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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cently, consumption of magnesium alloys has increased especially in the 3C (computer, communication, camera)

and automobile industries. The structural application of magnesium alloys has many advantages due to their low densities, high

specific strength, excellent damping and anti-eletromagnetic properties, and easy recycling. However, practical application of

these alloys has been limited to narrow uses of mild condition, because they are inferior in corrosion resistance and wear

resistance due to their high chemical reactivity and low hardness. Various wet and dry processes are being used or are under

development to enhance alloy surface properties. Various conversion coating and anodizing methods have been developed in

a view of eco-friendly concept. The conventional technologies, such as diffusion coating, sol-gel coating, hydrothermal treat-

ment, and organic coating, are expected to be newly applicable to magnesium alloys. Surface treatments for metallic luster or

coloring are suggested using the control of the micro roughness. This report reviews the recent R&D trends and achievements

in surface treatment technologies for magnesium allo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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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마그네슘 및 마그네슘합금(이후 “마그네슘”으로 통칭

함)은 경량으로 비강도가 클 뿐 만 아니라 진동감쇄능

과 전자파 차폐성이 우수하고 저융점으로 용해가 용이하

여 자동차, 항공기, 휴대전화, 노트북 컴퓨터, 스포츠용품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이용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그

러나 마그네슘은 표준전극전위가 −2.37 V로 매우 낮은 비

(base)한 활성금속이기 때문에 산성에서 약알칼리성 영역

에 걸쳐 쉽게 산화되며 표준전극전위가 높은 다른 금속

과 접촉하면 부식되는 등 내식성이 약하고, 경도가 낮기

때문에 내마모성이 약한 것이 결점이다. 이러한 이유 때

문에 마그네슘은 많은 장점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용화가 크게 제한받고 있다. 

마그네슘의 내식성 향상을 위해 공업적으로 이용되는

표면처리 방법으로는 화성처리법(chemical conversion),

양극산화법(anodizing), 전기도금법(electro-deposition), 도

장법(painting) 등이 실용되고 있으며, 이중 작업이 용이

하고 저비용으로 대량처리가 가능한 화성처리법과 양극

산화법이 가장 많이 실용되고 있다. 소재를 처리액에 침

지시켜 이때 발생하는 전기화학적 반응(cathod반응)을 이

용하여 피막을 형성시키는 화성처리법은 내식성과 도장

밀착성의 향상에 유효하나 처리액에 함유되는 크롬계와

같은 유해물질의 대체를 위하여 과망간산나트륨, 인산나

트륨 등의 비크롬계 처리액으로 전환되고 있다. 전해질

용액에 외부전원을 가하여 마그네슘(+극)에 산화물이나 금

속염 피막을 형성시키는 양극산화법은 비교적 두꺼운 피

막층의 형성이 가능하며 여기에서도 불산계와 크롬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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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하는 환경친화적 전해액이 개발되어 실용되고 있으

며 플라스마를 이용하는 양극산화법도 개발되었다. 최근

휴대폰이나 노트북 PC에 마그네슘의 용도가 증가함에 따

라 전자파 차폐나 전자회로의 대전 방지를 위한 전도성

피막의 형성방법, 디자인성을 고려한 광택이나 착색을 위

한 표면처리법도 등장하고 있다. 또 금속재료나 세라믹

재료에 적용되고 있는 확산코팅법, 졸겔법, 유기코팅법 등

을 마그네슘합금에 적용하는 연구결과도 다수 발표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자동차, 전자, 통신기기 등 마그네슘의 이

용을 필요로 하는 산업이 발달해 있는 만큼 이들 산업

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마그네슘의 취약한 내

식성을 개선할 수 있는 표면처리기술의 개발이 요구된

다. 본 보고에서는 세계적으로 개발되고 있는 마그네슘

의 표면처리기술에 관한 주요 개발사례와 최근의 연구

개발 동향을 소개한다. 

