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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Optimization of Deburring Process for the Micro Channel using 
EP-MAP Hybrid Process

Sung-Ho Lee+, Jae-Seob Kwak* 

Abstract

Magnetic abrasive polishing is one of the most promising finishing methods applicable to complex surfaces. Nevertheless 
this process has a low efficiency when applied to very hardened materials. For this reason, EP-MAP hybrid process was 
developed. EP-MAP process is expected to machine complex and hardened materials. In this research, deburring process 
using EP-MAP hybrid process was proposed. EP-MAP deburring process is applied to micro channel, thereby it can obtain 
both deburring process and polishing process. EP-MAP deburring process on the micro channel was performed. Through 
design of experiment method, error of height in this process according to process parameter is analyzed. When the level 
1 parameter A(magnetic flux density) and level 2 parameter B(electric potential), C(working gap) and level 3 parameter 
D(feed rate) are applied in the deburring process using EP-MAP hybrid process, it provides optimum result of EP-MAP 
hybrid deburring process.

Key Words : EP-MAP hybrid process(전해-자기 복합가공), Micro milling(마이크로 밀링), Micro channel(마이크로 채널), EP-MAP 
hybrid deburring process(전해-자기 복합 디버링 공정)

1. 서 론

1.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최근 초정밀 미세부품들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높

은 생산성과 고정밀도를 요구하는 부품 제작기술들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미세공구를 이용한 미세 현상 가공기술로 초정

밀 미세형상 금형을 가공하고 이 금형으로 사출 또는 압축성형

하여 미소부품이나 첨단 광학용 기능성 표면을 제조하는 기술

은 매우 경제적이면서 다용도로 활용될 수 있는 기술로서 관심

의 대상이 되고 있다. 다양한 부품 형상에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고 표면 정밀도 향상 및 디버링 공정에 적합한 기술로서 자기

연마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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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Mechanism and configuration of magnetic abrasive 
polishing

Fig. 2 Configuration of magnetic abrasive brushes

자기연마법은 전자석에 의해 형성된 자기장내에서 자기력선 

방향으로 연마입자와 자성입자가 정렬하여 브러쉬 역할을 수

행하며 연마하는 방법으로 공구의 형상이 유연성을 갖기 때문

에 공작물 형상에 구애를 받지 않고 연마공정을 수행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1). 그러나, 기존의 자기연마법의 경우 특수

합금강, 스테인리스 강 등과 같은 난삭재의 가공에서는 효율이 

현저히 저하되고 전해가공은 자유곡면 등의 자유형상을 가지

는 가공물의 가공에는 적용이 어렵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자기연마와 전해가공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자기연

마법과 전해가공을 복합한 전해-자기 복합 가공을 제시하였다. 

1.2 연구 내용 및 구성

본 연구에서는 자기연마와 전해연마를 결합한 전해-자기 복

합가공에서 디버링 공정을 적용하여 그 효과를 확인하려 하였

으며, 전해-자기 복합 디버링 공정의 각 인자가 공정에 미치는 

영향력과 특성을 실험계획법을 통하여 평가 및 분석하였다.
전해-자기 복합 디버링 공정은 자기연마와 전해연마가 복합

된 디버링 공정으로써 각각의 매커니즘과 주요인자를 분석하

였다. 본 연구에서의 주요인자는 자속밀도, 공구의 이송속도, 
전기화학적 전해반응에 인가되는 전압의 세기와 공구와 가공

물 사이의 거리이며, 실험계획법을 통한 각 인자상호간의 영향

력과 특성을 분석하여 공정변수의 최적화를 수행하였다.

2. 이론적 배경

2.1 자기연마의 원리

자기연마법의 개략적인 매커니즘과 배치는 Fig. 1과 같다. 공
구와 가공물 사이의 간극에 자성체와 연마입자를 용융하여 분

쇄한 일체형 입자 또는 자성입자와 연마입자를 일정 비율로 혼

합한 입자를 슬러리 형태로 공급한다. 전류가 인가된 전자석에 

의해 자기장이 발생하고, 공구와 가공물 사이에서 브러쉬형태

의 연마입자가 위치하면서 사슬구조로 형성된다. 이처럼 사슬

구조로 형성된 연마입자에 의해 가공물을 절삭하게 된다. 

