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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그네슘 합금의 플라스마전해산화 코팅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 요소들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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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ors Influencing Plasma Electrolytic Oxidation(PEO) Coatings on 
Magnesium Alloys: A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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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Magnesium alloys, which possess excellent specific strength and castability, are highly 
susceptible to corrosion. Although anodizing is widely used to resolve this problem, it requires toxic 
electrolytes and produces relatively thin and weak surface coatings. Recently, plasma electrolytic oxidation 
(PEO) has emerged as an alternative to anodizing. Although it is derived from conventional anodizing, it 
uses eco-friendly electrolytes and forms thicker, denser, and harder coatings on the surface of magnesium 
alloys. However, PEO is a complex process involving physical, chemical, and electrochemical reactions, and 
it is influenced by various factors such as the alloy substrate composition, electrolyte/additive composition, 
and the electrical variables including the mode of power supply, applied voltage/current density, frequency, 
and duty cycle. In this article, the detailed effects of these parameters on the microstructure and properties 
of the PEO coatings are reviewed, and methods of improving the coatings are propo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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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마그네슘과 그 합금은 경량 고강도이기 때문에 최근 그 응

용범위가 크게 확 되고 있지만, 화학적 반응성이 커서 부식

되기 쉽다는 약점을 가지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가지 표면처리법이 적용되고 있고, 그중 양극산화

(anodizing)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양

극산화 피막은 그 두께가 얇고 경도가 낮아 파괴되기 쉬운 약

점이 있으므로 최근에는 플라스마전해산화(Plasma 

Electrolytic Oxidation, PEO)가 양극산화를 체할 새로운 수

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PEO는 양극산화보다 훨씬 높은 전압/

전류를 가하여 최  수백 μm 두께의 치밀하고 단단한 내식

성 산화막을 얻는 방법으로서, 황산이나 크롬산 같은 독극물 

신 중성/알칼리성의 저농도 전해액을 사용하므로 양극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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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보다 훨씬 환경친화적이다. PEO는 MAO(Micro-arc 

Oxidation), ASD(Anodic Spark Deposition), MOD(Micro-arc 

Discharge Oxidation) 등의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린다. 강력

한 전기장 하에서 수용액의 전해 시에 발생하는 전기방전 현

상을 처음으로 상세히 연구한 것은 Güntherschulze와 

Betze[1]이었고, 그 후 구소련-러시아를 거쳐 유럽과 미국으

로 기술이 전파되어 갔다. 마그네슘 합금에 한 최초의 PEO 

특허는 1955년 Evangelides에 의해 공개되었다 [2].

PEO 피막의 품질은 합금의 조성, 전해액의 종류, 전기적 

변수(전원의 종류/모드, 전류/전압의 강도, 주파수, 듀티사이

클 등), 전해액의 온도, 반응시간, 첨가물의 종류 등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PEO 연구의 초점은 이와 같은 요소들을 적

절히 조절함으로써 미세기공이나 미세균열을 제거 또는 최

소화하여 피막에 우수한 내식성을 부여하고, 또 피막의 경도

를 높여 내마모성을 부여함과 동시에 마찰저항은 적게 하는 

데 맞추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요소들은 상호 연관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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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Electrode processes in electrolysis of aqueous solutions 
[3].

Fig. 2. Two kinds of current.-voltage diagram for the processes of 
plasma electrolysis: discharge phenomena are developed ⓐ in the 
near-electrode area and ⓑ in the dielectric film on the electrode 
surface [3].

Fig. 3. Schema of the coating process during PEO treatment [4].

그 영향을 드러내는 경우가 많으므로 PEO 반응에 한 각각

의 요소들의 효과를 명료하게 분석하는 것이 쉽지 않다. 본고

에서는 PEO 반응의 개요를 간단히 소개하고, 연구의 초창기

부터 현재에 이르는 광범위한 문헌조사를 통하여 상기의 각 

요소가 피막의 조성, 형상 및 물리/화학적 성질에 미치는 영

향을 가능한 한 개별적으로 분리하여 상세히 설명하고, PEO 

연구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2. PEO 반응의 개요

PEO는 기본적으로 그림 1에 보이는 바와 같은 수용액의 

전해반응의 일종이다 [3]. 양극에서는 산소 발생(O2- → O2), 

전극 금속의 용해(Me0 → Men+), 금속산화물 생성(Men+ + O2- 

→ MeO) 반응이 일어나고, 음극에서는 수소 발생(2H+ → 

H2), 전해액 중 양이온 석출(Catn+ → Cat0) 반응이 일어난다.

Yerokhin 등[3]은 PEO 과정에서 일어나는 전류-전압의 변

화를 그림 2로 설명하였다. 전극에서는 두 종류의 반응이 일

어나는데, 그중 하나는 ⓐ로 표시되는 가스(산소) 발생이고, 

다른 하나는 ⓑ로 표시되는 산화물의 생성이다. Hussein 등

[4]은 PEO 과정에서의 산화막의 생성과 변화를 그림 3으로 

나타내었다. 이 두 그림은 거의 1 : 1 로 응하므로 그것들을 

함께 살펴보면 PEO 반응기구를 이해하기 쉽다.

