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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다양한 소재의 표면에 마이크로 스케일의 가공을 수행하여 

기능성을 부여하고자 하는 연구가 대두 되고 있다. Jung 등은 리소

그라피 및 증착 공정 등을 이용하여 PET 필름으로 마이크로 돔 

그루브 표면을 제작하였으며 이를 디지털 엑스레이 분야에 적용하

여 성능을 향상시키고자 하였다[1]. Wakuda 등은 세라믹과 스틸 

소재의 샘플에 마이크로 딤플을 가공하여 마찰 저감 효과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2]. Liang 등은 티타늄에 마이크로 패터닝을 수

행한 것이 인체내 골유착능력을 향상시키는 연구를 수행하였다[3]. 
Latthe 등은 연꽃 잎의 표면 구조를 모사하여 초소수성 기능을 구

현할 수 있는 형상의 텍스쳐링 연구를 진행하였다[4]. 또한, 자동차

와 무인화 비행체 등의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 산업이 발달함에 

따라 서비스 효율성 향상을 위해 소재, 구조물 경량화에 대한 요구

가 늘어나고 있다[5,6].
이와 같은 경량화 작업을 위해 제품 모재에 로킹 기능을 갖는 

표면 가공을 수행하여 체결 부품을 감소할 수 있으며, 이러한 기능

을 부여하기 위한 여러 연구가 진행되었다. Autumn 등은 도마뱀 

발바닥의 미세 구조를 통해 특정 방향으로 유발되는 반데르발스 

힘의 구조를 파악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7]. Pang 등은 딱정벌레

의 날개의 나노 구조물이 비등방성으로 위치를 갖는 것에 착안하

여 구조물을 제작하고 접착력을 측정하였다[8]. 해당 연구에서 구조

물은 DRIE 및 MEMS 고비용 공법을 이용하여 폴리머 소재로 제

작된 것으로 내구성이 낮고 사용 환경의 오염에 취약한 단점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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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Menciassi 등은 지렁이의 움직임을 모사한 로봇의 다리에 특

정방향으로 걸림을 유발할 수 있는 강성 기반 마이크로 구조물을 

제작하여 사용하였다. 해당 구조물을 제작하기 위해 방전가공법을 

적용하였으며, 공구 마모와 거친 가공 표면의 단점을 갖고 있다[9]. 
Park 등은 레이저 빔 공법을 이용하여 마이크로 핀 어레이를 가공

하고 PDMS 연성 기반을 부여함으로써 곡률에 적응하는 인터로킹

을 연구하였다[10].
본 연구에서는 레이저 빔 가공 및 전해에칭의 하이브리드 가공

법으로 금속의 표면에 비등방성 채널 구조물을 가공하고 이를 통

해 특정 방향으로 로킹이 가능한 텍스쳐링을 수행하였다. 가혹 환

경에 상관없이 내구성을 보장할 수 있는 텅스텐 금속 표면에 손쉬

운 로킹과 분리가 가능한 비등방성 채널을 가공하여 인터로킹 힘

을 측정함으로써 기존 연구가 지니고 있는 단점을 극복하고 다양

한 분야로의 적용가능성을 확인하였다. Fig. 1은 전술한 연구 수행 

과정을 보여준다.

2. 비등방성 로킹을 위한 하이브리드 마이크로 텍스쳐링
2.1 텍스쳐링 이론 및 실험 세부사항

하이브리드 마이크로 텍스쳐링은 레이저 빔 가공을 선행하여 구

조물의 형상을 우선적으로 제작한다. 선 가공된 구조물 형상의 정

밀도를 높이기 위하여 후 가공법으로 전해에칭 공법을 수행함으로

써 하이브리드 마이크로 텍스쳐링을 완성한다. Fig. 2는 본 연구의 

이론적 원리를 보여주는 그림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레이저 빔 

가공법을 수행하여 소재의 표면에 형상 텍스쳐링을 진행한다. 레
이저 빔 가공법은 절삭, MEMS 등의 기타 공법에 비하여 고속 

가공이 가능하여 표면 텍스쳐링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열적 에너지를 집약하여 소재의 표면을 용융 및 기화하는 

