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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hysical properties of plasma electrolytic oxidized layers of 8 different kinds of Al alloys, A-1100, A-2024, A-5052, A-6061, A-
6063, A-7075, ACD-7B and ACD-12 were investigated. The electrolyte for plasma electrolytic oxidation was mixture of distilled
water, Na2P2O7, KOH and some metal salts. Growth rate of oxide layer was slower in Na2P2O7 electrolyte system than in Na2SiO3

system, and Ra50 surface roughness of oxidized layer was below 1.2 µm. Surface hardness in Na2P2O7 electrolyte system is higher
than in Na2SiO3 system, and roughness was lower in Na2P2O7 electrolyte system than in Na2SiO3 system. 

Key words : PEO, Coating, Phosphate, Physical properties

1. 서  론

플라즈마전해산화(이하 PEO, plasma electrolytic oxidation)

는 전해액에 Al, Mg, Ti, Zn 등의 부동태 금속(passive

metal)을 담근 다음 350~550V 정도의 직류 전원을 인가하

여 부동태 금속의 표면을 산화시켜 세라믹으로 변화시키

는 기술이다. 하지만 PEO 공정을 사용하여 본격적으로

제품을 양산하기에는 아직 많은 부분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고 있고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는 양산 적용이 그다지

폭넓지 못하다. 이렇게 기술이 개발되고 난지 제법 시간

이 흘렀어도 양산 제품의 적용이 그다지 많지 않은 것은

거꾸로 PEO 공정에 대하여 많은 부분이 아직 명확하지

않은 관계로도 풀이할 수 있다. 

PEO를 이용하여 Al 합금 표면에 산화피막을 형성시키

는 것은 20~50
o
C의 수계 전해액 내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Plasma 용사와 같이 열팽창계수의 차이에 의한 열응력 발

생이 적어 부착력이 뛰어나며, 경도가 높고 내마모성과

내화학적 저항성이 뛰어난 장점을 갖추고 있다
1)

. 그러나

PEO 코팅 산화막은 기공이 많고 부스러지기 쉬워서

particle 발생이 극도로 제한되는 정밀기계, 반도체나 전자

부품에 적용하기 어려워 용도가 제한되고 있다고 알려지

고 있다.

PEO는 초기 인가전압의 크기, 전류량, pulse 폭, bipolar

전압의 유무와 상대적 크기, duration time 등 전기적 부

분에서의 공정 변수도 대단히 많다. 특히 이런 전기적 변

수는 전체 시스템의 저항값에 변화를 줄 수 있는 전해질

의 농도와 전해질 용액의 조성 성분과도 결합되어 형성

되는 산화피막에 다양한 영향을 준다. 전해질은 Na2Si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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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NaOH 전해질을 주성분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전해액에 포함되는 Si는 PEO 코팅을 두껍게 할 수

있으며, 코팅 층도 균일하게 만들어 주지만 코팅 층의 표

면에 foam-like structure를 형성하면서 높은 기공률과 그

로 인한 물성의 저하를 가져온다고 알려져 있다.
1)

PEO 기술의 단점 중의 하나는 고전압을 인가하는데 있

어서 전해액의 농도, 종류, 모재인 알루미늄의 조성 등에

따라서 조절이 쉽지 않은 단점이 있다. 물론 이런 변수들

에 대한 연구들이 있지만 상용적인 측면에서보다는 이론

적인 측면에서 이루어진 것이 대부분이다. 최근에는 반도

체 제조 공정용 pellicle frame에 PEO 기술이 적용되고 있

어 PEO 기술의 단점으로 지적되던 foam-like structure없

이 코팅이 가능함이 밝혀지고 있다.