그림 2ⓑ의 0-U4 구간은 그림 3(a)와 응한다. 즉, 전압이 

비교적 낮은 0-U4 구간에서는 H2O의 전기분해로 발생한 산

소와 Mg가 반응하여 얇은 산화막이 생성된다. Faraday 법칙

에 의해 생성되는 이 산화막은 표면 전체를 덮지는 못하며, 

부식전위에 해당되는 U4에 달하면 오히려 기지금속의 용해

가 일어난다.

그림 2ⓑ의 U4-U5 구간은 그림 3(b), 즉 다공성(주상) 산화

막의 성장과 응한다. 전압이 임계치 U5에 달하면 산화막의 

절연성이 파괴되고(dielectric breakdown), 산화막 표면 전체

에 걸쳐 그림 3(c)와 같이 작은 섬광(spark)들이 빠르게 떠돌

아다닌다 [7,8]. U6에 가까워지면 고열의 플라스마에 의한 열

이온화(thermal ionization)가 시작되어 아크방전이 더 크고 

느려진다.

그림 2ⓑ의 U6-U7 구간은 그림 3(d)와 응한다. U6 이후

에는 두꺼운 산화막에 축적되는 음전하로 인해 열이온화가 

일부 억제되고, 금속기지와의 부분적 단락(shorting)이 일어

나 전력이 상 적으로 감소하면서 아크방전의 지속시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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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Data of pH, conductivity and breakdown voltage [24].
Electrolyte

composition pH Conductivity
mS/cm

Breakdown
voltage, V

K3PO4 + KOH 13.09 39.9 160
Na3PO4 + KOH 13.01 39.8 150
K3PO4 + NaOH 13.08l 53.5 116
Na3PO4 + NaOH 13.04 52.8 106

Fig. 4. SEM images of PEO coating surface on (a) AZ91D, (b) 
AZ31B, (c) AM60B and (d) AM50B Mg alloys [9]

짧아진다. 즉, 흔히 마이크로아크(micro-arc)라 불리는 마이

크로방전(micro-discharge)이 일어난다. 마이크로아크는 산

화막을 점진적으로 용융시키고, 그에 따라 기지금속의 용출

과 재응고 및 산화 반응이 일어나며, 산화막은 점차 두껍고 

치밀해진다. 이 과정에서 표면이 불균질해지고 기포들이 피

막 속에 붙잡혀 다공성 피막을 이루게 된다. 전해액 중 성분

들의 산화막 속으로의 혼입도 이때 일어난다.

그림 2ⓑ의 U7 이후에는 마이크로방전에 의한 아크가 피

막을 관통하여 금속기지에 도달하면서 강력한 아크로 전환

되므로 피막의 열적 균열과 같은 파괴적 현상이 일어날 수 있

다. 그림 3(e)는 PEO 반응 막바지에서의 3층 구조 피막을 보

여준다. 즉, 장벽 층(barrier layer)이라 불리는 기지/산화막 계

면의 얇고 치밀한 내부 층, 약간의 미세기공이 존재하지만 비

교적 치밀한 중간 층(functional layer) 및 다수의 미세기공과 

미세균열이 존재하는 부서지기 쉬운 외부 층(technology 

layer)이 그것들이다. 그러나 시스템에 따라서는 외부 층이 

보이지 않는 경우도 있다. 또 그림에서 A-type, B-type, 

C-type 방전은 각각 표면 근처에서의 방전, 미세기공에서의 

방전, 금속기지에 도달하는 방전을 가리킨다.

3. PEO 반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

3.1. 합금의 조성

금속기지 내의 합금원소는 PEO 반응에 참여하여 피막의 

상 조성(phase composition)에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희

토류원소(RE)는 마그네슘 합금의 내식성을 향상시키는 효과

가 있기 때문에 PEO 처리 전의 WE43-T6 합금은 AZ91D보

다 더 우수한 내식성을 보인다 [5]. 그러나 RE는 WE43-T6의 

PEO 피막 내부의 기공 형성을 촉진하기 때문에 PEO 반응 후

에는 이 관계가 완전히 역전된다.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

는 각 원소의 열용량, 열전도도, 전기전도도, 융점, 비등점 차

이가 마이크로방전 과정에서 금속기지와 피막의 가열과 냉

각속도에 영향을 미치고, 이것이 다시 피막의 성장속도와 물

리적 상태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또 마그네슘과 합금원소

들의 산화막 성장속도가 서로 다르므로 합금원소가 기지 내

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와 제2상으로 존재하는 경우의 PEO 

피막의 성질이나 구조가 다를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제2상 입

자들이 기지/피막 계면  근처에 존재할 경우 그곳의 합금원소 

농도가 다른 곳보다 상 적으로 높기 때문에 PEO 과정에서 

결함 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다 [6].

