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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reports a simple, yet effective 1-step surface modification method for stainless steel. 

Electrochemical etching in dilute Aqua Regia forms hierarchical micro and nanoscale structure on 

the surface. The surface becomes highly hydrophobic (~150°) as a result of the etching in terms 

of static contact angle (CA). However the liquid drops easily pinned on the surface because of 

high contact angle hysteresis (CAH), which is called a “petal effect”. The petal effect occur 

because of gap between surface microstructures, despite of intrinsic hydrophobicity of the base 

material. The pore size and period of surface structure can be controlled by applied voltage 

during the etching. This method can be applied to wide variety of industrial demand for surface 

modification, while maintaining the advantageous anti-corrosion property of stainless ste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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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칭), Hierarchical Structure (계층적 구조), Hydrophobic Structure (소수성 표면) 

 

 

1. 서론 

 

스테인리스 스틸은 Cr을 10.5% 이상 함유하고 

있는 Fe 합금을 통틀어 이르는 명칭이다. Cr 이외

에도 Ni, Mo, V 등 다양한 합금 원소들의 함량을 

조절하여 물성을 향상시킬 수 있어 다수의 세부 

분류가 존재하나, 가장 중요한 공통 특성은 산화

에 저항하는 내부식성이 뛰어나다는 점이다. 또한 

철 합금이므로 기계적 물성도 우수하여 건축 자재

나 자동차, 선박, 항공기의 재료로 쓰이는 등 매우 

활용 범위가 넓다. 이렇듯 폭 넓고 유용하게 쓰이

는 스테인리스 스틸에 표면 개질 기법을 더한다면 

그 활용성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며, 산업

적으로 큰 파급 효과가 있을 것이다.  

표면 개질이란 고체의 표면 물성을 바꾸어 성

능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가공 기술이다. 과거

에는 열처리나 코팅 등 매크로 스케일에서의 가공 

기술이 주류를 이루었으나, 현미경과 정밀 가공 

기술이 발달하면서 표면에 미세구조물을 형성시키

면 그 화학적 물성과 기계적 구조에 따라 특수한 

기능성이 발현된다는 점이 밝혀져 현재 국내외적

으로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1 

이러한 표면 개질로 인한 성질 변화 중 주요한 

것으로 표면의 젖음성(wettability) 변화가 있다. 젖

음성이란 액체가 고체와 접촉을 유지하려는 정도

를 나타내는 말이며, 정량적으로는 고체 표면에 

작은 물방울을 떨어뜨려 물의 접촉각(contact angle)

을 관찰하는 등의 방식으로 측정할 수 있다.2 이런 

젖음성은 크게 2가지 요인에 따라 결정되는데, 하

나는 물질의 화학적 조성이며 나머지 하나는 물질 

표면에 형성된 미세 구조물이다. 일반적으로는 물

질의 화학적 조성에 따라 친수성(hydrophilic)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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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성(hydrophobic)이냐의 경향성이 결정되지만 순

수하게 그 화학적 조성만으로는 그 정도에 한계가 

있으며, 표면에 미세 구조물이 형성되면 그 경향

성이 증폭되어 젖음성이 극단적으로 높아지거나 

낮아질 수 있다.1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해 표면의 

젖음성을 조절하여 자기 세정 효과, 증발률 향상, 

임계열유속 향상 등 특별하면서 유용한 기능성을 

발현시킨 사례들이 다수 보고되어 있다.3-5 

이렇듯 미세구조물의 특별한 효과는 속속 보고

되고 있으나, 아직 널리 상용화 되지 못한 이유 

중 하나로는 실험에 사용된 소재의 문제를 꼽을 

수 있다. 실험실에서 사용되는 소재들은 정확한 

물성과 실험의 재현성 등을 위해 주로 순도 높은 

원소들을 사용하므로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 실질적 활용에 문제가 있으며, 산업적으로 흔

히 사용되는 합금 제품에서의 재현성 또한 보장되

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다.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

여, 예컨대 흔히 사용되는 스테인리스 스틸을 그

대로 사용하여 표면 개질로 그 특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면 좀 더 실용화에 가까워질 수 있을 것이

다.  

본 논문에서는 스테인리스 스틸을 재료로 하는 

표면 개질 방법을 소개하고, 그 결과로 만들어진 

구조물의 특성을 설명하고 분석한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실제 산업 현장에서 사용되는 소재를 

그대로 표면개질하는 기술은 앞으로의 실용적 응

용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2. 실험 및 결과 

 

2.1 실험 방법 

시편으로는 STS 304 규격의 스테인리스 스틸 

판을 20 mm x 25 mm x 0.5 mm 크기로 절단하여 사

용하였다. 반응 중 모서리 부분에 과도한 전류 집

중을 막기 위하여 모서리 부분은 폴리에스터 테이

프를 붙여 절연시켰다. 그리고 이 시편을 양극의 

위치에, 탄소 판을 음극의 위치에 놓고 서로 평행

하게 5 cm 떨어진 거리에 위치시킨 후 함께 전해

질 용액에 담갔다.  