Fig. 2는 자기연마가공 시 자기연마재에서 발생에 발생하는 

힘들을 보여주는 것으로써, 연마재에는 인장력과 자화력, 반발

력이 발생하여 연마가공을 수행하게 된다.

2.2 전해연마의 원리

전해가공은 전기-화학적 반응을 이용한 가공법으로 공작물

을 양극, 전극을 음극으로 하여 양극 표면에서의 금속용출을 

이용하는 가공법이다. 표면 평활도, 광택도, 내식성 등을 향상

시키고 난삭재의 가공에 탁월한 효율성을 가지는 비접촉 가공

법이다. 가공 중에 발생하는 점성, 비중, 절연성이 높은 산화막

이 표면을 덮어 그 부분의 용해를 방해하고, 반면 전류밀도가 

집중하는 돌출부를 선택적으로 용해시키는 것에 의해 가공이 

이루어진다. 전해액 중에 2개의 전극을 삽입해서 한쪽 방향을 

양극으로, 다른 방향을 음극으로 해서 전류를 흘리면 각각의 

전극과 전해액에서 전기화학반응이 일어난다. 즉, 전해연마에

서의 경우 양극에서는 산화반응, 음극에서는 환원반응이 일어

난다. 어떠한 반응이 어느 정도의 속도로 일어나는가는 존재하

는 물질의 종류와 가해지는 에너지에 의존한다. 전기화학반응

의 에너지는 전압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전압의 변화에 따라서 

반응의 속도를 제어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러한 전해가공을 이

용한 디버링 공정은 패턴의 크기에 따른 미세한 전극의 필요성 

또는 형상의 역 형상을 가지는 전극의 제작이 추가로 요구되는 

단점이 있다.

2.3 전해-자기 복합가공

2.3.1 전해-자기 복합가공의 개념

전해-자기 복합가공은 자기연마와 전해연마가 복합된 새로

운 형태의 마무리공정이며, 기계적 가공과 전기화학적 제거가

공이 동시에 발생하므로 기존의 자기연마법보다 효율이 높으

며, 전기화학적 가공에 의해 난삭재 가공에서도 높은 가공효율

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유연성이 있는 공구를 사용하므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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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Schematic diagram of EP-MAP hybrid process

Fig. 4 Mechanism of EP-MAP hybrid process

Fig. 5 Circulation and emission of matters

유곡면 형상, 패턴 형상, 마이크로 채널 등 자유형상에 적용이 

가능하며, 잔류응력이 거의 남지 않는다. 그리고 전해작용에 의

해 생성되는 부동태층을 CNT-Co 복합체의 기계적 절삭을 통

해 제거함으로써 높은 전류효율을 취할 수 있다. 개략적인 장치

의 구성을 Fig. 3에 나타내었다. 미세가공기와 그 축에는 공구

와 자기력을 발생시킬 수 있는 전자석이 설치되어 있으며, DC 
전원의 음극에는 공구가 양극에는 가공물이 연결되어 있으며 

전해액을 순환시켜주는 펌프와 수조로 구성되어있다. 전자석

인 공구에 자기력이 발생하면 CNT-Co 복합체를 사슬구조로 

정렬, 구속하게 되면서 유연성을 가진 공구가 된다. 공구의 끝

단과 공작물 사이에 CNT-Co 복합체를 슬러리 형태로 공급하

여 연마공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러한 공구의 회전

에 의해 기계적 가공이 이루어지며, 이와 동시에 수조에 담겨있

는 전해액과 공구와 공작물에 인가된 전류에 의해 전기화학적 

용출현상이 일어난다. 즉, 본 공정에서 CNT-Co 복합체는 연마

입자의 역할과 전해연마측면의 전극역할을 동시에 하게 된다.
전해-자기 복합 디버링 공정은 유연한 공구를 가지기 때문에 

자유형상을 가지는 버의 제거에 적합한 공정이며, 전해-자기 

복합 디버링 공정은 본 제품의 형상의 손상없이 버만을 제거함

과 동시에 제품의 표면의 평탄화를 가능하게 하는 공정이다. 
즉, 디버링 효과와 더불어 폴리싱 효과까지 획득할 수 있는 기

법으로써 생산성측면에서 높은 효율을 기대할 수 있는 가공방

법이다.

