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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알루미늄(aluminum)은 밀도가 철의 1/3에 불과한 경량금속일 

뿐 아니라 내식성, 열전도도, 가공성이 우수하기 때문에 자동차, 항
공우주, 전기전자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1,2]. 
하지만, 알루미늄과 그 합금은 경도와 내마모성이 낮고 강(steel)에 

쉽게 응착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 기계적 접촉 및 마찰이 발생하

는 기계요소에 사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3]. 최근 알루미늄 소재의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강과 알루미늄이 접촉하는 공정이나 기계

요소들이 자동차나 소성가공 분야를 중심으로 크게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이 소재들의 마찰 특성을 이해하고 개선하는 연구가 시급

히 필요하다. 
표면 텍스처링(surface texturing)은 마이크로 혹은 나노 크기의 

딤플(dimple)이나 그루브(groove)를 소재의 표면에 직접 새겨 넣

는 것으로, 코팅이나 화학적 처리 없이 접촉면의 마찰 특성을 효과

적으로 향상시키는 방법이다[4]. 표면 텍스처링은 부품 간 접촉면적

을 감소시키고, 마모입자를 공동(cavity)에 포집하는 작용을 하여 

계면의 마찰특성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5]. 윤활제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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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는 경우에도 표면 텍스처는 윤활유의 저장소(reservoir) 및 유

체동력학적(hydrodynamic) 압력을 발생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

에 접촉면의 마찰을 감소시키게 된다[6]. Zhang 등[7]은 다이아몬드 

공구를 이용하여 강의 표면에 다양한 형상의 텍스처링을 실시하였

고, 딤플 구조의 마이크로 패턴이 마찰력 감소에 가장 효과적이라

는 것을 보였다. Li 등[8]은 PTFE (polytetrafluoroethylene) 복합

재 표면에 텍스처링을 수행하여 마찰력을 제어하였으며, 초음파 

모터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최적의 패턴 구조를 찾고자 하였

다. Fiashi 등[9]은 레이저를 이용하여 100Cr6 강 표면에 반구형의 

딤플을 생성하였고, 이를 통해 계면의 마찰계수를 50% 이상 감소

시켰다. 이들은 접촉면의 마찰계수가 마이크로 패턴의 작은 형상

변화에도 매우 민감하게 변화한다는 것을 관찰하였다.
마찰특성이 크게 저하되는 것으로 알려진 알루미늄과 강의 접촉

면도 표면 텍스처링을 통해 마찰특성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예

상된다. 하지만, 현재 이 소재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매우 드물

기 때문에, 알루미늄과 강 접촉면을 대상으로 마찰력이 발생하는 

올바른 메카니즘을 이해하고, 표면 텍스처링이 마찰에 미치는 영

향을 분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기초연구를 기반으로, 다
양한 공정 환경에서 마찰특성을 최적화하는 표면 텍스처의 설계나, 
최소량의 윤활제를 사용하여 강과 알루미늄 접촉면을 구축하는 것

이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알루미늄 표면에 그루브 형상의 마이크로 

패턴 어레이를 가공하여, 마이크로 패턴이 강과 알루미늄 접촉면

의 마찰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또한, 하중조건 및 윤활

상태에 따라 마찰력을 발생하는 메카니즘과 마이크로 패턴의 영향 

정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평가하고자 하였다. Ball-on-Disk 실
험을 수행하여 접촉면의 마찰력과 마모 특성을 측정하였으며, 세
부적인 마찰 특성의 변화 및 메카니즘 분석은 전자주사현미경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SEM)을 이용한 표면 관찰을 통

해 수행되었다. 표면 텍스처링을 수행하기 위한 방법[10,11]으로는 

정밀도와 제어성이 뛰어나고 친환경적인 레이저[12]를 사용하였다. 
하지만, 레이저로 마이크로 패턴을 일일이 가공하는 기존 방식과

는 다른 레이저 쇼크 패터닝(laser shock pattering) 공법을 적용하

였다. 이는 한 번의 레이저 펄스로 수백 개의 마이크로 패턴을 동시

에 구현할 수 있어 매우 효율적일 뿐 아니라, 레이저 플라즈마에 

의해 유도된 충격하중으로 패턴을 엠보싱하기 때문에 시편이 레이

저의 열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2. 실험 방법
2.1 레이저 쇼크 패터닝 

표면 텍스처링을 위한 레이저 쇼크 패터닝 공정의 개략도를 Fig. 

