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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최근에 들어 자동차 산업, 전자 산업 등에서 저밀도, 고비강도, 우수한 전자파 차
폐능 등의 여러 가지 장점으로 인하여 마그네슘합금을 적용한 제품 개발에 대한 연
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대부분 모바일 기기 부품들은 다이캐
스팅 공정을 중심으로 한 주조공정을 통하여 제조되어 왔으며, 따라서 주된 주조용
상용 마그네슘합금인 AZ91 합금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 왔다. 특히 마그
네슘의 열악한 부식 특성을 개선하기 위한 후처리 공정 중 매우 중요한 공정인 표
면 처리 공정 기술 역시 주로 AZ91 합금을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그러
나 향후 가공용 마그네슘 판재를 자동차 부품, 전자기기 부품 등 보다 폭넓은 분야
에 다양한 용도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품질의 마그네슘 판재 제조기술뿐만
아니라 AZ31, AZ61 등의 가공용 합금에 대한 표면 처리 기술 개발이 절실히 요구
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가공용 마그네슘합금의 표면 처리 기술에 대한 연
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strip-cast AZ31+Ca 합금 판재에 대한 표면 처리를 수행하
고 제반 특성을 평가하였다. 판재에 적용한 표면 처리 방법은 PEO (Plasma
Electrolytic Oxidation) 공정으로, 기존의 표면 처리 공정과 비교하여 경도, 내마모
성, 전기절연성, 열저항성, 내부식 특성 등 대부분의 기계/물리/화학적 특성 측면에
서 월등히 우수한 피막을 형성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뛰어난 환경친화성을 갖는
혁신적인 표면 처리 기술이다. 본 연구에서는 공정 변수의 변화가 PEO 피막 특성
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전해질의 조성 및 농도, 전류밀도, 첨가원소, 전
처리 등 중요 PEO 공정 변수를 변화시켜 strip-cast AZ31+Ca 합금 판재를 PEO
코팅 처리한 후, 기계적 특성 및 내부식 특성을 평가하였다.

주요어: Magnesium Alloys, Surface Treatment, Plasma Electrolytic Oxidation,
Corrosion Proper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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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1990년대 초부터 대기 오염의 주원인인 자동차 배기가스의 배출을 저감시키려는
움직임이 국제적으로 활발해짐에 따라 연비 개선을 위한 차체 경량화에 대한 관심
이 전 세계적으로 높아졌다. 또한 노트북, 휴대폰, CD player 등 전자기기의 보급
이 확대됨에 따라 인체에 유해한 전자파를 효과적으로 차단하면서 재활용이 가능
하고 내구성을 겸비한 새로운 소재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면서 마그네슘합금에 대
한 관심이 전 세계적으로 급속히 증가하여 왔다. 마그네슘합금은 밀도가 알루미늄
합금의 2/3인 1.8g/cm3 정도로써 상용 구조용 금속 중에서 최소의 밀도를 가짐과
동시에 우수한 비강도 및 비탄성 계수를 갖고 있으며, 특히 진동, 충격, 전자파 등
에 대한 흡수성이 탁월하고, 전기 및 열전도도, 가공성 및 고온에서의 피로, 충격
특성 등이 우수하여 자동차, 항공기 등의 수송기기, 군수용품 및 일반 기계 등의
무게 절감을 위한 경량화 소재로서 요구되는 여러 가지 우수한 특성을 지니고 있
다. 선진국에서는 구조용 소재로서 우수한 특성을 갖는 마그네슘합금의 중요성을
일찍부터 인식하여 마그네슘합금 제품 제조에 관한 일련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를 활발히 수행하여 현재 자동차, 전자기기, 산업용 기기, 레저용품, 군수용품
등에 적용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최근 들어 마그네슘합금 부품 제조업체가 급속
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최근 수송기기의 경량화 및 전자기기의 전자파 차폐능
향상을 위한 연구가 전 세계적으로 활발하게 진행됨에 따라 경량화 및 전자기기의
전자파 차폐능의 핵심 소재인 마그네슘합금 제품의 수요량은 급격하게 증가할 것
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마그네슘은 산화성 분위기에 노출될 경우의 높은 발화성
및 저조한 부식 특성으로 인해 보다 폭넓은 분야로의 적용에 한계가 있어 합금 개
발 및 표면 처리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산화성 분위기 하에서 마그네슘의 발화
성을 억제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CO2와 SF6의 혼합 가스가 사용되고 있으나, 최근
환경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온실 효과를 유발하는 SF6의 사용을 규제하고 있는 추
세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Ca이 첨가된 난연성 마그네슘합금이 개발
되었으며, Ca을 첨가함으로써 산화성 분위기에서의 발화성 억제뿐만 아니라 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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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 및 고온 특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1-5].
지금까지 마그네슘합금의 표면 특성 향상을 위한 표면 처리 공정으로는 크롬계
화성처리, 양극산화법, 도금법, 전착법 등 기존에 경량금속에 적용되어 오던 화학
적, 전기화학적 방법이 주로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급속히 증가하는 환경문
제에 대한 관심으로 인해 인체에 유해한 용액을 사용하는 기존의 표면 처리 공정
에 대한 규제가 심해지고 있다. 이에 반해 PEO (Plasma Electrolytic Oxidation)
표면 처리 공정은 기존 경량금속에 주로 사용되어온 경질 피막 제조 공정과 비교
하여 경도, 피로 강도, 내마모성, 전기절연성, 열저항성, 내부식 특성 등 거의 모든
기계/물리/화학적 특성 면에서 월등히 우수한 피막을 제조할 수 있는 표면 처리
공정이다. 아울러 기존의 피막 형성 방법과 비교하여 짧은 cycle time을 통한 높
은 생산성과 매우 우수한 환경친화성을 갖는 혁신적인 피막 제조기술이다. 이를
마그네슘합금 제품 생산 공정에 적용할 경우, 지금까지 표면 특성의 한계로 인해
적용이 불가능하였던 다양한 산업 분야에 마그네슘합금을 적용할 수 있게 됨으로
써 응용분야의 폭발적인 확대를 기대할 수 있으며, 기존 적용분야의 경우에도 특
성 향상을 통해 내구성을 증대시킬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미국 USAMP(US
Automotive Materials Partnership)에서 2006년 11월에 발표한 바에 의하면, 향
후 2020년경에는 자동차 부품 중, 마그네슘합금의 적용량이 약 172Kg/대(2005년
대비 약 35배)로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그 중, AZ31, AZ61 합금
등 가공용 마그네슘합금이 51%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현재의 주조용
합금 중심에서 가공용 마그네슘합금의 중요성이 급속히 부각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현재까지의 마그네슘합금 용 표면 처리 공정에 대한 연구 개발의 경우,
AZ91 합금과 같은 주조용 마그네슘합금에 주로 치중되어 왔으며[6-11], AZ31,
AZ61 등 가공용 합금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가공용
마그네슘합금의 PEO 표면 처리에 있어, 피막 형성이 필요한 대상 합금의 종류 및
제조 공정에 따른 표면 특성을 고려한 최적의 PEO 공정조건을 확보하기 위한 연
구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가공용 마그네슘합금의 표면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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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상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strip-cast AZ31+Ca 합금 판재에 대해 표
면 처리를 수행하고 특성을 평가하였다. PEO 중요 공정 변수인 전해질의 조성 및
농도, 전류밀도, 첨가원소 및 전처리 조건을 변화시켜 strip-cast AZ31+Ca 합금
판재를 PEO 처리한 후, 미세조직, 기계적 특성 및 내부식 특성을 평가하였으며,
특성 평가 결과로부터, PEO 공정조건이 최종 피막 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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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배경
제 1 절 마그네슘의 부식 특성
마그네슘의 부식 반응은 다음과 같은 산화, 환원 반응에 의해서 일어난다.

Mg à Mg2+ + 2e-

(1)

2H+ + 2e- à H2

(2)

2H2O +2e- à H2 + 2OH-

(3)

Mg + 2H+ à Mg2+ + H2

(4)

Mg2+ + 2OH- à Mg(OH)2

(5)

Mg + 2H2O à Mg(OH)2 + H2

(6)

반응식 (1)은 마그네슘 표면에서 형성되는 국부전지의 양극에서 일어나는 산화
반응을 나타낸다. 그리고 반응식 (2)와 (3)은 국부전지의 음극에서 일어나는 환원
반응들을 나타낸 식이다. 반응 (2)는 수소 이온이 다량 존재하는 산성용액에서 주
로 일어나는 환원반응이며, 반응 (3)은 수소이온의 존재량이 매우 낮은 중성 혹은
알카리성 용액에서 나타나는 환원반응을 나타낸다. 따라서 산성 용액에서는 산화
반응 (1)과 환원반응 (2)가 결합된 국부전지가 형성되어 반응식 (4)와 같은 부식
반응이 일어나 마그네슘은 이온으로 용해되고 수소가스가 발생한다. 중성 용액이
나 알칼리성 용액에서는 마그네슘의 산화반응 (1)에 의해서 형성된 Mg2+가 물의
환원반응 (3)에 의해서 형성된 OH-와 화학적으로 반응하여 식 (6)에 나타낸 바와
같이 마그네슘 표면에 Mg(OH)2 가 형성된다. 따라서 마그네슘의 Pourbaix 도(그림
2.1)에서 나타낸 것처럼 Mg(OH)2 피막이 표면에 형성되는 알칼리성 용액에서는
부동태를 나타내는 반면, 부동태 피막이 형성되지 않는 산성 용액에서는 마그네슘
의 부식이 일어나게 된다[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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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1 Potential-pH (Pourbaix) diagram for magnesium in water at 25°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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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마그네슘의 표면 처리
마그네슘합금이 가지는 경량성, 전자파 차폐성, 방열성, 진동감쇠능 등의 우수한
특성에도 불구하고 산업 전반에 걸쳐 적용이 제한 되었던 가장 큰 원인은 내부식
성 이 약하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순수 마그네슘의 표준 전극전위가 표 2.1에 나
타낸 바와 같이 알루미늄이나 철 등의 다른 금속에 비해 현저히 낮기 때문이다
[12]. 특히, 전기화학적으로 귀한(noble) 불용성의 천이금속(Fe, Cu, Ni 등)이 기
지 내에 미량 존재할 경우, 마그네슘 기지가 비하게(base) 되므로 국부적으로
galvanic cell 전극을 형성하여 부식 속도를 가속화시킨다. 따라서 여러 가지 환경
하에서 마그네슘합금 부품의 내부식성 및 내구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표면 처
리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마그네슘 제품의 표면 처리법은 크게 화학적 방법, 전
기화학적 방법 그리고 물리적 방법으로 나눌 수 있다. 화학적 방법으로는 마그네
슘 제품을 화학용액에 침지시키고 표면에서 일어나는 화학반응에 의하여 내부식성
이 있는 표면 피막을 형성시켜주는 화성처리법이 있다. 전기화학적 방법으로는 용
액 중에서 전기를 가하여 표면에 내부식성이 있는 산화피막을 형성시켜주는 양극
산화법과 표면에 내부식성이 있는 금속피막을 입혀주는 도금법이 있다. 물리적 표
면 처리 방법으로는 표면에 보호성 고분자 층을 입혀 주는 도장법이 있다. 이러한
방법들 중에 화학적, 전기화학적 방법에 해당하는 화성처리법, 양극산화법 및 도
금법 등이 마그네슘의 표면 처리법으로 사용되고 있으나[13], 종래의 표면 처리법
들은 인체에 유해한 화학용액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친환경을 중요시하는 근래
에 들어서는 적용이 상당히 제한되고 있으며, 최근 적용을 시도하고 있는 전기 화
학적 표면 처리 공정의 경우, 표면 처리 방법이나 원리적 측면에 있어서 고도의
기술과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인 관계로 현재 많은 연구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제 3 절 PEO (Plasma Electrolytic Oxidation) 공정
본 기술의 명칭은 미국에서 ASD (Anodic Spark Deposition), 일본에서는 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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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1 Standard electrode potentials of metal elements[13].

Standard Potential

Reaction

Noble

Active

Eo (V)

Au3+ + 3e- = Au

1.498

Pt2+ + 2e- = Pt

1.118

Ag+ + e- = Ag

0.779

Fe3+ + e- = Fe2+

0.771

Cu2+ + 2e- = Cu

0.342

Sn4+ + 2e- = Sn2+

0.150

Pb2+ + 2e- = Pb

-0.126

Sn2+ + 2e- = Sn

-0.138

Ni2+ + 2e- = Ni

-0.250

Co2+ + 2e- = Co

-0.277

Cd2+ + 2e- = Cd

-0.403

Fe2+ + 2e- = Fe

-0.447

Cr3+ + 3e- = Cr

-0.744

Zn2+ + 2e- = Zn

-0.762

Al3+ + 3e- = Al

-1.662

Mg2+ + 2e- = Mg

-2.372

Na+ + e- = Na

-2.710

K+ + e- = K

-2.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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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기, 독일에서는 ADOF (Anodishe Oxidation an Funkenanladung), 러시아에서는
MAO (Micro-arc Oxidation) 또는 PEO (Plasma Electrolytic Oxidation)으로 사
용되기도 하나, 주로 최초의 상용화 기술 개발국인 러시아에서 사용하는 MAO 혹
은 PEO로 통용된다[14,15]. 1932년 PEO에 대한 최초의 기술이 Gunterschulze
에 의해 발표되었으나, 마그네슘합금의 내부식성 코팅방법에 적용되었으며, 이 기
술은 1963년 미국의 MIL Specification에 채택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상용화가
많이 된 경량 금속 군에 포함된 알루미늄 합금에 대한 이 기술의 응용은 1974년
Hardcovsky, 1976년 Makov의 특허 등에 의해 최초로 적용된 것으로 알려져 있
으며, 그 후 러시아, 유럽, 미국 등에서 점진적으로 기술이 개량되어 현재에 이르
고 있다. 본 기술에 적용될 수 있는 금속은 알루미늄, 마그네슘 등과 같은 경량
금속으로, 이를 양극으로 하여, Na을 주 재료로 한 aluminate, silicate, tungstate,
molybdate, chromate 및 phosphate 등의 약 알칼리성 용액에서 고전압, 고전류
의 펄스 또는 교류를 부가하면, 금속의 표면에 insulating film을 형성하고, 이 것
의 유전 파괴(arc 발생)가 반복되면서 독특한 비정질 양극산화피막이 금속 표면에
결정화된 피막으로 형성된다. 이 공정은 전해질로 사용되는 용액과 더불어 전류,
전압 공급 방식이 각각의 특허 기술로 등록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DC에서 가능하
며, 러시아에서는 주로 펄스를 사용하고, 미국은 주로 교류를 사용하여 금속 표면
에 치밀하고 밀착성이 견고한 세라믹 피막을 얻을 수 있는 스파크 양극산화기술이
다. 형성된 코팅 층은 그림 2.2와 같이 얇은 inner barrier layer와 outer porous
layer로 구성된다. Inner barrier layer는 소재와의 화학 결합을 통해 강력한 밀착
성을 확보할 수 있고, outer porous layer는 기공도가 높으며, 부스러지기 쉬운 성
질로 표면 조도가 높다[18]. 이 기술의 가장 큰 장점 중의 하나는 환경친화적이고,
안전하며, 일반 양극산화법이나 화성처리법과 같이 복잡하고 까다로운 전처리 공
정을 거치지 않고, 단순한 탈지처리와 같이 비교적 간단하고 조작이 간편한 전처
리 공정을 거져도 피막 형성에 큰 영향이 없는 공정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장점에
도 불구하고, 이 피막 제조 공정의 큰 취약점은 비교적 높은 공정 단가와 제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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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ter Porous Layer

Inner Barrier Layer

Figure 2.2 Cross-section structure of PEO coatings formed on cast AM50
magnesium alloy[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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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막 특성으로 알려져 있다. 우선 공정 단가는 주로 고전압/고전류를 활용하고, 일
부 기술은 펄스 및 PR파 혹은 교류를 활용하기 때문에 전원공급장치 등의 초기
설비비가 매우 높으며, 고가의 운영비가 필요하다. 피막의 특성은 소재, 전해질 등
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피막 제조 공정 중 형성되는 기공으로 인하여
매우 부스러지기 쉬워, particle에 민감한 반도체 부품 장비 등에 적용하기에는 매
우 제한적이고, 호닝 등 표면 연마공정을 거쳐야 부품 에 적용될 수 있으므로, 후
가공에 따른 단가 상승 요인을 일으킨다. 또한, 알루미늄의 착색공정과 같은 기공
저부에 전해방법을 사용한 착색 공정이 아직도 개발되어 있지 않은 문제점이 있다.
근본적으로 이 초경질 피막은 장벽 층의 전압이 상승함에 따라 두꺼워지다가 유전
파괴가 일어나기 때문에 기공의 크기가 매우 크고, 표면으로부터 피막 두께의 최
소 1/3까지 많은 기공을 포함하는 층을 이루고 있다. 따라서 알루미늄과 같은 미
려한 금속 색상의 착색공정 개발에는 제한적이다. 결국 염료 침적 공정을 통해 착
색을 하거나, 유기물 코팅(UV코팅), sol-gel 공정, 정전도장 등을 통한 착색 공정
등의 후처리 공정이 이루어 질 수밖에 없다. 후막의 경우에는 내부식성이 염수분
무 시험 2,000시간 이상을 견디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박막(2㎛)의 경우에는
내부식성이 매우 취약한 단점이 있다. 따라서, 향후 PEO 표면 처리 공정의 최적
화를 위한 연구를 통해 이와 같은 단점을 극복하기 위한 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

제 4 절 PEO (Plasma Electrolytic Oxidation) 공정 해석
PEO 표면 처리 공정의 피막 형성 메커니즘은 일반적인 breakdown 이론을 기초
로 하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17]. 표면 처리 대상인 금속을 전해질 용액 속에
완전히 잠기게 한 상태에서 전류를 통전시키면 금속 표면에서 피막 층이 형성된다.
초기에 형성된 산화물 층 중에서 전기 전도도가 증가한 국부적인 구역에서 유전체
의 안정성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 결과 산화물 층에서 discharge channel 이 형성
된다. 이 구역에서 발생하는 연속 방전에 의해 전자사태 현상이 일어나게 되고 이
로 인해 channel 내부가 고온(~104K)으로 가열됨과 동시에 강력한 전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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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V/m)의 형성으로 기지 금속 이온과 전해질 용액 중의 이온을 흡수하여
plasma

를

형성하게

metal/electrolyte

된다.

