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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방전가공은 초경합금이나 스테인레스 스틸 

등의 난삭재를 가공하기 위해 널리 알려진 

방법이다. 방전가공은 큰 사이즈의 가공뿐만 
아니라 마이크로 단위의 가공까지 수행할 수 

있기에 각종 광학재료, MEMS등 여러 분야와 

결합하여 사용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방전가공 중 한 방법인 

와이어 방전가공(WEDM)에 전해연마 방법을 
추가공정으로 하여 스테인레스 스틸에 

렌티큘러 패턴을 가공하고 그 표면조도의 

개선을 다루는 법을 확인한다.  

 
2. 실험 장치 및 실험 방법 

 

 

Fig. 1 system concept and manufacturing process 
(left-WEDM, right-Electrolytic polishing)   

와이어 방전가공 과정은 와이어가 걸쳐져 

있는 가이드를 전극으로 하고, 탈이온수가 

공급되고 공작물이 설치되어있는 수조에서 
일어난다.  

일반적인 형조 방전가공과 마찬가지로 

와이어의 원통 형상이 공작물인 스테인레스 

스틸에 가공되고 거친 표면의 렌티큘러 

그루브를 만들게 된다.[1] 이후에 스테이지를 
y축 이송시켜 여러 그루브를 가공하여 

렌티큘러 패턴 형상을 만든다.  

전해연마의 경우 와이어 방전가공으로 황삭 

가공한 공작물 위를 느린 이송속도로 
이동하면서 선택적인 용해를 일으켜야 한다. 

추가적인 실험장치 없이 기존 방전 시스템에서 

조건을 바꿔가면서 바로 표면처리를 할 수 

있는데 이점이 있다. 과도한 전해연마 조건은 

렌티큘러 형상 표면에 피팅(pitting)현상을 
일으키고 잔여 스파크로 오히려 표면손상을 

가져올 수 있으며, 낮은 에너지의 조건은 적은 

전해연마로 좋은 표면을 가공하지 못한다.[2] 

아래의 표는 와이어 방전가공과 전해연마의 
가공 조건이다. 
     

Table. 1 Machining condition for lenticular pattern  
 

Parameters WEDM Electrolytic polishing 

Tool Brass wire ø250μm 

Workpiece Stainless steel 304 

Die-fluid/ elctrolyte Deionized water 

Feedrate 30 μm/s 10 μm/s 

Voltage 100 V 60 V 

Capacitance 4.7 nF 100 p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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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및 분석  

(a) 

(b) 
Fig. 2 (a) SEM images of finished lenticular pattern 

mold, (b) X-Y profile of the lenticular pattern 
mold  

 

Fig.2는 Table, 1의 가공조건대로 연속적인 

렌티큘러 패턴 몰드를 완성한 모습이다. 싱글 
렌티큘러의 피치는 약 180 μm 이고, 깊이는 

약 24 μm 이다. 방전가공과 전해연마가공이 

비접촉식 가공법이므로 미세하게 렌티큘러 

형상이 다를 수 있으나, 전기적인 신호를 A/D 
컨버터를 사용하여 절대좌표의 원점을 잡고 

실험하였으므로 렌티큘러 형상의 수치오차는 

수 μm내외이다. 본 실험에서 완성된 렌티큘러 

패턴 몰드의 표면조도를 측정해 본 결과는 

Fig.3 과 같다. 와이어 방전가공만으로 얻어진 
렌티큘러 패턴의 표면조도는 약 764 nm였다. 

추가 공정으로 전해연마 공법을 적용했을 시 

표면조도는 27 nm까지 개선할 수 있었다.        

          

  

Fig. 3 The chart about surface roughness difference 
for manufacturing process  

 

4. 결론  
와이어 방전가공은 난삭재를 비접촉식으로 

가공할 수 있는 특수가공법이다. 그러나 

방전가공의 특성상 높은 수준의 표면조도를 

얻기가 어렵다. 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표면 전해 연마법을 이용하여 가공면의 

표면조도를 개선하였다. 본 연구에선 와이어 

방전가공 공법에 전해연마 공법을 추가하여 

렌티큘러 패턴 몰드를 제작하고 그 표면조도의 

우수성을 보고자 하였다. 3D 디스플레이의 
패널 렌즈 제작에 사용되는 몰드는 시각적인 

효과를 위해 우수한 표면 조도가 보장되어야 

한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스테인레스 스틸에 와이어 방전가공으로 

황삭을 거친 후 정삭 과정과 전해연마 과정을 
동시에 수행하여 렌티큘러 패턴 몰드를 

제작하였다. 그 결과 거친 표면의 Fe, Ni, 

Cr과 같은 금속이온을 용해시켜 최대 0.027 

μm 의 Ra를 얻었다. 이는 기존의 다른 
가공법과 비교하여 광학 몰드로써 매끄러운 

표면조도 수치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공법은 다른 추가 

가공장비를 필요로 하지 않고 기존의 와이어 

방전 시스템에서 전압과 축전용량의 인가만을 
통하여 표면 조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앞으로도 다양한 방전가공 분야와 광학분야에  

사용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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