마그네슘의 주요 합금원소인 Al, Zr, Zn은 밸브금속(valve 

metal)이기 때문에 양극산화 조건에서 두꺼운 산화막을 생성

하기 쉽지만, Cu는 산화막 신 기포를 생성하여 피막에 결

함을 발생시킬 수 있다 [7]. 합금원소가 PEO 피막의 성장속

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Krishina 등[8]의 연구에서도 밝혀

진 바 있다. Al 농도가 증가하면 피막의 성장속도가 빨라지

고, 피막에 함유된 MgAl2O4 상의 비율이 높아지면서 피막의 

건전성과 경도도 증가하는데, Zn은 이 현상을 더욱 촉진시킨

다. 예를 들어 Cakmak 등[9]은 AZ계열 합금이 AM계열 합금

보다 PEO 피막에 MgAl2O4를 더 많이 함유하므로 그림 4에 

보인 바와 같이 그 피막이 더 매끄럽고 치밀하며 내식성이 우

수하다고 하였다. Arrabal 등[35]도 AZ 계열 합금의 경우 

AZ91D>AZ61>AZ31의 순으로 내식성이 높은 것을 보인 바 

있다.

3.2. 전해액의 조성

3.2.1. 개요

기존의 경질코팅을 위한 양극산화법의 전해액으로는 크롬

산염과 과망간산칼륨/불화물 등의 독성물질이 사용된다. 그

러나 현재 상용화된 Keronite[11], MAGOXID-COAT®[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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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a) Surface and (b) cross-sectional morphology of the PEO 
coatings formed in K3PO4+KOH, K3PO4+NaOH, K3PO4+KOH, 
and K3PO4+NaOH solutions [24].

Fig. 6. Surface and cross-sectional morphlogy of PEO coatings 
formed in silicate and phosphated based electrolytes [28].

Tagnite[13] 등의 PEO법들은 크롬산염 등 중금속을 포함하

지 않는 알칼리성 전해액을 사용하므로 환경친화적이다. 

PEO 전해액의 조성이 중요한 이유는 전해액에 포함된 물질

들이 플라스마 방전 특성과 산화막 파괴전압에 영향을 줌으

로써 산화피막 기공의 사이즈/형상/분포, 피막의 성장속도, 

피막의 두께, 피막의 조성과 내식성에 변화를 일으킴은 물론 

피막 성분의 일부로 직접 들어가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Arrabal 등은 규산염과 인산염으로 구성된 전해액 중에서 

AZ91D 합금을 PEO 처리할 때 Si와 P가 피막의 외부 층에 혼

입됨을 관찰하였다 [6,10].

PEO 전해액으로는 주로 규산염(silicate)[14-16], 인산염

(phosphate)[14-16], 알루민산염(aluminate)[20-22] 등을 단독 

또는 조합의 형태로 사용하며, 수산화물(hydroxides)로 용액

의 전도도와 pH를 조절한다. 전해액의 성분이 피막으로 들어

가 MgO, Mg3(PO4)2, Mg2SiO4, MgAl2O4 등으로 이루어진 피

막을 형성한다. 그밖에 피막 성장속도를 높이기 위해 붕산염

(borate)[23]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후술하는 바와 같이 피

막의 성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다양한 첨가물을 사용한다.

3.2.2. 수산화물의 역할

PEO 반응에 주로 사용되는 수산화물은 KOH, NaOH, 

NH4OH 등으로서 전해액의 전기전도도와 pH를 조절한다. 

예를 들어 Ghasemi 등[24]은 KOH와 NaOH를 K3PO4 및 

Na3PO4와 조합하여 표 1과 같이 4종의 전해액을 구성하고 

AM50 합금을 PEO 처리하였다. K3PO4와 Na3PO4의 전도도

는 매우 낮기 때문에 표 1의 전도도는 사실상 KOH와 NaOH

의 전도도를 반영한다. KOH의 전도도는 NaOH의 전도도보

다 훨씬 낮기 때문에 KOH를 함유한 전해액에서는 산화막 파

괴전압(breakdown voltage)이 더 높아지고, 그에 따라 더 강

렬한 방전(spark discharge)이 일어날 것이다. 그림 5는 이것

을 잘 뒷받침하는 결과로서, KOH 용액에서 얻은 산화피막의 

구조가 훨씬 조 한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KOH의 농도가 너무 높으면 문제가 발생한다. 예

를 들어 Krishna 등[25]은 11종의 전해액에서 PEO 실험을 시

행하여 그중 NaAlO2+KOH의 혼합용액에서 KOH 농도가 

20%를 넘으면 Al을 포함하는 피막에 크고 깊은 기공들이 형

성될 뿐 아니라 기공의 체적도 증가하여 내식성이 악화함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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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Surface and cross-sectional SEM images of PEO coatings 
at different mol ratio of phosphate-silicate electrolytes [29].

Fig. 7. Schematic representation of the corrosion process of PEO 
coated specimens upon immersion for 50h in 0.1M NaCl solution: 
(a) Si-PEO coating (b) P-PEO Coating [28].

Fig. 9. Pictures of PEO coatings after neutral salt spray test for 72 
and 168 h [29].