2.3.2 전해-자기 복합가공의 매커니즘

Fig. 4는 전해-자기 복합가공의 메커니즘 개략도를 보여준다. 
전자석에 의해 발생한 자기력에 의해 CNT-Co 복합체는 자기

력선 방향으로 정렬된다. 정렬된 입자는 공구의 회전에 의해 

접선방향의 힘이 작용하며 이 힘에 의해 공작물의 돌출부를 가

공할 수 있다. 이와 동시에 공구와 공작물에 인가된 전류로 인

해 전자가 공구와 CNT-Co 복합체를 통해서 전해액을 통과해 

공작물로 이동하며, 이때 공작물이 전해반응에 의해 전해용액

에 용해되어 전기화학적 제거가공이 발생한다. 따라서 전해-자
기 복합가공은 기계적 절삭가공과 전기화학적 제거가공이 동

시에 발생하므로, 기존의 자기연마보다 효율이 향상된 가공이 

가능함을 보여준다.
본 논문에서의 CNT-Co 복합체는 PVD공법을 이용한 

Bonding 타입으로 강자성체인 코발트와 기계적, 전기적 성질

이 우수한 탄소나노튜브가 혼합되어 있어 전해-자기 복합가공

에서 자기연마입자이자 전극으로 활용되었다.
Fig. 5는 자기장 내에 구속된 CNT-Co 복합체의 순환과 가공 

후 생기는 불순물의 배출을 보여준다. 전기화학적 반응에 의해 

기포가 발생하고, 기포는 자기장내에 구속된 CNT-Co 복합체

를 부력으로 들어 올리고 그 빈 공간을 다른 CNT-Co 복합체가 

채워짐으로써 입자가 순환하게 되어 별도의 드레싱이 필요하

지 않게 된다.

3. 실험의 구성

3.1 실험 장치

본 연구에서는 실험계획법을 이용한 전해-자기 복합 디버링 

공정에서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인자와 그 인자들의 각각의 

조건에서의 가공효율을 알아보기 위하여 실험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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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EP-MAP hybrid deburring process equipments

Table 1 Specifications of EP-MAP hybrid deburring process 
equipments

Items Conditions
Motor BLDC motor (300~3000rpm)

Inductor Flat end
Magnetic flux density generator Electromagnet

DC power supply 2.5A, 25V

X-Y-Z axis control drive Hyper-15 (Hybrid precision)
resolution : 0.1μm

Surface profiler Surftest SV-2000N2 (Mitutoyo)

Table 2 Experimental conditions

Items Conditions
Workpiece STS304

Working time 30min
Magnetic flux density 20, 40, 80mT

Electric potential 5, 10, 20V
Working gap 0.5, 1, 2mm

Feed rate 5, 10, 20mm/min
Spindle speed 600rpm

Electrolyte NaNO3
Concentration of electrolyte 5%

Table 3 Workpiece and micro milling conditions

Items Conditions
Workpiece STS304

Spindle speed 13,000rpm
Cutting tool diameter 100μm

Cutting tool 2-flute flat end-mill
Depth of cut 5μm / step

Table 4 Factors and levels used in experiments

Factor
Level

1 2 3
Magnetic flux density, A (mT) 20 40 80

Electric potential, B (V) 5 10 20
Working gap, C (mm) 0.5 1.0 2.0
Feed rate, D (mm/min) 5 10 20

Table 5 Orthogonal array table for L9(34)

No.
Factor

A B C D
1 20 5 0.5 5
2 20 10 1.0 10
3 20 20 2.0 20
4 40 5 1.0 20
5 40 10 2.0 5
6 40 20 0.5 10
7 80 5 2.0 10
8 80 10 0.5 20
9 80 20 1.0 5

Fig. 6은 전해-자기 복합 디버링 공정의 세부구성 요소이다. 
자기력 발생을 위한 전자석과 전기화학적 제거가공을 위한 DC 
전원 공급장치, 공구의 회전을 위한 BLDC 모터, 전해액의 순

