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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 다양한 분야의 산업이 발달함에 따라 

장비의 소형화, 초미세 가공기술, 내식성, 

청정도 등이 중요하게 되었다. 과거의 

기술로는 이룰 수 없었던 첨단 기기의 개발이 

가능함에 따라서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되어 

왔다. 하지만 접촉적 가공 방식은 재료의 

강도와 균열, 열 변형, 도구의 마모 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최근에는 비 접촉 방식의 특수가공 

기법들이 개발 중에 있으며, 그 중 전기화학 

폴리싱 (Electrochemical Polishing, ECP) 기술은 

대표적인 비 접촉 표면 가공 방식으로, 가공 

시 전해질에서 전극 표면에 발생되는 용해 

과정을 이용하여 폴리싱을 할 수 있다.1~2)  

본 논문의 목적은 초음파 진동을 전기화학 

폴리싱에 접목하여 기존의 전기화학 폴리싱 

방식을 벗어나 새로운 하이브리드 가공을 하여 

기존 방식 보다 향상 된 표면을 가공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표이다. 

Fig. 1 Schematic diagram of ultrasonic vibration  

ECP 

2. 실험장치 및 방법 
 

전기화학 폴리싱 가공은 전류 인가 시 

전해액 속에서 가공물의 미세한 돌출부를 

우선적으로 용해시켜 표면을 평탄하게 하는 

방법이다. Fig. 1 은 본 실험에서 사용한 초음파 

진동을 이용한 전기화학 폴리싱의 개략도이다. 

개략도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본 실험은 

전원발생장치 (50 V, 12 A)와 초음파 진동 발생 

장치(40 kHz, 150 W)로 구성되어 있다. 전해액은 

2.4M H2SO4, 5.9M H3PO4, 및 초순수(H2O) 가 

일정 비율로 혼합되어 있으며, 산화 전극에는 

스테인리스 강을 사용하였다. 환원 전극으로는 

불용해 성이며, 전기저항이 적은 구리(Cu)로 

사용 하였다. 전기화학 폴리싱 가공 시 산화 

전극의 스테인리스 강에 일정한 면적을 가공 

하기 위하여 10 mm × 10 mm 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절연 도포제로 도포하였다. 가공 시 

산화전극과 환원전극의 간격은 10 mm 로 이격 

시킨 상태에서 7 V 의 전압을 150 초 동안 

인가하였다. 가공 된 표면은 PISA 사의 AFM 

(XE - 100)을 사용하여 국부적인 표면을 

측정하였으며, 이 결과를 통해 초음파 발생 

여부에 따른 표면 형상을 비교 분석하였다. 

 

3. 실험결과 

 

 Fig. 2 는 전기화학적 폴리싱 가공 전의 

순수한 스테인리스 강 표면을 AFM 으로 측정 

한 결과이다. 측정 결과 표면이 산맥과 같은 

형상으로 거칠기 값이 27 Ra 로 측정 되었다. 

Fig. 3 은 일반적인 직류전원을 이용하여 

전기화학 폴리싱을 실시한 결과이다. 실험 

결과 가공 전 표면 보다 표면 거칠기는 향상 

진동 전기화학 폴리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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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Sample surface before ECP. (a) AFM 

topographical image, (b) cross sectional profile 

along AA’ in (a) 

Fig. 3 Sample surface after ECP. (a) AFM 

topographical image, (b) cross sectional profile 

along AA’ in (a) 

 

Fig. 4 Sample surface ultrasonic vibration ECP. (a) 

AFM topographical image, (b) cross sectional 

profile along AA’ in (a) 

되었지만, AFM 이미지를 확인 해본 결과, 

요(凹)부와 철(凸)부분이 더욱 조밀하게 

증가함을 확인 할 수 있었다. Fig. 4 는 기존의 

전기화학 폴리싱 방식에 주파수 40 kHz, 출력 

150W 초음파 진동을 가한 진동 전기화학 

폴리싱의 실험 결과이다. 진동 전기화학 

폴리싱 실험 결과 Fig. 4 (a) 와 같이 기존의 

전기화학 폴리싱 가공 표면에 비해 마이크로 

피트가 감소하였으며 표면 거칠기 값도 

7Ra 에서 2.1Ra 로 표면 거칠기가 향상 

되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4. 결론 
 

 본 실험을 통해 기존의 전기화학 폴리싱 가공 

보다 초음파를 접목 시킨 하이브리드형 진동 

전기화학 폴리싱이 가공 표면의 요부(凹)와 

철(凸)부의 발생빈도 저하를 유도 할 수 

있었으며, 표면 평탄화 및 거칠기 향상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이 결과를 통하여 

스테인리스 강 표면의 청결도 및 세정력 

향상을 통해 바이오 및 의료 분야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본 기술을 응용 및 활용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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