2. 화성처리 및 양극산화

2.1 화성처리(chemical conversion)

마그네슘의 화성처리법으로는 Dow Chemical사가 개발

한 크롬산 용액을 이용하는 크로메이팅법(DOW1, 7, 20,

21)이 많이 실용되어 왔으나 용액중의 Cr2O7
2−이온에서

생성된 6가 크롬(CrO3)이 표면피막에 함유되어 이의 사

용이 규제됨에 따라 Cr-free 화성처리 용액이 개발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KMnO4 함유 용액을 이용하는 화

성처리법에서는 비정질 Mg산화물(또는 수산화물)과 Mn

산화물(또는 수산화물)이 표면피막으로 형성된다. 특히

Na2B4O7와 HCl을 함유하는 KMnO4용액에서는 피막 중

에 보론산화물도 생성되어 크로메이팅법에 필적하는 부

식저항을 가지며, 표면피막의 품질에 중요한 영향을 미

치는 pH의 변화도 거의 없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 크

로메이팅의 우수한 내식성을 자동차 부품에 활용할 목

적으로 Cr6+대신 무해한 Cr3+이온을 이용하는 처리용액

으로 NH4+이온과 PO4
3−이온을 각각 1 g/L, 10 g/L 씩 혼

합한 (NH4)2SO4 + H3PO4 용액도 보고되고 있다.2) 

금속인산염은 물에 불용성이고 화학적으로 안정하며 내

열성이 있어 화성처리 방법으로 유망하지만 부식저항이

크로메이팅보다 낮은 것이 결점이다. 이를 개선하는 방법

으로 인산염 처리와 스팀처리를 결합한 복합공정에 의하

여 마그네슘 수산화물(Mg(OH)2)과 인산염(NH4Mg(PO4)·

H2O)의 복합피막을 형성시키는 방법도 개발되었다.3) Fig.

1에 5 wt% NaCl용액에 30분 침지한 경우의 분극곡선을

나타내었는데, 인산염 5 wt% 및 20 wt% 용액에서 처리

한 AZ31합금의 부식전위(Ecorr)는 각각 −1057 mV, −1263

mV로 미처리재의 −1520 mV보다 크게 낮고, 부식전류밀

도(jcorr)도 8.48~9.96 × 10−9 A/cm2 로서 미처리재의 7.25 ×

10−5 A/cm2 보다 4차수(order)나 낮아 부식저항이 크게 향

상됨을 알 수 있다. 순수한 Mg, AZ31합금, AZ91E합금

등은 용융염 침지에서 초기에 일반적인 부식이 일어나

고 이어서 부식반응에 수반하는 수소 기포의 발생과 함

께 섬유상의 필리폼 부식(filiform corrosion)이 일어난다.

이를 방지하는 기술로서 (1~10)% NaCl + 10 % NaOH

용액(pH 12)에서 부식처리 후에 673~773 K의 공기 중

에서 열처리(corrosion-oxidation) 하면 알칼리 용액에서

생성된 Mg(OH)2피막이 산화열처리에서 MgO로 변화하

여 Fig. 2에서와 같이 필리폼 부식이 억제된다.4) 

2.2 양극산화(anodizing)

양극산화의 경우에도 친환경의 관점에서 종래의 크롬

/불화물계 전해액으로부터 인산계, 규산나트륨계, 과망간

산칼륨계 전해액으로 전환되고 있다. 인산암모늄 전해액

을 사용하는 경우 양극피막에서 검출되는 Mg3(PO4)2는

내식성 향상에 기여하고 암모니아, 알콜류, 아민류 등의

첨가는 방전스파크에 의한 피막의 평탄화와 치밀화에 기

여한다.5) 또 인산염 전해액의 경우 Al을 함유하는 마그

네슘합금에는 MgO, MgAl2O4, Mg3(PO4)2의 저융점 복

Fig. 2. The times for occurring filiform corrosion on specimens of

3N.Mg and AZ31 alloy suffered various treatments.