3.2.3. 규산염 및 인산염 기반 전해액

Arrabal 등[10]은 WE43-T6 합금의 경우 인산염 용액에서

는 규산염 용액에서보다 산화피막의 성장속도가 빠르지만, 

기공률은 더 높음을 보였다.  Liang 등[27]의 AM60B 합금에 

한 PEO 처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타났다. 즉, 규산염 

용액에서 얻은 피막이 더 치밀하고 균질하였고, 내식성도 더 

우수하였다. 피막의 주성분은 인산염의 경우 MgO, 규산염의 

경우 MgO+Mg2SiO4로 나타났다.

그림 6은 AM50 합금에 한 Liang 등[28]의 다른 PEO 실

험에서 관찰된 규산염 및 인산염 PEO 피막의 표면(a, c)과 단

면(b, d) 사진들을 비교한 것이다. 표면의 경우 규산염(a) 피

막의 기공밀도가 인산염(c)보다 더 높지만 크기는 훨씬 작은 

것을 알 수 있다. 단면의 경우 기지/피막 계면에 형성된 내부 

장벽층이 규산염(b)에서는 얇고 치밀한 반면 인산염(d)에서

는 두껍고 미세기공을 많이 포함한 것을 볼 수 있다. 

Liang 등[28]은 0.1M NaCl 용액에서의 부식시험에서 규산

염 피막의 내식성이 인산염 피막보다 우월한 이유를 그림 7

을 이용하여 설명하였다. 두 경우 모두 부식액이 기공이나 미

세균열을 통하여 내부 장벽층까지 도달하지만, 규산염 PEO 

피막(a)에서는 계면을 따라 번지지 않고, 부식생성물이 구멍

을 막아 더 이상의 부식이 진행되지 않는다. 또 장벽층에 함

유된 Mg2SiO4의 화학적 안정성도 부식을 억제한다. 반면에 

MgO로만 구성된 인산염 PEO 피막(b)에서는 부식액이 구멍 

주변으로 넓게 퍼져 다량의 Mg(OH)2가 생성되는데, 그 부피

가 MgO보다 크기 때문에 계면을 들뜨게 만들어 부식이 촉진

된다.

3.2.4. 규산염과 인산염의 혼합용액

규산염과 인산염 전해액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두 전해

액을 혼합하여 사용하는 연구도 시도되었다. Mori 등[29]은 

인산염/규산염의 몰비를 100/0에서 0/100까지 여러 단계로 

변화시키면서 AZ31B 합금의 PEO 피막을 비교하였다. 전도

도와 pH 조절용으로는 NaOH를 사용하였다. 그림 8과 그림 

9는 각각 몇몇 몰비에서 얻은 PEO 피막의 표면/단면 사진 및 

내식성 시험(중성염 분무) 후의 시편 표면 사진을 보여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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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SEM micrographs of cross-sections of PEO coatings 
prepared in the different electrolytes, as seen at a magnification of 
3000: (a) P-film; (b) Si-film; (c) Si-P film; (d) Si-P film with 0.1 
M hexamethylenetetramine [30].

Fig. 11. Surface and cross-sectional morphology of PEO coatings 
formed in KOH+NaAlO2 and KOH+Na2SiO3 solutions [32].

이것으로부터 인산염/규산염 = 20/80일 때 가장 우수한 피막

이 생성됨을 알 수 있다.

또 Bai와 Chen[30]은 AZ91D 합금을 KOH+구연산소다 용

액에 (a) 인산염, (b) 규산염, (c) 인산염+규산염, (d) 인산염+

규산염+HTMA(hexamethylenetetramine)을 혼합한 전해액에

서 PEO 처리하였으며, 이때 각각의 전해액에서의 산화막 파

괴전압은 (a)410V, (b)310V 및 (c)200V이었다. 그 결과를 나

타낸 그림 10은 (a) → (b) → (c) 순서로 미세기공과 균열 사

이즈의 크기가 감소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지만, 미세기공

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c)인산염+

규산염에 0.1M HTMA를 첨가하면 PEO 반응 시 열응력을 

감소시켜 그림 10(d)에서 볼 수 있듯이 코팅 층 내 균열을 감

소시킬 수 있었다. 이후 측정된 내식성도 (a)<(b)<(c)<(d)로 

나타나 인산염+규산염의 혼합 및 첨가제가 성공적인 것을 알 

수 있다.

3.2.5. 알루민산염(NaAlO2) 기반 전해액

알루민산염 전해액에서는 PEO 피막 속에 합금의 내식성

에 큰 영향을 미치는 Spinel-MgAl2O4가 생성되며, 여기에는 

전해액 중의 AlO2
- 이온이 큰 영향을 미친다 [31,32]. 예를 들

어 Ma 등[33]은 AM50 합금의 PEO 처리에서 전해액을 구성

하는 NaAlO2와 KOH 농도의 영향을 조사하여 NaAlO2의 농

도가 증가하면 피막 내의 MgAl2O4 양이 증가하고, 그 반면에 

KOH 농도가 증가하면 MgO가 증가하는 것을 보였다. 그림 

11은 Ghasemi 등[32]이 KOH+NaAlO2 및 KOH+Na2SiO3 용

액에서 각각 얻은 PEO 피막의 표면과 단면의 모양을 비교하

여 보여준다. 전자의 PEO 피막은 얇고 불완전하며 기공밀도

가 매우 높아서 후자보다 부식전류가 약 30배나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위 사실로부터 NaAlO2 용액의 단독 사용은 바람직하지 못

