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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crystal structure of surface coatings on Al1050 alloy by PEO (Plasma Electrolytic Oxidation), were investigated. The electrolyte
for PEO was Na-Si-P system solution. The main crystalline phase were  γ-alumina and α-alumina. Crystallinity was increased with
applied voltage and applied time. The dominant crystalline phase were affected not only chemical composition of Al alloy substrate
and electrolyte, but also the +/− ratio of applied vol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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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금속 표면 처리법은 크게 화학적, 물리적 및 전기화학

적 방법으로 대별된다. 화학적 방법은 금속 표면을 화학

반응을 통하여 변화시킴으로써 내식성 있는 표면 피막을

형성하는 방법으로서 화성처리(chemical conversion)가 있

으며, 물리적 방법은 금속의 표면에 도금을 한다거나 하

는 방식으로 표면의 경도를 증진시키거나 내화학적 저항

성을 높이는 처리를 한다. 전기화학적인 방법은 아노다이

징이 있다. 

아노다이징은 부동태 금속(Passive Metal)에 속하는 Mg,

Al, Ti, Zn, Nb 등을 전해액 속에서 15~50 V 정도의 전

압을 가하여 표면에 두꺼운 산화 피막을 형성시키는 방

법으로 산업적으로 그 활용도가 높은 편이다. 

이런 방법으로 처리한 금속의 표면은 대부분 금속산화

물 결정이 육각형 형태의 기둥으로 성장하면서 내부에 전

해액을 통한 전기 흐름을 이어주는 기공이 형성된다. 이

육각기둥 상의 내부 기공은 전기적 처리 이후에 별도의

처리과정을 거쳐 주로 봉공작업이라고 부르는 기공을 막

는 작업이 뒤따라야 한다. 

이 아노다이징과 비슷한 원리로 부동태 금속의 표면에

산화물 피막을 형성시킬 수 있는 기술로 Plasma Elec-

trolytic Oxidation(이하 PEO, 또는 MAO(Micro Arc Oxi-

dation))이라고 불리는 기술이 있다. 이 기술은 기존의 아

노다이징 또는 경질 아노다이징이 전해액 내에서 액

15 V~ 50 V 이내의 전압을 가하는데 반하여 PEO는 350 V

~550 V에 이르는 높은 전압을 가하여 산화 피막을 형성

시키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기존의 아노다이징 기술이

황산 등의 전처리를 필요로 하는데 반하여 아무런 전처

리 없이 바로 표면에 강한 세라믹 산화피막을 형성시킬

수 있어 친환경적이다. 또, 작동 전압이 10배 이상으로

높아 생성되는 세라믹 피막이 훨씬 강하고 내부식성, 내

부착성 등이 뛰어난 장점이 있다. 또, Cu 및 Si 성분을

함유하고 있어 기존의 아노다이징으로는 표면처리가 불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는 dicasting용 Al 합금계도 표면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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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가 가능한 장점을 갖고 있다.

이 PEO 기술은 1970년대에 러시아에서 집중 연구되어

발달된 코팅방법으로서 주로 우주항공 및 군사용으로 개

발되어 사용되어 왔다. 특히 이 기술은 Fe 계 금속도 고

온에서 Carbonizing이나 Nitriding을 각각 또는 동시에 진

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 기술은 1990년대 후반이 들어서 러시아의 주요 기

술진 중의 하나인 A. L. Yerokhin이 PEO에 대한 review

paper를 발표
1)
하고, 이후 영국의 Keronite사

2)
가 이 기술을

활용하여 사업을 전개함에 따라 연구 개발도 활성화되기

시작하였다.

이런 PEO에 의한 부동태 금속의 산화 피막 처리는 산

화 피막의 형성이 물을 기본으로 하는 전해액 내에서 이

루어지기 때문에 상온 부근에서 코팅이 이루어진다. 이에

따라 Plasma 용사와 같은 방식에서 일어나는 열팽창계수

의 mismatch에 의한 stress가 없어 부착력이 뛰어나며, 기

존의 아노다이징 처리 기술에 비하여 훨씬 높은 전압에

서 산화 피막이 형성되기 때문에 경도와 내화학적 저항

성이 뛰어난 장점을 갖추고 있다. 

