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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알루미늄에 미세패턴을 가공하기 위해서 
화학에칭, 전해에칭(electrochemical etching) 등의 
습식 에칭이 주로 이용된다.1 전해에칭에 관한 
연구는 지금까지 많이 보고되고 있으나 대부분 
포토리소그래피(photo-lithography) 등 마스크를 
표면에 도포하는 부가적인 공정이 필요하다.2  
금 또는 니켈의 경우 이러한 공정을 줄이기 

위해 산화막을 전해에칭에서 마스크로 이용 
하여 구조물을 제작한 연구가 보고된 바 
있다.3 마찬가지로 아노다이징(anodizing)에 
의해 알루미늄 표면에 생성되는 산화막은 
전기적으로 뛰어난 절연성과 내식성을 
가지므로 전해에칭에서의 감광막과 같은 
마스크의 역할을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미세전해가공의 원리를 이용, 

초단 펄스 전압을 인가하여 알루미늄 표면의 
국부적인 영역을 아노다이징시켜 생성된 
산화막을 전해에칭의 미세 패턴 가공 
마스크로써 이용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2. 실험장치  및 방법 

 
Fig 1 은 국부화 아노다이징을 위한 

시스템을 나타낸 그림이다. 아노다이징과 
전해에칭의 대전극을 Z 축으로, 가공물을 X, Y 
축으로 제어하여 원하는 경로로 이송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펄스 발생기에서 발생하는 
초단 펄스 전압을 원하는 크기로 증폭시켜 
가공물과 대전극에 인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Fig 2 와 같이 지름 100 ㎛ 초경합금 
대전극을 회전시키며 0.5 M H2SO4 용액 속에서 
이송시켜 순도 99.999 %의 알루미늄 표면에 
미세 패턴의 산화막을 생성시킨다. 이를 

마스크로 이용하여 1 M NaNO3 용액에서 초단 
펄스 전압을 인가하고 스테인리스 강(STS 
304)을 대전극으로 사용하여 10 um/s 의 속도로 
2 회 왕복하여 전해에칭 하여 미세 패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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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chematic of experimental setup for local 
anodizing 

 

 
 

Fig. 2 Process for aluminum oxide mask and 
electrochemical etching 

 

Table 1 Experimental condition 
 

Process Condition Value 

Anodizing Electrolyte 
Applied voltage 
Pulse on time 

0.5 M H2SO4 

10 V 
1 / 10 ㎲ 

Electrochemical 
etching 

Electrolyte 
Applied voltage 
Pulse on time 

1 M NaNO3 
12 V 
10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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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상을 제작하였다. 아노다이징과 전해에칭에 
사용한 조건은 Table 1 에 나타내었다.  

 
3. 실험 결과  

농도 0.5 M 이상의 H2SO4 용액에서는 
알루미늄 표면 전체에 불필요한 산화막이 
생성되어 균일하고 원할한 전해에칭을 할 수 
없었다.  Fig 3 (a) 는 10 V 의 펄스 전압을 
인가하여 직경 100 µm 의 초경 대전극을 5 
µm/s 의 속도로 500 µm 이송시켜 아노다이징 
한 그림이며, 너비 약 130 µm, 길이 약 620 µm 
의 산화막이 생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Fig 3 (b) 
는 같은 조건에서 15 V 의 펄스 전압을 인가한 
사진이다. Fig 3 (a) 와 비교하여 높은 전압의 
영향으로 불필요한 산화막이 넓게 생성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전해에칭 시 마스크 
형상의 명확한 경계를 갖지 못하는 결과는 
갖는다.  

Fig 4 는 Fig 3 (a) 의 산화막을 마스크로 
이용하여 전해에칭한 그림이며 광학 3D 표면 
측정을 통해 a – a’ 따른 표면을 Fig 5 에 
나타내었다. 산화막 마스크 주변의 알루미늄의 
표면은 Ra 9.7 um 로 좋지 않았으나 산화막 
마스크는 형상을 그대로 유지하여 보호층 
역할을 잘 해 낸 것을 알 수 있다.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미세전해가공의 원리를 
이용하여 알루미늄 표면에 마이크로 단위의 
영역에 국부적으로 산화막을 생성 시켰으며, 
이를 전해에칭의 마스크로 이용하여 미세 
형상을 제작하였다. 국부화 아노다이징을 
이용하여 다양한 형상과 마스크 제작의 
어려움을 갖는 여러가지 미세형상의 알루미늄 
가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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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SEM images of aluminum oxide (a) 10 V (b) 15 V 

 
 

Fig. 4 SEM image of micro line after electrochemical 
etching using oxide film mask 

 

 
 

Fig. 5 Surface profile along a-a’ 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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