하며, 다른 첨가물과의 조합이 필요한 것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Ryu 등[34]은 AZ91D의 PEO 실험에서 KF를 

KOH+NaAlO2 용액에 첨가하여 두껍고 치밀한 피막을 얻었

고, 이 경우 장벽층 내부의 MgAl2O4상이 피막의 공식에 한 

저항력을 크게 높이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전술한 바와 같

이 PEO 피막의 형성은 전해액은 물론 기지합금의 조성에 의

해서도 영향을 받는다.

3.2.6. 첨가물의 영향

기본 전해액의 성능을 개선하기 위해 여러 가지 첨가물이 

사용되고 있으며 그것들은 수용성 첨가물과 불용성 첨가물

의 두 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다. 전자는 기본 전해액과 혼합

하여 수용액 상태로 사용하는 것이고, 후자는 마이크로/나노 

사이즈의 불용성 세라믹 입자를 전해액에 첨가하여 복합 

PEO 피막을 형성하는 것이다. 그러나 전자의 경우에도 PEO 

과정에서 세라믹 입자를 석출시켜 복합 피막의 형태를 이룰 

수 있다.

3.2.6.1 수용성 첨가물

수용성 첨가물의 표적인 것은 KF와 NaF 등의 불화물이

다. 전술한 Ryu 등[34]의 실험도 KF 첨가의 한 예이다.  

Liang 등[36]은 AM60B에 한 PEO 실험에서 

KOH+Na2SiO3 용액에 KF를 첨가하면 용액 전도도가 증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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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Surface morphology of PEO films (a) before and (b) after 
K2ZrF6 addition [51].

Fig. 13. Surface morphology of PEO films (a) before and (b) after 
K2TiF6 addition [52].

고 작업 전압과 최종 전압이 감소함을 보였다. 그 결과 피막

의 기공 크기 감소, 기공 수 증가, 표면거칠기의 감소, 경도/내

마모성 및 내식성 증가 등 피막의 특성이 개선되었다.

Wang 등[37]은 AZ31 합금의 PEO 실험(Na2SiO3+KOH+ 

glycol+KF)에서 KF가 작업 전류밀도와 마이크로방전 특성

을 변화시키고 기공 직경을 증가시킴을 보였다. F–의 반응 참

여로 피막 내에 MgF2가 생성되었고, 그 양은 KF 농도에 비례

하여 같이 증가하였으며, MgF2 분율이 클수록 내식성도 증

가하였다. Hwang 등[38]도 AZ91 합금에 한 PEO 실험

(Na2SiO3+KOH+KF)에서 비슷한 결과를 얻었고, MgF2가 내

부의 장벽층에 존재하기 때문에 내식성이 증가한다고 하였다.

Guo 등[39]은 AZ91D 합금의 PEO 실험(NaAlO2+KF)에서 

NaAlO2/KF 비율의 변화에 따른 PEO 피막의 성장속도를 조

사하였다. 그 결과 피막 두께는 KF 농도와 작업시간에 비례

하고, 작업시간이 증가하면 기공 수가 감소하는 반면에 기공

의 크기는 증가함을 보였다. 또 KF가 NaAlO2에 비해 훨씬 강

전해질이기 때문에 피막의 성장속도는 KF에 의해 지배됨을 

밝혔다. 한편 Lv 등[40]은 AZ91D의 PEO 실험(NaAlO2+ 

H3PO4+NaF)에서 NaF 첨가에 따라 성장속도와 내식성이 증

가함을 보였다.

Chen 등[41]은 ①Na2SiO3+NaOH, ②Na2SiO3+NaOH+ 

Na3PO4, ③Na2SiO3+NaOH+NaF의 세 가지 전해액에서 

AZ31 합금의 PEO 실험을 실시하여 ③의 NaF 첨가 전해액에

서 형성된 피막이 가장 두껍고 내식성이 뛰어남을 보였다. 피

막은 MgO, Mg2SiO4, MgF2의 세 가지 성분으로 이루어졌다.

Barchiche 등[42]은 AZ91D 합금의 PEO 실험에서 Na3PO4･
12H2O+KOH+KF 용액에 K2SnO3·3H2O를 첨가하여 더욱 치

밀하고 기공률이 작은 피막을 얻었다. 피막 내에 MgSn(OH)6

상이 관찰되었고, 그것이 피막의 안정성과 내식성 향상에 기

여하는 것이 밝혀졌다. 그밖에 Laleh 등[43]은 AZ91D의 

PEO 실험에서 전해액에 CeCl3를 첨가하면 용액 전도도가 증

가하고 산화막 파괴전압이 감소하며, 균질한 표면이 얻어짐

을 보인 바 있다.