그렇지만, 이 PEO기술은 전기적 조절이 쉽지 않으며,

장비의 특성에 의존하거나, 전해액 내의 이온의 종류나

농도에 민감하게 반응 하는 등 코팅 공정 제어상의 어려

움이 있고, 코팅된 면의 표면에는 다음의 Fig. 1에서 보

는 바와 같은 Technological layer라고 불리는 기공율이

20% 정도 이상으로 높은 푸석층이 존재한다고 알려져 있

다. 따라서 이 부분의 경도가 낮고, 내마모성이 약하기 때

문에 이 technological layer를 코팅 후에 연마 처리해야하

는 단점이 있었다.

그러나 이런 푸석층에 대한 문제는 영국의 Keronite사

의 경우에 PEO 코팅 층 위에 무전해 Ni 도금이나 PTFE

(테플론) 고분자 수지 등을 추가 코팅하여 해결하고 있다.

또, 기존의 PEO 공정을 개량하여 PEO 공정 이후에 별도

의 금속이나 고분자 수지 코팅이 없이 현재 handphone용

외장재, 디지털 카메라의 OIS(Optical Image Stabilizer, 수

진보정장치)용 frame, 반도체 BGA(Ball Grid Array)용

frame 등 particle에 민감한 전자부품에 적용되고 있다. 뿐

만 아니라 에너지 절감을 위한 경량 소재인 Mg 합금용

각종 부품의 방식용 코팅에 적용하고 있다.
3)

그러나 이런 PEO 관련 코팅에 대하여서는 그동안 주

로 금속 분야에서 활발한 연구 개발이 진행되었다. PEO

에 의한 결과로서 금속 표면에 산화물 세라믹 코팅이 이

루어지는 점을 감안할 때 상대적으로 세라믹 관련 분야

에서의 연구 개발은 다소 미진한 느낌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PEO에 의한 Al의 산화 코팅의 조건과 각 조

건에 따른 산화 피막의 기초 물성에 대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2. 실 험

본 연구에 사용된 Al은 시판 Al1050을 사용하였다. 이

Al1050을 사용한 이유는 합금의 조성이 Al이 99% 이상

으로 거의 순수한 알루미늄만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분석과 해석이 용의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Al1050외 대부

분의 시판 Al 합금이 Si, Cu, Mn, Mg, Fe, Cr, Ti 등의

성분을 각각의 물성을 조절하기 위한 용도로 첨가되어 있

기 때문에 실험 중에 일어날 수 있는 변화 요인을 줄이

고자 하였다. 다음은 본 실험에 사용된 Al1050의 대표적

인 화학성분을 나타내었다.

본 연구에 사용된 PEO 장비는 국내 M사가 자체 개발

한 n-PEC용 PEO 장치로서 작동 전압 300 V~600 V, 작동

전류 300A의 장치로서 pulse를 조절할 수 있게 되어 있

다. 전해조는 스테인리스 스틸을 전극 판으로 사용하여

300×300×500 mm 크기로 제작하였다. 전해질 용액의 농

도 구배를 없앨 수 있도록 전해액 탱크 내부에 stirrer를

장치하여 실험 중에 전해액이 충분히 교반될 수 있도록

하여 실험 도중에 일어날 수 있는 전해액의 농도구배를

최소화 하도록 하였다.

본 실험에 사용한 전해액은 NaOH를 주로 하여 인산

과 Na2SiO3를 첨가한 것으로 전체 농도는 2 ~ 3% 수준이

었다. 실험에 사용된 전해액은 전부 시약 급으로 하였으

며, 사용된 물은 일차 증류수를 사용하여 전해액을 제조

하였다.

Fig. 1. Schematic diagram of ‘Plasma Electrolytic Oxidation’

coating layer. There are three different layers, (1) inner

‘Transition Layer’, (2) Main Functional layer, which has

high hardness, and (3) external so-called “Technological

layer”, which has high porosity and low hardness.
2)

Table 1. Chemical Composition of Al1050

(%)

Si Fe Cu Mn Mg Cr Zn Ti Cu+Si Al

0.25 0.40 0.05 0.05 0.05 - 0.05 0.03 0.080
more than

9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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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 과

3.1. Applied Voltage의 영향

다음의 Table 2는 인가된 전압에 따라서 형성되는 산화

물 표면층의 상태를 육안으로 관찰하여 나타낸 것이다.

