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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o fabricate a precise micro metal mold, the electrochemical etching process has been researched. We investigated

the electrochemical etching process numerically and experimentally to determine the etching tendency of the process, focusing

on the current density, which is a major parameter of the process. The finite element method, a kind of numerical analysis,

was used to determine the current density distribution on the workpiece. Stainless steel(SS304) substrate with various sized

square and circular array patterns as an anode and copper(Cu) plate as a cathode were used for the electrochemical experiments.

A mixture of H2SO4, H3PO4, and DIW was used as an electrolyte. In this paper, comparison of the results from the experiment

and the numerical simulation is presented, including the current density distribution and line profile from the simulation, and

the etching profile and surface morphology from the experiment. Etching profile and surface morphology were characterized

using a 3D-profiler and FE-SEM measurement. From a comparison of the data, it was confirmed that the current density

distribution and the line profile of the simulation were similar to the surface morphology and the etching profile of the

experiment, respectively. The current density is more concentrated at the vertex of the square pattern and circumference of the

circular pattern. And, the depth of the etched area is proportional to the current density.

Key words finite element simulation, electrochemical etching, TMEMM, metal mold.

1. 서  론

미세 금형은 수십에서 수백 µm크기의 미세 3차원 구

조형상을 가지는 금속 가공물로서 금속의 프레스가공, 플

라스틱의 사출성형과 임프린트 공정에 주로 사용된다.1,2,3)

이러한 미세 금형의 제작에는 미세 가공기술이 이용되고

있다. 미세 가공기술은 기계산업, 전자산업 등의 제조업

뿐 만 아니라 의료, 생물, 화학분야에 걸쳐 광범위하게 응

용되는 기반기술로서 광범위한 기술 응용분야를 가지고 있

다.4,5,6) 전자 산업에서는 잉크젯 프린터 헤드, 반도체 테

스트 프로브 카드, 그리고 microphone을 비롯한 vibration

analyzer, flow meter, gas sensor, radiation detector 등의

각종 센서류에 널리 응용되고 있다.

미세 가공기술은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다. 그 중

하나는 Micro Electro Mechanical Systems(MEMS) 기

술을 이용하여 가공하는 방법이다.7) 이 방법은 수 µm

크기의 극미세 구조를 낮은 단가로 대량 생산할 수 있

지만 이러한 기술로 가공이 가능한 재질이 실리콘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강성이 높은 금속의 가공이 불가

능하다. 다른 방법으로는 기계적 미세가공이 있으며 그

종류로는 미세 방전가공, 미세 전해가공, 레이저가공 그

리고 FeCl3 습식식각이 있다. 미세 방전가공은 절연 가공

액을 통한 방전현상을 이용하며 가공물이 전도성을 가진

다면 금속의 강도와 관계없이 가공할 수 있지만 연속적

인 방전현상에 의한 가공부의 높은 온도로 인해 표면의

거칠기가 좋지 않다.8) 미세 전해가공은 전해액을 통한 양

극의 전기화학적 이온용출을 이용하며 복잡한 형상도 가

공할 수 있지만 날카로운 코너 형상의 가공에 적합하지

않다는 단점을 보인다.9) 레이저가공의 경우는 레이저 빔

을 이용하여 가공하여 높은 정밀도를 보이지만 가공부

의 높은 온도에 의한 열적 영향으로 인해 표면의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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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좋지 않다.10,11) 그리고 철을 주성분으로 하는 재료의

가공에 사용하는 FeCl3 습식식각의 경우 역시 표면의 거

칠기가 좋지 않은 단점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기존 공정의 단점을 보완하고 미세한 형상의 가