알루미늄 PEO 산화피막의 결정상은 γ-alumina와 α-

alumina가 주된 결정상
1-12)
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유리질

상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고
5,13,14)

되고 있다. 이들 대부분

은 Na2SiO3를 주성분으로 하는 전해질을 사용하였으며 일

부 보고
4,6,11,14)

들은 인산염을 물유리와 혼합하여 사용하

고 있다. 인산염을 전해액에 포함하는 경우는 α-alumina

상이 증가한다고 보고
8)
하고 있다. 그 외 전해액에 사용되

는 Na2SiO3 성분에서 비롯된 Si가 산화피막에 포함되어

mullite (3Al2O3·2SiO2)와 같은 Al-Si-O계의 복합상도 생성

된다
15-17)
고 알려져 있다. 이런 연구 결과는 앞선 연구

18-20)

에서 물유리를 사용하여 얻어진 결과와 같은 것으로 해

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시판 알루미늄 합금 8종을 선택하여  PEO

처리를 거친 다음 산화표면을 분석하되, 앞선 연구
19,20)
에서

물유리를 전해액의 주성분으로 사용하였을 경우 표면산화

층에 존재하였던 η-alumina와 Al-Si-O계의 복합산화물들

이 인산염계 전해질을 사용하는 PEO 처리에서는 산화층

의 결정상과 성분이 어떻게 변하는지 알아보고 이런 전

해질 성분의 변화와 더불어 모재 금속의 합금 성분이 표

면 코팅 층의 물리적 성질과 결정학적인 측면에서 어떠

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관찰 하고자 하였다.

2. 실험방법

본 연구에 사용된 알루미늄은 판상 형태의 시판 알루미늄

합금을 구입하여 사용하였으며 조성 원소는 Table 1과 같다.  

이 중에서 ACD-7B와 ACD-12는 사출용 재료로서 주물

시 용탕의 흐름성을 좋게 하기 위하여 Si이 첨가된 것이

며, 실제 사출로 제품을 만들 시에는 Si 성분이 표면 등으

로 segregation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실제 상태에서의 PEO

coating성을 관찰하기 위하여 사출 성형한 원형 제품을 절

단하여 사용하였다. 실제 사출 성형된 ACD-7B와 ACD-12

는 표면에 용융된 금속 합금 흐름이 그대로 응고된 흔적

이 나타나고 있었다. 알루미늄 판재는 두께 2 mm 것을

50 mm × 50 mm로 가공하여 사용했으며, 사출재인 ACD 7B

와 ACD12는 ϕ 50 mm × t10 mm인 것을 사용하였다.

전해액은 0.8~1.0 wt% Na2P2O7과 CuNO3·3H2O 및

K2Cr2O7가 각각 0.5 wt% 포함된 수용액으로서 KOH를 pH

조절제로 사용하여 전체 농도는 2-3% 수준이었다. 사용

한 전해액은 별도로 보관하여 추후 동일한 시험에 사용

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장비는 n-PEC용 PEO 장치(MST

Technology사, Korea))로서 작동 전압 ~600 V, 작동 전류

~300 A의 장치로서 pulse를 조절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전

해조는 스테인레스 스틸을 전극판으로 사용하여 300 ×

300 × 500mm 크기로 제작하였으며, 전해질 용액의 농도

구배를 없앨 수 있도록 전해액 탱크 내부에 stirrer를 장

치하여 실험 중에 전해액이 충분히 교반될 수 있도록 하

였다. PEO 장비의 얼개는 Yerokhin 등
1)
이 자세히 설명하

고 있다.

두께 측정기는 Quanix 7500(Automation Dr. Nix사, Germany)

Table 1.  Typical Atomic Composition of Various Aluminum Alloys (wt%)

Elements
Mg Cu Mn Cr Si Zn Al

 Alloy

A-1100 <99.0

A-2024 1.2-1.8 3.8-4.9 0.3-0.9 balance

A-5052 2.2-2.8 0.15-0.35 balance

A-6061 0.8-1.2 0.15-0.4 0.04-0.35 0.4-0.8 balance

A-6063 0.45-0.9 0.2-0.6 balance

A-7075 2.1-2.9 1.2-2.0 0.18-0.35 5.1-6.1 balance

ACD-7B 4.5-6.0 balance

ACD-12 1.5-3.5 9.6-12.0 balance

KS D6701:2002 Aluminium alloy sheets and plates, stripes and coiled sheets

KS D2331:2003 Aluminium alloy ingots for die cas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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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사용하였으며, 표면조도는 SJ 301(Mitutoyo사, Japan),

표면경도는 Tukon 2100(Wilson Instrument사, U.S.A.)를

사용하였다. FE-SEM S-4700(Hitachi사, Japan)을 사용하여

미세구조를 관찰하였고 EDXA 7200H(Horiba사, Japan)를

사용하여 원소의 분포를 관찰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Table 2는 각 알루미늄 합금별 전압에 따른 세라믹 피막