표에서 △로 표시된 영역에서는 부분적으로 성공적인 표

면이 얻어졌지만 일부분은 표면 피막 형성이 완전하지 못

한 부분이 발생하는 시편을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부분적으로 불완전한 코팅이 일어나는 경우에

는 시편의 가장자리보다는 시편의 표면의 중앙에서 주로

일어나는 경우가 많았다. 이것은 이후의 실험결과에서 보

면 전압이 높을수록 결정성이 좋은 산화코팅 층이 얻어

지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고, 전해액 내에 위치한 시편

에 인가되는 전압이 시편의 가장자리에는 전압이 집중되

는 반면 시편의 중앙 부분은 인가전압이 다소 약한 것

때문에 생기는 현상으로 해석된다.

혹은 시편의 중앙 부분에 위치하지 않은 불완전코팅 부

분은 시판되는 상용 Al1050 알루미늄의 냉각 속도 차이

에 의한 segregation 등에 따른 조성의 불균형에 의한 현

상, 또는 Al1050을 판재로 가공하는 과정에서 제조 공정

에서의 미세한 밀도 변화 등에 의한 미세구조의 차이로

인한 것 등으로 판단된다. 

이 표에서 solution A는 NaOH와 H3PO4를 배합한 용액

이었으며, solution B는 Na2SiO3와 H3PO4를 배합한 용액

을 사용한 것이었다. 두 용액에 의한 차이는 거의 없음

을 알 수 있었다. 이후의 실험은 Si 성분으로 인한 영향

을 배제하기 위하여 A 전해액을 기준으로 하여 진행하였다.

3.2. 피막 형성 속도

다음 Fig. 2는 A 전해액 내에 Al 시편을 담근 다음 각

각 450 V, 420 V, 및 400 V의 전원을 인가하여 시간에 따

라 표면 산화피막이 형성되는 두께를 관찰한 것이다.

이 Fig. 2에서 보면 인가되는 전압의 크기에 그다지 영

향을 받지 않고 전류가 가해진 시간에 직선적으로 표면

코팅 층이 성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가해진 전압이

400 V, 420 V, 450 V의 경우에 대개 1 µm/min 내외의 속

도로 표면 코팅 막이 성장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30분 이상으로 전류를 가했을 경우에는 표면

코팅 층의 성장 속도가 떨어지며, 약 200 µm 정도가 표

면 코팅 층 두께의 한계이다. 또한 본 실험에서는 시편

을 50 mm×50 mm×1.0 mm의 크기를 갖는 것을 사용하

였는데, 장치의 전기적 용량과 전해액 tank의 크기에 비

하여 시편의 크기와 산화 피막이 형성되는 시편의 표면

적이 작기 때문에 표면 코팅 층의 성장 속도가 일정하

게 유지될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만약 작업 시편의 크

기가 크고 표면적이 넓을 경우에는 앞서 Fig. 1과 같은

1 µm/min의 표면 코팅 막 성장 속도를 얻을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런 결과는 기존의 보고된 것
4)
과 유사한 거동을 보이

고 있다. 이는 표면 산화층의 두께가 두꺼워짐에 따라서

내부 Al 표면에서 표면으로 Al의 확산과 표면 산화층 외

부의 산소 성분의 확산이 용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시

편의 표면에 인가되는 전압의 상대적인 크기 또한 산화

피막 층의 두께가 두꺼워질수록 낮아지기 때문에 일어나

는 현상으로 해석될 수 있다. 

따라서 이 결과를 종합해 보면 PEO에 의한 표면 코팅

막의 성장 속도는 전압에 의하여 영향을 받기 보다는 시

간에 의하여 주로 지배되며, 기타 요인으로 시편의 크기

와 전해액 탱크의 크기, 전극의 크기 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된다.