계면에서

이렇게
plasma

형성된
화학반응이

국부적인
일어나게

plasma
되고

에

의해

이로

인해

channel 내부의 압력이 상승하게 된다. 그 결과, 기지 금속에 존재하는 양이온들
이 정전기력에 의해 전해질 용액 방향으로 방출됨으로써 연속적인 산화물 생성 및
성장 유도과정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게 된다. PEO 공정 중 발생하는 시간에 따른
전압의 변화에 대한 해석은 PEO 피막의 형성 및 성장을 분석 및 이해하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
H. F. Guo 등이 보고한 전류밀도 0.030 A/cm2 를 사용하여 2 g/L KOH, 2 g/L KF,
6 g/L Na2SiO3 및 10 mL/L glycerol 로 이루어진 전해질 용액에서 die-cast
AZ31 마그네슘합금 시편을 PEO 표면 처리하여 얻어진 전압-시간 그래프를 그림
2.3 에 나타내었다[14]. 일반적으로 알카리성 전해질 용액을 사용하여 마그네슘합
금을 PEO 표면 처리한 경우, 그림 2.3 에 나타낸 것과 같이 크게 두 개의 변곡점
과 기울기가 서로 다른 세 개의 구간으로 구분되는 전압-시간 그래프를 얻을 수
있다[14,16]. 첫 번째 구간(0-268V)에서는 시간에 따라서 전압이 직선적으로 증
가하며 가장 큰 기울기를 가지는 구간이다. 이 구간에서는 PEO 표면 처리 대상인
마그네슘합금 시편의 표면에서 arc 가 발생하지 않고, 얇고 투명한 부동태 피막이
형성되며 물의 산화반응에 의한 산소가 발생한다. 그리고 수산기 음이온들이 양극
표면으로 흡수되면서 양극 표면은 얇은 절연체 피막과 gas envelope 로 덮이게
된다. 이때 발생하는 절연체 피막과 gas envelope 의 전기 전도도는 매우 낮으므
로 전극 부근에서의 cell voltage 는 감소한다. 두 번째 구간(268~443V)에서도
PEO 표면 처리가 진행됨에 따라 전압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지만, 그 기울기는 첫
번째

구간(7.48V/s)보다

감소한다(1.24V/s).

첫

번째

변곡점은

breakdown

voltage 와 일치한다고 보고되고 있다[14]. 즉, 이 첫 번째 변곡점을 넘어서게 되
면 breakdown 현상이 일어나면서 양극 표면 전체에 걸쳐 밝게 빛나는 상당히 많
은 수의 micro-arc 들이 관찰된다. 이 구간에서의 나타나는 기울기 감소 현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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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3 Voltage-time behavior during PEO process at 0.030 A/cm2 in
electrolyte containing 2 g/L KOH, 2 g/L KF, 6 g/L Na2SiO3 and 10
mL/L glycerol[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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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4 Schematic drawings of reaction in electrolyte during PEO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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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ctron current 와 관련된 arc 발생에 의해서 나타난다고 보고되고 있다[14].
첫 번째 구간에서의 전류는 오직 ionic current 에 의해 산화피막을 통과하게 되지
만, arc 가 발생할 때, 전류밀도는 ionic current 와 electron current 의 합으로 표
현 되므로 첫 번째 구간과 같은 전류 값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전
압이 필요하게 되기 때문이다. 두 번째 변곡점을 넘어 세 번째 구간에서는 양극의
표면에서 안정적인 arc 들이 발생하게 되고, 전압도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값에 도
달하게 된다. 이 지점을 critical voltage 로 정의한다. 이때 표면에 발생하는 arc
의 크기는 두 번째 구간에서 발생하는 micro-arc 보다는 상대적으로 크고 강력하
지만, 발생하는 arc 의 밀도는 감소하게 된다. 이 구간에서는 유전 파괴로 인하여
전체 전류에서 차지하는 electron current 의 비율이 상당히 증가하게 된다. 이로
인해 시간-전압 곡선의 기울기가 급격히 감소하여 안정화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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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실험 방법
제 1 절 Strip-cast AZ31+Ca 마그네슘합금
알루미늄합금에 비해 마그네슘합금이 갖는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상업적 적
용은 제한되어 왔다. 그 주된 이유는 마그네슘 원료 잉곳 가격이 경쟁 소재에 비
해 고가이고, 마그네슘합금이 육방정 구조를 가지므로 냉간 압연이나 성형이 어렵
기 때문에 온간에서 압연, 성형이 필요하며, 따라서 판재 및 관련부품의 제조 단
가가 철강이나 알루미늄소재에 비해 고가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쟁 소재에 비해
고가인 가공 공정 단가를 낮출 수 있다면, Al 소재와 경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
다. Twin Roll Strip Casting 공법을 이용한 마그네슘판재 제조는 가공용 마그네슘
판재를 제조하기 위한 가장 경제적인 공법이다. 또한, 앞서 언급하였듯이 현재까
지의 마그네슘합금 용 PEO 처리 공정의 경우, AZ91 합금과 같은 주조용 마그네슘
합금에 주로 치중되어 왔으며[6-11], AZ31, AZ61 등 가공용 합금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가공용 마그네슘합금의 PEO 표면 처리에 있
어, 피막 형성이 필요한 대상 합금의 종류 및 제조 공정에 따른 표면 특성을 고려
한 최적의 PEO 공정조건을 확보하기 위한 연구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본 연구
에서는 고온에서 발생하는 산화 방지 및 기계적 특성을 개선시키기 위해 Ca 를 첨
가하여 TRSC 공법으로 제조한 가공용 AZ31 합금판재를 이용하여 PEO 표면처리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시험에 사용한 판재의 합금조성을 표 3.1 에 나타내었다.

제 2 절 전해질 조성 선정
마그네슘 판재 표면에 생성된 피막은 물에 대해 안정해야 하기 때문에 물에 안
정한 상을 표면에 생성시켜야 한다. 따라서 전해질 조성 선정 시, 마그네슘 이온
과 결합하여 생성할 수 있는 상들 중, 물에 대한 용해도가 없거나 낮은 상들을 문
헌을 통하여 조사하였다(표 3.2). 그 중 MgO 및 MgF2 는 물에 대한 매우 작은 용
해도를 가지고 있으며, 마그네슘 이온이 Si 또는 PO 와 결합할 경우 생성된 상들
은 물에 대한 용해도를 갖지 않고 있다. 또한 C.E. Barchiche 는 KOH 가 포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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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질에서 F 이온은 스파킹을 발생시키는 “ sparking initiators”로 작용하여
PEO 공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이온이라도 보고하였다[24]. 따라서 전해질 제
조 시, F, Si 및 PO 가 포함된 이온 화합물을 첨가하여 목표로 하는 상들을 마그네
슘 판재 표면에 생성시키고자 하였다.

제 3 절 PEO 피막 제조
본 연구에서는 그림 3.1에서와 같이 9kW AC power supply를 이용한 100L 수
조의 PEO 발생 장비를 사용하여 PEO 피막을 제조하였다. 이 장비는 디지털 방식
으로 정전압과 역방향 전압의 비율 조정이 가능하고 코팅 시간 및 전류 값을 입력
할 수 있으며, 최대 10A까지의 전류를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컴퓨터와 연결되어
있어 실시간으로 전압 및 전류의 흐름을 확인하고 data를 출력 및 저장할 수 있
다. 또한 냉각 장치를 장착하여 PEO 공정이 진행되는 동안 원하는 온도로 전해질
용액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PEO 공정의 중요 공정
변수인 전해질의 조성 및 농도, 전류밀도, 첨가원소 및 전처리 조건을 변화시켜
20분간 PEO 공정을 수행하였다. KOH, KF, Na2SiO3, 및 Na3PO4 설정한 농도로
조합하여 각각 전해질을 제조한 후, 전류밀도를 0.015 A/cm2, 0.030 A/cm2, 0.045
A/cm2 및 0.060 A/cm2로 인가하여, AZ31, AZ31+Ca, sand-blast 처리한 AZ31
및 AZ31+Ca 판재에 PEO 피막을 제조하였다. 자세한 피막 제조 조건은 표 3.35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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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1 Chemical composition of specimen used in this study.
Content (wt.%)
Alloy
Al

Zn

AZ31

2.5

0.6

ASM Handbook

~ 3.5

~ 1.4

AZ31+Ca

3.32

1.27

Ca

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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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n

Si

Cu

0.2

0.1

0.05

~ 1.0

Max.

Max.

0.33

0.013

0.009

Mg

Bal.

Table 3.2 Mg-incorporated phases having low solubility against H2O[23].
Formula

MgO

MgF2

Solubility

Qualitative

(g/100g H2O)

Solubility

-

sl H2O,

0.013

(25)

-

Mg2SiO4

-

i H2O

MgSiO3

-

i H2O

Mg3(PO4)2

-

i H2O

Mg2P2O7∙ 3H2O

-

i H2O

< sl –

Slightly Soluble in, i - Insoluble i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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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1 Photograph of the 9kW plasma electrolytic oxidation mach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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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3 PEO process parameter with composition and concentration of
electrolyte.
전해질
Alloy

KOH
mol/L

0.03

Na2SiO3

KF
g/L

7.10

mol/L

g/L

0.00

0.00

0.01

0.58

0.03

1.74

0.05

2.90

0.07

4.06

mol/L

g/L

0.05

6.10

0.00

0.00

0.05

6.10

0.08

9.80

0.11

13.40

Strip-cast
AZ31 + Ca
Sheet

0.03

1.70

0.05

Na3PO4
mol/L

g/L

0.030

0.060

2.90

- 20 -

전류
밀도
(A/cm2)

0.00

0.00

0.05

8.20

0.08

13.10

0.11

18.00

Table 3.4 PEO process parameter with current density.
전해질
Alloy

KOH
mol/L

Na2SiO3

KF
g/L

mol/L

g/L

mol/L

g/L

Na3PO4
mol/L

전류
밀도
(A/cm2)

g/L

0.015

0.030
0.08

9.80
0.045

Strip-cast
AZ31 + Ca
Sheet

0.060
0.03

1.70

0.05

2.90
0.015

0.030
0.08

13.10
0.045

0.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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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5 PEO process parameter with types of alloys and sand-blast.
전해질
Alloy

KOH
mol/L

Strip-cast
AZ31
Sheet

Strip-cast
AZ31 + Ca
Sheet

Strip-cast
AZ31
Sheet
(Sand-blast)

Strip-cast
AZ31 + Ca
Sheet
(Sand-blast)

Na3PO4

KF
g/L

mol/L

g/L

mol/L

g/L

0.08

13.10

0.08

13.10

0.08

13.10

0.08

13.10

전류
밀도
(A/cm2)

Base

0.03

1.70

0.05

2.90

Base

0.03

1.70

0.05

2.90

Base

0.03

1.70

0.05

2.90

Base

0.03

1.70

0.05

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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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5
0.030
0.045
0.060

제 4 절 특성 평가
3.3.1 피막 형상 관찰 및 상 분석
PEO 공정조건에 따른 PEO 피막의 표면 및 단면 형상 변화는 그림 3.2 에 나타
낸 주사전자현미경(JEOL, JSM-6360)을 이용하여 관찰하였다. 표면 형상을 확인
하기 위해, PEO 처리한 마그네슘합금 시편을 wire saw 를 이용하여 절단하였고,
절단 후 시편을 SEM holder 에 silver paste 를 이용하여 고정하였다. 단면 형상을
관찰하기 위해서는, cold mounting 을 수행하였으며, 400~4,000 번까지의 sand
paper 를 이용하여 기계적 연마를 행하였고, 0.05µm 크기의 Al2O3 분말과 증류수
를 혼합한 연마제와 연마지를 사용하여 최종 미세 연마를 실시하였다. 각 조건에
따른 PEO 표면 처리를 통해 마그네슘합금 표면에 형성된 피막의 상을 분석하기
위해 X-Ray 회절 분석을 실시하였고, X-ray 분석은 Mac Science 사의 장비(그림
3.3)를 이용하였다. 그림 3.4 에 나타낸 바와 같이 측정 시 50Kv, 100mA 조건으
로 Cu-Kα 선을 이용하여 20o ~ 80o 범위에서 theta 를 2o 만큼 기울여 측정하였다.
측정 후에는 JCPDS 카드와 측정된 peak 의 위치를 비교하여 각 상을 확인하였고,
각 상의 분율을 X'Pert High Score Plus 프로그램으로 구하여 각 조건에 따라 결
과를 비교하였다.

3.3.2 기계적 특성 평가
PEO 피막의 기계적 특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그림 3.5에 나타낸 microhardness testing system (Fischerscope H100C)을 사용하여 각 조건에 따라 제
조한 PEO 피막의 경도를 측정하였다. PEO 처리한 판재를 실제 적용하게 될 경우
를 고려하여 피막과 수직한 방향에서 하중을 가하였으며, 이때, 하중을 200mN,
loading 및 unloading time을 각각 10초로 설정하여 경도를 측정하였다. 10회 경
도를 측정하여 최대값, 최소값을 제외한 후 평균을 내어 구하였으며, PEO 공정조
건 변화에 따라 형성된 피막의 경도변화를 비교/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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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2 Photograph of the normal SEM (JSM-6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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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3 Photograph of XRD instrument (M18XHF-S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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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4 Schematic representation of scan mode to get XRD patterns of
the PEO fil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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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5 Photograph of the micro-hardness testin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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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 내부식 특성 평가
공정조건을 변화시켜 PEO 처리한 마그네슘합금의 내부식 특성을 평가하기 위
하여 그림 3.6 에 나타낸 potentiostat 장비를 이용하여 전기화학 부식시험을 실시
하였다. 시편을 고정하기 위해 그림 3.7 과 같이 flat cell 장치를 사용하였으며 시
편이 용액에 노출되는 면적은 1cm2 로 고정하였다. 용액은 3.5wt.% NaCl 수용액
(pH 7)을 사용하였다. 또한 flat cell 의 working 단자에 전류 공급을 원활하고 동
일하게 하기 위해 PEO 처리한 시편 한 쪽 면을 기계적 polishing 을 하여 피막을
제거하였다. reference 전극으로 SCE 를 사용하였으며 포화된 KCl 을 이용하였다.
전기화학 부식시험 방법으로 potentio-dynamic test 를 수행하였고, 부식전위와
전류밀도를 구한 후, 식 (7) 에 나타낸 Stern-Geary 식에 대입하여 분극 저항을
계산한 후 PEO 공정조건의 변화에 따른 분극 저항을 정량적으로 나타내어 비교
하였다. 측정 시 scan rate 를 0.166mV/sec 로 실시하였으며, scan 전 안정화를
위해 1 시간 동안 용액 속에 유지시켰다.