K2ZrF6와 K2TiF6는 PEO 피막에 ZrO2 또는 TiO2 입자를 석

출시켜 PEO 복합 피막을 형성시키는 목적으로 사용된다

[44-51]. ZrO2/TiO2 입자들은 MgO 및 다른 피막 구성물과 더

불어 복합 피막을 형성함은 물론 경우에 따라 PEO 피막의 미

세기공과 균열을 자체적으로 밀봉하는 효과를 나타낸다. 그

림 12는 그런 예들 중의 하나로서 AZ91D 합금의 PEO 피막에 

한 K2ZrF6 첨가의 효과를 보여준다 [51]. 즉, (a)는 K2ZrF6 

첨가 전, (b)는 K2ZrF6 첨가 후의 피막 표면 사진으로서, (b)의 

경우 ZrO2 입자들이 (a)의 미세기공들을 틀어막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또 Dong 등[52]과 Song 등[53]은 K2TiF6를 첨가할 경

우 생성되는 TiO2 입자들도 ZrO2와 비슷한 역할을 함을 보였

다. 그림 13은 Dong 등[50]의 실험에서 얻은 K2TiF6 첨가 전

(a)과 후(b)의 PEO 피막 표면 사진을 보여준다.

3.2.6.2. 불용성 첨가물

ZrO2, TiO2, Al2O3, SiO2, CeO2 등의 불용성 마이크로/나노 

사이즈 세라믹 입자들을 전해액에 분산시켜 졸겔법으로 

PEO 복합 피막을 형성하는 방법이 많이 연구되고 있다. 

Tang 등[54]은 AZ91D-PEO 표면에 ZrO2-졸로 코팅을 시행

하였고, Shang 등[55]은 AZ91D-PEO 피막에 SiO2-ZrO2-졸의 

복합코팅을 시도하였다. ZrO2외에 TiO2, Al2O3, SiO2, CeO2 

등의 졸겔법 코팅도 발표된 바 있다 [56-62].

3.3. 전기적 변수

3.3.1. 전원 모드

PEO 공정에는 순수 DC, 단극성(unipolar) 및 이극성

(bipolar) 모드의 DC 전원과 AC 전원이 사용되며[63-65], 이

를 그림 14에 나타내었다. 그림의 DC는 정전류 모드를 가리

키고, 단극성과 이극성 모드에서는 모두 전류의 승강이 사각 

파형으로 반복되지만, 전자는  0 ↔ I, 후자는 I + ↔ I - 사이에

서 전류가 변화한다. 실제로는 그림 15[66]와 같이 전류의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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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7. Surface and cross-section morphologies of PEO coatings 
produced under different current density ratio; (a, d) ja/jc = 2/1; (b, 
e) ja/jc = 2/2; (c, f) ja/jc = 2/3[71]

Fig. 15. Schema of the square current waveform in a bipolar 
mode, showing the main controllable parameters of the pulses 
[66].

Fig. 14. Schema of DC, unipolar and bipolar current modes.

Fig. 16. Surface morphology of PEO films of AJ62 Mg alloy 
formed by (a) unipolar and (b-c) bipolar current mode [67].

승과 하강 시 과도기를 거치고, 또 임의로 휴지기를 끼워 넣

을 수도 있다. f 는 주파수, T는 펄스주기, on 과 on 은 +/-의 펄

스지속시간, off 와 off 는 휴지기로서 각각 개별적인 조정이 

가능하며, 이 각각의 변수들을 적절히 조정하여 피막 성질의 

최적화를 시도하게 된다.

DC 또는 단극성 모드에서는 금속기지/피막 또는 전해액/

피막 계면에서 강렬한 국부적 방전현상이 자주 일어나며, 그

런 경우 금속 또는 피막의 집중적 용융과 가스의 방출에 의해 

피막의 성질이 불균질해진다. 그림 16[67]은 AJ62 합금의 단

극성 모드(a)와 이극성 모드(b)에 의한 PEO 피막의 표면 형

상을 보여준다. (a)의 큰 구멍은 단극성 모드(I + =1.0A, on

=400㎲, off =100㎲)에서 일어난 강렬한 방전의 잔재이다. 이

런 구멍들은 피막을 관통하여 기지금속에까지 닿아 있을 가

능성이 크다. 이극성 모드(I +=1.0A, I -=-0.7A, on =400㎲, 

off =200㎲, on =600㎲, off =100㎲)에서는 음극전류와 휴지

기가 산화물의 냉각시간을 허용하고, 소결시간을 길게 하여 

(b)와 같이 기공이 적고 치밀한 PEO 피막이 형성된다. 다른 

연구자들[68-70]도 이와 비슷한 실험 결과를 보고한 바 있으

며, 그중 Hussein 등[69]은 단극성 모드에서 off 를 너무 길게 

하면 피막 내에 가스가 붙잡혀 큰 기공을 형성할 우려가 있다

고 하였다.

Su 등[71]은 DC 이극성 모드를 적용한 ZK60 합금의 PEO 

실험에서 양극전류밀도/음극전류밀도(ac=2/1, 2/2, 2/3) 비

율이 피막의 성질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그림 17은 c
의 비중이 커짐에 따라 표면조직이 미세해지고, 기공의 수와 

크기가 감소함을 보여준다. 또 피막의 두께가 줄어들고 더욱 

치밀해진다. 