형성 상태를 관찰한 것이다. 이때, ○표는 육안으로 관찰

하였을 때 양호한 피막이 형성되어 있는 것을 나타내며,

△표는 부분적으로 산화 피막이 형성되지 못하였거나, 표

면 상태가 좋지 못한 것을 나타내었다. 다만, 꼭 이런 조

건에서만 PEO 반응이 진행되는 것은 아니며, 인가하는

전압이나, 전류량, pulse, bipolar 전압, 전해질의 농도 등

을 조절함에 따라서 PEO 반응을 진행시킬 수는 있었지

만 앞선 연구 결과와 동일하게 조건을 유지하여 결과를

비교하고자 하였다.

이 결과에서 보면 대체적으로 A1100 및 A6000계열에

서 보는 것과 같이 합금 조성 상에서 알루미늄의 농도가

커질수록 안정된 전압 범위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으며,

알루미늄 합금 별로 적용 전압에 있어서 다소간의 차이

점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특히 Si를 합금 내에서 함유

하고 있는 ACD-7B 및 ACD-12의 경우 상당히 좁은 전압

범위에서만 유효한 coating이 일어나는 것을 관찰할 수 있

었다. 또한 Si를 함유하고 있는 경우에 더 높은 전압을 인

가할 때에 PEO 반응이 진행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결과를 앞선 Na-Si-O계 전해액을 사용한 경우
18,19)

와 비교하여 보면 종합적으로 양쪽의 결과는 비슷한 것

으로 해석이 될 수 있으나 인가전압이 10 V 정도 높은 경

향이 있음을 알 수 있고 안정한 전압 범위는 오히려 Na-

P-O계가 10 V~30 V 더 넓은 것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

로 물유리를 주성분으로 사용하는 Na-Si-O계의 전해액이

전압범위가 더 넓고 더 안정적일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그

렇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다만, 이 결과가 Si 성분의 영

향인지, 전해액 pH 조절제로 사용한 K와 Na의 차이 때

문인지 또는 막형성 속도를 높이기 위하여 추가된 금속

성분의 영향 때문인지는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Table 3은 산화피막 형성시간에 따른 두께와 표면 조도를

나타낸 것이다. 이 결과에서 보면 초기 10분 동안의 피막 형

성이 이후 10분 동안의 피막 형성 속도에 비하여 월등히 빠

른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경향은 물유리를 전해액으로

사용한 결과
19,20)
와 유사하다. 초기 10분 동안의 피막형성 속

도는 물유리를 전해액으로 사용한 경우 대개 2 µm/min 정도

인데 반하여 인산염을 사용한 경우 1.3-1.9 µm/min 수준이었

고, 이후의 피막 성장 속도는 물유리의 경우 0.7 µm/min 정

도로 성장 속도가 느려지는 것에 비해 안산염의 경우는

0.3~0.5 µm/min에 불과함을 알 수 있다. 

Si가 첨가된 사출 성형 합금계인 ACD-7B, ACD-12의

경우에는 피막 형성 속도가 다소 느리기는 하지만 다른

금속합금과 코팅속도가 별다른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

다. 물유리를 사용한 경우에는 ACD-7B, ACD-12의 피막

형성 속도가 다른 합금계에 비하여 늦은 것
19,20)
을 알 수

있었다.

Table 2. Formation of PEO Coating Layer with Various Applied Voltage in Na-P-O System Metal Salts Electrolyte. Note that ○ Me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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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olt

Alloy
350 360 370 380 390 400 410 420 430 440 450 460 470 480 490

A-1100 × △ △ ○ ○ ○ ○ ○ △ ×

A-2024 × △ ○ ○ ○ ○ ×

A-5052 × ○ ○ ○ ×

A-6061 × △ △ ○ ○ ○ △ ×

A-6063 × △ ○ ○ ○ ○ ×

A-7075 × △ ○ ○ ○ ×

ACD-7B × △ ○ ○ △ ×

ACD-12 × △ △ ○ ○ ×

Table 3. Thickness and Surface Roughness of PEO Coating

Layer  with Different Aluminum Alloys

Properties Thickness (µm) Ra50 (µm)