환을 위한 전해액 탱크, 이송을 위한 마이크로 가공기 그리고 

전해-자기 복합 디버링 공정이 이루어지는 전해조가 있다. 
전해-자기 복합 디버링 공정의 구성 및 사양은 Table 1에 나

타난 것과 같으며, 실험에 사용된 시험조건을 Table 2에 나타

내었다. 본 실험에서 사용된 공작물의 재질은 STS304이며, 실
험에서 버의 형상 및 높이는 형상 조도 측정기의 P곡선측정을 

통해 분석하였으며 3개의 마이크로 채널의 버의 높이를 각각

측정하여 그 산술 평균으로 평가하였다.

3.2 실험 시편의 제작

본 연구에서 사용된 시편은 마이크로 밀링가공을 이용하여 

제작 하였으며 50mm×50mm의 구조물에 2날 타입, 직경 100μ
m 엔드밀을 사용하여 깊이50μm, 폭 100μm의 마이크로 채널

을 가공하였다. 마이크로 밀링가공 후 발생되어진 버의 불규칙

한 형태를 형상조도측정기 이용하여 계측하였다. Table 3는 마

이크로 밀링가공에 사용된 가공조건들을 나타내었다. 건식 고

속가공을 기본으로 하였을 때 평균 버의 높이는 11.97μm다.

3.3 실험의 구성

본 연구에서는 전해-자기 복합 디버링 공정에서 각각의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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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Experimental results and calculated S/N ratios

No. Error of height(μm) S/N ratio
1 11.868 -21.488
2 1.519 -3.629
3 12.229 -21.748
4 10.752 -20.630
5 3.920 -11.866
6 42.227 -32.512
7 9.211 -19.286
8 1.490 -3.464
9 22.568 -27.070

Table 7 Result table of S/N ratio for each factor

Level
Diff. Total P.C.

(%)1 2 3

Eh

A -15.621 -21.669 -16.607 6.048

33.744

17.92

B -20.468 -6.319 -27.110 20.790 61.61

C -19.154 -17.110 -17.633 2.045 6.06

D -20.141 -18.476 -15.280 4.861 14.41

Fig. 7 Influence of EP-MAP hybrid deburring process factors 
according to error of height

들이 디버링 정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를 평가하기 위

하여 실험계획법을 이용하였으며, 실험은 직교배열표를 구성

하여 진행하였다. 각 실험의 결과 값으로 마이크로 채널의 형상

오차를 계측하였으며, 인자들이 각 결과값에 미치는 영향을 평

가하였다.
Table 4는 본 연구에서 인자와 그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자

기연마법 측면의 기계적 절삭가공에 영향이 큰 자속밀도, 이송

속도와 전기화학적 제거가공에 영향이 큰 전압의세기, 공구와 

공작물의 거리를 인자로 하여 실험을 실시하였다. Table 5는 

실험에 사용된 L9(34)표준 직교배열표를 나타낸 것으로 4개의 

열에 주요인자를 배치하였고, 9번의 실험을 실시하였다.

4. 실험결과 및 고찰

4.1 형상오차에 따른 특성평가

본 연구에서 사용된 평가치는 마이크로 채널의 형상오차 Eh
를 사용하였으며, 형상 조도 측정기로 얻어진 P곡선의 데이터 

값으로부터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를 버의 높이를 포함한 총 채

널의 높이로 하고, 총 채널의 높이를 본래의 채널의 높이(50μ
m)와의 차의 절대값을 형상오차로 한다. 이를 신호와 잡음비로 

평가하였다. 여기서 마이크로 채널의 형상오차 Eh는 식 (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1)

여기서, 는 버의 높이를 포함한 총 채널의 높이이며, 
는 본래의 채널의 높이이다. 

실험에서 얻어진 마이크로 채널의 형상오차 Eh와 이로부터 

계산된 S/N비는 Table 6와 같다. Table 6의 S/N비를 이용하여 

각 인자가 서로 다른 수준에서 특성치에 대한 영향력, 그리고 

인자별로 특성치에 대한 영향력의 차를 Table 7과 같이 나타내

었으며 특성치에 대한 각 인자의 수준별 영향력과 그 차이 및 

각 인자의 기여율을 함께 나타낸 것이다.