전기화학적 방법으로 표면을 에칭하기 위한 전

해질 용액으로는 묽은 왕수를 사용하였다. 이 용

액은 3.6 % (1 N)의 염산과 1.2 % 로 희석된 질산 

용액을 1:1로 섞어서 제조하였고, 실험 직전에 혼

합하여 사용하였다.  

전기화학적 에칭을 위하여 시편에는 3 V에서 

20 V까지의 정전압을 걸어주었다. 에칭이 끝난 후

에는 시편을 꺼내 곧바로 탈이온수(DI water)로 세

정하였고, 압축 공기로 수분을 털어낸 후 오븐에

서 완전히 건조시켰다. 

 

2.2 표면의 젖음성 변화 

반응 전후 표면의 물성 변화를 측정하기 위하

여 1 µL의 탈이온수를 표면에 올려 그 접촉각

(Contact angle, CA)을 측정하였다. 

Fig. 1(a)에서 보이듯 아무 가공도 하지 않은 매

끈한 표면의 304 스테인리스 스틸은 약 90°의 접

촉각을 보이지만, (b)와 같이 전기화학적 에칭 가공 

후 완전히 건조된 시편은 반응 조건에 따라서 최

고 149°까지 접촉각이 상승하였다. 이러한 극적인 

젖음성 변화는 전기화학적 에칭으로 표면에 형성된 

마이크로 및 나노스케일 구조물 때문으로 보인다. 

Fig. 2는 10 V 조건에서 가공된 시편의 표면을 

서로 다른 배율로 관찰한 결과이다. 저배율에서는 

패여 들어간 마이크로 스케일의 구덩이(bump)를 확

인할 수 있으며, 고배율에서는 마이크로 및 나노 스

케일의 공극(pore)를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여러 

스케일의 표면 구조가 복합적으로 형성된 표면 구

조를 계층적 구조(hierarchical structure) 라 부르며, 매

우 큰 접촉각 변화를 가져오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6 이론적으로는 흔히 Cassie-Baxter의 모델에서 

고체 비율(solid fraction)이 낮아지는 동시에 기체비

율(air fraction)이 높아지기 때문으로 해석한다.7 

Fig. 1 Significant difference in both surface 

morphology and wettability (measured with 1 µL 

DI water) between (a) bare (b) electrochemically 

modified (in diluted Aqua Regia) 304 stainless 

steel specim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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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표면은 정적 접촉각(static CA)이 높기 때문

에 소수성 표면으로 분류할 수 있으나, 물방울이 

쉽게 피닝되어 Fig. 3과 같이 표면을 수직으로 놓

거나 완전히 180° 뒤집어진 상태로 놓아도 쉽게 

떨어지지 않는 성질을 보인다. 이런 현상을 장미 

꽃잎 효과(rose petal effect) 라고도 부르며8, 표면의 

접촉각 이력(CA hysteresis, CAH)이 클 때 일어나는 

현상으로 알려져 있다.  

Bhushan9 등이 연구한 바에 따르면 표면의 마

이크로 구조물 사이의 간격에 따라서 CAH 값이 

크게 변할 수 있으며, 그 구조물 사이의 간격이 

특정 값일 때 CAH값이 local maximum이 되는 현

상이 일어난다. 이런 결과가 나오는 이유는 마이

크로 구조물 사이의 틈으로 물이 스며들어가

(impregnating) 물방울을 표면에 고정(pinning)시키기 

때문으로, 이런 상태를 Sticky hydrophobic surface 

등의 용어로 표현하기도 한다.10 Fig. 2에서 관찰한 

바와 같이 이 표면에는 마이크로미터 스케일을 가

진 구조가 형성되어 있어 상기한 바와 같은 효과

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2.3 표면의 형상 변화 

반응 조건에 따른 표면 형상 변화를 관찰하기 

위하여 Fig. 4에 SEM (Scanning Electron Microscopy) 

으로 표면 형상을 촬영하여 정리하였다. 각각 3 V

에서 20 V까지 일정한 전압으로 10분간 반응시킨 

시편들이며, 다중 스케일의 구조물을 보이기 위하

여 여러 배율의 사진을 함께 배열하였다.  

표면을 관찰한 결과, 다른 조건들이 일정한 경

우엔 가해준 전압에 따라서 공극의 크기와 간격이 

크게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3 V 시편에서

는 반응이 덜 되어 원래의 표면이 많이 남아 있지

만 전압이 5 V 이상인 경우 표면 전체가 에칭된다. 

