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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배경

최근 자동차, 항공기, 선박 등 수송기기의 경량화 추세에 따라 경량소재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알루미늄 합금

은 경량화 소재 중 가장 주목 받고 있는 금속 소재이다. 그러나 알루미늄은 취약한 표면 특성으로 인해 철계 금속 및 합

금에 비해 내구성이 떨어지므로 실용적 차원에서는 추가적인 표면 처리가 필수적이다. 플라즈마 전해 산화법(plasma 

electrolytic oxidation, PEO)은 최근 들어 주목 받고 있는 표면 처리 기술로서, 약알칼리성 전해액 내에 위치한 소재 표면에 

미세 방전을 유도하여 세라믹 산화층을 형성시킨다. PEO 코팅 시 사용되는 전해액은 코팅층의 형성 및 특성에 미치는 주

요 인자로서, 전해액의 종류, 조성, 농도 등을 적절하게 선정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2. 실험방법

본 연구에서는 KOH 기반 용액에서 알루미늄 합금의 플라즈마 전해 산화 시 KOH 농도가 방전특성 및 형성된 코팅층의 

특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고찰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KOH 농도를 0.5 - 4g/L 범위로 첨가한 KOH 수용액 내에서 알

루미늄 합금에 대해 DC 정전류(0.1A/cm2)를 인가하여 PEO 코팅을 형성시켰다. KOH 농도 변화에 따른 방전 특성 및 형성

된 PEO 코팅층의 표면 및 단면의 형상 변화를 관찰하였으며, 조성과 상분석을 실시하였다. 각 조건별 산화층의 전기화학

적 특성을 평가하여 KOH 농도가 형성된 코팅층의 내식 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였다.

3. 결론

실험 결과 KOH는 알루미늄 합금의 PEO 공정 전해액의 기저 성분으로서, 농도에 따라 상이한 미세구조와 전기화학적 

특성을 나타내므로 조업 목적에 따라 적절한 농도 선택이 중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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