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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lectro polishing (b) MR polishing
Fig. 1 Principles of Combined Process by EP and MR

polishing

Electro Polishing

Current density 1~5 A/cm2 Gap distance 1.0mm

Electrolyte H3PO4:H2SO4:H2O
=5:3:2

Polishing 
time 300sec

MR polishing

Wheel speed 100~400rpm Magnetic field 4.7 KA/m

Gap distance 0.5mm

1. 서론

의료용 합금의 경우 기계적 특성과 내식성을 

필요로 하며 우수한 표면특성이 요구되고 있다. 

다양한 합금재료가 의료용으로 사용되기 위해서

는 요구되는 표면특성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양한 

가공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일반적인 기계적 가공 

방법은 가공 후 공작물 표면의 가공 흔적을 남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가공흔적을 포함한 표면 

품위 향상에 대한 연마방법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1 비접촉식 연마방법 중 하나인 전해

연마(EP)는 접촉을 배제하여 화학적인 작용을 통

한 연마방법이다. 하지만 EP 공정은 표면의 돌출부

가 상당부분 제거되면 더 이상의 연마가 진행되지 

않으며 더 이상의 표면 품위 향상을 기대할 수 

없게 된다는 단점이 있으며 단일 가공으로는 우수

한 표면 품위의 획득이 어렵다. Allen 등은 금속 

박막의 복합 가공 적용을 통해 연마시간의 단축을 

달성하였다.2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전해연마의 

단점을 극복하고 우수한 표면 품위를 획득하기 

위해 EP공정과 MR fluid를 이용한 MR polishing 

공정의 복합연마공정을 적용하여 치과용 임플란

트(implant) 재료로 널리 이용되고 있는 Co-Cr-Mo 

alloy의 초정밀 연마를 수행함으로써 복합공정의 

연마결과를 고찰하였다.

2. EP와　MR polishing

EP 공정은 도전성 물체에 전류를 인가하여 모서

리 부분의 불규칙한 형상에 전류가 집중되어 전기

화학적인 가공이 이루어지는 공정이다. 양극에서

는 전해액의 유동이 발생하며 상대적인 표면의 

용해로 인해 연마가 진행되며 불순물과 변형층을 

제거하여 내부식성을 향상시키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3 MR polishing 공정은 자기장의 세기에 따라 

점성 조절이 가능한 MR fluid를 이용하여 공작물 

표면 연마가 가능한 공정이다. MR fluid가 자기장

의 영향을 받게 되면 점성이 수 단위 이상 증가하여 

공작물 표면과의 상대속도와 전단력에 의해 연마

가 진행된다. Fig. 1은 EP 공정과 MR polishing 공정

의 원리를 나타내고 있다.

 

3. 실험

본 실험에서는 EP와 MR polishing 복합 연마 

공정을 이용하여 Co-Cr-Mo alloy(Dia. Ø5) 시편을 

이용하여 선정된 조건별 연마 후 표면 거칠기 특성

을 고찰하였다.(Table 1)

Table 1 Experimental Conditions of EP / MR polis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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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After EP (b) After  MR polishing

(c) Surface roughness (Ra=1.2nm) and profile
Fig. 2 Measured Surface roughness after EP and MR 

Polishing

Table 2 Composition of applied MR fluid

CIP DIW Na2CO3 Glycerin

50wt% 48wt% 1wt% 1wt%

EP 실험에 적용된 전해액(electrolyte)액은 68℃

의 온도에서 실험을 수행하였다. 전극은 구리

(copper)를 사용하였으며 전류밀도에 따른 표면 

거칠기 변화를 분석하였다. EP 실험에 이어 향상된 

표면 거칠기 획득을 위한 초정밀 연마를 위해 MR 

polishing 공정을 수행하였으며 공작물과 휠 사이의 

간격은 0.5mm로 일정하게 유지하였으며 MR fluid

는 Table 2와 같이 조성하였다.

4. 실험결과 및 고찰

EP 5A/cm2 에서 가장 우수한 표면 

거칠기 (Ra= 7.52nm)를 획득할 수 있었으며 7A/cm2

에서는 그 정도가 점차 감소하여 거의 변화가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 2(a)) 이는 전류밀도의 

증가로 인해 공작물 표면 돌출부위의 연마가 지속

적으로 진행됨을 의미하며 7A/cm2에서 부터는 전

반적인 돌출부위의 감소로 인해 더 이상의 연마가 

진행되지 않음을 의미하게 된다. EP 공정을 통해 

선정된 조건을 통해 모든 시편의 표면 거칠기를 

Ra= 7nm 수준으로 유지시켰으며 MR polishing 공

정을 수행하여 EP 실험에서 달성할 수 없었던 더 

향상된 표면 거칠기(Ra= 1.2nm)를 획득할 수 있었

다. (Fig. 2(b)) 이는 MR polishing공정이  MR fluid 

유동에 의한 전단응력으로 재료가 제거되기 때문

에 더욱 더 우수한 표면 거칠기를 획득할 수 있음으

로 사료된다. 또한 400rpm의 회전속도에서는 표면 

거칠기가 다시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자기장의 세기로 인한 MR fluid 입자들의 인력보다 

회전에 의한 원심력이 더 크게 작용하여 입자들의 

탈락이 발생하기 때문에 연마가 진행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된다.

5. 결론

본 실험에서는 치과용 임플란트 재료인 

Co-Cr-Mo alloy의 초정밀 연마를 위해 EP와 MR 

polishing 복합 연마 공정을 수행하여 표면 거칠기 

특성을 분석하였다. EP공정 수행결과 5A/cm2에서 

가장 우수한 표면 거칠기(Ra= 7.52nm)를 획득할 

수 있었다. EP 단일 공정에서의 표면 거칠기 보다 

더욱 향상된 표면 거칠기를 획득하기위해 MR pol-

ishing 공정을 수행하였으며 휠 회전속도에 따른 

표면 거칠기 특성을 분석한 결과, 300rpm에서 가장 

우수한 표면 거칠기(Ra=1.2nm)를 획득할 수 있었

다. 이는 400rpm부터는 MR fluid 입자들의 인력보

다 회전으로 인한 원심력이 더 크게 작용하여 입자

간 결합력을 파괴하여 입자들이 탈락을 일으키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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