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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전기화학 폴리싱 (Electrochemical polishing, 

ECP)은 공구와 공작물이 접촉하지 않은 

대표적인 비접촉 가공법으로서 청정도, 평활화, 

수소제거, 부식저항, 광택효과, 친수성 등의 

효과로 여러 분야에서 사용이 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기존의 품질보다 개선시키기 

위해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방전 가공에서 초음파 진동을 이용하여 가공시 

결과물의 향상효과를 얻을 수 있고, 레이저 

가공에서도 초음파 진동을 이용하면 표면향상 

효과를 얻을 수 있다.1-2 전기화학 폴리싱은 

가공시 표면에 미세한 마이크로 피트 (Micro 

pits)가 발생하여 극청정을 요하는 분야에서 

애로사항이 발생되고 있다. 마이크로 피트는 

가공 중에 발생되는 버블(bubble) 또는 재료의 

불순물에 의해 발생이 될 수 있다. 품질 

향상을 위해 고순도 재료를 사용할 경우 

재료비 상승 등의 이유로 경제적 효과가 크지 

않는 단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표면을 향상 

시키기 위해 일반적인 ECP 장치에 초음파 

진동을 이용하여 가공을 한다. 기존 방식을 

크게 벗어나지 않은 범위에서 가공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와 같은 실험을 진동 

전기화학 폴리싱 (Vibration electrochemical 

polishing, VECP) 이라고 용어로 사용이 되고 

있으며, VECP 는 표면품질 향상 실험 및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3-4 본 연구에서는 

추가적인 실험을 통해서 국부적으로 표면을 

측정하여 분석하였다. 

 

Fig. 1 Schematic diagram of vibration 

electrochemical polishing (VECP) 

 

2. 실험장치 및 방법 
 

Fig. 1 은 본 연구에서 사용된 실험 장치의 

개략도 이다. 기존 실험장치인 일반적인 

ECP 와 차이점은 초음파 진동 장치 구성의 

차이이다. 전원 발생장치, 초음파 진동 

발생장치 (28kHz, 100W), 전해액, 전극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극의 구성은 산화전극에는 

스테인리스 강 (STS316L)을 사용하였고, 환원 

전극으로는 불용해성이며, 전기저항이 적은 

구리(Cu)로 사용 하였다. 가공 시 두 전극의 

사이는 10mm 의 간격을 유지하여 전류를 

0.5A 범위로 0.5A 부터 3.0A 까지 변화시켜 

80 초 동안 가공 하였다. 가공된 표면은 

PSIA 사의 AFM(Atomic force microscopy, XE-

100)으로 측정하여 가공된 표면을 비교 분석 

하였다. 

국부적인 표면 특성 분석을 통한 진동 전기화학 폴리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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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2 Voltage changes according to changes in 

Current 

 

(a)                  (b) 

 

Fig. 3 Sample surface with VECP (a) 0.5A (b) 

2.0A measured by AFM 

 

3. 결과 

 

Fig. 2 는 전류변화에 따른 전압의 변화를 

나타낸 결과이다. 그래프를 보면 전류가 

상승할수록 전압상승을 알 수 있다. 그에 

따르는 VECP 결과는 Fig. 3 에 나타나 있다. 

(a)는 0.5A 로 가공한 결과이고 표면 거칠기가 

4.286 nm 가 측정되었다. (b)는 2.0A 로 가공한 

결과이고 표면 거칠기가 2 nm 로 측정되었다. 

두 결과의 (B) 프로파일 곡선을 보면 전류가 

낮을 때는 굴곡 심한 반면 높은 전류로 갈수록 

굴곡이 완만해지는 것을 알 수 있으며, 특히 

낮은 전류일 때 AFM 이미지를 보면 2.5 ㎛

크기로 마이크로 피트부분이 완전히 폴리싱이 

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4. 결론 
 

본 실험에서는 동일한 조건에서 전류의 

변화에 따른 전압의 변화를 측정하였고, 그에 

따른 일부 샘플 표면을 측정한 결과를 통해서 

낮은 전류에서는 ECP 와 VECP 의 표면품질 

차이가 없으나 높은 전류로 갈수록 표면이 

향상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실험의 결과를 

통해서 차후 추가적인 실험을 통해서 VECP 의 

가공특성을 진보된 단계로 나갈 수 있으며, 

극청정을 요하는 분야에 기여할 수 있을 거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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