1에 나타내었다. 발진된 레이저 빔이 반사경과 집속렌즈를 거처 

알루미늄 삭마층(ablation layer)에 도달하면, 삭마층의 표면이 순

간적으로 기화되면서 고온, 고압의 플라즈마(plasma)가 발생한다. 
이 플라즈마는 급속히 팽창하면서 충격파를 생성시켜 그리드 몰드

에 충격 하중을 가하게 되고, 몰드의 마이크로 패턴 형상이 시편에 

전사된다. 레이저는 펄스폭 10 ns, 파장 1064 nm의 Q-switched 
Nd:YAG 펄스 레이저를 사용하였으며, 플라즈마가 한 방향으로만 

팽창할 수 있도록 삭마층 위쪽에는 유리 소재의 구속층(confinement 
layer)을 설치하였다. 

그리드 몰드와 마이크로 패턴이 전사된 알루미늄 표면의 SEM 
사진을 Fig. 2에 나타내었다. 100 µm 크기의 홀(hole)과 25 µm 
두께의 바(bar)로 구성된 마이크로 패턴이 시편에 성공적으로 전사

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집속된 레이저 빔의 크기는 2 mm로 설정

되었기 때문에, 한 번의 레이저 조사로 200개 이상의 마이크로 패

턴을 동시에 생성할 수 있었다. 또한, 이 공법은 레이저 충격파를 

이용한 간접 패터닝 방식이기 때문에 시편의 표면에는 레이저 열 

영향에 의한 조직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레이저 강도는 4.4 
GW/cm2로 설정하였고, 이때 패터닝 된 시편의 프로파일 일부를 

Fig. 2(c)에 나타내었다. 깊이 5~10 µm의 마이크로 패턴이 형성

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드 몰드와 레이저 파라미터를 변화시

켜 마이크로 패턴의 구조와 깊이를 변화시킬 수 있으나, 본 연구에

서는 마이크로 패턴의 형상은 고정시킨 채, 공정조건 및 윤활 상태

에 따라 마이크로 패턴의 영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았다.

2.2 Ball-on-Disk 시험
표면 텍스처링 전후 알루미늄과 강 소재 사이의 마찰력을 측정

하기 위하여 Ball-on-Disk 시험 장비를 Fig. 3과 같이 구성하였다. 
두께 500 µm의 알루미늄 시편을 지그(jig)에 고정하였고, 알루미

늄 시편의 상대재료는 지름 10 mm의 고탄소 크롬강 볼을 사용하

Fig. 1 Schematic illustration of the laser shock surface patterning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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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볼은 경도 60 HRC, 산술평균거칠기(Ra) 0.1 µm 값을 가졌

으며, 마모를 고려하여 매 실험마다 세척 후 교체하였다. 서로 다른 

접촉하중을 구현하기 위하여 가압 하중은 3.5, 8.5, 12.5 N으로 

변화시켰고, 볼과 시편의 미끄럼 속도는 약 2 mm/s로 고정하였다. 
헤르츠의 접촉이론[13]에 근거하여 계산한 접촉면의 압력은 450 ~ 
680 MPa 범위였다. 건식 및 윤할 조건에서 마찰특성의 변화를 

관찰하였으며, 윤활 실험의 경우 윤활제를 몇 방울 시편에 떨어뜨

리고 고무 블레이드를 이용해 윤활제가 표면에 골고루 도포되도록 

하였다. 스트레인 게이지를 이용하여 접촉면의 마찰계수를 측정하

였고, 실험은 각 조건별로 3회씩 진행하여 그 평균값을 결과로 사

용하였다. 알루미늄 시편(Al 1050)의 화학적 조성은 Table 1에 

나타내었고, 습식 조건에서 사용한 윤활제(Shell Morlina S2 Bl 
10)의 세부 물성은 Table 2에서 확인할 수 있다.