Fig. 1. Potentiodynamic polarization curves of untreated AZ31,

sample immersed in 5 wt.% NaCl aqueous 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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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화합물 피막이 형성되어 응고과정에서 가스배출이 용

이하게 되므로 Al함량이 높을수록 Fig. 3에서와 같이 기

공이 적은 치밀한 피막이 형성된다.6) 알루민산 이온을 함

유하는 인산염 용액에서는 알루미늄의 양극산화에서 보는

알루마이트(alumite) 피막과 유사한 코팅층을 형성하며, 미

량의 규산염의 첨가로 내식성이 크게 향상된다.7,8) 또

KOH + Al(OH)3 혼합용액을 이용하여 5분 전해 → 1분

단전의 파형을 반복 하면 낮은 전압에서도 내식성이 크

게 향상된다.9) 이 외에 내식성과 피막밀착성을 동시에 향

상시키는 방법으로 인산용액에 의한 화성처리 → (K2SiO3 +

KOH + KF)전해액에 의한 양극산화 → 100 oC H2O봉공처

리를 실시하는 다단공정으로 forsterite(Mg2SiO4)를 형성

시키는 방법,10) 전자기기의 전자파 차폐와 전자회로의 대

전 방지를 위해 인산수용액과 암모니아수의 혼합용액을

이용하는 양극산화에 의하여 0.4 Ω 이하의 도전성 피막

을 얻는 방법도 개발되었다.11)

최근 양극산화의 영역을 초월하는 수백 볼트의 고전압

에서 스파크방전을 수반하는 불연속적인 산화반응을 이

용하는 플라스마 전해산화법(PEO : Plasma Electrolytic

Oxidation)이 주목되고 있다. 두 전극 사이에 고전압을 가

하면 Fig. 4와 같이 양극산화 영역에서 전압이 직선적

으로 상승한 후 전해액에 침지한 소재에서 미세한 방전

으로 절연파괴의 진동이 일어나는 MAO(Micro Arc Oxi-

dation) 영역에 도달한다. MAO영역에서는 비교적 두꺼운

다공성 피막이 형성되어 내마모성, 내식성, 내열성 등을

위한 표면처리법으로 이용이 기대된다. Fig. 5은 AZ91D

합금을 K2ZrF6(10 g/l)-Na2SiO3(10 g/l)-KOH(4 g/l) 전해액

(pH 12.86)에서 300 V의 전압을 5분간 가하여 형성시킨

피막의 표면 및 단면 사진으로 PEO 특유의 전형적인 다

공질 피막을 보여준다. 산화층은 불과 5분 만에 12.9 µm

으로 성장하여 표면근방의 기공층(outer layer)과 치밀한

내부 피막층(inner layer)을 형성하며, Mg2SiO4, ZrO2,

MgF2, SiO2성분으로 구성된 복합피막은 60 oC에서도 내

Fig. 3. Cross-sectional secondary electron images of specimens showing anodized layers on various magnesium alloys. (a) AZ10(0.9 %Al),

(b) AZ31B(2.87 %Al), (c) AZ61(6.26 %Al) and (d) AZ91D(9.1 %Al).

Fig. 4. Variation of electrolytic voltage with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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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성이 우수하다.12) 

다공성 PEO피막의 기공을 내식재료로 충전시키는 방

법으로 계면활성제를 첨가한 알칼리성 인산염 전해질 용

액에 PTFE(Polytetrafluoroethylene) 나노입자를 분산시켜

펄스전원에서 피막을 형성하는 PEO법도 보고되고 있다.13)

전해질에 함유된 PTFE나노입자는 피막층의 미세기공에

쉽게 침투하므로 Fig. 6에서와 같이 PEO만 실시한 피

막에 비하여 치밀한 피막을 형성하여 내식성이 향상된

다. 또 PTFE성분의 소수성과 윤활효과가 작용하여 내마

모성이 향상되고 수분에 취약한 마그네슘의 내식성 향

상에도 효과가 있다.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Na2SiO3계

전해질을 이용하는 CeO2입자 함유 PEO코팅법,14) SNAP

(Self-Assembled Nanophase Particle)용액을 이용하는 PEO

+ SNAP코팅법15) 등이 보고되고 있다. 이 외에도 PEO법

에 관한 최근의 연구로서 KOH함유 알칼리성 실리케이

트 전해질에서 PEO피막의 내식성에에 미치는 각종 첨

가제(NaAlO2, Na2B4O7, Na3PO4, K2TiF6, CO(NH2)2 등)

의 영향,16) PEO피막 + Polymer피막 복합층의 내식성,17)

