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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 마그네슘 합금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가장 경량인 금속이며 비강도가 우수할 뿐만 아니라 진동 감쇠능과 절삭성 

및 전자파 차폐성 등이 뛰어나 전자제품, 수송기기 부품, 주방제품 및 의료 분야 등 광범위한 분야에 이용이 크게 기대되

고 있다. 그러나 마그네슘은 표준 전극 전위가 매우 낮은 활성 금속이기 때문에 쉽게 산화되며 표준 전극 전위가 높은 이

종 금속과 접촉하면 먼저 부식되는 등 내식성이 현저히 낮아 그 사용범위에 제약을 받는다. 그러므로 마그네슘 금속을 사

용하기 위해서는 내식성 및 기계적 특성을 향상시키는 표면처리가 필수적이다.

1. 서론

 마그네슘 표면처리 기술에는 화학적 반응을 이용한  Chemical conversion 방식이 있고, 전기 화학적으로 산화 피막을 성

장시키는 PEO(Plasma Electrolyte Oxidation)방식이 사용되어진다. PEO 공정은 기본적으로 탈지, 에칭, 중화, PEO, 건조 공

정을 거치면서 진행되며 각 공정 사이에는 2~3단 수세 공정이 포함된다. 이렇게 생성된 마그네슘의 산화피막은 정류기의 

전압, 전류 및 시간 조절을 통해 피막 두께 조절을 할 수 있으며 정류 방식과 전해액의 조성에 따라서도 고내식성, 고내마

모성 피막을 얻을 수 있다.

2. 본론 

본 연구에서는 마그네슘 합금 소재에 PEO 공법을 적용하여 공정 변수에 따른 산화막의 특성을 연구 하였고, PEO 코팅층 

위에 후코팅으로 전착도장법을 적용하여 PEO 피막과 전착도장 도막의 특성을 연구 하였다.

Table 1. Process parameters 

                              

                                                               Fig. 1. The corrosion resistance of Mg alloy

3. 결론  

 정류 방식에 따라 PEO 피막은 DC PEO의 경우 pore size 산포가 심하고 다수의 crack이 발생하며 AC PEO의 경우는 소재 

표면 전반적으로 arc가 발생하여 비교적 균일하고 치밀한 피막이 형성된다. 내식성의 경우 DC PEO보다 AC PEO가 우수하

며 PEO 처리만 한 소재보다 PEO 후 전착도장 코팅을 적용한 소재의 내식성이 월등히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전착도장의 

부착성은 DC PEO 후 전착도장 코팅보다 AC PEO 후 전착도장 코팅의 부착성이 우수한 결과를 보임에 따라 마그네슘 합금

의 우수한 내식성 확보를 위해서는 AC PEO 후 전착도장을 진행 함으로써 사용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참고문헌   

 1. K. S. Lee and Y. W. Chang, Met. Mater. Int. 11, 53 (2005).

 2. T. K. Ha and Y. W. Chang, Proc. 2nd Pacific Rim Int. Conf. on Adv. Mater. & Processing (eds. K. S. Shin, J. K. 

Yoon,

   and S. J. Kim),

 3. C. H. Kim, Ph. D. Thesis, pp.97-116, Daehan University, Seoul (2005).

- 18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