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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전해방전 가공은 전해반응 중 형성되는 기체 

절연막에서 절연파괴 시 발생하는 방전에너지로 

재료를 제거하는 가공 방법이다. 가공 공정이 방전 

가공과 유사하지만 가공물을 전극으로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유리나 세라믹과 같은 비전도성 재료

에 대한 가공이 가능하다. 전해방전 가공은 방전가

공에 비해 전극의 마모가 거의 없어서 미세직경의 

전극을 이용한 미세 가공이 가능하다.1 Fig. 1은 

전해방전 가공 시스템의 개략도이다.
그러나 전해방전 가공은 불균일하게 형성되는 

기체 절연막의 영향으로 방전 에너지 역시 불균일

한 양상을 보인다. 이로 인해 가공 시 형상 정밀도 

및 표면 품위가 떨어지는 문제점을 갖는다. 일반적

으로 매끄러운 표면을 갖는 원통형의 전극을 사용

하여 전해방전 가공을 할 경우 스파크의 발생 위치

가 전극의 모서리에 집중된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

하고자 Han et al 은 전극표면의 거칠기를 변화시켜 

방전 스파크를 전극 측면으로 분산시켰다.2

본 연구에서는 전극의 미세 표면구조 형상에 

따라 생기는 전기장 강도의 변화를 전기장 시뮬레

이션을 통해 확인하였다.  

Fig. 1 Schematic of electrochemical discharge 
machining system 

2. 전해방전 시뮬레이션

전극 측면의 미세 표면구조 형상은 전기장을 

집중시켜 방전 스파크의 발생 위치를 한 지점으로 

유도한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2차원 전기장 시뮬

레이션을 실시하였다.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는 

COMSOL Multiphysics 3.5를 사용했으며 정전기학 

모듈을 이용하여 해석을 실시하였다. 시뮬레이션

을 위한 모델은 전극 표면의 기하학적 형상을 2차원

으로 단순화한 전극 형상과 기체 절연막, 전해액 

사이의 관계를 모델링하여 실시하였다. 
전해방전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전기장 강도 값

이 106 V/m 이상으로 형성 되어야 한다.1 전극의 

미세 표면구조의 높이와 간격이 전기장 강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높이 0.1 mm ~ 5 
mm, 간격 0.1 mm ~ 20 mm의 표면구조를 모델링하여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였다. 시뮬레이션을 위한 조

건은 Table 1과 같다. 
시뮬레이션 결과 미세 표면구조의 높이가 1 mm 

이상일 때 미세 표면구조의 끝단에서 전해방전을 

일으키기 충분한 전기장 강도를 보였다. 또한 미세 

Table 1 Conditions for electric field simulation

Parameters Materials Conditions

Tool electrode Brass Radius : 100 mm
Length : 1 mm

Average gas film thickness - 25 mm
Gas film conductivity - 0 S/cm
Electrolyte NaOH 20 wt.%
Electrolyte conductivity - 0.3 S/cm
Voltage drop in gas film3 - 5 ~ 25 DCV
Lateral radius of crater - 0.1 ~ 20 mm
Curvature radius of crater - 0.1 ~ 10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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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면구조의 간격은 2 mm 이상의 범위에서 전해방

전에 유효한 전기장 강도를 보였다. Fig. 2는 인가전

압이 25 V일 때 미세 표면구조 높이의 차이(0.1 
mm, 2 mm)에 따른 전기장 강도의 변화를 시뮬레이

션한 결과이다. 
Fig. 3은 인가전압 5 V와 25 V의 조건에서 미세 

표면구조의 높이가 전기장 강도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편평한 전극과 비교하여 시뮬레이션한 결

과이다. 앞선 시뮬레이션 결과를 고려하여 미세 

표면구조 형상의 높이와 간격을 1 mm로 모델링하

였으며, 시뮬레이션 결과 인가전압을 5 V까지 감소

시켜도 전해방전이 일어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Fig. 4는 미세 표면구조 형상 끝단에 전기장이 

집중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시뮬레이션 결과이다. 
그림과 같이 전극 표면에 미세 표면구조를 제작할 

경우 전극 표면 전체에서 전기장 집중이 발생하게 

된다. 그 결과 일반적인 표면이 매끄러운 전극에 

비해 전해방전 가공의 효율 및 정밀도를 높일 수 

있다. 또한 이를 응용할 경우 방전 스파크의 발생위

치를 제어하는 것이 가능하다. 

Fig. 2 Electric field intensity according to crater height 
(Open circuit voltage: 25 V)

Fig. 3 Comparison of electric field intensity

Fig. 4 Comparison of conventional electrode and 
proposed electrode

3. 결론

본 연구에서는 전해방전 가공에서 전극 표면구

조의 형상에 따른 전기장 강도의 변화를 시뮬레이

션 하였다. 해석 결과를 통해 미세 표면구조 형상이 

스파크 발생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으며, 전극 

표면에 미세 표면구조를 제작할 경우 보다 낮은 

인가전압으로 전해방전 가공이 가능함을 확인하

였다. 이러한 원리를 응용할 경우 원하는 지점에서 

방전 스파크를 발생시킬 수 있게 되어 보다 높은 

형상 정밀도를 요구하는 비전도성 재료의 가공 

분야에 적용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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