원리로 가공 완료된 표면에 열 영향부 및 재응고층이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되어 형상 정밀도와 품질이 좋지 않은 단점이 있다. 레이

저 빔 선 가공된 공작물 표면의 재응고층 등을 제거하기 위하여 

전해에칭을 수행하였다. 금속 모재와 열적 반응을 통해 생성된 재

응고층간의 결합력이 약하기 때문에 전기화학적 반응 후공정으로 

형상 정밀도 높은 마이크로 텍스쳐링을 수행할 수 있다. Fig. 3은 

본 연구를 진행하면서 사용된 레이저 빔 및 전해에칭 하이브리드 

가공 시스템을 보여준다. (I) 전해액이 채워져 있지 않은 모재 위에 

레이저 빔 시스템으로 선행 가공을 수행하였으며, (II) 전해액을 

채운 상태로 형상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 전해에칭이 수행되었다. 
1 m 이송 레졸루션을 갖는 X, Y, Z축 스테이지를 복합한 정밀 

3축 이송 시스템을 기반으로 X, Y축 스테이지에는 가공 시편을 

놓을 수 있는 수조 및 지그를 안착하여 하이브리드 텍스쳐링 시, 
가공 부위에 따른 X, Y 내 평면 이동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인터로

킹을 위한 비등방성 채널을 가공하기 위해 가공 시편이 기울여 질 

수 있도록 틸팅 스테이지를 적용하였다. 레이저 스캔 헤드 및 갈바

노미터 등은 Z축 스테이지에 부착되어 초점거리를 보정하고 가공 

수행하였다.
Table 1은 본 연구를 수행하는데 적용한 레이저 빔 및 전해에칭 

가공 실험 조건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는 로킹용 비등방성 채널

을 가공하기 위해 텅스텐 금속을 모재로 사용하였다. 텅스텐은 용

융온도가 높고 내식성 및 난삭성을 지녀 반복 사용이 필요한 중량 

부가 인터로킹 텍스쳐 용도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다. 해당 연구에

Fig. 1 Experimental process for anisotropic locking texture

Fig. 2 Principle of hybrid micro texturing process

Fig. 3 Experimental set up for hybrid micro textu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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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금속 소재를 열적 용융하기에 적합한 1064 nm 파장의 Yb 
파이버 레이저를 사용하였으며, 모든 레이저 빔 선행 가공에서는 

스캔 속도 258.6 mm/s, 펄스 레이저 반복률 20 kHz, 펄스 100 
ns 온 타임 고정값을 유지하였다. 전해에칭 후공정에서는 텅스텐 

금속 및 텅스텐 산화물 재응고층 에칭에 적합한 NaOH를 전해액

으로 선택하였다. 전해액의 농도는 2 wt%, 인가 전압은 15 V, 펄
스 듀티비는 5 s/10 s로 선정하였으며, 에칭 시간을 변경하며 

형상 정밀도의 변화를 확인하는 파라미터 실험을 수행하였다.