3. 실험 결과
3.1 건식 조건

우선 표면 텍스처링을 수행하지 않은 건식조건에서 알루미늄과 

강의 마찰특성을 살펴보았다. Fig. 4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초기

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마찰력이 측정되었으나, 이후 마찰력이 급

격히 증가하면서 편차가 심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전이 구간

(transition stage) 이후에는 평균 마찰력의 값이 크게 변화하지 않

는 안정화 단계(stable stage)에 접어들었으나, 마찰력의 변동 폭은 

크게 감소되지 않았다. 이는 시편과 볼의 미끄럼 상대운동에 의해 

많은 양의 마모 부스러기(wear debris)가 생성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Fig. 5(a)에 알루미늄 시편의 마모트랙 형상을 나타내었

는데, 시편의 마모 부스러기 층이 성장하여 미끄럼 경로 상에 매우 

불규칙하게 점착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알루미늄과 강의 접촉

면 마찰특성이 저하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와 같은 마모 부스

러기 층의 성장과 점착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알루미늄과 

강의 마찰특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마모 부스러기 층의 크기를 

줄이거나 점착을 완화시키는 조치가 필요하다. 본 실험에서 주어

(a) Grid mold

(b) Patterned surface

(c) Surface profile of the patterned surface

Fig. 2 SEM micrograph and surface profile of the patterned 
surface using laser 

Fig. 3 Ball-on-Disk experimental set-up

Table 1 Chemical composition of the aluminum alloy (Al 1050, 
wt%)

Fe Si Ti Cr Cu Zn Mn Al
0.34 0.11 0.02 0.08 0.003 0.003 0.004 balanc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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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하중조건(3.5 N)에서 마모 트랙의 너비는 600~700 µm로 측정

되었다.
레이저 쇼크 패터닝 후 마찰 실험을 실시한 시편의 표면 사진을 

Fig. 5(b)에 나타내었다. 마모 트랙의 표면은 여전히 불규칙적이었

고, 엠보싱 된 마이크로 패턴도 상당 부분 마모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하지만, 점착된 마모 부스러기 층의 크기는 Fig. 5(a)와 

비교했을 때 현저히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시편의 표면에 

마이크로 패턴이 엠보싱 된 경우에는 작은 마모 부스러기들이 패

턴의 바 영역에 포집되어 분리되기 때문에, 마모 부스러기 층은 

크게 성장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마모 트랙의 너비도 Fig. 
5(a)와 비교하였을 때 감소하여, 500~600 µm로 측정되었다.

표면 텍스처링 전후 안정화 단계(stable stage)에서 측정한 마찰

계수 값의 변화를 Fig. 6에 나타내었다. 표면 텍스처링을 수행한 

경우의 평균 마찰계수 값은 약 0.48로, 그렇지 않은 경우의 0.71과 

비교할 때 약 32% 감소한 것을 볼 수 있다. 표면 텍스처링 후 마모 

부스러기 층의 크기가 줄어듦에 따라 강구의 미끄러짐이 원활해지

면서, 마찰계수 값이 감소하게 됨을 알 수 있다. 이외에도 패터닝 

후 시편의 표면 경도가 증가하여 마모량이 줄어드는 것도 마찰력 

감소의 또 다른 원인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레이저 쇼크 패터닝은 

소재에 강한 충격파를 전달하기 때문에 패터닝 후 시편의 표면 경

도가 상당히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4]. 하지만, 마모 층의 

점착현상은 개선되지 않아, 마찰계수 값이 진동하는 편차는 크게 

Fig. 4 Friction force versus sliding time curve for the untextured 
sample at dry condition (load=3.5 N)

(a) Untextured surface

(b) Textured surface
Fig. 5 SEM micrographs of the worn surfaces for the untextured 

and textured samples at dry condition (load=3.5 N)

Table 2 Typical properties of the lubricant oil

Viscosity Grade 10
Kinematic Viscosity (mm3/s) 10

Density (kg/m3) 881
Flash Point (℃) 150
Pour Point (℃) -30

Fig. 6 Friction coefficient curves of the untextured and textured 
samples at dry condition (load=3.5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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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상되지 않았다. 즉, 건식 조건에서의 표면 텍스처링은 마모 부스

러기 층의 크기를 줄여 평균 마찰계수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지

만, 점착 현상은 개선하기 못하기 때문에 마찰력의 편차을 줄이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여러 하중 조건에서 표면 텍스처링 전후 마찰계수를 측정한 결