Rp =

babc
2.303icorr ( b a + b c )

(7)

R p : Polarization Resistance, icorr : Corrosion Current Density

b a , b c : Tafel Constant

다른 전기화학적 내부식 특성 평가 시험은 potentio-static test 이며, 이는 일정
한 전압을 인가하여 시간에 따른 전류밀도의 변화를 측정하는 것으로, 측정된 전
류밀도의 크기에 따라 측정 시험편의 내부식 특성을 비교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는 -1mV 의 전압을 60 분간 인가하여 해당 시험편의 내부식 특성을 평가하였다.
또한, PEO 처리한 마그네슘합금의 교류전류에서의 단기 및 장기 안정성을 측정하
기 위해 EIS (Electrochemical Impedance Spectroscopy) 시험을 10-1~106Hz 의
주파수 범위에서 수행하였다. 사용한 용액은 3.5wt.% NaCl 용액이며 10mV 의
signal amplitude 인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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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6 Photograph of the potentiostat model 273A.

Figure 3.7 Photograph of a flat c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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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5wt.% NaCl (pH 10) 용액에서 168 시간 동안 immersion test 를 실시하였으
며, 실험 후 각 시험편의 정량적인 내부식 특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부식 속도
(mpy, mils per year)를 계산하였다. 부식 속도는 식 (8)과 같이 immersion test
전, 후의 무게 감량을 환산하여 구하였다.

Corrosion Rate (mpy) =

534 W
DAT

W: Weight Loss (mg), D: Density (g/cm3),
A: Area (in2), T: Time (Hou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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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제 4 장 실험 결과 및 고찰
제 1 절 KF 가 PEO 피막 특성에 미치는 영향
4.1.1 KF 농도에 따른 전압-시간 거동
2 장 4 절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전해질 용액을 사용하여 마그네슘합
금을 PEO 처리한 경우, 보통 2 개의 변곡점이 생기며 서로 다른 3 개의 기울기
구간으로 구분된다(그림 2.3). 본 연구에서는 PEO 공정의 중요 변수 중 하나인
전해질의 조성 및 농도를 변화시켜 PEO 표면 처리를 수행하였으며, 0.030M KOH,
0.05M Na2SiO3 로 구성된 기본 전해질에 KF 농도를 0.00M, 0.01M, 0.030M,
0.05M, 0.07M 로 변화시키고, 0.030 A/cm2 의 전류밀도를 인가하여 PEO 피막을
제조하였다. PEO 표면 처리 시 KF 의 농도 변화가 전기 전도도, pH, 전압-시간
거동에 미치는 영향을 그림 4.1 에 나타내었다. KF 를 첨가하지 않고 Na2SiO3 만
포함된 전해질에서 PEO 처리를 하였을 경우, 전압-시간 거동의 첫 번째 구간에서
는 KF 를 첨가한 경우와 비슷한 거동을 나타내었으나, 첫 번째 구간을 지난 후부
터 전압의 감소 및 증가가 반복되었으며, 일반적인 PEO 표면 처리의 전압-시간
거동과는 다른 양상을 나타내며 반응이 지속되었다. 0.01M 및 0.03M KF 를 첨가
한 경우에는, 일반적인 PEO 공정 중 나타나는 전압-시간 거동과 같이 반응 중 두
개의 변곡점과 3 개의 기울기 구간을 나타내었으며, 0.05M 및 0.07M 의 비교적
많은 양의 KF 를 첨가한 경우, 3 개의 변곡점과 4 개의 기울기 구간을 나타내었다.
또한 KF 농도가 증가할수록 최종 전압은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는데, 이는 KF
첨가로 인해 용액의 전기 전도도가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19].

4.1.2 KF 농도에 따른 PEO 피막의 표면 및 단면 형상
KF 농도를 변화시켜 제조한 PEO 피막의 표면 형상을 그림 4.2 에 나타내었다.
KF 를 첨가하지 않았을 경우, 전압-시간 곡선은 매우 불규칙한 모습을 나타내었
으며, 그림 4.2 (a)에 나타낸 바와 같이 표면에 PEO 피막이 형성되지 않았음을 확
인할 수 있었다. 0.01M 및 0.03M 의 KF 를 첨가한 경우, 그림 4.2 (b), (c)에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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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ure 4.1 Conductivity, pH (a) and voltage-time behavior (b) during
PEO process at 0.030 A/cm2 in electrolytes containing
different concentrations of K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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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e)

Figure 4.2 Surface morphology of the PEO film formed in electrolyte
containing different concentrations of KF; (a) 0.00M, (b)
0.01M, (c) 0.03M, (d) 0.05M and (e) 0.07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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낸 바와 같이 표면에 화산 분화구 형태의 기공이 분포되어 있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으며, 0.05M 및 0.07M 의 KF 를 첨가한 경우, 그림 4.2 (d), (e)에 나타낸 바
와 같이 0.01M 및 0.03M 의 KF 를 첨가한 경우보다 표면 기공의 분포가 감소하
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KF 농도가 증가할수록 전해질의 전기 전도도는 높아지
며, 이로 인해 반응 전압 및 최종 전압이 낮아지게 된다.
그림 4.1 및 4.2 의 PEO 처리 동안 전압-시간 거동 및 표면 형상으로부터 반응
전압 및 최종 전압이 낮을수록 표면 기공의 분포 및 수는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
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R. F. Zhang 은 PEO 피막의 형상 및 성질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최종 전압이라고 하였으며, 최종 전압이 높을수록 표
면 기공의 크기, 분포 및 두께가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를 보고하였다[20]. 본 연
구에서도 KF 첨가로 인해 최종 전압이 감소하였으며, 이로 인해 그림 4.2 에 나타
낸 바와 같이 표면 기공의 분포 및 수가 감소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피막 두께의 경우, Zhang 의 결과와 반대로 최종 전압이 감소하였음에도 두께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림 4.3 에 KF 농도에 따른 피막의 단면 형상을, KF 농
도에 따른 PEO 피막 두께 변화는 그림 4.4 (a)에 나타내었다. 앞에서 언급하였듯
이 KF 농도가 0.01M 에서 0.07M 로 증가함에 따라 피막 두께가 7.4µm 에서
11.7µm 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림 4.3 과 4.4 (a)에 나타낸 바와 같이,
PEO 피막의 표면뿐만 아니라 단면 형상을 관찰한 결과, 피막 내에 많은 기공들이
갇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그림 4.5 의 피막 생성 모식도 및 식 (9)
와 (10)에 나타낸 바와 같이 생성된 산소 가스가 코팅 층 외곽에 위치하고 있다가
피막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빠져나가지 못하고 피막 내부에 갇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21].

4OH- à O2 + 2H2O + 4e-

(9)

2H2O à O2 + 4H+ + 4e-

(10)

- 34 -

(a)

(b)

(c)

(d)

(e)

Figure 4.3 Cross sectional morphology of the PEO film formed in
electrolytes containing different concentrations of KF; (a)
0.00M, (b) 0.01M, (c) 0.03M, (d) 0.05M and (e) 0.07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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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ure 4.4 Thickness (a) and hardness (b) of the PEO film with
different concentrations of K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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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5 Schematic representation of the four-phase electrode system for
PEO process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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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KF 농도에 따른 PEO 피막의 기계적 특성 및 구성 상
그림 4.4 (b)에 KF 농도에 따른 경도 변화를 나타내었다. KF를 첨가한 경우, 첨
가하지 않을 때보다 높은 경도값을 나타낸 후 KF 농도에 따라 큰 변화는 보이지
않았으나, 0.07M KF를 첨가한 경우 급격히 경도가 증가하였다.

그림 4.6에 KF

농도에 따른 PEO 피막의 X선 회절 패턴을 나타내었다. PEO 공정 동안 마그네슘
의 표면 및 산화층은 발생하는 플라즈마 아크로 인해 용융되고 전해질 속에 포함
된 이온들과 결합하여 화합물을 형성한다. H. F. Guo는 PEO 반응 중 전자 쏠림에
의해 발생하는 급격한 온도 상승과 전해질의 냉각 효과로 인한 온도감소 과정에서
SiO2와 MgO사이에서 상 변화가 일어나 Mg2SiO4가 형성된다고 보고하고 있다
[14].

SiO44- à SiO2 + O2↑ + 4e-

(11)

SiO2 + 2MgO à Mg2SiO4

(12)

본 연구에서도 KF 농도에 따라 제조한 PEO 피막의 X 선 회절 패턴을 분석한
결과, PEO 피막은 주로 MgO 및 Mg2SiO4 로 구성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얻어진 회절 패턴에 대해 PEO 피막 구성 상을 정량 분석한 결과, KF 농도에 따
른 각 상의 분율은 큰 변화 없이 각각 MgO 는 85.5 ± 1 %, Mg2SiO4 는 14.5% ± 1 %
의 함량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4.1.4 KF 농도에 따른 PEO 피막의 내부식 특성
KF 농도에 따라 PEO 처리한 마그네슘 판재의 내부식 특성을 평가하기 위해 동
전위 실험 및 침지 실험을 수행하였으며, 동전위 실험에 대한 결과를 그림 4.7 에
나타내었다. 그림 4.7 (a)는 PEO 처리한 마그네슘 판재의 동전위 실험결과로부터
얻어진 분극 곡선이며, (b)는 실험으로 얻어진 분극 곡선에서 부식 전류밀도, 타펠
상수를 식 (7) Stern-Geary 식에 대입하여 구한 분극 저항을 나타낸다. 식 (7)에
서 볼 수 있듯이 부식 전류밀도가 클수록 분극 저항성은 낮아지게 되는데,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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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6 XRD patterns of the PEO film formed in electrolyte
containing K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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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ure 4.7 Polarization curves (a) and polarization resistance (b) of the
PEO-processed

AZ31+Ca

concentrations of K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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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eet

with

different

마그네슘과 NaCl 사이에 전류가 잘 흐른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부식 전류밀
도가 작을수록 부식에 대한 저항성은 커지게 되는 것이다. 동전위 시험 결과로부
터 KF 농도가 증가할수록 분극 저항, 즉 부식에 대한 저항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KF 가 첨가되지 않았을 경우, 그림 4.2 및 그림 4.3 의 표면 및 단
면 형상에서 볼 수 있듯이 마그네슘 기지 표면에 PEO 피막이 형성되어 있지 않
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표면 및 단면 형상을 관찰한 결과, 표면에 작은
기공이 형성된 것을 알 수 있는데, 부식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알려진 염화이온이
이 기공으로 침투하여 부식을 발생시키게 되고, 이로 인해 PEO 처리하지 않은 마
그네슘 판재와 유사한 낮은 부식 저항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것으로 판단된다.
0.01M 및 0.03M 의 KF 가 첨가 될 경우 PEO 피막이 마그네슘 표면에 형성되며,
분극 저항성은 KF 를 첨가하지 않은 경우의 분극 저항인 3.26 kΩ 에서 195.95 k
Ω 및 190.26 kΩ 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더 많은 양의 KF 를 첨가한 경우, 분극
저항성은 더욱 증가하며 0.07M 의 KF 를 첨가한 경우에는 분극 저항이 PEO 처리
하지 않은 경우보다 127 배 높은 1,211.58 kΩ 로 증가하였다 0.01M 및 0.03M 의
KF 를 첨가하여 제조한 피막은 표면에 다수의 기공을 포함하며, 단면 형상을 보면
이 기공들이 피막 표면으로부터 연결되어 있다. 이로 인해 마그네슘 기지가 염화
이온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어 피막 내부에는 기공을 포함하지만 표면으
로부터 연결되는 기공이 상대적으로 더 적은 것으로 보이는 0.05M 및 0.07M 의
KF 를 첨가한 경우보다 분극 저항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4.8 에는 5wt.% NaCl 용액에 168 시간 침지한 후 무게 감량을 측정하여
구한 부식 속도를 나타내었다. 앞서 그림 4.7 의 동전위 분극 곡선 및 분극 저항
결과와 유사하게 KF 농도가 증가할수록 부식 속도는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으
며, 0.07M 에서의 부식 속도는 1.17 mpy 로 이를 SI 단위로 환산하면 0.03 mm/yr
와 같다. PEO 처리를 하지 않을 경우의 부식 속도가 19.19 mpy, SI 단위로 0.49
mm/yr 인 것을 감안하면 부식 속도가 매우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 반면 KF 를
첨가하지 않고 PEO 처리를 한 판재의 경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판재 표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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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8 Corrosion rate of the PEO-processed strip-cast AZ31+Ca
sheet with different concentrations of K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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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호한 PEO 피막이 형성되지 않았으며, 또한 표면에 피막 없이 작은 기공들만 존
재하는데 염화이온이 기공으로 침투하여 부식을 촉진시키기 때문에 KF 를 첨가한
판재의 경우보다 높은 부식 속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4.9 에 KF 농도에 따라 PEO 처리한 AZ31+Ca 판재의 정전위 시험 결과
를 나타내었다. PEO 처리하지 않은 판재와 KF 를 포함하지 않는 전해질에 PEO
처리한 판재는 유사한 전류밀도-시간거동을 나타내었다. KF 가 첨가됨에 따라 전
류밀도는 낮아졌으며, 0.07M 의 KF 를 첨가할 경우 전류밀도가 가장 낮은 값을 나
타내었다. 이는 PEO 피막이 전해질로부터 AZ31+Ca 기지로의 전류 흐름을 효과
적으로 차단하였다고 할 수 있으며, PEO 피막이 AZ31+Ca 판재를 부식 환경으로
부터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4.1 및 4.2 에 KF 농도 변화에
따른 피막 두께, 경도, 부식특성을 정리하였다.

제 2 절 Na2SiO3 및 Na3PO4 가 PEO 피막 특성에 미치는 영향
4.2.1 Na2SiO3 및 Na3PO4 농도에 따른 전압-시간 거동
0.03M KOH 및 0.05M KF 를 기본 전해질로 하여 Na2SiO3 및 Na3PO4 의 농도
를 0.05M, 0.08M, 0.11M 로 변화시키고 0.060 A/cm2 의 전류밀도를 인가하여
PEO 피막을 제조하였다. 그림 4.10 (a)에는 Na2SiO3 농도에 따른 전기 전도도 및
pH 변화를 나타내었고, 그림 4.11 (a)에는 Na2SiO3 의 농도에 따른 전압-시간 거
동을 나타내었다. Na2SiO3 를 첨가함에 따라 전기 전도도는 큰 변화가 없었으나
PEO 처리 시 전압은 증가하는 거동을 보였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R. F.
Zhang 는 PEO 피막의 형상 및 성질에 가장 중요한 요소는 최종 전압이라고 하였
으며, 최종 전압이 높을수록 표면 기공의 크기, 분포 및 두께가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를 보고 한 바 있다[20]. 앞서 4.1 절에서와 같이 KF 농도에 따라 PEO 피막
을 제조한 경우에는 KF 를 첨가함에 따라 전기 전도도가 증가하였고, 반응 전압
및 최종 전압은 감소하는 거동을 보였다. 그러나 Na2SiO3 를 첨가한 경우, 반응 전
압은 KF 경우와 반대로 증가하였으며, 최종 전압은 0.05M 의 Na2SiO3 를 첨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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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9 Current density-time behavior in 3.5wt.% NaCl solution of the
PEO-processed strip-cast AZ31+Ca sheet with different
concentrations of K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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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1 Summary of the results with different concentrations of KF.
피막 두께
(µm)

경도
(Hv)

부식 속도
(mpy)

Base

-

85.80

19.19

0.00M KF

-

89.40

17.99

0.01M KF

7.40

139.10

6.68

0.03M KF

8.90

140.20

4.28

0.05M KF

10.00

141.20

3.69

0.07M KF

11.70

190.80

1.17

조

건

Table 4.2 Results of potentio dynamic test with different concentrations of KF.
Ecorr
(V)

Icorr
(A)

βc
(V)

βa
(V)

Rp
(kΩ )

Base

-1.480

2.79E-06

0.081

0.250

9.53

0.00M KF

-1.556

2.20E-06

0.135

0.019

3.26

0.01M KF

-1.474

9.75E-08

0.063

0.145

195.95

0.03M KF

-1.335

8.50E-08

0.279

0.043

190.26

0.05M KF

-1.340

3.69E-08

0.209

0.044

428.49

0.07M KF

-1.332

3.41E-08

0.327

0.134

1211.57

조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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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ure 4.10 Conductivity and pH of electrolytes with different
concentrations of Na2SiO3 and Na3PO4; (a) conductivity and
(b) 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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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ure 4.11 Voltage-time behavior during PEO process at 0.060 A/cm2
in electrolytes containing different concentrations of
Na2SiO3 (a) and Na3PO4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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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을 때 증가한 후 큰 변화는 보이지 않았다. 또한, 0.05M 및 0.08M 의 Na2SiO3
를 첨가한 경우, 4 개의 기울기 구간을 나타내었으며, 0.11M 의 Na2SiO3 를 첨가한
경우 3 개의 기울기 구간을 보이며 반응이 진행되었다.
그림 4.10 에는 Na3PO4 농도에 따른 전기 전도도 및 pH 변화를 나타내었고, 그
림 4.11 (b)에는 Na3PO4 의 농도에 따른 전압-시간 거동을 나타내었다. Na3PO4
를 첨가한 경우, Na2SiO3 를 첨가한 경우보다 전기 전도도가 크게 증가하였으며,
반응 전압 및 최종 전압은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곡선의 형태는 초기 형성
된 부동태 피막으로 인해 전압이 급격히 상승한 후 유전 파괴 영역을 지난 후부터
기울기의 변화 없이 일정한 전압이 유지된 채 반응이 진행되는 경향을 보였다.