Time 10 min 20 min 10 min 20 min

A-1100 16 21 1.12 1.68

A-2024 13 18 1.02 1.03

A-5052 19 21 1.20 1.48

A-6061 15 18 1.02 1.20

A-6063 14 18 1.09 1.84

A-7075 17 20 1.29 1.03

ACD-7B 15 19 1.15 2.00

ACD-12 14 16 1.01 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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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면 거칠기는 물유리로 산화피막을 형성시킨 것에 비

하여 훨씬 낮아짐을 알 수 있다. 또한 대부분의 경우에는

PEO 처리시간이 길어지면 표면 거칠기가 증가하는데 비하

여 A2024, A7075 합금의 경우에는 10분간 PEO 처리를 한

표면보다 20분간 PEO 처리한 산화피막의 표면 거칠기의

변화가 거의 없거나 오히려 더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지만, 인산염을 주로 한 전해액으로 PEO 처리를

하였을 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산화피막의 형성 속도가

시간에 따라 점점 줄어들면서 일정 두께 이상으로는 성

장이 진행되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300분 이상

의 장시간 처리에서도 최대 23 µm 부근까지만 산화피막

을 형성시킬 수 있었다. 

이것은 막 형성 초기에는 알루미늄 합금 표면에서 전

해액과의 반응으로 산화 피막이 쉽게 형성되지만, 이후

피막의 두께가 두꺼워질수록 확산 거리(diffusion path)가

늘어나고, 전기저항 값이 커지기 때문에 더 큰 전류가 인

가되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다. 

산화 피막 형성 속도 및 표면 거칠기의 변화를 앞의 연

구 결과들
19,20)
과비교하여 살펴보면 전체적인 산화피막형

성 속도는 금속염과 인산염을 주성분으로 하는 전해액이

Na2SiO3 물유리를 기본으로 하는 전해액보다 느린 것을

알 수 있고, 표면 거칠기는 대체적으로 인산염 전해액을

사용한 경우가 훨씬 낮은 값을 갖는다. 전체적으로는 산

화 피막의 형성 속도가 느릴수록 표면 거칠기가 감소하

여 더 매끈한 표면을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와 앞선 연구
19)
의 결과를 비교하여 보면 물유리

를 포함하지 않는 전해액을 사용하는 경우 표면 거칠기

가 작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피막의 형성속도가

느릴 경우 표면 부근에서의  기공형성이 그다지 많지 않

음을 알 수 있다. Yerokhin 등
1)
은 전해액 중에서 규산염

의 농도가 5-30% 수준으로 높아지면 생성되는 산화 피막

의 두께가 두꺼워지고, 균일해지기는 하지만 주로 비정질

상이 형성되고, 기공이 많아져서 기계적 성질이 떨어진다

고 보고한 것과 같은 의미를 가지는 결과라고 할 수 있

겠다.

이런 현상은 전해질 내에 Si의 유무에 따라 나타내는

현상이지만, 본 실험에서와 같이 알루미늄 합금 모재에

Si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전해질에 존재하는 Si의 경우와

는 전혀 다른 거동을 나타내는 것으로 알 수 있다. 합금

모재의 성분으로 Si가 9.6%~12.0% 수준으로 다량 존재하

는 ACD-12 알루미늄 합금의 경우에는 오히려 산화 피막

의 표면 거칠기가 제일 작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ACD-

12 알루미늄 합금의 표면 거칠기가 작은 이유는 표면 거

칠기가 Si의 함량에 의존하기보다는 산화피막의 성장속도

에 더 의존하며 Si 성분이 전체 산화물 시스템의 용융온

도를 낮추면서 유리상을 형성하여 전체적으로 표면 거칠

기를 낮추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뿐만 아니라 산화 피막

의 두께가 두꺼워질수록 발생하는 plasma가 불규칙하게

되면서 표면에 많은 기공이 형성되어 foam-like structure

를 갖기 때문
1)
에 산화피막의 두께가 두꺼워질수록 표면

거칠기도 같이 증가하는 경향
1,6)
이 보고되고 있고, 인산

염 전해액을 사용한 경우 전체 코팅 층의 두께가 얇기 때

문에 산화표면 거칠기가 작아지는 원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Table 4는 Cr과 Cu 금속염과 인산을 전해질로 하는 산