과를 Fig. 7에 나타내었다. 하중이 3.5 N에서 8.5 N으로 증가한 

경우에는 마찰계수가 증가하였지만, 하중이 12.5 N으로 증가한 경

우에는 오히려 8.5 N 보다 마찰계수가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하중이 증가하면 계면의 접촉응력(contact stress)과 경작효과

(ploughing effect)가 증가하기 때문에 마찰계수가 증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6]. 하지만 알루미늄과 강이 접촉하는 경우에는 마모 부

스러기 층이 크게 성장하여 표면에 점착되기 때문에 그 점착 형태

가 마찰계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Fig. 8에서 8.5 N의 

하중인 경우에는 거대한 마모 부스러기 층이 경로상에 점착된 것

을 볼 수 있으나, 12.5 N의 하중 조건에서는 마모 부스러기 층이 

오히려 표면에 강하게 압착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접촉면의 마모 트랙을 평탄화시키고 표면의 불규칙성을 다소 경감

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접촉면의 마찰계수는 오히려 감소하

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표면 텍스처링이 알루미늄과 강 접촉면의 마찰에 미치는 

영향은 하중 상태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Fig. 7에서 볼 수 있듯

이, 하중이 증가할수록 표면 텍스처링의 효과는 감소하였다. 3.5, 
8.5, 12.5 N의 하중 조건에서 마찰계수의 감소량은 각각 32, 13, 
2%였다. 이와 같은 현상은 엠보싱 된 마이크로 패턴의 깊이와 관

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레이저쇼크 패터닝 공정으로 구현

된 마이크로 패턴의 깊이는 5~10 µm 정도로, 낮은 접촉하중에서

는 패턴의 바 영역에 마모 부스러기가 충분히 포집될 수 있어, 마찰

력 감소에 기여하게 된다. 하지만, 접촉하중이 증가하면 마모 부스

러기 양이 증가하기 때문에, 바 영역에 포집되는 양이 충분치 않게 

되며, 표면 텍스처링의 효과도 점점 감소하게 된다. 따라서, 건식 

조건에서 표면 텍스처링의 효과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마모 부스러

기를 충분히 포집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결과적으로, 건식조건에서의 표면 텍스처링은 강과 알루미늄 접

촉면의 마모 부스러기 층의 크기를 줄이는 효과가 있었지만, 점착 

특성은 개선하지 못하였다. 마모 부스러기 층의 크기는 마이크로 

패턴의 깊이 및 접촉 하중과 관련이 깊은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향후 이 변수들이 접촉면의 마찰계수에 미치는 효과 및 상호작용

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건식 조건에서 알루미늄과 

강 접촉면의 평균 마찰계수를 정량화 할 수 있을 것이다. 

3.2 윤활 조건
접촉면에 윤활유를 도포한 경우 시간에 따른 마찰력의 변화를 

Fig. 9에 나타내었다. 동일하중에서 건식 조건의 마찰력 곡선(Fig. 
4)과 비교해 보면, 마찰력 값이 현저히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Fig. 7 Variation of friction coefficients with normal loads at dry 
condition

(a) Load=8.5 N

(b) Load=12.5 N
Fig. 8 SEM micrographs of the worn surfaces at different normal 

lo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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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찰력이 변화하는 진동 폭도 대폭 개선되었으며, 건식 조건에서

처럼 마찰력이 전이 구간에서 급격히 증가하는 현상도 관찰되지 

않았다. Fig. 10에 표면 텍스처링을 수행하지 않은 시편의 경우 

윤활 조건에서의 마모 트랙 형상을 나타내었다. 건식 조건에서처

럼 성장한 마모 부스러기 층이나 점착현상이 관찰되지 않았고, 마
모 트랙 표면도 매우 균질하고 매끈해 보였다. 마모 트랙의 너비도 

건식 조건과 비교해 보면 대폭 감소하여, 250~300 µm 수준으로 

측정되었다. 윤활제를 적용한 상태에서는 알루미늄과 강 접촉면의 

점착특성이 대폭 개선되어, 마모 부스러기 층이 크게 성장하지 못

하는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의 마찰 실험은 윤활제를 1회만 

도포하고, 잉여량은 제거한 상태에서 진행되었기 때문에 경계윤활 

상태와 유사하다. 따라서, 알루미늄과 강 접촉면의 설계시 원활한 

상대운동을 위해서는 최소한 경계윤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면 텍스처링 전후 윤활 상태에서 실시한 마찰실험의 결과를 