4.2.2 Na2SiO3 및 Na3PO4 농도에 따른 PEO 피막의 표면 및 단면 형상
그림 4.12 에 Na2SiO3 농도에 따라 제조한 PEO 피막의 표면 형상을 나타내었다.
Na2SiO3 를 첨가한 경우 첨가하지 않은 경우보다 표면 기공의 크기는 증가하였지
만, Na2SiO3 농도의 증가가 표면 기공 크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판단
된다. 앞서 언급한 최종 전압의 증가에 따라 표면 기공의 크기 및 분포가 증가한
다는 연구결과와 유사하게 본 연구에서도 Na2SiO3 를 첨가하지 않았을 때 보다 첨
가한 경우, 최종 전압이 증가하는 거동을 나타내었으며, 표면에 분포된 기공의 크
기 또한 증가하는 거동을 보였다. 그러나 Na2SiO3 의 농도를 증가시키더라도 최종
전압은 큰 변화가 없었으며, 표면에 발생한 기공의 크기도 큰 변화가 없었음을 확
인할 수 있었다.
그림 4.13 에는 Na2SiO3 에 따른 단면 형상을 나타내고 있다. 농도에 따른 피막
두께를 나타낸 그림 4.14 와 같이 농도가 0.00M 에서 0.05M, 0.08M 및 0.11M 로
증가함에 따라 피막 두께는 8.9µm, 15.6 µm, 19.9 µm 및 21.5 µm 로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그림 4.13 의 단면 형상을 살펴보면, 기지 위에 매우 치밀하고
얇은 막이 형성되어 있고, 그 위에 많은 기공을 포함하는 두꺼운 피막이 형성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0.05M 및 0.11M 의 Na2SiO3 를 첨가하여 제조한 피막의
- 48 -

(a)

(b)

(c)

(d)

Figure 4.12 Surface morphology of the PEO film formed in electrolytes
containing different concentrations of Na2SiO3 at 0.060 A/cm2; (a)
0.00M, (b) 0.05M, (c) 0.08M and (d) 0.11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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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Figure 4.13 Cross-sectional morphology of the PEO film formed in
electrolytes containing different concentrations of Na2SiO3 at
0.060 A/cm2; (a) 0.00M, (b) 0.05M, (c) 0.08M and (d) 0.11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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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14 Thickness of the PEO film with different concentrations of
Na2Si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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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피막 내에 상대적으로 큰 기공을 포함하는 피막이 형성되어 있으며, 0.08M
의 Na2SiO3 를 첨가한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작은 기공을 다수 포함하는 피막층이
형성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처럼 피막 내부에 기공이 존재하는 이유는
앞서 4.1 절의 그림 4.5 에 나타낸 바와 같이, 식 (9)와 (10)의 반응과 같이 생성
된 산소 가스가 피막 층 외곽에 위치하고 있다가 피막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빠져
나가지 못하고 피막 내부에 갇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21].
그림 4.15 에는 Na3PO4 에 따른 표면 형상을 나타내었다. Na3PO4 를 첨가한 경
우, 표면 기공의 크기가 증가하나, 추가적인 농도의 증가는 표면 기공 크기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Na2SiO3 의 경우와 유사한 거동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Na3PO4 를 첨가함에 따라 전도도 및 최종 전압이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Na2SiO3 의 경우와 반대로 최종 전압이 감소하면서 표면 기공이 커지는 경향을 나
타내었다. 따라서 최종 전압의 증가 및 감소가 항상 표면 기공 크기의 증가 및 감
소를 초래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4.16 에 Na3PO4 첨가에 따른 단면 형상을 나타내었다. Na3PO4 농도에 따
른 피막 두께를 나타낸 그림 4.17 과 같이 Na2SiO3 를 첨가한 경우와 유사하게 농
도가 증가함에 따라 두께도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피막의 단면 형
상은 Na2SiO3 를 첨가한 경우와 큰 차이를 보였다. Na2SiO3 의 경우에는 피막내부
에 많은 기공은 존재하나, 큰 균열이 관찰되지 않았지만, Na3PO4 의 경우에는 기
공이 피막 내부에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피막 자체는 매우 치밀한 형태를 보이
나, 기공이 주로 기지와 피막 계면에 존재하여 큰 공간이 생겨있는 형상을 나타내
고 있다. 또한 피막 내부에도 큰 균열이 존재하며, 이 균열이 피막 표면부터 기지
까지 연결되어 있음을 SEM 사진으로부터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피막에 균
열이 생성되는 이유는 방전구역에서 전자 사태 현상으로 발생된 급격한 온도 상승
으로 인해 산화층이 용융되고, 이 용융된 산화층이 전해질의 냉각효과로 인해 냉
각되면서 발생한 열응력에 의해 생성된 것으로 판단된다[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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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Figure 4.15 Surface morphology of the PEO film formed in electrolytes
containing different concentrations of Na3PO4 at 0.060 A/cm2; (a)
0.00M, (b) 0.05M, (c) 0.08M and (d) 0.11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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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Figure 4.16 Cross-sectional morphology of the PEO film formed in
electrolytes containing different concentrations of Na3PO4 at 0.060
A/cm2; (a) 0.00M, (b) 0.05M, (c) 0.08M and (d) 0.11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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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17 Thickness of the PEO film with different concentrations of Na3P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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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 Na2SiO3 및 Na3PO4 농도에 따른 PEO 피막의 기계적 특성 및 구성 상
그림 4.18 에는 Na2SiO3 첨가에 따른 경도 변화를 나타내었다. Na2SiO3 를 첨가
한 경우에 첨가하지 않았을 때보다 경도가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경도가 192.4 Hv, 200.4 Hv 및 206.5 Hv 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림 4.19 에 Na2SiO3 농도에 따른 XRD 패턴 및 각 구성 상의 분율을 나타내었다.
피막층은 주로 MgO 및 Mg2SiO4 로 구성되어 있으며, Mg2SiO4 는 앞의 4.1.3 절에
나타낸 식 (11), (12)의 과정에 의해 생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XRD 를 이용한 정량
분석 결과, Na2SiO3 의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MgO 의 분율은 감소하고 Mg2SiO4
의 분율은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으며, 이는 추가적인 Na2SiO3 첨가로 인해 반
응에 참여하는 이온의 수가 증가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4.20 에 Na3PO4 첨가에 따른 경도 변화를 나타내었다. Na3PO4 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경도는 증가하였으며, 0.11M 의 Na3PO4 농도에서 최고 경도값인
289.7 Hv 나타냈는데, 이는 Na2SiO3 경우의 최대 경도 값인 206.5 Hv 보다 83.2
Hv 높은 경도 값이다. Na2SiO3 가 포함된 전해질에서 제조한 피막의 경우, Na3PO4
가 포함된 전해질에서 제조한 피막보다 내부에 많은 기공이 포함되어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4.21 에 Na3PO4 의 농도에 따른 XRD 패턴 및 각 구성 상
의 분율을 나타내었다. Na3PO4 가 첨가된 전해질에서 제조된 피막의 구성 상은
MgO 및 Mg3(PO4)2 이며, Mg3(PO4)2 상은 PEO 반응 중 전자 사태로 인한 높은
온도에서, 양극에서 분해된 Mg2+ 이온이 전해질 성분인 PO43-와 결합하여 생성되
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22], 자세한 반응식을 식 (13), (14)에 나타내었다.

3Mg à 3Mg2+ + 6e-

(13)

3Mg2+ + 2PO43- à Mg3(PO4)2

(14)

XRD 를 이용한 정량 분석결과, Na3PO4 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MgO 는 감소하고

Mg3(PO4)2 는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따라서, Na3PO4 가 첨가된 전해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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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18 Hardness of the PEO film with different concentrations of
Na2Si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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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ure 4.19 XRD patterns of the PEO film (a) and fraction of each
phase (b) with different concentrations of Na2SiO3.

- 58 -

Figure 4.20 Hardness of the PEO film with different concentrations of
Na3P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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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ure 4.21 XRD patterns of the PEO film (a) and fraction of each
phase (b) with different concentrations of Na3P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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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제조된 피막이 Na2SiO3 가 첨가된 전해질에서 제조된 피막의 경우보다 더 높은
경도값을 보이는 이유는, Na3PO4 가 포함된 전해질에서 피막을 제조한 경우, 피막
내부에 기공이 없이 치밀하고, 제조된 피막의 주 구성 상인 Mg3(PO4)2 의 분율
이 Na2SiO3 에서 제조된 피막의 주 구성 상 보다 많이 생성되기 때문인 것으로 판
단된다.

4.2.4 Na2SiO3 및 Na3PO4 농도에 따라 PEO 처리한 마그네슘 판재의 내부식 특성
Na2SiO3 및 Na3PO4 농도에 따라 PEO 처리한 마그네슘 판재의 내부식 특성을
평가하기 위해 동전위 실험을 수행하였으며, Na2SiO3 농도에 따라 PEO 처리한 마
그네슘 판재의 동전위 실험에 대한 결과를 그림 4.22 에 나타내었다.
그림 4.22 의 (a)는 PEO 처리한 마그네슘 판재의 동전위 실험결과로부터 얻어진
분극 곡선이며 (b)는 실험으로 얻어진 분극 곡선에서 부식 전류밀도, 타펠 상수를
식 (7) Stern-Geary 식에 대입하여 구한 분극 저항을 나타낸다. Na2SiO3 를 첨가
하지 않은 경우에도 분극 저항성이 향상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표면 및 단면
형상에서 볼 수 있듯이 비교적 높은 전류밀도에서 0.03M KOH 및 0.05M KF 로
구성된 전해질에서도 표면에 피막이 형성되어 염화이온의 침투를 막기 때문인 것
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0.05M 의 Na2SiO3 를 첨가한 경우, 첨가하지 않은 경우보
다 분극 저항성이 약 66 kΩ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는데, Na2SiO3 를 첨가한
경우 표면에 큰 크기의 기공이 다수 형성되며, 0.05M Na2SiO3 를 첨가한 경우 표
면 기공이 피막 깊숙이 형성되어 마그네슘 기지가 염화이온에 노출되어 분극 저항
이 감소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1,956.69 kΩ 의 가장 우수한 분극 저항성을
나타낸 0.08M 의 Na2SiO3 를 첨가하여 PEO 처리한 판재의 경우, 표면에는 다수의
기공이 형성되어 있지만 단면 형상에서 볼 수 있듯이 기공의 크기는 피막 내부로
갈수록 작아지며, 피막 표면으로부터 피막 내부까지 연결된 기공이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0.11M 의 Na2SiO3 를 첨가한 경우에는 피막
표면부터 기지까지 피막을 가로지르는 균열이 생성되어 있으며, 염화이온이 이 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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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ure 4.22 Polarization curves (a) and polarization resistance (b) of the
PEO-processed AZ31+Ca sheet with different
concentrations of Na2Si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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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로 침투하여 마그네슘 기지가 염화이온에 노출될 환경을 조성하기 때문에 분극
저항성이 낮아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Na3PO4 를 첨가하여 제조한 피막의 경우 첨
가하지 않은 경우보다 피막 내부는 기공이 없이 치밀하지만, 기공이 주로 기지와
피막 계면에 큰 공간을 차지하며 존재하고, 크고 작은 균열들이 피막을 가로질러
생성되어 있다. 이로 인해 염화이온이 쉽게 피막을 통과하여 마그네슘 판재의 부
식을 유발시키기 때문에 그림 4.23 에 나타낸 바와 같이 Na3PO4 를 첨가할수록
내부식 특성이 저하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거동은 정전위 시험 결과로부터 확인할 수 있다. 그림 4.24 에
Na2SiO3 의 농도에 따라 PEO 처리한 AZ31+Ca 판재의 정전위 시험 결과를 나타
내었다. 동전위 시험 결과로부터 얻은 분극 저항의 경우처럼 0.08M Na2SiO3 를 포
함하는 전해질에서 PEO 처리한 경우, 가장 낮은 전류밀도를 나타내었으며, 이는
PEO 피막의 단면 형상에서 알 수 있듯이 피막에 존재하는 기공의 크기가 작으며,
표면으로부터 기지까지 연결되어 있는 기공이 다른 조건들보다 적거나 거의 없어
보다 효과적으로 전류를 차단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4.25 에
Na3PO4 를 포함하는 전해질에서 PEO 처리한 판재의 정전위 시험 결과를 나타내
었는데, 이 또한 동전위 결과와 유한 경향을 나타내었다. Na3PO4 를 첨가하지 않
을 경우에 낮은 전류밀도를 나타내었다가, Na3PO4 를 첨가할 경우, 전류밀도가 증
가하여 3600 초 후에는 PEO 처리하지 않은 판재의 경우와 유사하거나 더 높은
전류밀도를 나타내었다. 표 4.3-6 에 Na2SiO3 또는 Na3PO4 의 농도 변화에 따른
피막 두께, 경도 및 부식특성을 정리하였다.

제 3 절 전류밀도가 PEO 피막 특성에 미치는 영향
4.3.1 전류밀도에 따른 전압-시간 거동
전류밀도는 전해질과 함께 PEO 공정의 중요 공정 변수 중 하나이다. 본 연구에
서는 0.03M KOH, 0.05M KF 로 구성된 기본 전해질에 0.08M 의 Na2SiO3 및
Na3PO4 를 각각 첨가한 후 전류밀도를 변화시켜 PEO 피막을 제조하였다. 각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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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ure 4.23 Polarization curves (a) and polarization resistance (b) of the PEOprocessed AZ31+Ca sheet with different concentrations of Na3P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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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24 Current density-time behavior in 3.5wt.% NaCl solution of the
PEO-processed strip-cast AZ31+Ca sheet with different
concentrations of Na2Si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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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25 Current density-time behavior in 3.5wt.% NaCl solution of the
PEO-processed strip-cast AZ31+Ca sheet with different
concentrations of Na3P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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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3 Summary of the results with different concentrations of Na2SiO3.
피막 두께
(µm)

경도
(Hv)

Base

-

85.80

0.00M Na2SiO3

8.90

97.10

0.05M Na2SiO3

15.60

192.40

0.08M Na2SiO3

19.90

200.40

0.11M Na2SiO3

21.50

206.50

조

건

Table 4.4 Results of potentio dynamic test with different concentrations of
Na2SiO3.