화 피막을 각각 10분 및 20분씩 형성시킨 층의 경도를 측

정한 것이다. 이 결과에서 보면 A-1100과 A-6063 두 합

금을 제외하고는 앞에서의 물유리를 기본으로 하는 전해

액을 사용하여 형성한 산화 피막
19)
에 비하여 경도가 훨

씬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특징적으로 10분 동안

산화피막을 형성시켰을 때 물유리 전해액에서는 경도의

증가가 그다지 뚜렷하지 않았는데 비하여 인산염을 전해

액으로 사용한 피막에서는 10분 경과하였을 때 경도의 증

가가 대폭 일어나며, 이후 20분 동안 산화 피막을 형성시

킨 경우에는 앞서의 경우와 대비하여 경도의 증가 폭이

그다지 크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런 현상은 산화피막 층이 두꺼워질수록 기공이 많은

층이 형성되고, 그에 따라 경도가 감소하는 현상으로 해

석할 수 있다. 산화피막의 성장 속도가 물유리 전해액보

다 느린 인산염 전해액속에서 성장한 산화피막이 기공의

발달이 늦고 그로 인하여 훨씬 치밀한 조직과 높은 경도

를 갖는 경우로 해석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Fig. 1은 A-2024 알루미늄 합금을 20분 동안 PEO 처리

한 샘플의 단면을 SEM으로 관찰한 것이다. 

기존의 연구에서 PEO로 형성된 산화피막의 바깥 부분

은 기공이 많은 층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고
1,9,10)
되고 있

으나 이 사진에서는 노출된 PEO 산화피막의 표면 부근

의 조직이나 금속간의 계면에서도 기공이 거의 발달되어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은 앞선 연구
19,20)
에서 얻어진 결과와 같이 본

실험의 PEO 반응 진행시 알루미늄 금속과 산화피막 부

근의 온도가 450
o
C에서 650

o
C사이로 추측되며, 800

o
C 이

Table 4.  Hardness of PEO Layer Coated in Phosphate Electrolyte

Properties Hardness(Hv)

Time 0 min 10 min 20 min

A-1100 50.7 69.5 72.0

A-2024 163.3 212.6 254.9

A-5052 81.8 104.2 172.1

A-6061 123.5 193.6 224.7

A-6063 85.4 93.8 97.3

A-7075 191.2 282.9 294.3

ACD-7B 93.5 178.4 198.3

ACD-12 147.8 329.2 3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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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에 생성되는 δ-alumina 또는 θ-alumina나 450
o
C γ-

alumina, 혹은 1050
o
C이상에서 생성되는 α-alumina를 관

찰한 다른 연구자들
1-18)
의 실험 조건보다 상대적으로 낮

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이런 낮은 공정 온도는 PEO 산

화 피막의 물성을 증진시키는 α-alumina상의 생성량을 떨

어뜨려서 PEO 산화 피막의 경도나 내마모성 부분에 대

하여서는 다소 불리하게 작용하지만
1,9-11)

 대신에 표면에 다

량 생성되는 기공
1,4)
을 대폭 감소시킴으로써 표면 기공률을

줄이고 거칠기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사진에서도 앞선 연구
18-20)
와 같이 PEO에 의하여 형

성된 산화피막과 알루미늄 합금의 계면이 결함(defect)이

나 불일치(mismatch)없이 잘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

산화 피막의 두께도 전체 범위에 걸쳐서 균일하게 이루

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Fig. 2는 A-2024 알루미늄 합금을 10분 동안 처리하여

얻어진 시편의 단면의 전자현미경 및 EDX로 관찰한 결

과이다. 사진 위쪽의 그래프는 알루미늄의 존재량을 상대

적으로 나타내고 있고, 아래쪽의 그래프는 산소의 상대적

인 존재량을 나타내고 있다.

