된 에나

멜이 시편의 전체적인 두께 감소를 방지하고 원하

지 않는 영역을 보호함으로써 국부적인 에칭가공

이 가능하였다. 또한 레이저 밀링시 사용된 장비

와 국부적인 에나멜 제거에 사용된 장비가 하나의 

동일한 레이저 장비로 수행됨으로써 공정이 간편

해지고 재정렬의 오차를 제거함으로써 정밀한 미

세 형상가공이 가능하였다. 이러한 원리를 기반으

로 실제 미세 형상 가공에서도 국부적 에칭가공을 

통한 깊이 증대와 표면 거칠기 개선의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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