AC 모드는 기본적으로 이극성 모드이므로 PEO 피막의 성

질도 DC 이극성 모드의 경우와 비슷하다. Arrabal 등[35]은 

50Hz, 650mA/cm2(rms), ac=1/1.2의 사각파형의 AC 전원

을 사용하여 규산염+인산염 기반 전해액에서 순 Mg, AZ31, 

AZ61, AZ91D, ZC71, ZW41, WE43-T6 등 다양한 조성의 

Mg 합금에 해 PEO 실험을 실시하였다. 모든 합금에서 (1) 

Si/P-rich 다공성 외부 층, (2) 주로 MgO로 이루어진 두껍고 

치밀한 중간 층, (3) 얇고 치밀한 다결정 MgO 장벽층으로 이

루어진 3층 구조 피막이 형성되었다. 합금의 조성에 따라 피

막의 성장속도가 달랐고, AZ 계열 합금의 경우 Al 함량이 높

을수록 피막 성장속도가 빨랐다. 내식성은 PEO 처리에 의해 

순 Mg에 비해 2-4차수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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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Effects of current density on the properties of PEO films.

Electrolytes Alloy Power
supply

Current
density
㎃/㎠

Surface
roughness

Ra(㎛)

Thick
ness
(㎛) 

Corrosion
resistance

(order)

Srinivasan
et al.[72]

Na2SiO3

KOH AM50 DC
15 0.75 16 1
75 1.45 29 2

150 2.2 44 3

Ezhilselvi
et al[73]

Na2SiO3

NaOH
NaF

AZ31B DC
26 1.39 6 3
46 2.17 12 1
67 3.52 10 2

Yuan et 
al[74]

Na2SiO3

NaOH
triethanol-am

ine

Mg-Li Uni-polar 
DC

30 - 8 3

50 - 13 1

80 - 22 2

Yang et 
al[75]

Na2SiO3

NaOH AZ91D AC
(500Hz)

30 8.7 - 3
40 7.6 - 2
50 7.4 - 1

3.3.2. 전류밀도와 전압

PEO 처리는 전압 또는 전류 제어 방식으로 시행된다. 어

느 경우나 시간이 흐르면 산화막의 두께가 증가하므로 전기

저항도 증가한다. 따라서 정전압 방식에서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전류가 감소하고, 정전류 방식에서는 설정된 전류밀도

를 유지하기 위해 전압이 증가한다. 일반적으로 전류밀도가 

커지면 기공의 수가 감소하고, 피막의 두께가 증가하지만, 전

원의 모드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표 2는 지금까지 발

표된 전류밀도 변화에 따른 PEO 피막의 특성 변화에 한 연

구결과를 정리한 것이지만, 전류밀도의 순서와 내식성, 표면

거칠기 및 두께의 순서가 일치하지 않아 별로 일관성 있는 결

과라고는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에 해서는 좀 더 체계

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3.3.3. 주파수(frequency) 및 듀티사이클(duty cycle)

AC, 단극성 및 이극성 모드의 PEO 반응에서 주파수

(frequency)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단극성 모드에서는 

양극전류의 on-off가 반복되는데, 그중 피막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on 상태의 전류이다. 따라서 듀티사이클()이

라는 개념이 필요하게 되며,    ×으

로 정의된다. 이극성 모드에서는 그림 15[66]에 보인 바와 같

이 양극전류(
 )와 음극전류(

 )가 반복되지만, 그 사이에 


 와 

 라는 휴지기가 있다. 따라서 그림 15에서의 한 주기

(T)는 
 

 
 

 로 이루어진다. 이극성 모드에서의 

듀티사이클은 양극전류와 음극전류에 해 각각 따로 계산

된다.

Mg 합금의 PEO에서는 주파수가 커질수록 양극전류에 의

한 사이클당 에너지 투입량이 작아지기 때문에 강렬한 방전

현상이 일어나는 빈도가 감소한다 [76-79]. 그에 따라 피막의 

성장속도가 감소하고, 기공률과 기공사이즈도 감소하게 된

다. 그러나 내식성의 경우에는 의견이 엇갈린다. 즉, Lv 등

[76], Hwang 등[78], Song 등[79]의 경우 모두 주파수가 높을

수록 내식성이 증가하였으나, Srinivasan 등[77]의 경우 오히

려 낮은 주파수에서 높은 내식성을 보였다. Srinivasan 등은 

그 이유를 낮은 주파수에서 형성된 두꺼운 피막과 Mg3PO4의 

석출에 돌렸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주파수가 높을수록 피막

의 두께는 감소하지만 더 치밀하고 단단하게 변하므로 전자

의 주장이 더 신빙성이 높다 할 수 있다.