Table 2. Formation of PEO Coating Layer with Various Applied

Voltage in Type A and B Solution. A Electrolyte

System Contains NaOH and Phosphoric Acid and B,

Na2SiO3 with Phosphoric Acids. Note that ○ Means

Successful Coating, and △ Means Intermediate State, ×
Means Failure

   Volt

Electro.
350 360 370 380 390 400 410 420 430 440 450

A × △ △ △ ○ ○ ○ ○ ○ ○ ○

B × × △ △ ○ ○ ○ ○ ○ ○ ○

  Volt

Electro. 
450 460 470 480 490 500 510 520 530 540 550

A ○ ○ ○ ○ △ △ △ △ × × ×

B ○ ○ ○ ○ ○ ○ △ △ △ △ ×

Fig. 2. Thickness of PEO-coated alumina layer on Al1100

substrate with PEO coating time. Note that; ■ is at

450 V, ○ , at 420 V, and△ , at 400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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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표면산화피막의 결정상 분석

다음의 Fig. 3은 A 전해액에서 PEO 코팅 시간에 따라서

형성되는 표면의 산화피막을 XRD로 분석한 결과이다. 피

막 형성 초기인 2분 및 5분에서는 산화 피막의 두께가 얇

기 때문에 산화 피막 자체보다는 Al substrate의 peak 만

이 검출이 되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γ-

alumina가 주된 상으로 성장이 먼저 일어나고 이후 α-

alumina의 peak가 성장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결과는 기존의 연구자들
1,4-6)
이 알루미늄 합금의

산화 피막의 생성물이 주로 α-alumina와 γ-alumina로 이

루어져 있다고 보고한 바와 같다고 할 수 있겠다. A.L.

Yerokin 등
1,4)
은 Mg가 많은 알루미늄 합금의 경우에 γ-

alumina가 주로 생성된다
1)
고 하였고, Cu를 포함하고 있는

Al alloy의 경우에는 α-alumina가 지배적으로 생성되는 경

향을 보인다
4)
고 하였다. 그렇지만 본 실험에 사용된 알루

미늄 합금은 Mg 및 Cu의 존재가 거의 없는 것이었으며,

A.L. Yerokin 등
1)
이 지적하고 있는 이런 경향을 따르기

보다는 다른 요인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로 X. Nie 등
5,6)
은 Si(≤1.3%), Cu(0.4~1%) 및

Mn(0.6~1.2%) 등을 함유한 Al6082 합금 산화피막의 주

된 결정상이 전기 인가 방식의 차이에 의하여 각각 다른

결정상인 α-alumina와 γ-alumina가 주된 결정상으로 형성

된다고 관찰하여 보고한 바 있다.

이러한 것은 XRD 상에서 substrate 알루미늄의 표면이

I/I0가 100인 (111) 면의 intensity가 나타나지 않고 있고,

(200) peak의 intensity가 커져 있어 cubic structure를 갖는

γ-alumina가 주된 결정상으로 형성된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렇지만 Al이 FCC 구조를 갖긴 하나, PEO 산화 피막

형성과정이 일반적인 박막형성처럼 원자들의 file-up에 의

한 피막 성장이 아니라 고열의 표면 플라즈마에 의하여

표면용융→전해액 성분과의 반응→산화피막형성의 과정

을 거치기 때문에 substrate의 원자배열에 영향을 받는다

고 보기는 어렵다. 이럴 경우 용사와 비슷한 표면 산화피

막의 형성이 될 것이다. 또 PEO 산화피막과 알루미늄

substrate 사이에는 transition layer가 존재하는 것으로 알

려져 있다. 이런 층의 존재는 substrate의 결정배향과 피막

의 결정 배향에 대한 연관성을 줄여주는 것으로 판단되

고. 후속 연구에서 보면 γ-alumina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

도 상당히 존재한다. 이렇게 산화피막 형성 초기에 γ-

alumina가 주된 결정상으로 형성되는 부분은 좀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의 Fig. 4에서는 각각 400 V, 420 V 및 450 V로 15

분 동안 PEO 처리한 시편의 표면 결정상을 나타낸 것이

다. 여기서는 인가한 전압의 차이에 의한 결정상을 관찰

하고자 하였다. 인가한 전압이 커지면 산화 피막의 결정

상도 같이 커지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대부분의 경우에 PEO에 의하여 형성되는 산화피막은

모재 금속의 산화물과 유리질로서 구성되는 것으로 알려

져 있다. 따라서 결정성이 증가한다는 것은 높은 전압 하

에서 가해지는 에너지 밀도가 더 높기 때문에 결정 형성

이 더 잘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 전체적으로 γ-alumina가 지배적인 결정상임을 알 수

있다. 이것은 γ-alumina가 α-alumina에 비하여 경도가 낮

기 때문에 이후의 표면 경도 및 내마모성 등에 영향을 미

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다음의 Fig. 5는 전해액 속에서 400 V, 420 V, 및 450 V

의 pulse 전압을 인가함에 있어서 +/- 전압의 비를 4 :3으

로 하여 30분간 산화 피막을 형성시킨 표면을 XRD로 분

석한 결과이다.