PEO피막의 내식성에 미치는 전류모드와 방전형식의 영

향,18) PEO피막의 봉공(pore filling)을 위한 나노결정 졸

겔층 형성효과,19) 레이저에 의한 사전처리 PEO피막의 미

세조직과 내식성20) 등 다양한 아이디어를 검증하는 결과

가 발표되고 있다. PEO법에 의한 코팅기술은 국내의 대

학 및 기업에서도 활발하게 연구되어 논문이나 특허기

술로 발표되고 있다.21,22) 

3. 확산코팅(diffusion coating)

확산코팅은 다른 상(phase)과 접촉시킨 상태에서 확산

하는 코팅 성분과 소재성분과의 열화학적 반응을 이용하

여 피막물질을 형성시키는 표면처리법으로 피막과 기재

사이의 강한 금속결합으로 밀착력이 우수하고 내열성, 내

마모성, 전기전도성, 전자파 차폐성, 열전도성 등의 특성

제어가 가능하다. 마그네슘의 확산코팅에는 Al이 많이 이

용된다. Al은 Mg와 내식성, 내마모성이 우수한 금속간

화합물(Mg17Al12, Mg2Al3 등)을 용이하게 생성하고, AZ91,

AZ30 등 수요가 큰 마그네슘합금은 3~10 %의 Al을 함

유하므로 재활용성도 우수하기 때문이다. Al의 확산에 의

한 금속간화합물 피막의 형성과정은 Fig. 7과 같이 Mg-

Al의 공정온도(437 oC) 이하에서는 Al의 표면확산으로

Mg-Al고용체가 형성되고, 표면의 Al농도 증가에 따라 γ-

Mg17Al12 금속간화합물이 생성되며, Al이 평형농도 이상으

로 증가하면 β-Mg2Al3이 생성된다. 437 oC 이상에서는 공

정반응으로 Mg + Mg17Al12의 2상 구조로 되거나 Mg17Al12

Fig. 5. (a) Surface and (b) cross-sectional morphologies of the coatings formed by PEO in K2ZrF6-Na2SiO3-KOH electrolytes.

Fig. 6. SEM cross-sectional morphologies for PEO coating (a) and PTFE-containing PEO coating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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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 불연속적으로 분포한다.23) 대표적인 마그네슘의 확

산코팅법에는 팩 시멘테이션(PC)법, 용융염법, 2단공정법

등이 보고되고 있다.

PC법은 금속분말 중에 기재를 묻고 가열하여 기재 표

면으로 분말원소를 확산시켜 피막을 형성하는 방법으로 장

치가 간단하고 공정비가 적게 들며 복잡한 형상의 부품

에 적용이 용이하다. Al분말을 이용하는 AZ91D합금의 확

산코팅에서는 450 oC에서 1시간 처리로 두께 750 µm의

(δ-Mg + γ-Mg17Al12)피막이 형성되어 경도가 Fig. 8과 같

이 현저하게 향상된다.24) Fig. 9는 AZ91D합금을 420 oC

에서 1.5시간 처리하여 얻은 피막의 Nyquist 선도로서 분

극저항의 크기를 나타내는 용량성 루프(capacitive loop)

의 직경은 Al확산 처리재가 미처리보다 현저하게 커서

부식저항이 크게 향상됨을 보이고 있다.25)

확산온도를 낮추어 피막을 효과적으로 형성시키는 방

법으로서 Fig. 10과 같이 Al + Zn 혼합분말을 이용하면

Al-Zn고용체의 형성과 표면에서 Mg-Al-Zn 3원 합금의

생성으로 융점이 낮아져 Al/Zn 분말층과 Mg기재 사이

에 농도구배가 생겨 확산이 용이해 진다. 이 결과 표면

근방에는 내식성이 우수한 Al/Zn-rich τ상이, 기재 측에

는 Mg-rich β상이 생성된다.26) Zn의 첨가는 Al분말의

소결을 방지하는 효과도 있으며 Al분말에 에틸렌 글리

콜을 첨가하면 Al분말이 페이스트와 같이 되어 기재와의

밀착성을 증진시킨다. Al분말에 NH4Cl이나 ZnCl2와 같

은 할로겐화물 활성제(activator)를 첨가하여 활성화Al을

석출시켜 Mg17Al12, MgZn2, Zn3Mg7의 복합피막을 형성

시키는 할라이드 활성화법(HAPC),27) 진공 중에서 처리

하여 확산온도를 400 oC로 낮추어 β-Mg17Al12를 주성분

으로 하는 피막을 형성시키는 진공 알루미나이징법도 제

안되고 있다.28)

용융염법은 할로겐화물의 용융염욕 중에 재료를 침지

하여 내식피막을 형성하는 방법이다. 융점이 낮은 AlCl3 +

NaCl 혼합염을 사용하는 경우 (1)식 및 (2)식의 반응으

Fig. 9. Electrochemical AC impedance spectra of coated and un-

coated AZ91D in 5 % NaCl solution.