조

건

Base
Na2SiO3
0.00M
Na2SiO3
0.05M
Na2SiO3
0.08M
Na2SiO3
0.11M
Na2SiO3

Ecorr
(V)

Icorr
(A)

βc
(V)

βa
(V)

Rp
(kΩ )

-1.480

2.79E-06

0.081

0.25

9.53

-1.429

7.92E-08

0.250

0.149

511.83

-1.425

1.49E-07

0.436

0.236

445.67

-1.334

1.81E-08

0.178

0.150

1956.69

-1.460

4.35E-08

0.135

0.038

29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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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5 Summary of the results with different concentrations of Na3PO4.
피막 두께
(µm)

경도
(Hv)

Base

-

85.80

0.00M Na3PO4

8.90

97.10

0.05M Na3PO4

15.50

195.70

0.08M Na3PO4

19.40

221.90

0.11M Na3PO4

22.10

289.70

조

건

Table 4.6 Results of potentio dynamic test with different concentrations of
Na3PO4.
Ecorr
(V)

Icorr
(A)

βc
(V)

βa
(V)

Rp
(kΩ )

Base

-1.480

2.79E-06

0.081

0.25

9.53

0.00M

-1.429

7.92E-08

0.250

0.149

511.83

0.05M

-1.769

2.30E-07

0.177

0.151

153.78

0.08M

-1.500

1.41E-06

0.176

0.063

14.34

0.11M

-1.515

6.31E-06

0.183

0.040

2.27

조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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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의 전류밀도에 따른 전압-시간 거동을 그림 4.26 에 나타내었다. Na2SiO3 의 경
우 0.015 A/cm2 및 0.030 A/cm2 의 전류밀도를 인가하면 전압이 상승하며 반응이
지속되다가 약 360V 의 최종전압을 보이며 반응이 종료되었으며, 더 높은 전류밀
도인 0.045 A/cm2 및 0.060 A/cm2 의 전류밀도를 인가한 경우, 전류밀도가 높아
질수록 최종 전압 역시 증가하며 403V 및 423V 를 나타내었다. 0.03M KOH,
0.05M KF, 0.08M Na2SiO3 로 전해질의 농도를 일정하게 했기 때문에 전해질에
의한 저항 변화는 없다고 판단할 경우, 전류가 증가함에 따라 전압이 증가하는 것
을 알 수 있다. Na3PO4 의 경우, 전류밀도를 0.015 A/cm2, 0.030 A/cm2 로 증가시
키면 최종 전압은 234.08V, 244.04V 로 증가하게 되고, 0.045 A/cm2 및 0.060
A/cm2 의 전류밀도를 인가하였을 때에도 유사한 거동을 나타내었다. Na2SiO3 를
포함한 전해질이 Na3PO4 를 포함한 전해질 보다 높은 전압을 나타내는 이유는
Na3PO4 를 첨가한 경우 Na2SiO3 를 첨가한 경우보다 용액의 전기 전도도가 급격
히 상승하기 때문이다.

4.3.2 전류밀도에 따른 표면 및 단면 형상
Na2SiO3 및 Na3PO4 를 포함하는 전해질에서 전류밀도에 따라 제조된 피막의
표면 형상을 그림 4.27 및 그림 4.28 에 나타내었다. Na2SiO3 가 포함된 전해질에
서 0.015 A/cm2 및 0.030 A/cm2 의 전류밀도를 인가하여 제조한 피막의 경우 표
면 기공의 크기는 큰 차이가 없었으나, 0.045 A/cm2, 0.060 A/cm2 인가하여 피막
을 제조한 경우 표면 기공의 크기가 매우 증가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전압-시
간 거동과 유사하게 0.015 A/cm2 및 0.030 A/cm2 의 전류밀도에서는 뚜렷한 차이
점이 없는 반면, 0.045 A/cm2 및 0.060 A/cm2 를 인가했을 경우 표면 형상에 큰
변화를 나타내었다. Na3PO4 의 경우 낮은 전류밀도에서는 표면 기공이 다소 증가
하는 경향을 보였지만 0.045 A/cm2 및 0.060 A/cm2 의 높은 전류밀도를 인가한
경우 표면 기공의 크기가 크게 증가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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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ure 4.26 Voltage-time behavior during the PEO process with different
current densities in electrolytes containing 0.08M Na2SiO3 (a)
and Na3PO4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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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Figure 4.27 Surface morphology of the PEO film with different current densities
in electrolyte containing 0.08M Na2SiO3; (a) 0.015 A/cm2, (b) 0.030
A/cm2, (c) 0.045 A/cm2 and (d) 0.060 A/c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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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Figure 4.28 Surface morphology of the PEO film with different current densities
in electrolyte containing 0.08M Na3PO4; (a) 0.015 A/cm2, (b) 0.030
A/cm2, (c) 0.045 A/cm2 and (d) 0.060 A/c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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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3PO4 가 포함된 전해질에서의 전압-시간 거동과 유사하게 동일한 거동을 보인
0.045 A/cm2 및 0.060 A/cm2 의 전류밀도 조건에서 제조된 피막의 경우, 표면 기
공의 크기는 큰 차이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R. F. Zhang 는 최종 전압이 증
가할수록 표면 기공의 크기 및 분포가 증가한다고 보고하였는데[20], 위에서 언급
한 거동은 R. F. Zhang 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4.29 및 4.30 에 각각 Na2SiO3 및 Na3PO4 를 포함한 전해질에서 전류밀
도에 따라 제조된 피막의 단면 형상을 나타내었다. Na2SiO3 를 포함하는 전해질에
서 제조된 피막의 경우, 피막 내부에 작은 기공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음을 관찰할
수 있었다. 하지만, Na3PO4 를 포함하는 전해질에서 제조된 피막의 경우, 피막 내
부에는 기공이 없이 치밀하나, 큰 기공들이 기지와 피막 계면에 존재하고 있으며,
많은 균열들이 피막을 가로질러 분포하고 있음을 단면 형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
었다. 그러나 그림 4.31 및 4.32 에 나타낸 피막 두께 변화와 같이 두 조건 모두
전류밀도가 증가함에 따라 피막 두께는 증가하는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었으며, 최
대 피막 두께는 두 조건 모두 인가한 전류밀도 중 가장 높은 전류밀도인 0.060
A/cm2 에서 Na2SiO3 는 19.9 µm, Na3PO4 는 19.4 µm 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4.3.3 전류밀도에 따른 기계적 특성 및 구성 상
Na2SiO3 를 포함하는 전해질에서 전류밀도에 따라 제조한 피막의 경도를 그림
4.33 에 나타내었으며, XRD 패턴 및 구성 상의 분율을 그림 4.34 에 나타내었다.
Na2SiO3 를 포함하는 전해질에서 제조된 피막은 주로 MgO 및 Mg2SiO4 로 구성되
어 있으며 이들의 상 분율은 전류밀도가 증가함에 따라 MgO 는 감소하고,
Mg2SiO4 는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Mg2SiO4 는 앞의 식 (11), (12)의 과정을
통해 생성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4]. Na3PO4 를 포함하는 전해질에서 전류
밀도에 따라 제조된 피막의 경도 및 XRD 패턴을 각각 그림 4.35 및 4.36 에 나타
내었다. Na2SiO3 를 포함하는 전해질에서 제조된 피막과 유사하게 전류밀도가 증
가함에 따라 경도가 증가하였으며, 피막은 MgO 및 Mg3(PO4)2 상으로 구성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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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Figure 4.29 Cross-sectional morphology of the PEO film with different current
densities in electrolyte containing 0.08M Na2SiO3; (a) 0.015 A/cm2,
(b) 0.030 A/cm2, (c) 0.045 A/cm2 and (d) 0.060 A/cm2.

- 74 -

(a)

(b)

(c)

(d)

Figure 4.30 Cross-sectional morphology of the PEO film with different current
densities in electrolyte containing 0.08M Na3PO4: (a) 0.015 A/cm2;
(b) 0.030 A/cm2; (c) 0.045 A/cm2; (d) 0.060 A/c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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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31 Thickness of the PEO film formed in electrolyte containing
0.08M Na2SiO3 with different current dens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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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32 Thickness of the PEO film formed in electrolyte containing
0.08M Na3PO4 with different current dens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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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33 Hardness of the PEO film formed in electrolyte containing
0.08M Na2SiO3 with different current dens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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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ure 4.34 XRD patterns of the PEO film formed in electrolyte
containing 0.08M Na2SiO3 (a) and fraction of each phase (b)
with different current dens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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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35 Hardness of the PEO film formed in electrolyte containing
0.08M Na3PO4 with different current dens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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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ure 4.36 XRD patterns of the PEO film formed in electrolyte
containing 0.08M Na3PO4 (a) and fraction of each phase
(b) with different current dens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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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 Mg3(PO4)2 은 앞서의 식 (13), (14)의 반응을 거쳐 생성된다. 정량 분석
결과, MgO 는 전류밀도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으며, Mg3(PO4)2 는 전
류밀도에 따라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4.3.4 전류밀도에 따른 내부식 특성
0.08M 의 Na2SiO3 및 Na3PO4 를 각각 포함하는 전해질에서 전류밀도에 따라
PEO 처리한 마그네슘 판재의 내부식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동전위 실험 및 침지
실험을 수행하였다. 0.08M Na2SiO3 를 포함하는 전해질에서 전류밀도에 따라
PEO 처리한 판재의 동전위 실험 결과를 그림 4.37 에 나타내었다. 그림 4.37 (a)
는 PEO 처리한 마그네슘 판재의 동전위 실험결과로부터 얻어진 분극 곡선이며
(b)는 실험으로 얻어진 분극 곡선에서 부식 전류밀도, 타펠 상수를 식 (7) SternGeary 식에 대입하여 구한 분극 저항을 나타낸다. 전류밀도가 증가함에 따라 분극
저항이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는데, 이는 염화이온의 침투를 막는 역할을 하는
PEO 피막 두께가 증가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0.060 A/cm2 의 전류밀
도를 인가하여 PEO 피막을 제조했을 경우 가장 큰 분극 저항을 나타내는데, 이는
표면에 다수의 기공을 포함하고 있지만 이 기공들이 피막 내부 깊숙이 연결되어
있지 않으며, 기공의 크기가 피막 내부로 갈수록 작아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
다. 그림 4.38 에 5wt.% NaCl 용액 속에서 168 시간 침지시킨 후 시편의 무게감
량을 측정하여 구한 부식 속도를 나타내었다. 분극 거동과 유사하게 전류밀도가
증가할수록 부식 속도는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는데, 최저 속도를 보이는 조건
인 0.060 A/cm2 을 인가하여 제조한 판재의 경우 부식 속도가 0.62 mpy 이며, 이
를 SI 단위로 환산하여 나타내면 0.02 mm/y 로 매우 우수한 내부식 특성을 나타
낸다고 할 수 있다. 그림 4.39 에 0.08M Na3PO4 를 포함하는 전해질에서 전류밀
도에 따라 PEO 처리한 판재의 동전위 실험 결과를 나타내었으며, 그림 4.40 에는
5wt.% NaCl 용액에 168 시간 동안 침지시킨 후 무게 감량을 측정하여 구한 전류
밀도에 따른 부식 속도를 나타내었다. Na3PO4 를 포함하는 전해질에서 전류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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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ure 4.37 Polarization curves (a) and polarization resistance (b) of the
PEO-processed AZ31+Ca sheet with different current
densities in electrolyte containing 0.08M Na2Si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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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38 Corrosion rate of the PEO-processed strip-cast AZ31+Ca
sheet with different current densities in electrolyte containing
0.08M Na2Si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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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ure 4.39 Polarization curves (a) and polarization resistance (b) of the
PEO-processed AZ31+Ca sheet with different current
densities in electrolyte containing 0.08M Na3P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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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40 Corrosion rate of the PEO-processed strip-cast AZ31+Ca sheet
with different current densities in electrolyte containing 0.08M
Na3P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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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PEO 처리한 판재의 경우, 동전위 실험으로부터 얻어진 분극 저항값은
Na2SiO3 를 포함하는 전해질에서 전류밀도에 따라 PEO 처리한 판재와 달리 전류
밀도가 증가함에 따라 표면에 PEO 피막이 생성되지만 부식 저항성은 큰 변화가
없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그림 4.40 의 침지실험 결과로부터 얻어진 부식 속도 결
과를 보면, Na3PO4 를 포함하는 전해질에서 PEO 처리한 경우, PEO 처리하지 않
은 경우보다 부식 속도가 감소하지만 전류밀도에 따라 피막 두께가 증가함에도 불
구하고 부식 속도에는 큰 변화가 없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각각 Na2SiO3 또는 Na3PO4 를 포함하는 전해질에서 PEO 처리한 판재의 내부
식 특성이 다른 이유는 그림 4.41 에 나타낸 바와 같이 피막 표면으로부터 기지까
지 연결되는 채널(기공 또는 균열)의 유무로 설명할 수 있다. 그림 4.41 (a)는
Na2SiO3 를 포함하는 전해질에서 주로 생성되는 피막의 구조이며, 마그네슘 표면
위에 매우 얇고 치밀한 피막이 형성되어 있고, 그 위에 다수의 기공을 포함하는
피막이 존재한다. 이와 같은 구조의 피막이 생성된 마그네슘 판재가 부식 환경에
놓일 경우, 부식을 촉진시키는 염화이온이 표면 기공을 따라 침투하게 되는데, 기
공이 표면 깊숙이 또는 기지까지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비록 표면에 많은 기
공을 포함하더라도 마그네슘 기지까지 염화이온이 침투할 수 없어 부식 저항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피막 내부에 존재하는 기공 역시 부식 용액에 노
출되어 있지 않고 기지까지 연결되어 있지도 않기 때문에 부식 특성에는 큰 영향
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4.41 (b)의 모식도는 Na3PO4 를 포함하는
전해질에서 주로 생성되는 피막의 구조를 모식화한 것으로, Na2SiO3 를 포함하는
전해질에서 주로 생성되는 피막의 구조와 달리, 피막 내부에는 기공 없이 비교적
치밀한 구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공은 주로 마그네슘 기지와 피막 계면에 큰 공
간을 차지하게 된다. 또한 Na2SiO3 를 포함하는 전해질에서 주로 형성되는 피막과
구별되는 특징은 피막 표면부터 기지까지 혹은 피막과 기지 계면에 존재하는 기공
까지 연결되는 균열이 많이 형성 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구조의 피막이 생성된
마그네슘 판재가 부식 환경에 놓일 경우, 그림 4.39 및 4.40 에서 알 수 있듯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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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ure 4.41 Schematic representation of corrosion response in NaCl solution for
the PEO-processed AZ31+Ca sheets; (a) PEO film formed in
Na2SiO3 electrolyte and (b) PEO film formed in Na3PO4 electrol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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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식 특성이 큰 변화가 없게 된다. 그 이유는 그림 4.41 에 나타낸 바와 같이
염화이온이 균열을 통해 침투하여 마그네슘 기지와 피막 계면에 존재하는 큰 기공
을 채우게 되면, 기공 밑에 있는 기지가 염화이온에 노출되기 때문에 피막이 두껍
게 형성되더라도 마그네슘 판재는 부식 용액에 노출되어 내부식 특성은 큰 변화가
없게 된다. 하지만 Na2SiO3 를 포함하는 전해질에서 주로 생성되는 피막의 구조와
유사하게 Na3PO4 를 포함하는 전해질에서 주로 생성되는 피막의 경우에도 기지
위에 불규칙하지만 얇은 또 다른 피막이 존재하기 때문에 침지실험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내부식 특성이 향상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피막의 기계적 특성
의 측면에서 보면 내부에 많은 기공을 포함할 경우 경도는 낮아지게 되며, 반대로
피막 내부에 기공이 비교적 적게 존재할 경우 경도는 기공을 다수 포함하는 피막
의 경도값 보다 증가한다. 이는 Na3PO4 를 포함하는 전해질에서 제조된 경우가
Na2SiO3 가 첨가된 전해질에서 제조된 경우보다 경도가 높다는 것으로부터 알 수
있다.
그림 4.42 및 4.43 에 Na2SiO3 및 Na3PO4 를 각각 포함하는 전해질에서 PEO
처리한 AZ31+Ca 판재의 정전위 시험 결과를 나타내었다. Na2SiO3 를 포함하는 전
해질에서 PEO 처리한 판재의 경우, 전류밀도에 따라 전해질로부터 기지로 흐르는
전류밀도는 감소하였으며, Na3PO4 를 포함한 전해질에서 PEO 처리한 경우, 전류
밀도에 따라 시험 초기에는 PEO 처리하지 않은 판재보다 낮은 전류밀도를 나타
내었으나 3600 초 후에는 큰 차이 없이 유사한 전류밀도를 나타내었다.