이 결과에서 보면 앞선 실험 결과인 Fig. 3과 4에서와

는 달리 α-alumina가 지배적으로 형성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γ-alumina의 반사강도는 기존의 실험에서와 비슷한

정도로 판단되나, α-alumina의 반사강도가 커졌음을 알 수

Fig. 3. XRD pattern of PEO-alumina coated Al 1050 substrate,

(a) 2 min, (b) 5 min, (c) 15 min, and (d) 30 min. Note

that ○ is Aluminum, ★ is α-alumina, and ▼ is γ-
alumina.

Fig. 4. XRD pattern of PEO-alumina coated Al 1050 substrate

at (a) 400 V, (b) 420 V, and (c) 450 V. Note that ○ is

Aluminum, ★ is α-alumina, and ▼ is γ-alum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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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또한 전압의 크기가 커질수록 α-alumina의 형성이

많아지는 것을 관찰 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것은 산화 피

막의 경도 및 내마모성이 인가되는 전압의 형태에 따라

서 변화될 수도 있음을 말해 주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

을 것이다.

이것은 또한 PEO에 의한 산화 피막 형성에 있어서 산

화피막의 결정상을 좌우하는 요소가 기존에 알려진 합금

성분에 의한 영향이라든지, 전해질의 종류 및 농도 등에

의한 것도 있지만, 전기적 신호에 의해서도 변수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3.4. 표면 morphology 관찰

다음 Fig. 6의 사진은 PEO 처리한 산화피막의 표면을

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한 것이다. 표면에 규칙적인 6각 기

둥형태의 조직과 기공이 형성되는 아노다이징과는 달리

불규칙하게 기공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진 우

측 상단에 있는 grain의 중앙에 작은 기공의 형태가 남아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표면에서 미세하게 폭발하는

고온의 플라즈마에 의하여 용융된 알루미늄이 전해질 성

분과 반응하면서 다시 굳으면서 생긴 흔적을 잘 보여주

고 있다. 또, 좌측 및 중앙의 grain에서도 같은 현상을 관

찰할 수 있으나, 이 두 grain의 경우에는 중앙 부분에서

미세 폭발과 이에 따르는 grain 중앙 부분의 수축과 함몰

로 인하여 밑으로 꺼지면서 형성되는 미세 crack이 발생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다음의 Fig. 7은 산화피막의 단면을 관찰한 사진이다.

알루미늄 substrate와 산화피막은 기공이나 crack 등이 없

이 알루미늄 표면에 잘 발달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며,

표면에 산화층이 균일한 두께로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앞서 지적한 표면의 푸석층의 존재도 관찰되

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4. 결 론

Al1050 알루미늄 합금을 Na-P 및 Na-Si-P계의 전해액을 이

용하는 Plasma Electrolytic Oxidation 방법으로 400 V~450 V

부근에서 표면 산화 피막을 형성시킨 다음 표면을 관찰

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1. PEO에 의하여 형성되는 산화 피막의 결정상은 주로

α-alumina와 γ-alumina가 얻어졌다.

2. 인가되는 전압이 높을수록, PEO 산화 처리 시간이

길어질수록 산화피막의 전체적인 결정성이 커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3. 산화 피막에 형성되는 결정상의 종류는 기존에 알려

진 모재 금속의 합금성분과 전해질의 원소 종류 및 농도

등에도 영향을 받지만 인가되는 전원의 +/- ratio에 의하

여서도 변화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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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XRD pattern of PEO-alumina coated Al1050 substrate

at (a) 400 V, (b) 420 V, and (c) 450 V, and the +/- pulse

ratio is 4 : 3. Note that ○ is Aluminum, ★ is α-alumina,

and ▼ is γ-alumina.

Fig. 6. SEM photograph of PEO treated Al Surface, (a)

reflected electron image and (b) secondary electron

image.

Fig. 7. SEM photograph and EDXA result of cross cut Al1050

alloy surface with oxidation layer oxidated by P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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