공을 위해서 전기화학식각 공정을 이용하려는 연구가 시

도되고 있다.12) 전기화학식각 공정이란 미세 전해가공과

반도체 공정의 photolithography공정을 결합한 방법으로

볼 수 있다. 가공물의 표면에서 원하는 부분만 식각하

여 원하는 형상을 제작하기 위해 반도체 공정의 photo-

lithography공정을 이용하여 감광액(photoresist)을 마스크

로 이용한다. 이렇게 표면에 원하는 형상의 절연물질을

코팅하고 가공을 원하는 부위만 노출시켜 가공하는 방

법을 Through Mask Electrochemical Micro Machining

(TMEMM)이라고한다.13) 전기화학식각 공정은 원자 단위

의 이온용출을 이용하기 때문에 가공 표면의 상태가 양

호하고 photolithography공정을 이용하여 정교한 패턴의

형성이 가능하지만 전류, 온도, 극간거리와 전해액의 조

성 등의 변수가 많고 재현성이 낮아 공정 결과를 예측

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14)

본 연구에서는 위와 같은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수

치해석의 한 종류인 유한요소해석을 이용하여 가공물 표

면에서의 전류밀도 분포를 파악하고 이를 실제 공정 결

과와 비교하여 전기화학식각 공정의 경향성을 알아보고

자 하였다. 유한요소해석을 위한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으

로 ANSYS를 이용하였고, 공정 결과의 분석을 위하여

3D-profiler(µ-surf, Nanofocus, Germany)와 FE-SEM(S-

4800, Hitachi, Japan)을 이용하였다.

2. 실험 방법

2.1 유한요소해석

전기화학식각 공정에서의 전류밀도 분포를 알아보기 위

하여 유한요소해석 방법을 이용하였고, 해석 과정에서 기

본적으로 반응속도 분포는 전위에 의해서 좌우된다고 가

정하고 다음과 같은 가정들을 세웠다. (1) 시편에서의 전

류밀도 분포는 옴의 법칙을 따르고 전극은 등가전위

(equipotential)를 가진다. (2) 교반 효과로 인해 전해액

내의 농도 구배는 없다. (3) 전해액의 전도도는 일정하

다. (4) 공정 중에 전류 효율은 변하지 않는다. 

유한요소해석을 위해서는 먼저 해석하고자 하는 대상

을 모델링 해야 한다. 본 실험에서 사용한 모델을 Fig.

1에 나타내었다. 전극의 크기와 전극간 거리는 실제 수

치와 동일하게 하였다. 해석 과정에서 설정한 전극, 전

해액과 감광액에 대한 물성 값들을 Table 1에 표시하였

다. Fig. 1(a)에서는 전체적으로 실제 크기의 1/4로 축소

된 모델을 사용하였는데, 이는 컴퓨터의 해석에 소요되

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대칭모델을 적용하였기 때문

이다. Fig. 1(b)에서는 모델에 접점을 지정한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분석하고자 하는 부분에 조밀하게 집중시켜서

보다 정밀한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였다.

2.2 전기화학식각 공정

전기화학식각 공정에서는 Fig. 2에서와 같이 가공물을

양극단자에 연결하고 음극단자에 백금 또는 구리와 같

은 금속을 연결한 뒤, 두 전극을 전해액에 침지시켜 전

류를 인가하게 되면, 양극의 금속이 산화하게 되면서 미

량의 산소가스와 함께 금속이온의 용출이 발생한다. 시

편 준비과정에서 크기 3 × 3 cm2, 두께 0.05 cm의 스테인

레스강(SS304) 시편을 기판으로 사용하였고, 기판 위에 원

하는 패턴을 형성하기 위해 photolithography 공정을 수

행하였다. AZ1512(AZ Electronic Materials, USA) 감광

액을 spin-coater(CMS-120, Gensys, Korea)를 이용하여

도포하고 soft bake를 거친 뒤, 마스크가 장착된 자외선

노광장비(EVG620, EVG, Austria)를 이용하여 노광시킨

다. 이후 AZ300MIF 현상액을 이용해 현상하면 마스크

Fig. 1. The Result of modeling (a) 3-dimensional view and (b) model with node.

Table 1. Isotropic resistivity of materials(ohm*m).