2.2 레이저 빔 가공 특성
인터로킹을 위한 비등방성 채널을 가공하기 위해서는 텅스텐 모

재에 넓은 너비의 경사진 그루브가 가공 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 

수행하고자 하는 인터로킹 적용성 실험에서는 가공된 비등방성 채

널 어레이 2개를 한 쌍으로 하여 로킹 힘을 측정하기 때문에 가공

된 그루브 내부에 다른 채널 어레이가 들어가 체결될 수 있도록 

그루브 너비가 확보되어야 한다. 기존에 레이저 빔 가공에서 일반

적으로 사용되는 단일 빔 조사 경로를 적용하는 경우, 레이저 빔의 

스팟 사이즈의 한계 때문에 가공된 그루브의 너비가 큰 스케일로 

넓어질 수 없다. 따라서, 다수의 레이저 빔 조사 경로를 복합하여 

채널의 형상 조절을 해야한다. Fig. 4는 레이저 선가공을 위하여 

복합 조사한 경로의 개념도를 보여준다. 그루브의 너비 조절을 위

해 레이저 빔 경로 수를 복합하여 횡 방향 가공 양을 증가하고자 

하였다. 인터로킹으로 맞닿는 채널 부분은 레이저 빔 가공이 되지 

않는 부분이며, Fig. 4에서 복합된 빔 조사 경로 이외에 비어 있는 

부분(line space)에 해당된다. 레이저 빔이 조사되지 않는 해당 부

위의 너비에 따라 채널의 사이즈가 변화하게 되고 인터로킹 힘의 

차이를 유발 할 수 있다. 레이저 빔 조사 시, 빔의 중첩 정도에 

따라 열에너지의 축적이 달라져 가공 양의 변화가 발생하게 되는

데 이는 Fig. 4에서 조사한 빔 경로 사이의 간격(line interval)으로 

정의하였다.

인터로킹 용도 비등방성 채널 제작을 위해서 레이저 빔을 텅스

텐 모재에 기울여 조사하여야 한다. Fig. 5는 틸팅 가공 수행 단계

의 모식도를 나타낸 것이다. X, Y축 스테이지에 장착된 틸팅 스테

이지의 각도를 조절하여 모재를 기울인 상태에서 Z축 수직방향으

로 레이저 빔 가공을 진행한다. 이때 모재의 틸팅에 따라 높이 차이

가 발생하게 되고 레이저 빔 초점거리의 변화가 발생하므로, 가공 

중에 Z 축 레이저 스캔 헤드의 단계적 리프팅을 동시 진행하여 

초점 오류에 따른 가공 에너지 손실을 방지하였다. 
Fig. 6은 틸팅을 동반한 레이저 빔 선행 가공을 수행하여 제작된 

비등방성 마이크로 채널을 관측한 SEM 사진이다. 틸팅 스테이지

를 (a) 20°, (b) 30°, (c) 40°, (d) 50°로 변화시켜 가며 가공을 

진행하였으며, 틸팅에 따라 가공된 채널이 기울어진 각도 를 측

정한 것이다. 레이저 빔 가공 시, 빔 조사 경로 사이의 간격(line 
interval)은 20 m, 빔 조사를 하지 않는 부분(line space)은 200 
m, 복합한 레이저 빔 경로 수 16개, 빔 출력 12 W, 레이저 빔 

조사 횟수 500회의 조건으로 진행하였다. 틸팅 각도가 20°인 경우, 
는 100°로 측정되었으며, 틸팅 각 30°인 경우, 는 111°로 

측정되었다. 이때 비 가공된 채널 부분의 상단에는 레이저 빔 

가공 시, 텅스텐 모재가 용융 및 기화 후 응축된 재응고층이 

축적되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재응고층은 틸팅 각도 40° 및 50°

Table 1 Machining conditions for hybrid micro texturing

Laser beam machining condition and specification
Workpiece material Tungsten

Wavelength 1064 nm
Scan speed 258.6 mm/s

Repetition rate of pulsed laser 20 kHz
Pulse length 100 ns

Electrochemical etching condition
Electrolyte NaOH

Concentration 2 wt%
Applied voltage 15 V

Duty ratio of pulse 5 s / 10 s
Fig. 4 Schematic for micro texturing on metal surface as laser 

beam scanning path

Fig. 5 Principle of laser beam focusing on tilted workpie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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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경우, 발생량이 적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모재 틸팅

에 따른 빔 조사 위치 별로 높이 분포가 달라져 모재의 낮은 

위치에서 용융 기화된 가공 부산물 탈출이 용이하기 때문이다.

Fig. 7은 레이저 빔 선가공한 텅스텐 비등방성 마이크로 채널의 

EDS 분석결과를 보여준다. Fig. 7(b)는 마이크로 채널에서 산소 

원소의 분포도를 보여주며, Fig. 7(c)는 텅스텐 원소의 분포도를 

나타낸다. 측정 대상인 Fig. 7(a) 마이크로 채널의 내부에는 순수

한 텅스텐 모재의 분포도가 높은 것(산소 원소 비율 0~20%, 텅스

텐 원소 비율 81~100%)으로 확인되었으며, 채널 표면에는 상대적

으로 산소 원소의 비율이 증가한 것(산소 원소 비율 21~40%)으로 

측정되었다. 즉, 가공 시 발생하는 열 용융 및 기화 반응의 결과로, 
텅스텐 모재의 표면에 재응고층인 텅스텐 산화물이 의도한 텍스쳐

링 구조물을 덮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3 전해 에칭 가공 특성
틸팅 레이저 빔 선가공으로 제작한 비등방성 마이크로 채널은 

