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정밀공학회 2012년도 추계학술대회논문집   

 

 

1. 서론 
 

현재 AFM (Atomic Force Microscope)를 

사용하는 Nano Scale 의 표면 가공,  저장매체 

기술, Nano-lithography 등의 많은 산업 분야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질과 양을 동시 

에 만족하지 못하는 상태이다. 따라서 본 연구 

에서는 AFM 을 통해 Micro-Nano Scale structure 

를 생성 시킨 후 AE(Acoustic Emission) 을 

활용하여 MAF (Magnetic Abrasive finishing) 

공정을 제어 및 모니터링 가능한 시스템을 

개발함으로써 양과 질을 모두 만족 시키는 

공정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에 목적을 둔다. 이 

시스템중에서 MAF 이 진행되고 있는 가공층에 

따른 AE 차이를 분석함으로써, 가공층에 따른 

모니터링 과 제어의 가능성을 확인했다. 

 

2. 실험 
 

실험재료는 Pyrex glass 표면에 InZnO (IZO) 

박막 코팅된 시편을 사용하였다. Pyrex glass 는 

열충격이나 온도의 급격한 변화 에 높은 

저항력을 가진 유리로써 대량생산이 가능하고 

좋은 성형성과 저팽창성이 특징이다. 주로 

반도체 장비 부품 등으로 많이 사용된다.  

 

Table 1 Pyrexglass and IZO material properties 
 

Material properties 

Material Pyrex glass IZO(50/80nm) 

Hardness 

Young’s modulus 

4.2Gpa 

62.75GPa 

10.6GPa 

144.0GPa 
 

 

Fig. 1 Schematic of experimental process 

 

InZnO (IZO)는 하드 코팅에 포함된다. 이는 

소프트 코팅에 비해 경계층 구분에 유리 하며, 

일정 이상의 힘이 발생 시 파손되므로 원재료 

의 보호용으로 적합하다. 

본 실험은 IZO 박막 코팅이 100 nm 로 이루 

어진 Pyrex glass 를 AFM 을 사용하여 스크레치 

한 후 MAF 를 통해 마무리 공정을 실행하며 

AE 를 통해 모니터링하였다. AE sensor 의 실험 

조건은 Table 2 와 같이 주어졌다.  MAF 과정 

에서 자성 입자로는 Fe, 연마 입자 로는 Silica 

dioxide 를 사용하였고, 결합제에 의해 결합으로 

연마제를 제작하였다. 입자크기 는 25~75μm 

로써 평균 50μm 를 사용하였다.  

Table 2 AE monitoring condition 
 

AE monitoring condition 

AE sensor UT-1000 

Sampling rate 

Pre-amplifier 

2 MHz 

35 dB 

음향방출센서 및 자성입자연마를 활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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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험 결과 
 

 

 

Fig. 2 Frequency analysis (Times) 

 

Fig.2 는 IZO 코팅된 Pyrex glass 를 연마 

하는 동안 시간에 따른 주파수 분석 값이다. 

Fig.2 에서 볼 수 있듯이 저주파수에서 진행 

중이던 작업이 어느 시간 이후 고주파수로 

바뀌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취성 성질 이 

강한 IZO 코팅층에서 비교적 취성 성질이 약한 

Pyrex glass 층으로 넘어가는 구간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구간 A, 구간 B, 구간 C 에 대한 AE 

신호의 주파수 분석을 한 결과를 보면 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다.(Fig.3) 시간에 따른 

주파수 변화로 볼 때 Pyrex glass 에서 IZO 

코팅층이 박리되는 임계 층은 구간 B 라고 할 

수 있었다. 

 

 

Fig. 3 Frequency analysis (Section) 

4. 결론 
 

이 실험을 통해 가공이 끝난 후 마무리 

공정에서 박막을 AE sensor 를 통해 임계 층 

까지만 연마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AE sensor 를 통한 제어로 

좀 더 빠르고 저렴한 나노 스케일 가공에 대한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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