Material Isotropic Resistivity (ohm*m)

Cu 1.6 × 10
−8

Electrolyte 0.03 [331 mS/cm]

Photo resist 1 × 10
9

SS304 7.7 × 1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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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패턴이 기판 위에 형성된다. 이 기판을 구리테이

프 및 절연체기판을 이용하여 Fig. 2와 같이 구성하고

양극단자에 연결한다. 패턴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사용된

마스크의 도안을 Fig. 3에 나타내었다. 사각형과 원형 패

턴을 이용하였으며 전해액에 노출된 영역에 대한 차이

를 알아보기 위해 1000 µm, 500 µm 그리고 100 µm의

3가지 크기를 사용하였고 Table 2에 각 패턴의 크기와

패턴사이의 간격을 나타내었다. 각 도안의 가운데를 기

준으로 25개의 정렬된 패턴이 존재하며 패턴과 패턴사

이 간격의 비율은 1:2이다.

전기화학식각 실험에서 전해액으로는 황산(H2SO4), 인

산(H3PO4), 그리고 초순수가 3:5:2의 부피비로 섞인 용

액을 사용하였고, 제조된 전해액에 대한 물성을 Table 3

에 나타내었다. 식각하고자 하는 시편과 반대 전극으로

사용되는 구리판(Cu plate)을 함께 전해액에 담근 뒤 시

편에는 양극단자를, 구리판에는 음극단자를 연결하였다.

양 전극간 거리는 10 cm로 유지하였으며, 전해액 내의

이온 농도를 고르게 하고, 시편의 표면에 발생하는 산

소기포를 없애기 위해 교반기를 사용하였다. 인가된 전

류는 0.1 A, 공정 시간은 5분으로 유지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유한요소해석 결과

Fig. 4는 사각형과 원형 패턴의 크기에 따른 시편 표

면에서의 전류밀도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a), (b), (c)는

사각형 패턴의 1000 µm, 500 µm, 100 µm 시편이고 (d),

Fig. 3. The designs of mask which have (a) square pattern and (b)

circle pattern.

Fig. 2. Schematic diagram of electrochemical etching process

system.

Table 2. Dimension of mask design.

Pattern size

(side of square, diameter of circle)
Gap between patterns

1000 µm 2000 µm

500 µm 1000 µm

100 µm 200 µm

Table 3. Basic properties of electrolyte.

Property Value

Composition H2SO4 : H3PO4 : DIW = 3 : 5 : 2

pH −0.72

ORP 840 mV

Conductivity 331 mS/cm

Temperature 25oC

Fig. 4. Current density distribution on the surface. Square pattern of

(a) 1000 µm, (b) 500 µm, (c) 100 µm and circle pattern of (d)

1000 µm, (e) 500 µm, (f) 100 µ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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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f)는 원형 패턴의 1000 µm, 500 µm, 100 µm 시편