열 기화 및 용융의 부산물로 재응고층과 열 영향부가 존재하므로 

형상정밀도가 낮고 잔류응력이 발생하여 인터로킹에 적용하는데 

악영향을 미친다[11]. 본 연구에서는 전해에칭을 추가로 수행함으로

써 전술한 레이저 빔 선가공으로 발생한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하

였다.
레이저 빔 가공으로 발생한 텅스텐 산화물(WO3) 재응고층과 텅

스텐 모재 간 약한 결합력을 극복하고 제거하기 위해 수산화나트

륨(NaOH)을 전해액으로 사용하여 전해에칭을 수행하였으며, 양
극과 음극에서 발생하는 화학반응 식은 다음과 같다.

Anode (textured workpiece)

W + 6OH- → WO3 + 3H2O + 6e

WO3 + 2NaOH → Na2WO4 + H2O

W + 2NaOH + 6OH- → Na2WO4 + 4H2O +6e

Cathode (platinum electrode)

6Na+ + 6H2O + 6e → 6NaOH + 3H2

Total ionic equation

W + 2NaOH + 2H2O → Na2WO4 + 3H2

양극에 선가공된 텅스텐 공작물, 음극에는 백금 전극을 연결하여 

전해액 내부에 펄스 전원을 인가하고 전해에칭을 수행한다. 양극

의 비등방성 마이크로 채널의 재응고 층이 용출 되면서 음극에 수

소 기체가 발생하게 되고, 선 가공된 마이크로 채널의 하이브리드 

가공이 완료된다.
Fig. 8은 전해에칭 시간에 따른 비등방성 마이크로 채널의 형상 

변화를 관측한 SEM 사진이다. 그 외 인가 전압, 펄스 듀티비, 농도 

등의 조건은 Table 1을 따라 수행하였다. 에칭 시간을 40초에서 

120초까지 20초 단위로 변경하며 시각적 형상 정밀도를 관측하였

다. 에칭 시간 (a) 40초와 (b) 60초의 경우, 텅스텐 화합물 및 전해

액 간의 반응 시간이 부족하여 재응고층이 남아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c) 80초 이상 전해에칭을 수행한 경우는 재응고층이 충분히 

제거되었으나, (d) 100초 및 (e) 120초의 경우 과도한 전기화학 

반응 시간 때문에 채널 자체의 각진 형상이 무너져 뭉툭해짐을 확

인할 수 있었다.
Fig. 7 (a) SEM image and EDS analysis results of textured 

micro channel for verifying inner atomic components (b) 
Oxygen, (c) Tungsten

Fig. 6 Fabricated anisotropic micro channel as changing tilted 
angle of workpie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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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등방성 로킹 힘 측정
레이저 빔 가공 및 전해에칭을 결합한 마이크로 텍스쳐링 하이

브리드공법으로 제작한 비등방성 채널의 인터로킹 힘을 측정하여 

체결 분야에 적용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Fig. 9는 로킹 힘을 확

인하기 위해 구축된 측정 시스템을 보여준다. 동일한 조건으로 가

공된 한 쌍의 비등방성 마이크로 채널을 인터로킹하고 풀리를 거

쳐 Z축 스테이지에 부착된 로드셀과 와이어로 연결하여 Z축 방향 

Fig. 10 Measured directional interlocking force FD between 
various  angled anisotropic micro channels as changing 
pulling angle  

Fig. 9 Measurement system for interlocking force between 
textured anisotropic channel

Fig. 8 Electrochemical etching result of anisotropic micro channel 
as changing etch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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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송을 시킴으로써 로킹 힘(FD)을 측정하였다. 기립한 풀리의 높이