이 결과에서 알루미늄 합금의 표면에 산화피막이 형성

되어 있고 알루미늄 합금과 PEO 산화 피막의 계면에서

알루미늄의 농도와 산소의 농도 변화가 약간의 기울기를

갖고 변화하고 있는 중간층(intermediate layer)
1)
가 존재하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 그림에서도 앞서의 Fig. 1에서와 마찬가지로 아

무런 기계적 가공을 하지 않은 PEO 처리된 표면의 상태

를 보여주고 있으며, PEO 산화 피막의 내부에 기공이 존

재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4. 결  론

Na2P2O7계를 주로 하여 Cu 및 Cr 등을 포함하는 금속

염과 pH 조절제로 KOH를 첨가한 전해액을 사용하여 A-

1100, A-2024, A-5052, A-6061, A-6063, A-7075, ACD-

7B 및 ACD-12 알루미늄 합금에 대하여 플라즈마 전해산

화 하여 산화 피막을 형성시킨 다음 산화피막의 물성을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시판되는 8종의 알루미늄 합금들에 대하여 조성에

상관없이 Na2SiO3를 전해액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비하여

Na2P2O7계를 전해질로 하여 PEO 산화 피막을 형성시킬

경우 전체적인 산화피막의 형성 속도와 산화피막 형성 두

께는 낮아짐을 알 수 있었다. 

2. 산화피막의 형성속도가 늦어짐에 비례하여 PEO 산화

피막의 표면에 존재한다고 알려져 있는 기공의 형성은 줄

어드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이에 따라 표면 거칠기도 작

아져서 Ra(50) 1 µm 내외의 우수한 물성을 얻을 수 있었다.

3. 또한 Na2SiO3를 전해액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비하여

Na2P2O7계를 전해질로 사용하는 경우에 표면 경도가 더

높은 값을 얻을 수 있었다. 이는 전체적으로 인산염을 전

해액으로 사용하는 경우 막 성장속도가 늦고, 기공이 발

달되지 않아서 조직이 치밀해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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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canning Electron Micrography of PEO coated Al-1100

alloy. The dense aluminum oxide layer approximately

20 µm thick was formed at surface of Al metal. Note that

the interface between Al alloy and aluminum oxide is

clean and well-matched, and the surface of coated oxide

layer is clean without foam-like layer.

Fig. 2. Scanning Electron Micrography and EDX result of 10

min. PEO treated Al-2024 alloy. The upper graph

shows Al contents, and the lower graph reveals oxygen

contents. From this result, the aluminum oxide layer

approximately 15 µm thick was formed at the surface

of Al alloy. Note that at the interface between Al alloy

and aluminum oxide there is no defect.



246 김배연·김정곤·이득용·전민석·김용남·김성엽·김광엽

한국세라믹학회지

REFERENCES

1. A.L. Yerokhin, X. Nie, A. Leyland, A. Matthews, and S.J.

Dowey, “Plasma Electrolysis for Surface Engineering”,

Surf. Coat. Technol., 122 73-93 (1999).

2. X. Nie, A. Leyland, H.W. Song, A.L. Yerokhin, S.J. Dowey,

and A. Matthews, “Thickness Effects on the Mechanical

Properties of Micro-arc Discharge Oxide Coatings on Alu-

minum Alloys”, Surf. Coat. Technol., 116-119 1055-60

(1999).

3. X. Nie, E.I. Meltis, J.C. Jiang, A. Leyland, A.L. Yerokhin,

and A. Matthews, “Abrasive Waer/corrosion Properties and

TEM Analysis of Al2O3 Coatings Fabricated Using Plasma

Electrolysis”, Surf. Coat. Technol., 149 245-51 (2002).

4. A.L. Yerokin, A. Shatrov, V. Samsonov, P. Shahkov, A. Pilk-

ington, A. Leyland,  and A. Matthews, “Oxide Ceramic

Coatings on Aluminium Alloys Produced by a Pulsed Bipo-

lar Plasma Electrolytic Oxidation Process”, Surf. Coat.

Technol., 199 150-57 (2005).

5. H. Kalkanci and S.C. Kurnaz, “The Effect of Process Param-

eters on Mullite-based Plasma Electrolytic Oxide Coatings”,

Surf. Coat. Technol., 203 15-22 (2008).

6. F.-Y. Jin, K. Wang, M. Zhu, L.-R. Shen, J. Li, H.-H. Hong,

and P. K. Chu, “Infrared Reflection by Alumina Films Pro-

duced on Aluminum Alloy by Plasma Electrolytic Oxi-

dation”, Mater. Chem. Phys., 114 398-401 (2009).