이는 초

기에 염화이온들의 균열을 통한 침투가 활성화되지 않았기 때문에이며 시간이 흘
러감에 따라 균열을 통해 기지로 침투하는 염화이온들이 증가하기 때문에 유사한
전류밀도를 나타낸 것으로 판단된다.
Na2SiO3 및 Na3PO4 에서 각각 PEO 처리한 피막의 구조가 판재의 내부식 특성
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하기 위해 EIS 시험을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를 그림
4.44~7 에 나타내었다. Fitting 위해 PEO 처리 하지 않은 판재는 그림 4.44 (a)에
나타낸 바와 같은 등가회로를 적용하였으며, PEO 처리한 판재, 즉 판재 표면에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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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42 Current density-time behavior in 3.5wt.% NaCl solution of the
PEO-processed strip-cast AZ31+Ca sheet with current
densities (Na2SiO3 electrol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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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43 Current density-time behavior in 3.5wt.% NaCl solution of the
PEO-processed strip-cast AZ31+Ca sheet with current
densities (Na3PO4 electrol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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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ure 4.44 Equivalent circuits for (a) uncoated, (b) PEO-processed
AZ31+Ca she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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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a)

(c)

Figure 4.45 Nyquist plot for the PEO-processed strip-cast AZ31+Ca sheet
with current densities; (a) Base, (b) Na2SiO3, (c) Na3P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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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a)

(c)

Figure 4.46 Bode (impedance) plot for the PEO-processed strip-cast
AZ31+Ca sheet with current densities; (a) Base, (b) Na2SiO3,
(c) Na3P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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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ure 4.47 Bode (phase angle) plot for the PEO-processed stripcast AZ31+Ca sheet with current densities; (a) Na2SiO3,
(b) Na3P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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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층이 형성된 경우에는 (b)에 나타낸 등가회로를 적용하였다. 그림 4.45 (a)에
PEO 처리하지 않은 판재, (b)에는 Na2SiO3 전해질에서 전류밀도에 따라 PEO 처
리한 판재, (c)에는 Na3PO4 전해질에서 PEO 처리한 판재의 nyquist plot 를 나타
내었다. x 및 y 축 모두 임피던스를 나타내는데, x 축은 복소수의 실수부, y 축은
허수부를 나타내며, 이 plot 에서는 주파수에 따른 직접적인 임피던스 변화를 파악
할 수 없다. 단지 반원의 크기가 클수록 해당 시험편의 내부식 특성이 우수한 것
으로 판단한다. Na2SiO3 를 포함하는 전해질에서 전류밀도에 따라 PEO 처리할 경
우, 임피던스가 매우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0.060 A/cm2 의 전류
밀도에서 PEO 처리한 판재의 경우, 실수부 임피던스 값은 240 kΩ 에 가까운 값
을 나타내었다. Na3PO4 를 포함하는 전해질에서 PEO 처리한 판재의 경우, 전류밀
도에 따라 임피던스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그 증가량이 Na2SiO3 를 포함하
는 전해질에서 PEO 처리한 판재의 경우보다 작으며, 0.060 A/cm2 에서 해당 농도
조건에서의 최대 임피던스 값은 Na2SiO3 를 포함하는 전해질에서 PEO 처리한 경
우보다 상당히 작은 값을 나타내었다. 그림 4.46 은 주파수에 따른 임피던스 변화
를 파악할 수 있는 bode plot 을 나타내었다. 앞서 언급 하였듯이 두 경우 모두 전
류밀도에

따라

임피던스가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증가량은

Na2SiO3 를 포함하는 전해질에서 PEO 처리한 경우가 Na3PO4 를 포함하는 전해질
에서 PEO 처리한 경우보다 더 큰 경향을 나타내었다. 그림 4.47 에 주파수에 따
른 위상각을 알 수 있는 bode plot 을 나타내었다. PEO 처리하지 않은 경우 즉 표
면에 아무런 피막이 존재하지 않을 때 곡선상에 하나의 날카로운 변곡점이 존재하
며, PEO 피막이 존재할 경우, 두 개의 변곡점을 나타내거나 원만한 곡선을 나타낸
다. Na2SiO3 에서 PEO 처리한 판재의 경우 두 개의 변곡점을 나타내었으며,
Na3PO4 에서 PEO 처리한 판재의 경우 Na2SiO3 의 경우 보다 부정확한 변곡점이
생성되었다. 여러 전기화학적 시험을 통해 알아본 결과, Na2SiO3 를 포함하는 전해
질에서 PEO 처리한 경우가 Na3PO4 를 포함하는 전해질에서 PEO 처리한 경우보
다 우수한 내부식 특성을 나타내었는데, 이는 앞선 언급하였듯이 PEO 피막의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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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차이이며, 외부로부터 기지까지 연결되는 기공이나 균열이 많을 경우 저조한
내부식 특성을 나타낸다. 표 4.7-10 에 Na2SiO3 또는 Na3PO4 를 포함하는 전해질
에서 전류밀도에 따른 피막 두께, 경도 및 부식특성을 정리하였다.

제 4 절 첨가원소가 PEO 피막 특성에 미치는 영향
4.4.1 AZ31 및 AZ31+Ca 판재의 PEO 처리 시 전압-시간 거동
본 연구에서는 strip-cast AZ31 판재와 Ca 이 첨가된 strip-cast AZ31+Ca 판
재에 동일한 전해질에서 전류밀도에 따라 PEO 피막을 제조하였으며, 두 판재에
대한 PEO 처리 동안 전압-시간 거동을 그림 4.48 에 나타내었다. 모든 전류밀도
조건에서 유전 파괴 영역을 지난 후 일정한 전압을 유지하며 반응이 진행되었으며,
두 합금이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4.4.2 AZ31 및 AZ31+Ca 판재에 생성된 PEO 피막의 표면 및 단면 형상
그림 4.49 및 4.50 에 AZ31 및 AZ31+Ca 판재의 전류밀도에 따른 피막의 표
면 및 단면 형상 사진을 나타내었다. 두 합금 모두 전류밀도가 증가함에 따라 표
면 기공의 크기가 커졌으며, 그림 4.51 과 같이 피막 두께도 증가하는 경향을 나
타내었다.

4.4.3 AZ31 및 AZ31+Ca 판재의 내부식 특성
0.08M 의 Na3PO4 를 포함하는 전해질에서 AZ31 판재와 AZ31+Ca 판재의 내
부식 특성을 비교하기 위해 동전위 실험 및 침지 실험을 수행하였으며, 각 합금
판재에 대한 동전위 실험 결과를 각각 그림 4.52 및 4.53 에 나타내었다. AZ31
및 AZ31+Ca 판재는 PEO 처리 시 전압-시간 거동, 피막 두께 모두 전류밀도에
따라 매우 유사한 거동을 나타내었다. 동전위 실험으로부터 계산한 분극 저항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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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7 Summary of the results with different current densities.
피막 두께
(µm)

경도
(Hv)

부식 속도
(mpy)

Base

-

85.80

19.19

0.015 A/cm2

5.10

114.80

5.15

0.030 A/cm2

5.70

116.00

3.06

0.045 A/cm2

13.60

182.40

3.83

0.060 A/cm2

19.90

200.40

0.62

조

건

Table 4.8 Results of potentio dynamic test with current densities.
Ecorr
(V)

Icorr
(A)

βc
(V)

βa
(V)

Rp
(kΩ )

Base

-1.480

2.79E-06

0.081

0.25

9.53

0.015A/cm2

-1.463

3.60E-08

0.205

0.031

325.16

0.030A/cm2

-1.434

2.11E-08

0.184

0.041

690.56

0.045A/cm2

-1.418

1.92E-08

0.195

0.043

798.89

0.060A/cm2

-1.334

1.81E-08

0.178

0.150

1956.69

조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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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9 Summary of the results with different current densities.

피막 두께
(µm)

경도
(Hv)

부식 속도
(mpy)

Base

-

85.80

19.19

0.015 A/cm2

5.30

127.20

7.75

0.030 A/cm2

5.40

178.30

9.48

0.045 A/cm2

14.40

194.10

8.02

0.060 A/cm2

19.40

221.90

8.48

조

건

Table 4.10 Results of potentio dynamic test with current density.
Ecorr
(V)

Icorr
(A)

βc
(V)

βa
(V)

Rp
(kΩ)

Base

-1.480

2.79E-06

0.081

0.25

9.53

0.015A/cm2

-1.484

5.40E-06

0.145

0.022

1.51

0.030A/cm2

-1.495

1.85E-06

0.148

0.027

5.48

0.045A/cm2

-1.482

1.13E-06

0.12

0.065

16.18

0.060A/cm2

-1.500

1.41E-06

0.176

0.063

14.34

조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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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Figure 4.48 Comparison of voltage-time behavior during the PEO process for
AZ31 and AZ31+Ca; (a) 0.015 A/cm2, (b) 0.030 A/cm2, (c) 0.045
A/cm2 and (d) 0.060 A/c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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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As-polished

0.015 A/cm2

0.030 A/cm2

0.045 A/cm2

0.060 A/cm2

Figure 4.49 Surface morphology of the PEO film formed on AZ31 (a) and
AZ31+Ca (b) with different current dens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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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As-polished

0.015 A/cm2

0.030 A/cm2

0.045 A/cm2

0.060 A/cm2

Figure 4.50 Cross-sectional morphology of the PEO film formed on AZ31
(a) and AZ31+Ca (b) with different current dens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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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51 Comparison of the thickness of the film in the PEO-processed
AZ31 and AZ31+Ca sheets with different current dens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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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ure 4.52 Polarization curves for the PEO-processed AZ31 (a) and
AZ31+Ca (b) sheets with different current dens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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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53 Comparison of polarization resistance for the PEO-processed
AZ31 and AZ31+Ca sheets with different current dens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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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면 PEO 처리하지 않은 AZ31 및 AZ31+Ca 판재 중 AZ31+Ca 판재가 AZ31
보다 약 8 kΩ 더 높은 분극 저항성을 나타내었다. 전류밀도에 따라 PEO 처리한
두 판재의 분극 저항성은 0.045 A/cm2 까지 매우 유사한 분극 저항성을 나타내었
으나, 0.060 A/cm2 에서 처리한 경우 AZ31+Ca 판재가 AZ31 보다 약 39 kΩ 더
높은 46.59 kΩ 을 나타내었다. PEO 처리하지 않은 AZ31 및 AZ31+Ca 판재와
0.030 A/cm2 에서 PEO 처리한 AZ31 및 AZ31+Ca 판재를 5wt.% NaCl 용액에
168 시간 침지시킨 후 무게 감량을 측정하여 부식 속도를 계산한 결과, PEO 처리
하지 않은 경우 AZ31 판재의 부식 속도는 25.64 mpy, AZ31+Ca 판재의 경우
19.19 mpy 로 AZ31+Ca 판재의 경우가 더 우수한 내부식 특성을 나타내었는데,
이는 동전위 실험으로부터 얻은 분극 저항의 경향과 일치한다. 또한 sand-blast
처리한 AZ31 판재의 부식저항은 431.39 mpy, sand-blast 처리한 AZ31+Ca 판
재의 부식 저항성은 434.18 mpy 로 유사한 내부식 특성을 나타내었는데, 이들의
내부식 특성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Ca 이 첨가됨으로써 부식
특성이 향상되는 이유는 결정립계에 형성된 2 차상 때문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2]. 그림 4.54 에 Ca 함량에 따른 부식 거동을 나타냈다. 0.7wt.% 이하의 Ca 를
포함할 경우, 결정립계에 불연속적으로 형성된 2 차상과 α-Mg 상 사이에 갈바닉
전지가 형성되어

부식이 진행되고 0.7wt.% Ca 을 포함한 경우, 2 차상이 부식의

전파를 막아 부식저항성이 향상된다. 0.7wt.% 이상의 Ca 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eutectic α-Mg 상과 불연속 2 차상 사이에 갈바닉 전지가 형성되어 pitting 부식
이 빠르게 진행된다.

제 5 절 Sand-blast 처리가 PEO 피막 특성에 미치는 영향
4.5.1 Sand -blast 처리가 판재의 PEO 처리 시 전압-시간 거동에 미치는 영향
Sand-blast 는 금속 표면을 깨끗하게 마무리 손질을 하기 위해 모래 또는 미세한
강구와 같은 재료를 압축공기로 표면에 주사하는 공법이다. 표면에 주입된 미세한
소재에 의해 금속이 표면에 부착되어 있던 불순물이 제거된다. 높은 압력을 이용
- 106 -

Figure 4.54 Internal galvanic corrosion of magnesium alloy; (a) discontinuous
second phase at grain boundary (b) semi-continuous second
phase at grain boundary (c) discontinuous second phase in
eutectic region[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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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소재를 주사하기 때문에 금속 표면의 거칠기가 매우 높아지게 되며, 또한 표
면에 높은 에너지가 축적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sand-blast 처리가
PEO 피막의 특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기 위하여 sand-blast 처리를
하지 않은 AZ31 및 AZ31+Ca 판재와 sand-blast 처리한 AZ31 및 AZ31+Ca 판
재에 대하여 전류밀도를 변화시키며 PEO 처리를 하였으며, PEO 처리 시 전압-시
간 거동을 각각 그림 4.55 및 4.56 에 나타내었다. AZ31 판재의 경우 0.015
A/cm2 의 전류밀도를 인가한 경우 최종 전압은 229.1V 였으며, sand-blast 처리한
AZ31 판재의 최종 전압은 195.5V 로 sand-blast 처리를 하지 않은 경우가 더 높
은 경향을 나타내었다. 전류밀도가 높아질수록 sand-blast 처리하지 않은 경우의
최종 전압은 각각 0.030 A/cm2 에서는 240.7V, 0.045 A/cm2 에서 247.4V, 0.060
A/cm2 에서 249.2V 로 최종 전압의 큰 증가는 관찰할 수 없었다. 그러나 sandblast 처리한 AZ31 판재의 경우, 전류밀도가 증가함에 따라 0.015 A/cm2 에서는
195.9V 이었던 최종 전압이 증가하여 0.060 A/cm2 의 경우에 280.6V 로 크게 증
가하였다. 이는 sand-blast 처리하지 않은 경우보다 약 31V 더 높은 전압이다.
AZ31+Ca 판재의 PEO 처리 시 전압-시간 거동을 그림 4.56 에 나타내었다.
AZ31 판재의 경우와 유사하게 낮은 전류밀도 즉, 0.015 A/cm2, 0.030 A/cm2 를
인가한 경우 sand-blast 처리한 판재의 최종 전압이 더 낮았다. 하지만 전류밀도
가 증가할수록 sand-blast 처리한 판재의 최종 전압이 sand-blast 처리하지 않은
경우의 최종 전압보다 더 큰 폭으로 증가하여 0.060 A/cm2 의 전류밀도에서
sand-blast 처리하지 않은 판재 보다 처리한 판재의 최종 전압이 약 40V 높은
값을 나타내었다. Sand-blast 처리한 AZ31 및 AZ31+Ca 판재의 경우 낮은 전류
밀도 즉 0.015 A/cm2, 0.030 A/cm2 (AZ31+Ca 경우)를 인가 한 경우 PEO 공정
초기에 전압이 급격히 감소한 후 다시 증가하는 현상이 두 판재에서 공통적으로
발생하였다. PEO 처리 시 초기에 전압이 상승하는 원인은 전류를 인가한 경우 양
극 표면에 부동태 피막이 형성되고 이 형성된 피막이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여 저
항이 상승하기 때문이며, 전압이 상승하는 도중 sand-blast 처리한 판재의 경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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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Figure 4.55 Comparison of voltage-time behavior during the PEO process
for AZ31 and sand-blasted AZ31; (a) 0.015 A/cm2, (b) 0.030
A/cm2, (c) 0.045 A/cm2 and (d) 0.060 A/c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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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Figure 4.56 Comparison of voltage-time behavior during the PEO process
for AZ31+Ca and sand-blasted AZ31+Ca; (a) 0.015 A/cm2,
(b) 0.030 A/cm2, (c) 0.045 A/cm2 and (d) 0.060 A/c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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럼 전압이 급격히 감소한다는 것은 부동태 피막이 효과적으로 전류를 차단하지 못
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4.5.2 Sand-blast 처리가 PEO 피막의 표면 및 단면 형상에 미치는 영향
그림 4.57 에 나타낸 바와 같이 sand-blast 처리한 AZ31 판재의 경우 처리하지
않은 판재 보다 표면이 매우 거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두 경우 모두 전류밀도
가 증가할수록 표면 기공의 크기가 증가하는 것을 SEM 관찰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sand-blast 처리한 판재의 경우 0.015 A/cm2 에서 제조한 경우에도 표면
이 매우 불규칙하며 전류밀도가 증가할수록 표면의 상태는 sand-blast 처리하지
않은 경우와 유사하게 된다. 그림 4.58 에 나타낸 바와 같이 AZ31+Ca 판재의 경
우에도 AZ31 판재의 경우와 유사한 거동을 보였다.
Sand-blast 처리하지 않은 AZ31 및 sand-blast 처리한 AZ31 판재의 전류밀도
에 따른 단면 형상 및 피막 두께 변화를 각각 그림 4.59 및 4.60 에 나타내었으며,
그 전류밀도가 증가함에 따라 두 경우 모두 피막 두께가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
었다. PEO 피막 내부에는 기공이 거의 없는 치밀한 형태를 보이나 기지와 피막
계면에 큰 기공이 존재하며, 피막 표면으로부터 기지까지 연결되는 균열을 관찰할
수 있었다. 특히, Na3PO4 를 포함하는 전해질에서 PEO 피막을 제조한 경우, 이와
같은 구조를 갖는 피막이 형성된다. 이 같은 경향은 그림 4.61 및 4.62 에 나타낸
바와 같이 sand-blast 처리하지 않은 AZ31+Ca 판재 및 처리한 판재의 경우에도
유사하게 발생한다. 그러나 피막 두께 증가 추세는 AZ31 판재의 경우와 달리
AZ31+Ca 판재의 경우 sand-blast 처리한 판재의 증가 추세가 더 큰 것으로 나
타났다.