형성되는 공극의 크기와 간격은 15 V까지 전압이 

올라감과 함께 증가하여 지름 100 µm정도까지 증

가하나, 20 V에서는 다시 줄어들어 지름 50 µm 정

도가 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논문의 방법과 유사한 전기화학적 가공법의 

하나인 양극 산화에 관한 기존 연구를 살펴보면, 

가해준 전압에 따라 표면에 형성되는 공극의 크기 

및 그 간격이 변하여 표면 구조가 달라지는 현상

이 알려져 있다. 공극 크기의 경우 저전압에서는 

전압이 증가함에 따라 함께 커지지만, 전압이 일

정 이상으로 증가하면 공극의 크기가 일정하게 유

지되거나 오히려 작아진다.11,12 본 실험에서 가해

Fig. 2 Hierarchical structures on the modified surface (in 

10 V), which consist of microscale bumps and 

micro/nanoscale pores that dramatically change 

wettability of the surface 

Fig. 3 Hydrophobic in terms of static angle (measured 

with 1 µL DI water), but sticky to the specimen 

(etched in 10 V, 20 minutes) which is called 

“petal e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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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 전압에 따라 공극의 크기가 달라지는 것은 이

런 경향과 관계 있는 것으로 보이며, 본 실험에서 

사용된 재료와 용액의 경우 공극의 크기가 최대치

에 달하고 다시 작아지는 전압 조건의 경계가 약 

15 V인 것으로 보인다. 

 

2.4 표면의 재질 변화 

반응 전후 표면의 화학적 성질 변화를 확인하

기 위하여 EDS (Energy Dispersive Spectroscopy) 로 

표면의 구성 원소를 측정하여 Fig. 5에 정리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304 스테인리스 스틸은 주성분

인 Fe, Cr, Ni 이외에도 몇 가지 미량 원소들로 구

성되어 있으나, EDS 측정 방식의 한계상 1 % 이하

로 함유된 원소들은 발견되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304 스테인리스 스틸 규격에 

따르면 주요 구성요소인 Cr과 Ni는 각각 중량비로 

Fig. 4 Size of pores vary along the applied voltage (3~20 V) in same duration of etching (10 minutes) and 15 V 

condition resulted the local maximum value of pore size 

 

(a) (b) (c) 

Fig. 5 (a) Ordinary 304 stainless steel composition and EDS data of (b) bare 304 plate, (c) electrochemically etched 

plate showing a slight change in Cr and Ni content after the etching 



한국정밀공학회지 제 31권 4호 pp. 353-358 

 

 

April 2014  /  357

18~20 %, 8~11 % 이며 반응 전 시편들의 경우 그 범

위에 맞는 함량을 보였다. 그러나 에칭 후의 EDS 

측정 결과들을 관찰해보면 Cr의 함량은 304 스테인

리스 스틸의 규격인 20 %를 조금 넘고, Ni의 함량은 

규격인 8 %보다 조금 밑도는 결과를 보였다. 이는 

전기화학적 에칭 반응시 금속 내부에 포함된 원소

들이 각각 에칭되는 속도가 달라 반응 전후 상대적

인 함량에 변화가 생긴 것으로 보인다. 

위의 EDS 측정 결과로 보았을 때, 에칭 후의 

시편 표면은 Ni의 함량이 규격수치인 8 % 미만으

로 떨어지므로 엄밀한 의미에서 본래의 304 스테

인리스 스틸과 동일한 물질이라고 볼 수는 없으나, 

녹이 슬지 않는 데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Cr

의 함량이 높게 유지되므로 내부식성 면에서 여전

히 큰 차이가 없을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그러

므로 본 논문에서 소개한 전기화학적 에칭은 재료

인 스테인리스 스틸의 장점을 그대로 살리면서 표

면을 개질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3. 결론 

 

3.6 % 염산과 1.2 % 질산을 혼합한 묽은 왕수를 

이용해 304 스테인리스 스틸의 표면을 전기화학적

으로 개질하는 간단하고도 효과적인 방법, 그리고 

그 결과로 형성되는 표면의 물성을 소개하였다.  

이 묽은 왕수를 이용한 전기화학적 에칭 방법

은 간단한 방법으로 스테인리스 스틸의 표면을 개

질하여 높은 소수성을 갖게 한다. 또한 그 표면은 

소수성이지만 액체가 쉽게 달라붙는 장미 꽃잎 현

상을 일으키는 특이성을 보인다.  

또한 에칭시의 전압을 조절하면 계층적으로 형

성된 마이크로 및 나노스케일 구조물의 형상을 손

쉽게 바꿀 수 있으며, 일정한 범위 내에서 그 공

극의 크기를 조절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 방법으로 개질된 표면은 본래의

304 스테인리스 스틸과 거의 동일한 물성을 지니므

로, 원 물질의 주요 물성인 높은 내식성을 유지한다. 

이로 인해 이전의 활용성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젖

음성 변화로 인한 추가적인 활용을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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