듀티사이클이 피막의 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주파수와 밀

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주파수가 높으면 on-time/off-time 의 

비율이 낮아지기 때문이다. Tang 등[80]은 고주파 이극성 모

드(600Hz, ac=1, 듀티사이클 10-40%)로 AZ31B 합금을 

PEO 처리할 경우 듀티사이클이 클수록 사이클당 작업시간

이 길어지고 방전에너지도 커져서 더 많은 용융 산화물이 방

출될뿐더러 마이크로방전 통로의 수가 증가하므로 기공률도 

증가함을 보였다. Off-time 구간에서는 용융 산화물이 냉각

되어 기공을 닫아주는 효과가 있다.

3.4. 온도와 시간

3.4.1. 온도

PEO법에서 전해액의 온도는 양극산화법의 경우와는 달리 

크게 중요하지는 않다. 그러나 전해액의 온도가 너무 낮으면 

반응속도가 저하하여 피막의 성장을 억제하고, 너무 높으면 

금속의 용해를 촉진하여 피막의 두께와 경도를 낮출 수 있다. 

따라서 전해액의 온도는 일반적으로 20~40 ℃로 유지한다. 

Mg 합금의 PEO에서 전해액의 온도에 한 영향을 연구한 

예는 없지만, Al 합금의 경우[81] 전해액의 온도가 PEO 반응

속도에 약간의 영향을 주지만, 그 정도가 별로 크지 않다는 

것이 보고된 바 있다.

3.4.2. 시간

반응시간은 피막의 형상, 두께, 기지에의 밀착성 등을 통하

여 표면거칠기, 표면경도, 내마모성, 내식성 등 모든 면에 영

향을 미친다. Guo 등[39]은 AZ91D 합금의 PEO 실험

(NaAlO2+KF)에서 피막 두께는 처리시간에 비례하고, 처리

시간이 증가하면 기공 수는 감소하고, 그 신 기공 사이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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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9. Average coating thickness variation with PEO processing 
time for different Mg alloys [21].

Fig. 18. SEM micrographs of ceramic coatings formed on 
magnesium alloys by micro-arc oxidation at different treatment 
times for 5, 10, 20, 40 min [39].

커진다고 보고하였다. 그림 18은 시간의 경과에 따른 피막 표

면의 형상 변화를 보여준다. Hussein 등[21]도 DC 이극성 모

드로 알루민산염 기반의 전해액에서 4종의 Mg 합금(순 Mg, 

AJ62, AM60B, AZ91D)을 PEO 처리하여 그림 19와 같이 

3～30분 사이에서 처리시간과 피막 두께가 선형관계를 이룸

을 보였다. 이 그림에서 그림 2ⓑ[3]의 0-U4 구간(기존의 양

극산화)에 해당되는 초기 3분간은 표시되지 않았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기공률이 감소하고 내식성이 증가하였다.

4. 결     론

PEO 기술은 두껍고 경도가 높으며 내식성이 뛰어난 피막

을 형성함으로써 기존의 양극산화 기술을 체할 수 있는 기

술로 주목받고 있다. 본고에서는 합금의 조성, 전해액 및 첨가

물, 전기적 변수(전원 모드, 전류밀도/전압, 주파수/듀티사이

클), 온도와 시간 등이 PEO 피막의 성질에 미치는 영향을 상

세히 고찰하였다. PEO 기술이 기존의 양극산화법이나 화성

처리법보다 유리한 점은 환경친화적이고, 더 두껍고 치밀한 

피막을 형성하여 내식성, 내마모성, 절연성, 열적 안정성이 훨

씬 우수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기존의 양극산화법에 비해 고

전압/고전류가 필요하고, 단순한 DC 정전류나 단극성 전원보

다 DC 이극성(bipolar) 또는 AC 전원을 사용하는 것이 유리

하기 때문에 PEO 기술에 최적화된 전원 개발이 필요하다. 이

극성 모드에서는 고전압/고전류, 양극전류/음극전류의 비율, 

주파수, 파형 등 DC를 사용하는 기존의 양극산화법보다 고려

하여야 할 요소가 많으므로 훨씬 고가의 전원이 필요하다.

PEO 피막은 다공성이기 때문에 이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 

이중코팅과 같은 후처리가 필요하다. 수용성/불용성 첨가물

을 사용하는 복합코팅의 경우에도 후처리가 필요할 수 있고, 

이 모든 것들이 PEO 기술의 원가상승 요인이 된다. 제품의 원

가를 낮추고 품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합금의 종류에 따른 

전해액 조성의 최적화가 필요함은 물론, 복합코팅의 경우 새

로운 첨가물 탐색 연구가, 이중코팅의 경우 새로운 피막물질

과 그 코팅법의 개발이 필요하다. PEO 기술의 가장 큰 항마

는 전기를 사용하지 않아 원가 면에서 유리한 화성처리

(chemical conversion coating)라 할 수 있다. 화성처리 피막도 

다공성이고 거칠어 후처리가 필요하고, 아직은 품질 면에서 

PEO 기술을 능가하지 못하고 있지만, 향후 기술의 발전에 따

라 PEO 기술을 충분히 위협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향후 PEO 기술의 성패는 원가와 품질 면에서 화성처리법에 

한 우위를 어떻게 유지하는가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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