의 결과이다. 대칭 모델을 적용하였기 때문에 1/4로 축

소된 크기의 결과를 얻었다. 그림에서 사각형 및 원형 패

턴의 주위는 감광층 부분이고, 패턴의 내부가 전해액에

노출되어 식각이 진행되는 부분이다. 전류 밀도의 크기

는 각 그림의 좌측에 색으로 구분 지은 축의 상단에 가

까울수록 전류 밀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결과를 보면, 사

각형의 경우는 네 개의 꼭지점 부근에, 원형의 경우는

원주 부근이 패턴의 중심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전류밀

도 분포를 보이고 있다. 사각형의 경우 모서리보다 꼭지

점 부분에 전류밀도가 집중되는 것은 모서리 부분에 집

중하는 전하의 특성이 꼭지점과 같은 부분에서 더 크게

나타나는 경향에 의한 것으로 사료된다. Fig. 5는 단면

에서의 전류밀도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Fig. 4와 마찬

가지로 (a), (b), (c)는 사각형 패턴의 1000 µm, 500 µm,

100 µm 시편이고 (d), (e), (f)는 원형 패턴 1000 µm, 500

µm, 100 µm 시편의 결과이다. 기판의 두께에 비해 감

광층의 두께는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작기 때문에 감

광층 부분을 얇은 막대로 확대하여 나타내고 하단의 진

한 부분을 기판으로 가정하였다. 전류밀도는 노출된 영

역을 중심으로 반구형상으로 분포되어 표면에서 멀어질

수록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패턴의 가장자리

에 더 집중되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6에서는 전류밀

도 분포를 프로파일로 나타내었다. 각각의 그래프는 (a),

(e)의 패턴에서 가운데 위치한 선에 해당하는 부분의 전

류밀도 수치를 보여주고 있으며 (b), (c), (d)는 사각형 패

턴의 1000 µm, 500 µm, 100 µm 시편이고 (f), (g), (h)는

원형 패턴의 1000 µm, 500 µm, 100 µm 시편의 결과이

다. 앞선 결과와 마찬가지로 패턴의 가장자리에서 상대

적으로 높은 전류밀도의 경향을 확인 할 수 있다.

3.2 전기화학식각 공정 결과 및 유한요소해석 결과

의 비교

Fig. 7은 비접촉 광학식 분석장비인 3D-profiler로 측정

한 표면 식각 결과의 라인 프로파일이며, 각각의 그래프

는 패턴에서의 화살표를 따라 측정된 단차를 보여주고 있

다. 샘플은 전기화학식각공정 후 아세톤과 초음파세척기

를 이용하여 감광층을 제거 한 뒤 측정하였다. 1000 µm

패턴의 경우는 식각이 비교적 균일하게 이루어졌지만 500

µm와 100 µm 패턴으로 갈수록 가장자리 부분의 식각이

더 많이 진행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전해

액에 노출된 영역의 넓이도 하나의 변수가 될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Fig. 8은 전기화학식각 공정 후 측

정된 FE-SEM이미지이다. FE-SEM 측정을 통해 광학식

분석장비로 분석한 Fig. 7에서는 확인할 수 없었던 식각

단면의 계면 기울기를 확인할 수 있었다. 1000 µm패턴

에서는 평탄하고 예리한 계면을 가지는 식각 결과를 확

인할 수 있고, 상대적으로 500 µm, 100 µm 패턴에서는

패턴의 가장자리에 더 집중되어 식각되었으며 완만한 곡

Fig. 5. Current density distribution at the cross section. Square pattern

of (a) 1000 µm, (b) 500 µm, (c) 100 µm and circle pattern of (d) 1000

µm, (e) 500 µm, (f) 100 µm.

Fig. 6. Line profile of current density. Square pattern of (a)

standard line for each profile, (b) 1000 µm, (c) 500 µm, (d) 100 µm

and circle pattern of (e) standard line for each profile (f) 1000 µm,

(g) 500 µm, (h) 100 µ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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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의 계면을 확인할 수 있다.

유한요소 해석과 전기화학식각 공정을 통해 얻은 각각

의 결과들을 비교하여 보았다. Fig. 4와 Fig. 7을 비교해

보면 1000 µm 패턴을 제외하고는 전류밀도 분포와 식각

결과의 표면 형상이 같은 경향으로 나타나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균일하게 식각된 1000 µm 패턴의 경우는 가해