Fig. 10. schematic steps of diffusion coating process by Al-Zn

powder.

Fig. 7. Schematic diagram of the growth of the surface layer on Mg

during the diffusion coating.

Fig. 8. Hardness distribution of the depth direction of aluminized

la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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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생성된 Al의 석출과 확산에 의하여 Mg-Al계 금속간

화합물 피막이 형성된다. 반응(2)가 일어나는 523~673 K

에서 ∆G ≪ 0 이므로 Al의 확산은 팩 시멘테이션 보다

약 100 oC나 낮은 온도에서 일어나는 것이 특징이다.

AlCl3 + NaCl → NaAlCl4 (1)

3Mg + 2NaAlCl4→ 2Al + 3MgCl2 + 2NaCl (2)

팩 시멘테이션의 경우 저온에서는 Al분말로부터 활성

Al은 생성되기 어려우므로 고온처리에 의하여 피막은 불

연속적인 공정조직(α-Mg + γ-Mg17Al12)을 갖게 되나 용융

염법에서는 저온에서도 활성 Al이 생성되므로 Al과 Mg의

상호확산이 일어나 연속적인 금속간화합물이 생성된다.29) 

2단공정법에는 표면을 기계적으로 마손시키는 SMAT

(surface Mechanical Attrition Treatment) 처리로 표면에

나노결정립층을 형성한 후 PC법을 실시하는 방법이 보

고되고 있다. SMAT처리에 의해 반복되는 소성변형으로

표면에는 약 1500 µm 두께의 변형층이 형성되고, 약

100 µm 두께의 최표면에는 평균 30 ± 5 nm의 초미세 나

노결정립층이 생성되어 경도는 벌크의 약 2배에 달하고,

AZ91D합금의 경우 확산코팅 온도는 380 oC까지 낮아진

다.30,31) Fig. 11은 400 oC의 확산코팅에서 생성된 피막의

미세조직으로 A영역 및 B영역은 γ-Mg17Al12와 Mg고용

체가 공존하며, C영역은 Mg고용체 단상이다. 나노결정

립층인 A영역의 γ-Mg17Al12농도는 B영역보다 높고, B영

역에서는 γ-Mg17Al12와 Mg고용체가 펄라이트와 같은 층

상조직으로 되어 내마모성이 증가한다.32) 이외에 스프레

이법으로 피막층을 형성한 후 열처리에 의한 상호확산

으로 기재 성분과 코팅성분의 접착강도와 내식저항을 향

상시키는 2단 공정법도 제안되고 있다.33,34) 이와 같은 2

단공정법은 결함의 제거, 접착강도와 부식저항의 증대에

유효하여 실용기술로서의 발전이 기대된다.

4. Sol-gel 코팅법

졸겔 코팅법은 졸겔용액에 피코팅재를 침지한 후 건조

하여 가열하는 단순한 조작으로 피막을 형성하는 방법

이다. 유기물의 증발이나 분해가 없고, 액상의 전구체를

이용하므로 복잡한 형상에도 박막 형성이 가능하여 산화

물의 코팅법으로 이용되어 왔다. 마그네슘에는 ZrO2, SiO2

를 위시한 각종 산화물의 졸겔 코팅 효과가 보고되고 있

다. Fig. 12에 세정공정, 불산처리에 의한 활성화 공정, 졸

겔 처리에 의한 ZrO2 석출공정 및 어닐링 공정으로 구

성되는 ZrO2 코팅공정의 모식도를 나타내었으며 다른 산

화물의 코팅에도 이와 유사한 방법이 이용된다. ZrO2졸은

Zr(NO3)4·5H2O 전구체, 개량제(아세틸아세톤), 메탄올을

1 : 4 ; 8의 몰비로 배합하여 제조하는 방법이 보고되고 있

으며, AZ91D 합금에 적용한 ZrO2코팅에서는 졸겔 처리

후의 어닐링 온도가 높을수록 치밀한 피막이 형성되어 부

식저항이 커진다.35)