와 X, Y축 스테이지 위치를 변경하면서 힘을 가하는 당김각 를 

조절하였으며, 비등방성 채널의 기울어짐 각 는 Fig. 6의 결과와 

동일하게 진행하였다.
Fig. 10은 와이어의 당김각 를 변경해가며 힘을 가하였을 때 

채널이 파단되기까지 걸리는 인터로킹 힘 FD를 비등방성 채널의 

각도 별로 측정한 그래프이다. 측정에 사용된 한 쌍의 마이크로 

채널의 면적은 모두 5×5 mm2로 동일하게 적용하였다. 채널의 모

든 비등방성 각의 경우에서 와이어를 수평 방향(=0°)으로 

당겼을 때 인가된 인터로킹 힘이 가장 컸다. (a) =100˚인 

경우, 당김각 =0°일 때 133.44 N으로 가장 높게 측정되었으며, 
=10°일 때까지 103.38 N으로 수백 N을 기록하였고, 당김각이 

20° 이상으로 증가하면서 수십 N 수준의 큰 폭으로 로킹 힘이 

감소함을 확인하였다. (b) =111˚인 경우, 당김각 =0°일 때 
70.056 N으로 가장 높게 측정되었으며, =10°일 때 67.598 N 
및 =20°일 때 40.06 N 수준을 기록하고, 당김각 =30° 이상부

터 큰 폭으로 감소함을 확인하였다. (c) =120°인 경우, =0°일 

때 60.119 N으로 가장 높게 측정되었으며, =10°일 때 53.727 
N, =20°일 때 47.667 N, =30°일 때 33.986 N으로 당김각이 

증가함에 따라 인터로킹 힘이 완만하게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d) =132°인 경우, =0°일 때 49.284 N으로 가장 높았으며, 
=10°일 때 49.067 N, =20°일 때 44.443 N, =30°일 때 

39.281 N의 수준을 유지하였고, =40° 이상으로 증가하면서 급

격히 감소하였다. 일반적으로 비등방성 마이크로 채널의 각도 가 

증가하면서 최대 인터로킹 힘이 감소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채널의 기울어짐 정도가 커질수록 한 쌍의 채널간 인터로킹 시 발생

되는 분력이 커지기 때문이다.
Fig. 11은 최대 인터로킹 힘을 초과하여 파괴된 비등방성 마이

크로 채널의 SEM 사진이다. 모재의 면상 구조를 따라 쪼개짐 면

을 관측할 수 있다. 
Fig. 12은 동일한 조건으로 가공된 한 쌍의 비등방성 마이크로 

채널(5×5 mm2)을 이용하여 수직방향 인터로킹 적용성을 확인한 

예시를 보여준다. 전술한 인터로킹 힘 결과로 보았을 때 한 쌍의 

마이크로 채널(=100°)은 133.44 N (= 5.34 N/mm2)의 힘을 견

딜 수 있으므로 약 13.6 kg의 질량을 견딜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마이크로 스케일의 텅스텐 비등방성 채널은 다양한 조인트

와 체결 분야로 적용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레이저 빔 가공과 전해에칭을 복합한 마이크로 

텍스쳐링 하이브리드 공법으로 인터로킹을 위한 비등방성 마이크로 

채널을 제작하였다. 텅스텐 모재에 틸팅 조건을 변경하면서 레이저 

빔 선가공으로 다양한 비등방성 각 를 갖는 마이크로 채널을 가공

하였다. 또한, 비등방성 채널의 형상 정밀도 향상을 위해 전해에칭 

공정을 수행하였으며, 시간에 따라 텅스텐 산화물 재응고층이 모재 

표면에서 제거되는 양상을 확인하였다. 하이브리드 공법 이론의 

시각적 확인을 위하여 EDS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원소의 분포 비율

을 통해 텅스텐 산화물 재응고층이 채널의 원래 형상을 덮고 있음을 

증명하였다. 텍스쳐된 비등방성 채널의 로킹 적용성을 확인하기 

위해 한 쌍의 채널간 인터로킹 힘을 측정하였다. 비등방성 채널의 

각도가 =100°인 경우, 발생한 인터로킹 힘은 133.44 N (= 5.34 
N/mm2)으로 약 13.6 kg의 질량을 견딜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Fig. 11 SEM images of fractured anisotropic micro channel

Fig. 12 Application test for interlocking to gravity dir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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