지는 전류밀도에 대한 노출 면적이 넓어서 가장자리에 전

류가 집중되는 정도가 작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또

한 Fig. 4의 사각형 패턴에서 각 꼭지점에 집중된 전류

밀도분포는 Fig. 8에서 둥글게 식각된 결과(500 µm, 100

µm 시편)로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와 같은 경향으로 장

시간 식각을 진행할 경우 사각형에서 원형에 가까운 결

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사각패턴의 모서

리보다 꼭지점에 전류밀도가 집중되고 꼭지점이 둥글게

식각된 결과를 통해 같은 부피의 영역에서 전해액과 시

편의 표면 사이 계면의 넓이가 클수록 더 많은 전하가

집중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Fig. 6의 FEM 결과에서

500 µm 시편의 경우 다른 크기의 시편과는 다르게 패턴

가운데의 전류밀도가 낮아, 실제 실험 결과의 식각 깊이

분포와 다른 경향을 나타내었다. 이는 ANSYS 프로그램

내에서 해석을 진행하는 과정이 공개되지 않아 알기 어

려운 부분이지만, 500 µm 패턴에서 가장자리에 집중되는

전류밀도 값은 90~200 mA/mm2으로 다른 크기의 패턴보

다 매우 높으나 가운데 부분의 전류밀도 값은 2~5 mA/

mm2으로 비슷하여 가장자리와 가운데의 전류밀도 차이

가 큰 것을 알 수 있다. Fig. 7과 같이 식각되는 영역이

넓을수록 식각되는 깊이가 작아지는 실제 공정과는 달리

FEM의 해석과정에서는 식각되는 영역이 넓어짐에 따라

전류밀도 값이 감소하지 않고 500 µm 에서 가장 높은

값을 보였다. 이러한 차이점의 이유로는 본 논문의 FEM

Fig. 7. Line profile of etching result. Square pattern of (a) 1000 µm, (b) 500 µm, (c) 100 µm and circle pattern of (d) 1000 µm, (e) 500 µm,

(f) 100 µm.

Fig. 8. SEM images of electrochemical etching result. Square pattern

of (a) 1000 µm, (b) 500 µm, (c) 100 µm and circle pattern of (d)

1000 µm, (e) 500 µm, (f) 100 µ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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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에서는 다른 공정요인의 영향을 배제하기 위해서 적

용시킨 가정의 영향으로 사료되며 이에 따라 전류밀도

의 구체적인 수치 보다는 분포의 경향에 비중을 두고 비

교하였다. Fig. 9는 유한요소해석 결과의 전류밀도 분포

그래프와 전기화학식각 공정의 단면 프로파일을 비교한

결과이다. 식각의 정도는 전류밀도의 크기에 비례할 것

이라고 예상하였기 때문에 Fig. 9의 (a), (c)와 같이 전

류밀도 분포 그래프에서 전류밀도 축을 반대순서로 적

용하여 전류밀도가 높은 부분이 아래로 향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결과 그래프의 모양이 Fig. 9의 (b), (d)의 단

면 프로파일 그래프와 비슷한 형상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전기화학식각 공정에서 전류밀도의 분

포는 공정의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노출된 부

분의 가장자리에 집중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미세금형 가공을 위한 방법으로 이용되

는 전기화학식각 공정과 유한요소해석을 이용한 시뮬레

이션을 함께 수행함으로써 전기화학식각 공정의 경향성

에 대해 연구하였다. 공정 시 전류밀도 분포를 알아보기

위하여 유한요소해석 프로그램인 ANSYS를 사용하였고,

해석과정을 통해 시편 표면과 단면에서의 전류밀도 분

포 그리고 프로파일을 얻을 수 있었다. 전류밀도 분포는

시편의 패턴 내에서 가장자리에 집중되는 것을 확인하였

다. 전기화학식각 공정은 스테인레스강(SS304)에 photo-

lithography 공정을 통해 감광액이 패터닝(patterning)되어

있는 시편을 사용하였고 황산, 인산 및 초순수를 섞어

제조한 전해액을 사용하였으며 0.1 A 로 5 분 동안 진

행하였다. 공정 결과, 일정한 전류 조건에서 전해액에 노

출되는 영역이 작아질수록 가장자리에서 식각이 가운데

보다 활발하게 일어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결과적으로, 컴

퓨터를 이용한 유한요소해석과 전기화학식각 공정의 결

과를 각각 비교하여, 식각의 정도는 시편에서의 전류밀

도 분포와 비례하고 노출된 영역의 가장자리에 집중되

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차후 지속된 연구를 통해 문제

점을 보완한다면 공정의 재현성과 신뢰성을 높여 미세

금형 가공에 활발히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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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Comparison of the line profiles(500 µm patterns). (a), (c) Upside-down line profile of square and circle pattern from ANSYS and

(b), (d) etching profile of square and circle pattern from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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