전해-자기 복합 디버링 공정에서는 전기화학적 제거가공을 

위한 전압(인자 B)이 가장 민감함을 알 수 있다. 본 공정의 적

절한 전압의 세기는 용출되는 금속의 양을 결정함으로 디버링 

정도를 반영하는 형상오차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판

단된다.
그리고 Fig. 7을 통해서 적용된 범위에서의 최적조건을 찾을 

수 있었으며, 최적의 조건의 조합은 S/N비가 가장 크게 나타난 

조합으로 A1B2C2D3이다. 즉, 자속밀도가 20mT, 전압의 세기가 

10V, 공구와 공작물의 거리가 1mm, 공구의 이송속도가 20mm 
/min일 때 가장 낮은 형상오차를 얻을 수 있음을 나타내었다.

Table 8의 분산분석 및 F-검증을 통하여 형상오차의 감소에 

A인자가 90%의 유의수준, B인자가 99%의 유의수준을 만족

함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마이크로 채널의 형상오차

에 있어서 전기화학적 가공을 위한 전압세기의 크기와 자속밀

도에 따라 공작물의 형상오차에 영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본 공정에서 전기화학적 가공을 위해 인가된 전압세기는 금

속제거량을 결정하는 인자이며 마이크로 채널의 버를 제거하

는 양과 속도를 결정하고, 자속밀도는 전해-자기 복합가공의 

공구역할을 하는 CNT-Co 복합체의 유연성을 결정함으로 마

이크로 채널의 본래의 형상에 손상을 피하고 버만을 제거하는

데 많은 영향을 미치는 인자이다. 
즉, 전기화학적 가공을 위해 인가된 전압의 세기와 자속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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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Analysis of variance for each factors

SS DOF V F0
A 7.019 2 3.510 9.332
B 75.170 2 37.585 99.937
C (0.752) (2) (0.376)
D 4.068 2 2.034 5.408
E 0.752 2 0.376

Total 87.009 8

(a) Before EP-MAP deburring process

(b) After EP-MAP deburring process

Fig. 8 SEM image of micro channel before and after EP-MAP 
deburring process

는 마이크로 채널 형상의 형상오차를 줄이는데 중요한 인자임

을 알 수 있다.

4.2 검증실험 및 고찰

실험계획법을 통해 얻어진 최적조건은 자속밀도가 20mT, 전
압의 세기가 10V, 공구와 공작물의 거리가 1mm, 공구의 이송

속도가 20mm/min일 때이며, 최적 조건을 이용한 검증실험을 

수행하였을 때의 Eh는 0.594μm였다. 
Fig. 8은 최적 조건을 적용하여 전해-자기 복합 디버링 공정

을 수행하였을 때 가공전과 가공후의 마이크로 채널의 형상을 

보여 주고 있다. Fig. 8(a)는 가공 전 사진이며, 채널상단부에 

발생된 버를 관측할 수 있다. Fig. 8(b)는 공정 후의 채널의 형

상이며 전해-자기 복합 디버링 공정에 의해 버가 제거되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5. 결 론

CNT-Co 복합체를 연마입자 및 전극으로 이용하는 전해-자

기 복합 디버링 공정을 실시하였고, 본 공정의 적용이 가능함을 

제시하였다. 전해-자기 복합 디버링 공정의 특성을 실험계획법

을 통하여 각 인자별 특성과 수준별 영향력을 분석하여 아래와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마이크로 채널의 형상오차에 따른 특성평가를 수행하였을 

때 본 공정에서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인자는 전기화학

적 가공을 위한 전압의 세기이다.
(2) 자속밀도가 20mT, 전압의 세기가 10V, 공구와 공작물의 

거리가 1mm, 공구의 이송속도가 20mm/min일 때 전해-자
기 복합 디버링 공정에서 마이크로 채널의 형상오차가 최

소가 되는 최적조건으로 선정하였다. 
(3) 검증실험을 통하여 전해-자기 복합 공정이 디버링 공정으

로서의 적합성과 본 공정의 디버링 정도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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