SiO2코팅의 경우에는 전구체로 TEOS(tetraethyl ortho-

silicate)가 이용되며, 여기에 에탄올, 물, 아세틱산 등을

배합하여 졸을 제조한다. 커플링제로 VTEO(triethoxy-

vinylsilnae)실란을 첨가하면 SiO2졸의 응집을 막는 에틸

렌기(CH2 = CH−)가 생성되어 부식저항의 향상에 효과가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36) Fig. 13은 TEOS과 VTEO의

혼합에 의한 SiO2(TV)졸 코팅과 TEOS만으로 제조한

SiO2(T)졸 코팅의 분극곡선(3.5 % NaCl용액에서 측정)으

로서 실란커플링제(VTEO)의 첨가가 기포가 없는 균일한

피막의 생성에 기여하기 때문에 SiO2(TV)졸 코팅이 SiO2(T)

Fig. 11. Cross-sectional microstructure of the SMAT AZ91D Mg

alloy after surface alloying treatment at 400 oC.

Fig. 12. Schematic diagram illustrating ZrO2 coaating process by

sol-gel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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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 코팅보다 우수한 부식저항을 보이고 있다. Tetraethyl

orthosilicate와 Al 및 Ce질화물을 전구체로 이용하여 SiO2

기지에 Al2O3-CeO2 나노복합체를 분산시키는 졸겔 코팅

법도 보고되고 있다.37) 코팅은 전구체 혼합 → HNO3(촉

매) 및 탈이온수 첨가 →환류(refluxing) 및 가열(80 oC,

6h) →소재침지 및 코팅 →어닐링의 과정을 거쳐 이루

어진다. 이 방법을 표면상태가 각각 다른 AZ31합금과

AZ91D합금의 주조재(AC), 기계가공재(M), 압연재(R) 및

샌드블라스트재(SB)에 대하여 5 %NaCl용액에서 2~96시

간 부식시킨 결과는 Fig. 14와 같다. 압연재와 샌드블라

스트재를 제외하면 96시간의 부식처리에서도 피팅부식의

발생면적은 전체 면적의 1 %에 불과하여 주조재나 기계

가공재는 SiO2-Al2O3-CeO2 복합코팅층의 형성으로 우수

한 내식성을 나타낸다. 압연재와 샌드블라스트재의 경우

에는 소성변형에 의한 내부응력과 결함의 증가 및 표면

오염으로 내식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

5. 금속광택 및 착색을 위한 표면처리 기술

전술한 화성처리, 양극산화, 확산 코팅 등 마그네슘의

내식성을 위한 표면처리는 광택성을 잃게 되므로 휴대

폰, PC, 카메라 등과 같이 미관을 중시하고 온건한 환

경에서 사용하는 상품은 디자인성의 관점에서 광택이나

색상을 부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마그네슘 표면의 금속

광택도는 표면조도(roughness)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양자의 관계를 (3)식과 같이 이론적으로 정량화 하여 경

면광택도(R/Ro)와 2승평균평방근조도(σ)의 측정결과로부

터 입사각도(ψ), 수광기(광택계)의 측정각도폭(∆θ), 2승평

균평방근기울기(m)에 대하여 해석함으로써 표면조도와 두

께를 제어하여 금속광택을 발현하는 산성용액 처리법이

개발되었다.38-40) Table 1은 AZ31합금의 금속광택을 위

해 요구되는 표면형상(morphology) 및 표면구조 조건과

이를 구현하기 위한 최적의 산성용액 처리조건을 나타낸

것으로서 최적의 산성용액 처리에 의하여 표면은 수백 나

노미터 단위의 기하학적 패턴을 유지한다. 여기서, R은

시료의 경면반사율, Ro는 완전평활면의 경면반사율, λ는

입사광 파장을 나타낸다.