4.5.3 Sand-blast 처리가 판재의 기계적 특성 및 내부식 특성에 미치는 영향
그림 4.63 에 sand-blast 처리하지 않은 AZ31 판재와 sand-blast 처리한
AZ31 판재에 전류밀도에 따라 제조한 피막의 경도를 나타내었다. 두 경우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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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a)
As-polished

As-received

0.015 A/cm2

0.030 A/cm2

0.045 A/cm2

0.060 A/cm2

Figure 4.57 Surface morphology of the PEO film formed on AZ31 (a) and
sand-blasted AZ31 (b) with different current dens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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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As-polished

(b)
As-received

0.015 A/cm2

0.030 A/cm2

0.045 A/cm2

0.060 A/cm2

Figure 4.58 Surface morphology of the PEO film formed on AZ31+Ca (a) and
sand-blasted AZ31+Ca (b) with different current dens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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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As-polished

(b)

As-received

0.015 A/cm2

0.030 A/cm2

0.045 A/cm2

0.060 A/cm2

Figure 4.59 Cross sectional morphology of the PEO film formed on AZ31 (a) and
sand-blasted AZ31 (b) with different current dens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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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60 Comparison of the thickness of the PEO film for the PEOprocessed AZ31 and AZ31 (sand-blasted) sheets with
different current densities.

- 115 -

(b)

(a)

As-polished

As-received

0.015 A/cm2

0.030 A/cm2

0.045 A/cm2

0.060 A/cm2

Figure 4.61 Cross-sectional morphology of the PEO film formed on AZ31+Ca
(a) and sand-blasted AZ31+Ca (b) with different current
dens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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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62 Comparison of the thickness of the PEO film for the PEOprocessed AZ31+Ca and AZ31+Ca (sand-blasted) sheets with
different current dens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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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63 Comparison of the hardness of the PEO film for the PEO-processed
AZ31 and AZ31 (sand-blasted) sheets with different current
dens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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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류밀도에 따라 경도가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으나, sand-blast 처리를 하지 않은
AZ31 판재의 경우에 경도가 더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4.64 에 나타
낸 바와 같이AZ31+Ca 판재의 경우에도 전류밀도에 따라 경도가 증가하는 경향
을 나타내었으며, sand-blast 처리하지 않은 판재 위에 형성된 피막의 경도가 높
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0.08M의 Na3PO4 를 포함하는 전해질에서 sand-blast 처리하지 않은 마그네슘
판재와 sand-blast 처리한 마그네슘 판재의 내부식 특성을 비교하기 위해 동전위
실험 및 침지 실험을 수행하였으며, sand-blast 처리하지 않은 AZ31 판재 및
sand-blast 처리한 AZ31 판재의 동전위 실험 결과를 각각 그림 4.65 및 4.66에
나타내었다. PEO 처리하지 않은 AZ31 판재의 분극 저항성은 1.21 kΩ 으로 PEO
처리를 하지 않은 sand-blast AZ31 판재의 분극 저항성 0.04 kΩ 보다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Sand-blast는 고압으로 분체를 주사하는 공정이기 때문에 판재 표면
이 매우 거칠어지며 많은 틈이 생성된다. 이 틈 사이로 염화이온이 침투하여 부식
을 발생시키게 되므로, sand-blast 처리한 판재의 부식 저항성은 매우 낮게 나타
나게 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Sand-blast 처리하지 않은 AZ31 판재와 sand-blast
처리한 AZ31 판재를 전류밀도를 변화시키며 PEO 처리를 한 경우, sand-blast 처
리를 하지 않은 AZ31 판재의 분극 저항은 큰 증가 없이 일정하게 된다. 반면,
sand-blast 처리한 AZ31 판재의 경우 0.030 A/cm2 이상의 전류밀도를 인가하여
PEO 처리를 하면, 분극 저항성이 sand-blast 처리하지 않은 경우보다 큰 폭으로
증가하며 0.060 A/cm2의 전류밀도에서는 sand-blast 처리하지 않은 경우 보다
약 53 kΩ 높은 60.04 kΩ 으로 분극 저항성이 크게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이와 같이 PEO 처리를 하지 않을 경우 매우 저조한 분극 저항을 보이는 sandblast AZ31 판재가 PEO 처리한 경우 분극 저항성이 sand-blast 처리하지 않은
경우보다 크게 증가하는 이유는 에너지 측면에서 볼 때 sand-blast 처리를 하게
되면 표면에 많은 에너지가 축적되게 되고 이 축적된 에너지가 PEO 처리 동안
PEO 피막 생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Sand-blast 처리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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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64 Comparison of the hardness of the PEO film for the PEOprocessed AZ31+Ca and AZ31+Ca (sand-blasted) sheets with
different current dens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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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ure 4.65 Polarization curves for the PEO-processed AZ31 (a) and AZ31
(sand-blasted) (b) sheets with different current dens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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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66 Comparison of polarization resistance for the PEO-processed
AZ31 and AZ31 (sand-blasted) sheets with different current
dens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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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은 AZ31 판재와 sand-blast 처리한 AZ31 판재, 그리고 각각 0.030 A/cm2에서
PEO 처리한 판재들을 5wt.% NaCl 용액에 168시간 동안 침지 시킨 후 무게 감량
을 측정하여 부식 속도를 계산한 결과 sand-blast 처리한 판재를 PEO 처리한 경
우, sand-blast 처리하지 않은 판재가 PEO 처리한 판재 보다 부식 속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동전위 실험 결과와 일치한다.
그림 4.67 및 4.68에 sand-blast 처리하지 않은 AZ31+Ca 판재 및 sandblast 처리한 AZ31+Ca 판재의 동전위 실험 결과를 나타내었다. AZ31 판재의 경
우와 유사하게 PEO 처리하지 않은 sand-blast AZ31+Ca 판재는 sand-blast 처
리하지 않은 AZ31+Ca 판재 보다 더 낮은 분극 저항성을 나타냈지만, 전류밀도가
증가함에 따라 분극 저항성이 sand-blast 처리하지 않은 판재 보다 높아지는 경
향을 나타내었다. 한편, 분극 저항성은 최대 172.81 kΩ 까지 증가하였는데, 이는
sand-blast 처리하지 않은 AZ31+Ca 판재를 0.060 A/cm2에서 PEO 처리하여 얻
은 46.59kΩ 보다 약 3.7배 높은 값이다. Sand-blast 처리하지 않은 AZ31+Ca 판
재와 sand-blast 처리한 AZ31+Ca 판재, 그리고 이들을 0.030 A/cm2에서 PEO
처리한 판재들을 5wt.% NaCl 용액에 168시간 동안 침지 시킨 후 무게 감량을 측
정하여 부식 속도를 계산한 결과, sand-blast 처리만 하고 PEO 처리를 하지 않을
경우의 부식 속도는 434.18 mpy로 sand-blast 처리 및 PEO 처리를 하지 않았을
경우의 부식 속도인 19.19 mpy보다 약 25배 높은 값을 나타냈다. 그러나 이들을
PEO 처리한 경우 sand-blast 처리한 판재의 부식 속도는 5.49 mpy이고, sandblast 처리하지 않은 판재의 부식 속도는 8.67 mpy로 sand-blast 처리한 판재의
부식 속도가 더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앞의 두 경우에서 보듯이 sandblast 처리만 한 경우 내부식 특성은 매우 저조하나 sand-blast 처리 후 PEO 처
리한 경우 sand-blast 처리하지 않은 경우보다 내부식 특성이 향상되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표 4.11 및 4.12에 첨가원소 및 sand-blast 처리에 따른 PEO 피
막 두께, 경도 및 부식특성을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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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ure 4.67 Polarization curves for the PEO-processed AZ31+Ca (a) and
AZ31+Ca (sand-blasted) (b) sheets with different current
dens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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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68 Comparison of polarization resistance for the PEO-processed
AZ31+Ca and AZ31+Ca (sand-blasted) sheets with different
current dens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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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69 Comparison of the corrosion rates of magnesium alloys before
and after PEO trea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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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11 Summary of the results for the different alloys with and without
sand-blast.
조

AZ31

AZ31+Ca

AZ31
(Sand-blast)

AZ31+Ca
(Sand-blast)

피막 두께
(µm)

경도
(Hv)

부식 속도
(mpy)

Base

-

87.70

25.64

0.015 A/cm2

3.50

126.60

0.030 A/cm2

6.70

176.30

0.045 A/cm2

14.60

195.20

0.060 A/cm2

20.10

219.30

Base

-

85.80

0.015 A/cm2

3.70

120.10

0.030 A/cm2

6.40

180.20

0.045 A/cm2

10.48

199.00

0.060 A/cm2

21.50

220.80

Base

-

74.40

0.015 A/cm2

2.60

118.00

0.030 A/cm2

15.20

171.30

0.045 A/cm2

15.40

173.10

0.060 A/cm2

18.40

171.50

Base

-

80.10

0.015 A/cm2

4.70

122.20

0.030 A/cm2

12.20

169.9

0.045 A/cm2

18.00

177.00

0.060 A/cm2

20.30

181.6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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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3

19.19

8.67

431.49

6.62

434.18

5.49

Table 4.12 Results of potentio dynamic test with current density.
Ecorr
(V)

Icorr
(A)

βc
(V)

βa
(V)

Rp
(kΩ )

Base

-1.470

8.52E-06

0.110

0.030

1.21

0.015A/cm2

-1.484

4.89E-06

0.105

0.030

2.12

0.030A/cm2

-1.500

4.84E-06

0.101

0.039

2.49

0.045A/cm2

-1.482

2.48E-06

0.111

0.046

5.61

0.060A/cm2

-1.502

2.77E-06

0.188

0.059

7.05

Base

-1.480

2.79E-06

0.081

0.250

9.53

0.015A/cm2

-1.525

1.55E-05

0.154

0.021

0.53

0.030A/cm2

-1.511

2.54E-06

0.105

0.047

5.57

0.045A/cm2

-1.526

3.33E-06

0.170

0.045

4.69

0.060A/cm2

-1.496

4.76E-07

0.168

0.073

46.59

Base

-1.420

7.40E-04

0.330

0.080

0.04

0.015A/cm2

-1.392

8.25E-06

0.210

0.040

1.77

0.030A/cm2

-1.422

2.10E-06

0.220

0.076

11.64

0.045A/cm2

-1.421

1.39E-06

0.467

0.071

19.26

0.060A/cm2

-1.364

2.76E-07

0.130

0.054

60.04

Base

-1.440

8.47E-04

0.330

0.090

0.04

0.015A/cm2

-1.311

8.85E-07

0.293

0.010

4.75

0.030A/cm2

-1.379

1.05E-06

0.138

0.068

18.85

0.045A/cm2

-1.369

7.32E-07

0.199

0.065

29.09

0.060A/cm2

-1.336

1.11E-07

0.265

0.053

172.81

조 건

AZ31

AZ31+Ca

AZ31
(Sand blast)

AZ31+Ca
(Sand bl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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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론
PEO 공정이 마그네슘 표면 처리 공정으로써 주목 받으며 현재까지 여러 연구를
통해 PEO 피막이 마그네슘합금의 기계적 특성 향상과 부식 저항성 개선에 효과가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PEO 공정의 중요 공정 변수인 전해질, 전류
밀도, 첨가원소 및 전처리 조건을 변화시키며 PEO 피막을 제조하였으며, 이와 같이
제조된 피막의 미세조직을 조사하고 공정조건 변화에 따른 PEO 피막의 특성을 평
가하였다. 또한 기계적 특성과 내부식 특성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1. KF가 PEO 피막 특성에 미치는 영향
가. KF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PEO 피막 표면에 기공이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
었으며, 단면 형상 관찰을 통해, 피막 내부에 다수의 기공을 포함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피막 두께는 0.01M의 KF를 첨가한 경우 7.4
µm, 0.07M의 KF를 첨가한 경우 11.70 µm로 KF 농도에 따라 증가하였으며,
경도 역시 PEO 처리를 하지 않았을 경우의 경도인 85.8 Hv에서 PEO 처리한
경우, 최대 190.80 Hv까지 증가하였다.

나. PEO 피막은 주로 MgO 및 Mg2SiO4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의 피막 내 분율
은 MgO의 경우 85.5%, Mg2SiO4의 경우 14.5%의 함량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 KF 농도에 따른 내부식 특성을 평가한 결과, KF 농도에 따라 분극 저항이 증
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PEO 처리를 하지 않은 판재의 분극 저항은 9.53
kΩ 이나, KF 농도에 따라 PEO 처리한 판재의 경우 분극 저항이 0.07M에서
1211.58 kΩ 의 최재 분극 저항을 나타내었다. 5wt.% NaCl 용액에 168시간
침지시킨 후 무게 감량을 측정하여 부식 속도를 계산한 결과, PEO 처리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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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을 경우 19.19 mpy의 부식 속도를 나타내었으며, PEO 처리를 한 경우
0.07M에서 최저 부식 속도인 1.17 mpy를 나타내었다. 이 같은 내부식 특성
은 PST 결과와 유사한 경향으로, KF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전해질로부터 판
재기지로 흐르는 전류밀도가 감소하였다. 이는 KF 농도가 증가할수록 PEO
피막의 기지 보호능력이 향상되었다고 할 수 있다.