Fig. 11에 나타내었다. 표면 텍스처링은 윤활 상태에서 시편에 오

일 소스(oil source) 및 유체동력학적(hydrodynamic) 효과를 발

생시켜 마찰계수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6].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저하중의 경우(3.5 N) 마찰계수의 감소를 관찰할 수 

없었고, 하중이 증가할수록 표면 텍스처링이 마찰력 감소에 미치

는 영향이 증가하였다. 8.5 N 및 12.5 N의 하중 조건에서 마찰 

계수의 감소량이 각각 14 및 39%로 측정되었다. 오일 소스 및 유

체동력학적 효과는 윤활제에 가해지는 압력에 의해 발생하기 때문

에, 낮은 접촉하중 상태에서는 이 효과가 충분히 발현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표면 텍스처링 전후 12.5 N의 높은 하중 조건에서 관찰한 시편

의 마모 트랙 형상을 Fig. 12에 나타내었다. 표면 텍스처링을 수행

한 경우(Fig. 12(b))의 마모 트랙의 너비는 400~500 µm로, 그렇

지 않은 경우(Fig. 12(a))의 500~600 µm와 비교할 때 작은 값은 

가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는 마이크로 패턴이 접촉면의 마찰력 

감소에 기여하였음을 의미한다. 마모 트랙 내부의 마이크로 패턴

은 압력에 의해 변형되어 구별이 어렵거나, Fig. 12(c)와 같이 일부 

형상 유지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와 같은 표면의 불규칙성은 

앞에서 언급한 오일 소스 및 유체동력학적 효과를 증진하는데 기

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절에서는 경계윤활 조건이 강과 알루미늄 접촉면의 점착특성

을 개선하고, 마모 부스러기 층의 성장을 억제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마이크로 패턴은 오일 소스 및 유체동력학적 효과를 

증진시키는데 기여하였지만, 이 효과는 패턴의 형상 및 하중 조건

에 따라 변화하게 된다. 향후 접촉 하중, 패턴의 크기와 깊이, 윤활

Fig. 9 Friction force versus sliding time curve for the untextured 
and textured samples at lubricated condition (load=3.5 N)

Fig. 10 SEM micrograph of the worn surface at lubricated 
condition (load=3.5 N) 

Fig. 11 Variation of friction coefficients with normal loads at 
lubricated con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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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 양 및 물성을 주요 인자로 하는 실험을 통해 강과 알루미늄 

접촉면의 마찰계수를 정량화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최소량의 

윤활제만을 사용하여 최적화 된 알루미늄과 강의 접촉면을 설계하

는데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레이저 쇼크 패터닝 공법을 활용하여 알루미늄 

시편에 마이크로 패턴 어레이를 효과적으로 전사하였으며, 이를 

통해 알루미늄과 강 접촉면의 마찰 특성을 개선하고자 하였다. 
건식 조건에서는 마모 부스러기 층이 쉽게 성장하여 시편의 표

면에 점착되었기 때문에, 알루미늄과 강 접촉면의 마찰 계수 및 

변화 폭이 크게 증가하였다. 표면 텍스처링은 건식조건에서 마모 

부스러기 층의 성장을 막는 효과가 있었으며, 마찰계수를 최대 

32%까지 감소시킬 수 있었다. 하지만, 하중의 크기가 증가할수록 

마모 부스러기를 포집하는 공간이 충분치 않아, 고하중 조건에서

는 표면 텍스처링의 효과가 감소하였다. 
경계 윤활 상태에서는 마모 부스러기 층의 점착 특성이 크게 개

선되면서, 평균 마찰계수 값과 시간에 따른 마찰력의 변화 폭이 

크게 감소하였다. 건식 조건과는 달리 유체동력학적 효과가 마찰

력을 결정하는 주요 인자이기 때문에, 하중이 증가할수록 표면 텍

스처링의 효과가 두드러졌다. 윤활조건에서는 최대 39%의 마찰계

수 감소를 관찰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표면 텍스처링을 통해 강과 알루미늄 접

촉면을 최적화하고, 그 마찰 특성을 제어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패턴의 크기와 깊이, 하중조건, 윤
활유의 양 및 물성을 주요 인자로 하는 추가 실험을 실시하고, 건식

과 윤활조건을 분리하여 마찰계수를 정량화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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