R/Ro = f(σ/λ, ψ, ∆θ, m) (3)

 

착색은 양극산화 용액에 염료를 첨가하여 다양한 색상

의 피막형성이 가능하나 염료를 사용하지 않고도 표면

의 미세구조나 피막의 두께를 제어함으로써 원하는 색

상을 얻을 수 있다. 일본의 AIST(The National Institute

of Advanced Industrial Science and Technology)에서는

밀폐된 용기에 마그네슘합금(AZ31, AZ61합금 등)과 초

Fig. 13. Potentiodynamic polarization curve of (a) bare substrate

(AZ91D), (b) treated by SiO2(T) sol and (c) treated by SiO2(TV) sol.

Fig. 14. Corrosion classification (based on scale of surface pitting)

versus exposed time to the salt spray test for annealed coatings of

silica matrix embedded with nanocomposites of Al2O3-CeO2 on

different magnesium alloy substrates. P
o
; no pitting, P

1
: 1 % pits

(50 nm), P2: 10 % pits(50~80 nm), P3: severe pitting.

Table 1. Conditions for forming metallic luster and for optimal acid aqueous solution treatment of AZ31 magnesium alloy. 

Conditions for forming metallic luster Conditions for optimal acid aqueous solution treatment

Surface morphology 0 ＜ σ/λ＜ 0.067 (cut-off = 0.002 mm) σ/λ = 0.029 (λ = 500 nm)

Surface structure
Film thickness ＜ ~100 nm Film thickness = 55 nm

Forming property of film of stable structure Oxidation of magnesium in the film ≥ 60 %

Specular reflectivity 0.54 ＜ R/R0＜ 1.0 R/R0 = 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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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를 봉입하여 120 oC의 온도에서 2.5~10시간 유지하는

간단한 조작으로 표면에 미세한 凹凸구조체(면방향 길이

200~2000 nm, 두께 50~100 nm)를 형성시켜 착색하는 기

술을 개발하였다.41) 표면에 형성되는 MgO와 Mg(OH)2 구

조체는 처리시간이나 처리온도의 제어에 의하여 Fig. 15

와 같이 가시선에 대응하는 색채를 다양하게 제어할 수

있다. 이 기술은 화학적으로 반응성이 높은 마그네슘의

결점을 역으로 이용한 것으로서 폐수 발생이 없는 친환

경 착색기술로서 공업적으로 실용화가 기대된다. 일본의

Denkahimaku Inc.는 양극산화법으로 피막의 두께를 제

어하여 Fig. 16에 예시한 금색, 황색(피막 두께: 5~15

µm), 흑색, 적색, 청색(피막 두께: 15~25 µm)의 컬러제품

(Mg Light)을 상품화하고 있다.42) 이 외에 니트로벤젠아

조-α나프톨을 1 % 함유하는 알칼리 농도 1 mol/L의 용액

에 의한 화성처리는 금속질감을 갖는 청색의 착색효과와

함께 우수한 내식성을 갖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43)

6. 결  론

마그네슘합금의 표면처리 방법으로서 화성처리법, 양극

산화법, 확산코팅법, 졸겔법, 광택 및 착색법에 대하여 연

구개발 동향을 소개하였다. 화성처리법과 양극산화법에서

는 친환경의 관점에서 종래의 크롬계나 불산계 용액에

대체하여 알칼리성 인산염계, 과망간산계, 규산나트륨계

로 전환되고 있으며, 공정기술로서는 플라스마 전해 양

극산화법(PEO)의 응용이 특기할만하다. 확산코팅법은 철

이나 동합금의 내열코팅(Fe-Al, Cu-Al)에 오래 전부터 이

용되어 온 칼로라이징(calorizing)과 원리와 방법이 동일하

므로 접근이 용이하여 복잡한 형상의 부품 코팅법으로 활

용이 기대된다. 졸겔 코팅법은 화학적으로 안정하고 내식

성이 우수한 산화물 코팅에 적합하며 유기코팅에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후막형성이 곤란하고 다공성 피

막이 형성되는 결점을 해소하는 것이 향후의 과제가 될

것이다. 본고에서는 다루지 않았으나 최근 유기코팅법, 분

말코팅법, 레이저 이용법, 수열합성법 등도 많이 연구되

고 있다. 이들에 대한 해설은 다음 기회로 미루기로 하

고, 본고가 마그네슘의 표면처리에 관련된 연구자, 기술

자의 연구개발에 일조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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