라. KF를 첨가하여 PEO 처리를 하였을 경우, 표면에 피막이 형성되었으며, 추가
적인 KF농도 증가는 PEO 피막의 두께를 증가시켰다. 이와 같은 피막 두께
증가는 부식시험 결과로부터 알 수 있듯이, 시험에 사용한 AZ31+Ca판재의
부식특성을 따라 향상시켰다. F 이온은 본 연구에서 PEO 반응을 시작하게 하
여 PEO 피막을 생성시키는 “ 촉진제” 로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2. Na2SiO3 및 Na3PO4가 PEO 피막 특성에 미치는 영향
가. Na2SiO3를 첨가한 경우 PEO 처리 시 최종 전압은 상승한 반면, Na3PO4의 경
우 전기 전도도의 증가로 인해 최종 전압이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두
성분이 각각 포함된 전해질에서 PEO 처리한 경우, PEO 피막 표면에 큰 기공
이 생성되며, 농도에 따라 기공의 크기는 변화가 없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단면 형상을 관찰한 결과 Na2SiO3가 포함된 전해질에서 제조한 경우 피막 내
부에 많은 기공이 포함되어 있으며, Na3PO4의 경우 PEO 피막 내부에는 기공
없이 비교적 치밀하지만, 조대한 기공이 기지와 피막 계면에 존재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나. 두 조건 모두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PEO 피막 두께가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
내었으며, Na2SiO3의 경우 최대 21.5 µm, Na3PO4의 경우 최대 22.1 µm로 유
사한 두께를 나타내었다. 경도의 경우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두 조건 모두 증
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는데, Na2SiO3의 경우 최대 206.5 Hv, Na3PO4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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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289.7 Hv로 Na3PO4 조건의 경도가 Na2SiO3 조건의 경도보다 더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 Na2SiO3가 포함된 전해질에서 제조한 피막은 MgO 및 Mg2SiO4로 구성되어 있
으며, 이들의 분율은 농도에 따라 MgO의 경우 감소하고, Mg2SiO4의 경우 증
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Na3PO4가 포함된 전해질에서 제조한 피막은 MgO
및 Mg3(PO4)2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의 분율은 농도에 따라 MgO의 경우
감소하고, Mg3(PO4)2의 경우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라. Na2SiO3가 포함된 전해질에서 PEO 처리한 피막의 분극 저항은 0.08M에서
1,956.69 kΩ 로 나타났으며, 이는 PEO 처리하지 않은 판재의 분극 저항보다
약 205배 높은 값이다. PST 결과 0.08M의 경우가 가장 낮은 전류밀도 값을
나타내었다. Na3PO4가 포함된 전해질에서 제조한 판재의 경우 Na3PO4가 첨가
됨에 따라 분극 저항성이 감소하였으며, PST 결과 Na3PO4농도에 따라 전류
밀도가 시험 초기에는 PEO 처리하지 않은 판재보다 낮은 경향을 보였으나,
반응이 지속됨에 따라 전류밀도가 증가하여 PEO 처리하지 않은 판재와 유사
한 전류밀도를 나타내었다. 이는 PEO 피막에 표면부터 기지까지 연결된 균열
들이 부식용액의 통로로 작용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3. 전류밀도가 PEO 피막 특성에 미치는 영향
가. Na2SiO3 및 Na3PO4를 포함하는 전해질에서 각각 전류밀도에 따라 PEO 처리
한 경우, 두 경우 모두 전류밀도가 증가함에 따라 전압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
였다. 또한 전류밀도에 따라 피막 표면 기공의 크기가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
내었으며, 피막 두께 역시 두 조건 모두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나. 두 조건에서 제조한 피막의 경도는 전류밀도에 따라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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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는데, Na2SiO3에서 제조한 피막보다 Na3PO4에서 제조한 피막의 경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 Na2SiO3의 경우 MgO 및 Mg2SiO4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이들의 분율은 전류
밀도에 따라 MgO의 경우 감소하고, Mg2SiO4의 경우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
었다. Na3PO4의 경우 MgO 및 Mg3(PO4)2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이들의 분율
또한 전류밀도에 따라 MgO의 경우 감소하고, Mg3(PO4)2의 경우 증가하는 경
향을 나타내었다.

라. 각 용액에서 PEO 처리한 판재의 동전위 실험 결과 Na2SiO3의 경우 전류밀도
에 따라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으며, Na3PO4의 경우 낮은 전류밀도에서
PEO 처리하지 않은 경우보다 분극 저항성이 낮은 경향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0.045 A/cm2이상의 전류밀도에서 처리한 경우, 분극 저항성이 증가하지만
Na2SiO3의 경우보다 낮은 분극 저항성을 나타내었다. 5wt.% NaCl 용액에 168
시간 침지시킨 후 무게 감량을 측정하여 부식 속도를 계산한 결과, Na2SiO3의
경우 전류밀도가 증가함에 따라 부식 속도가 감소하였으며, 0.060 A/cm2에서
제조한 피막의 경우 0.62 mpy의 최저 부식 속도를 나타내었다. Na3PO4의 경
우 PEO 처리하지 않은 경우보다 부식 속도가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냈지만 전
류밀도에 따른 큰 변화는 관찰할 수 없었다.

마. 각 용액에서 PEO 처리한 판재의 정전위 시험 결과 Na2SiO3를 포함하는 전해
질에서 PEO 처리한 판재의 경우, 전류밀도에 따라 전류밀도가 감소하는 경향
을 나타내었고, EIS 시험 결과 전류밀도에 따라 임피던스가 큰 폭으로 증가하
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Na3PO4를 포함하는 전해질에서 PEO 처리한 판재의 경
우, 전류밀도의 변화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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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첨가원소가 PEO 피막 특성에 미치는 영향
가. Sand-blast 처리하지 않은 AZ31 및 AZ31+Ca 판재의 PEO 피막 제조 시 모
든 전류밀도에서 매우 유사한 전압-시간 거동을 나타내었으며, sand-blast 처
리한 AZ31 및 AZ31+Ca 판재의 PEO 피막 제조 시에도 유사한 거동을 나타
내었다.

나. AZ31 및 AZ31+Ca 판재의 전류밀도에 따른 표면 및 단면 형상 또한 전류밀
도에 따라 매우 유사한 거동을 나타내었으며, 두께 및 경도도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었다. Sand-blast 처리한 AZ31 및 AZ31+Ca 판재의 경우에도 두 조건
큰 차이 없이 유사한 거동을 나타내었다.

다. AZ31 및 AZ31+Ca 판재에 대한 동전위 실험 결과 PEO 처리를 하지 않았을
경우, AZ31+Ca 판재의 분극 저항성이 AZ31 판재보다 높았으며, PEO 처리한
경우 0.015A/cm2, 0.030A/cm2, 0.045A/cm2에서 유사한 분극 저항성을 나타
내었지만, 0.060 A/cm2에서 PEO 처리한 경우 AZ31+Ca 판재의 분극 저항성
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Sand-blast 처리한 AZ31 및 AZ31+Ca 판재 경
우에, 0.015A/cm2의 전류밀도 이상에서 PEO 처리한 경우 AZ31+Ca 판재의
분극 저항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5wt.% NaCl 용액에 168시간 침지시
킨 후 무게 감량을 측정하여 부식 속도를 계산한 결과, 25.64 mpy인 AZ31
판재의 부식 속도가 19.19 mpy인 AZ31+Ca 판재의 부식 속도 보다
6.45mpy 더 높았으며, sand-blast 처리한 경우에 두 조건 모두 유사한 부식
속도를 나타내었다.

라. 0.7wt.% Ca를 포함할 경우, 반연속적인 2차상이 마그네슘기지 결정립계에 형
성되어 부식의 진행을 방해하여 마그네슘의 부식 저항성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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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Sand-Blast가 PEO 피막 특성에 미치는 영향
가. Sand-blast 처리하지 않은 판재를 PEO 처리 시 전류밀도에 따른 큰 변화는
관찰할 수 없었으나, sand-blast 처리한 판재를 PEO 처리한 경우 낮은 전류
밀도에서 전압이 급격히 감소한 후 다시 상승하는 거동을 나타내었다. 또한,
낮은 전류밀도에서 sand-blast 처리하지 않은 경우보다 낮은 최종 전압을 보
였지만 전류밀도가 높아질수록 최종 전압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0.060
A/cm2에서는 sand-blast 처리하지 않은 경우보다 높아지는 경향을 나타내었
다.

나. 두께 및 경도의 경우 sand-blast 처리를 하지 않은 경우와 처리한 경우 모두
전류밀도에 따라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는데, 경도는 sand-blast 처리하지
않은 경우에 더 높게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다. Sand-blast 처리를 하지 않은 판재와 처리한 판재에 대한 동전위 실험 결과,
PEO 처리하지 않았을 경우, sand-blast 처리한 판재의 분극 저항성은 AZ31
및 AZ31+Ca 판재 모두 0.04 kΩ 으로 매우 낮았으나, sand-blast 처리한 판
재를 PEO 처리한 경우 분극 저항성은 sand-blast 처리하지 않은 판재를
PEO 처리한 경우보다 높은 분극 저항성을 나타내었다. 5wt.% NaCl 용액에
168시간 침지시킨 후 무게 감량을 측정하여 부식 속도를 계산한 결과, PEO
처리 하지 않았을 경우, sand-blast 처리한 판재의 부식 속도는 AZ31 및
AZ31+Ca 판재 모두 약 430 mpy의 높은 부식 속도를 나타내었다. 그러나
sand-blast 처리한 판재를 PEO 처리한 경우, 부식 속도는 AZ31 판재의 경우
6.62 mpy, AZ31+Ca 판재의 경우 5.49 mpy로 상당히 감소하였으며, 이는
sand-blast 처리하지 않은 AZ31 및 AZ31+Ca 판재를 PEO 처리한 경우의
부식 속도 보다 매우 낮은 값이다.

- 134 -

참고 문헌
[1] D. B. Lee, L. S. Hong and Y.J. Kim, “ Effect of Ca and CaO on the High
Temperature Oxidation of AZ91D Mg Alloys” , Materials Transactions, Vol.
5, (2008), pp. 1084~1088.
[2] C. D. Yim, Y. M. Kim and B. S. You, “ Effect of Ca Addition on the
Corrosion Resistance of Gravity Cast AZ31 Magnesium Alloys” , Materials
Transactions, Vol. 48, (2007), pp. 1023~1028.
[3] Y. Terada, R. Sota, N. Ishimatsu, T. Sato, and K. Ohori, “ A Thousand-fold
Creep Strengthening by Ca Addition in Die-Cast AM50 Magnesium Alloy” ,
Metallurgical and Materials Transaction A, Vol. 35A (2003), pp. 3029~3031.
[4] B. S. You, W. W. Park and I. S. Chung, “ The Effect of Calcium Additions
on The Oxidation Behavior in Magnesium Alloys” , Scripta Materialia, Vol.
42 (2000), pp. 1089~1094.
[5] R. Ninomiya, T. Ojiro and K. Kubota, “ Improved Heat Resistance of Mg –
Al Alloys by the Ca Addition” , Acta Metall, Mater., Vol. 43 (1995), pp.
669~674.
[6] Y. M. Wang, F. H. Wang, M. J. Xu, B. Zhao, L. X. Guo, J. H. Ouyang,
“ Microstructure and Corrosion Behavior of Coated AZ91 Alloy by
Microarc Oxidation for Biomedical Application” , Applied Surface Science,
Vol. 255 (2009), pp. 9124~9131.
[7] R. Arrabal, E. Matykina, F. Viejo, P. Skeldon, G. E. Thompson, “ Corrosion
Resistance of WE43 and AZ91D Magnesium Alloys with Phosphate PEO
Coatings” , Corrosion Science, Vol. 50 (2008), pp. 1744~1752.
[8] H. H. Luo, Q. H. Cai, B. K. Wei, B. Yu, D. J. Li, J. He, Z. Liu, “ Effect of
(NaPO3)6 Concentrations on Corrosion Resistance of Plasma Electrolytic
- 135 -

Oxidation Coatings formed on AZ91D Magnesium Alloy” , Journal of Alloys
and Compounds, Vol. 464 (2008), pp. 537~543.
[9] X. P. Zhang, Z. P. Zhao, F. M. Wu, Y. L. Wang, J. Wu, “ Corrosion and
Wear Resistance of AZ91D Magnesium Alloy with and without Micro Arc
Oxidation Coating in Hank’ s Solution” , J. Mater. Sci., Vol. 42, pp.
8523~8528.
[10] H. P. Duan, C. W Yan, F. H. Wang, “ Effect of Electrolyte Additives on
Performance of Plasma Electrolytic Oxidation Films formed on Magnesium
Alloy AZ91D” , Electrochemical Acta, Vol. 52 (2007), pp. 3785~3793.
[11] Y. Wang, J. Wang, J. Zhang and Z. Zhang, “ Characteristics of Anodic
Coatings oxidized to Different Voltage on AZ91D Mg alloy by Micro-arc
Oxidization Technique” , Materials and Corrosion, Vol. 56 (2005), pp.
88~92.
[12] D. A. Jones, "Principles and Prevention of Corrosion", Prentice Hall, pp.
40~74.
[13] 문성모, 정용수-마그네슘 합금의 표면 처리-기계와 재료 (2004), pp. 55~64.
[14] H. F. Guo, M. Z. An, H. B. Huo, S. Xu, L. J. Wu, “ Microstructure
Characteristic of Ceramic Coatings Fabricated on Magnesium Alloys by
Micro-arc Oxidation in Alkaline Silicate Solutions” , Applied Surface
Science, Vol. 252 (2006), pp. 7911~7916.
[15] T. B Wei, F. Y. Yan, J. Tian, “ Characterization and Wear- and CorrosionResistance of Microarc Oxidation Ceramic Coatings on Aluminum Alloy” ,
Journal of Alloys and Compounds, Vol. 389 (2005), pp. 169~176.
[16] A. L. Yerokhin, L. O. Snizhko, N. L. Gurevina, A. Leyland, A. Pilkington and
A.

Matthews,

“ Discharge

Characterization

in

Plasma

Electrolytic

Oxidation of Aluminium” , Journal of Physics D : Applied Physics, Vol. 36
- 136 -

(2003), pp. 2110~2120.
[17] A. L. Yerokhin , X. Nie, A. Leyland, A. Matthews, S. J. Dowey, “ Plasma
Electrolysis for Surface Engineering” , Surface and Coatings Technology,
Vol. 122 (1999), pp. 73~93.
[18] F. Liu, D. Y. Shan, Y. W. Song, E. H. Han, “ Effect of Additives on the
Properties of Plasma Electrolytic Oxidation Coatings formed on AM50
Magnesium Alloy in Electrolytes containing K2ZrF6” , Surface & Coatings
Technology, Vol. 206 (2011), pp. 455-463.
[19] J. Liang, B. G. Guo, J. Tian, H. W. Liu, J. F. Zhou, T. Xu, “ Effect of
Potassium Fluoride in Electrolytic Solution on The structure and properties
of Microarc Oxidation Coatings on Magnesium Alloy” , Applied Surface
Science, Vol. 252 (2005), pp. 345-351.
[20] R. F. Zhang, D. Y. Shan, R. S. Chen, E. H. Han, “ Effects of Electric
Parameters on Properties of Anodic Coatings formed on Magnesium
Alloys” , Materials Chemistry and Physics, Vol. 107 (2008), pp. 356-363.
[21] H. F. Guo, M. Z. An, S. Xu, H. B. Huo, “ Formation of Oxygen Bubbles and
Its Influence on Current Efficiency in Micro-arc Oxidation Process of
AZ91D Magnesium Alloy” , Thin Solid Films, Vol. 485 (2005), pp. 53-58.
[22] G. H. Lv, H. Chen, W. C. Gu, L. Li, E. W. Niu, X. H. Zhang, S. Z. Yang,
“ Effects of Current Frequency on The structural characteristics and
Corrosion Property of Ceramic Coatings formed on Magnesium Alloy by
PEO Technology” , Journal of Materials Processing Technology, Vol. 208
(2008), pp. 9-13.
[23] David R. Lide, CRC Handbook of Chemistry and Physics 89th, (2009)
[24] C.E. Barchiche, D. Veys-Renaux , E. Rocca, “ A Better Understanding of
PEO on Mg Alloys by using a Simple Galvanostatic Electrical Regime in a
- 137 -

KOH– KF– Na3PO4 Electrolyte” , Surface & Coatings Technology, Vol.
205 (2011), pp. 4243-4248.

- 138 -

Abstract

Effects of Coating Condition on Properties of
PEO Film Formed on Non-combustible AZ31+Ca
Magnesium Alloy

Sun Hwan Kwon
School of Materials Science and Engineering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Owing to the superior properties, such as low density, high strength to
weight ratio, good electromagnetic shielding, and so on, magnesium and its
alloys have been one of the hottest research target in a wide range of
automotive and electronics industries in recent years. However, because the
most parts of mobile device have been produced by die-casting process, the
most alloys which are subject to the research have been the casting alloys,
mainly AZ91. Also, in case of surface treatment to improve the poor corrosion
resistance of magnesium alloys, the most alloys which are subject to the
research have been the casting alloys. But to widen the application of
magnesium alloys to a wide variety of industries, not only fabrication process
of high quality magnesium sheets but also surface treatment process on
wrought magnesium alloys such as AZ31, AZ61 need to be developed. In t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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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 surface treatment on wrought magnesium alloys, strip-cast AZ31+Ca,
has been carried out. PEO (Plasma Electrolytic Oxidation) process which was
used to improve corrosion resistance in this study is the most innovative and
eco-friendly methods, because it can remarkably enhance the corrosion and
wear resistance by producing a relatively thick, dense and hard oxide coating
on magnesium alloys and also, it dose not use the hazard electrolyte to human
body compared to other conventional methods. PEO process on strip-cast
AZ31+Ca magnesium alloys has been carried out with composition and
concentration of electrolyte, current densities, type of alloys and pretreatment which are important parameters of PEO process in this study. And
then, properties

of

PEO-processed

magnesium

alloys

are

subject

to

characterization. Finally, the effects of coating condition on properties of PEO
film were analyz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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