7. Y.-J. Oh, J.-I. Mun, and J.-H. Kim, “Effect of Alloying Ele-

ments on Microstucture and Protective Properties of Al2O3

Coatings Formed on Aluminum Alloy Substrates by Plasma

Electrolysis”, Surf. Coat. Technol., 204 141-48 (2009).

8. G. Lv, W. Gu, H. Chen, W. Feng, M. L. Khosa, L. Li, E.

Niu, G. Zhang, and S.-Z. Yang, “Characteristic of Ceramic

Coatings on Aluminum by Plasma Electrolytic Oxidation in

Silicate and Phosphate Electrolyte”, Appl. Surf. Sci.,  253

2947-52 (2006).

9. W. Xue, Z. Deng, R. Chen, T. Zhang, and H. Ma, “Micro-

structure and Properties of Ceramic Coatings Produced on

2024 Aluminum Alloy by Microarc Oxidation”, J. Mater.

Sci., 36 2615-19 (2001)

10. J. Tian, Z. Luo, S. Qi, and X. Sun, “Structure and Antiwear

behavior of Micro-arc Oxidized Coatings on Aluminum

Alloy”, Surf. Coat. Technol., 154 1-7 (2002).

11. E. Arslan, Y. Totik, E.E. Demirci, Y. Vangolu, A. Alsaran,

and I. Efeoglu, “High Temperature Wear Behavior of Alu-

minum Oxide Layers by AC Micro Arc Oxidation”, Surf.

Coat. Technol., 204 829-33 (2009).

12. G. Sundararajan and L. Rama Krishna, “Mechanisms Under-

lying the Formation of tHick Alumina Coatings Through the

MAO Coating Technology”, Surf. Coat. Technol., 167 269-

77 (2003).

13. J.A. Curran and T.W. Clyne, “The Thermal Conductivity of

Plasma Electrolytic Oxide Coatings on Aluminum and Mag-

nesium”, Surf. Coat. Technol., 197 177-83 (2005).

14. J.A. Curran and T.W. Clyne, “Thermo-physical Properties of

Plasma Electrolytic Oxide Coatings on Aluminum”, Surf.

Coat. Technol., 199 168-76 (2005).

15. K. Wang, B.H. Koo, C.G. Lee, Y.J. Kim, S. Lee, and E.

Byon, “Effects of Hybrid Voltages on Oxide Formation on

6061 Al-Alloys During Plasma Electrolytic Oxidation”,

Chin. J. Aeronautics, 22 564-68 (2009).

16. K. Wang, B.H. Koo, C.G. Lee, Y.J. Kim, S. Lee, and E.

Byon, “Effects of Electrolytes Variation on Formation of

Oxide Layers of 6061 Al Alloys by Plasma Electrolytic Oxi-

dation”, Trans. Nonferrous Met. Soc. China, 19 866-70

(2009).

17. J.A. Curran, H. Kalkanci, Yu. Magurova, and T.W. Clyne,

“Mullite-rich Plasma Electrolytic Oxide Coatings for Ther-

mal Barrier Applications”, Surf. Coat. Technol., 201 8683-

87 (2007).

18. B.-Y. Kim, D. Y. Lee, Y.-N. Kim, and M.-S. Jeon, W.-S.

You, and K.-Y. Kim, “Analysis of Oxide Coatings Formed

on Al 1050 Alloy by Plasma Electrolytic Oxidation”, J. Kor.

Ceram. Soc., 46 [3] 295-300 (2009).

19. B.-Y. Kim, D. Y. Lee, Y.-N. Kim, M.-S. Jeon, W.-S. You,

and K.-Y. Kim, “Effect of Al Alloy Composition on Phys-

ical and Crystallographical Properties of Plasma Electrolytic

Oxidized Coatings. I. Physical Properties of PEO layer”, J.

Kor. Ceram. Soc., 47 [4] 256-61 (2010).

20. B.-Y. Kim, D. Y. Lee, M. C. Shin, H.-G. Shin, B -K. Kim,

S. Yo. Kim, and K. Y. Kim, “Effect of Al Alloy Com-

position on Physical and Crystallographical Properties of

Plasma Electrolytic Oxidized Coatings  II. CrYstallographic

Analysis of PEO Layer”, J. Kor. Ceram. Soc., 47 [4] 283-89

(20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