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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전해에칭(electrochemical etching) 공정은 전극

의 마모가 없고 표면 조도가 좋으며 화학에칭

(chemical etching)에 비해 가공속도가 빨라 금속

의 패터닝 등 전자산업이나 마이크로 시스템 
분야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공정이다. 이러

한 전해에칭 공정으로 선택적인 가공을 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별도의 마스크(mask)가 
요구된다. 마스크로는 주로 PR(Photo-Resist) 마
스크 또는 금속마스크를 사용한다.1 그러나 이
러한 마스크를 이용한 선택적인 전해에칭은 가
공표면이 평면이어야 하는 한계점을 갖는다. 

최근 별도의 마스크 제작 없이 레이저 마스

킹을 이용한 전해에칭법이 연구되었다. 2,3 시편

표면에 레이저를 조사함에 따라 형성된 재응고

층이 보호층 역할을 하여 선택적인 전해에칭 
공정이 가능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레이저 마
스킹을 이용하여 곡면에서의 선택적인 미세 전
해에칭에 관해 연구하였다. 

 
2. 실험장치 및 실험방법 

 
본 실험에서는 직경 3 mm 의 스테인리스 

강(Stainless steel 316L)을 시편으로 사용하였으

며, 전해에칭 공구로는 100 μm 두께의 백금 
판을 사용하였다. Fig. 1 은 본 실험에 사용된 
실험장치 구성도로 (a)는 원하는 형상의 마이

크로 패터닝을 구현하는 레이저 마스킹 장치로 
실험에서는 레이저 (Yb-doped fiber laser)를 사용

하였으며 (b) 와 같이 레이저 마스킹 후 z 축에 
연결된 공구전극을 이용하여 전해에칭 공정을 
수행하였다. 전해에칭 과정에서 공구전극과 시
편 사이 간극은 200 μm 로 유지되었다. 실험조

건은 Table 1 과 같다.  

 
Fig. 1 Experimental set up (a) for laser masking 

(b) for electrochemical etching. 
 

Table 1 Experimental condition. 
 

Laser masking conditions 

Power 4 W 

Pulse repetition rate 80 KHz 

Marking speed 19.6 mm/s 

Electrochemical etching conditions 

Pulse on time 50 μs 

Pulse period 500 μs 

Applied voltage 11.5 V 

Electrolyte 2 M Na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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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Step procedures. 

 
Fig. 2 는 단계별 실험순서를 나타낸 것이다. 

먼저 곡면에 원하는 마이크로 패턴 마스킹을 
한 후 일정 각도 회전시켜 마스킹 과정을 반복

한다. 이 후 마스킹 된 곡면 위에 공구전극을 
고정시켜놓고 시편을 일정속도로 회전시켜주면

서 전해에칭하여 원하는 형상을 가공한다. 전
해에칭 시 전해액은 펌프를 사용하여 공급하게 
되며 전해에칭 후 초음파 세척과정을 통해 불
순물을 제거한다. 

 
3. 결과 

 
레이저 마스킹을 통해 형성된 재응고층은 

전해에칭 공정에서 마스크 역할을 하여 같은 
시간 전해에칭이 수행되었을 때 레이저가 조사

되지 않은 표면에 비해 보호가 되었음을 확인

하였다. Fig. 3 의 SEM image 를 보면 (a)와 같이 
곡면에 레이저를 조사하여 마스크 역할을 하는 
재응고층을 형성하고 전해에칭을 수행하여 (b), 
(c) 와 같은 미세형상가공 결과를 얻었다. 가공

된 표면을 Fig. 3 의 (b)에서 보이는 a-a’ 선을 
따라 테일러홉슨(Talyor Hobson)을 이용하여 그 
단차를 측정해본 결과 Fig. 4 에서 볼 수 있듯

이 평균단차 약 3.5 μm 정도를 보였다.  
 

4. 결론 
 

레이저 마스킹을 이용한 전해에칭 공정으

로 평면만이 아닌 원통형상의 곡면에 원하는 
미세패턴가공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다. 곡면

에 미세 패터닝이 가능함에 따라 마이크로 가
공에서 다양한 삼차원 구조물 제작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a) Laser masking    (b) After etching 

(c) Electrochemical etching surfaces 
Fig. 3 SEM images of laser masking and after 

electrochemical etching process. 

Fig. 4 Surface profile along a-a’ 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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