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the Korean Ceramic Society

Vol. 50, No. 2, pp.  108~115,  2013.

−108−

http://dx.doi.org/10.4191/kcers.2013.50.2.108

Influence of the Duty Cycle on the Characteristics of Al2O3 Coatings

Formed on the Al-1050 by Plasma Electrolytic Oxidation

Kyung-Su Nam, Jung-In Moon, Phimmavong Kongsy, Jeong-Hwan Song*, and Dae-Young Lim*
,†

Departmemt of Materials Engineering, Graduate School of PaiChai University, Daejeon 302-735, Korea

*Departmemt  of Information & Electronic Materials Engineering, PaiChai University, Daejeon 302-735, Korea

(Received February 14, 2013; Revised March 16, 2013; Accepted March 19, 2013)

Al-1050 위에 플라즈마 전해 산화법으로 형성된 Al2O3 피막 특성에 미치는 

듀티사이클의 영향

남경수·문정인·피마봉 껑씨·송정환*·임대영*
,†

배재대학교 대학원 재료공학과, *배재대학교 정보전자소재공학과

(2013년 2월 14일 접수 ; 2013년 3월 16일 수정 ; 2013년 3월 19일 채택)

ABSTRACT

Oxide coatings were prepared on Al-1050 substrates by an environment-friendly plasma electrolytic oxidation (PEO) process using
an electrolytic solution of Na2SiO3 (8 g/L) and NaOH (3 g/L). The effects of three different duty cycles (20%, 40%, and 60%) and
frequencies (50 Hz, 200 Hz, and 800 Hz) on the structure and micro-hardness of the oxide coatings were investigated. XRD analysis
revealed that the oxides were mainly composed of α-Al2O3, γ-Al2O3, and mullite. The proportion of each crystalline phase depended
on various electrical parameters, such as duty cycle and frequency. SEM images indicated that the oxide coatings formed at a 60%
duty cycle exhibited relatively coarser surfaces with larger pore sizes and sintering particles. However, the oxides prepared at a 20%
duty cycle showed relatively smooth surfaces. The PEO treatment also resulted in a strong adhesion between the oxide coating and
the substrate. The oxide coatings were found to improve the micro-hardness with the increase of duty cycle. The structural and physical
properties of the oxide coatings were affected by the duty cy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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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기존에 사용하던 철과 같은 금속을 가볍고 단단하며 부

식저항성이 높은 재료로 대체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대체

재료로 예상되는 경금속들은 경량, 내구성, 에너지 효율,

그리고 재활용과 같은 특유의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

에 현재의 산업분야에 기술적, 경제적인 면을 고려할 때

보다 널리 사용하고자 하는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경금

속인 Al, Ti, Mg와 같은 부동태 금속(passive metal)들은

일반적으로 내식성, 내마모성, 내산화성에 있어서 많은 문

제점을 가지고 있어 수명을 단축시키고 있다.
1,2)

 이런 문

제들을 해결하고자 부동태 경금속에 대한 다양한 표면처

리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1-8)

대표적인 부동태 경금속의 표면처리 방법으로는 화학

적 방법, 전기 화학적 방법 그리고 물리적인 방법으로 나

눌 수 있다.
3)

 화학적 방법은 금속 표면에서 크로메이트

처리나 인산염 처리와 같은 화학 반응을 통하여 내식성

있는 표면 피막을 형성하는 화성처리가 있으며, 물리적

방법은 금속 표면에 도금을 하는 방식으로 표면의 경도

를 향상시키거나 내화학성을 높이고 있다. 현재 널리 사

용되는 양극산화법 또는 아노다이징과 같은 전기 화학적

인 방법은 대규모 면적에서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처리

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인가전압이 50 V로 낮

기 때문에 형성된 산화 피막층에 대해 요구되는 물성에

미치지 못하고 황산 등의 전처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친

환경적이지 못하는 문제점들이 있다.
4,5)

최근에는 양극산화법과 비슷한 원리로 부동태 경금속

의 표면에 산화물 피막을 형성시킬 수 있는 플라즈마 전

해 산화법(PEO(Plasma Electrolytic Oxidation)) 또는 MAO

(Micro Arc Oxidation))이라는 기술이 보고되고 있다.
6-14)

†
Corresponding author : Dae-Young Lim

 E-mail : dylim@pcu.ac.kr

 Tel : +82-42-520-5392 Fax : +82-42-520-5390



 Al-1050 위에 플라즈마 전해 산화법으로 형성된 Al2O3 피막 특성에 미치는 듀티사이클의 영향 109

제50권 제2호(2013)

이 기술은 형성된 산화물 피막으로 인해 표면경도를 강

화시켜 줌으로써 외부 요인에 의한 긁힘, 부식 등으로 인

한 제품 손상을 막아 주고, 균일한 산화물 피막층을 형성

시킬 수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규산염, 인산염, 알루민산

염 등과 같은 약한 알칼리 전해질에서 실행하기 때문에

무연, 무취, 무독으로 공정 중 유독 물질을 발생시키지 않

아 자연 친화적인 방법이다.
8,10,11)

 또한 기존의 아노다이

징 처리에 비하여 훨씬 높은 전압(350 ~ 600 V)에서 산화

피막이 형성되기 때문에 모재와의 부착성, 내화학적 저항

성 및 전기적 절연성이 뛰어난 장점을 갖추고 있다는 많

은 연구가 보고되고 있다.
3,7,8,12,13)

 PEO로 처리된 산화 피

막층은 기계적, 전기적 및 열적 특성이 우수하고 인체에

도 해가 없어 실생활에 쓰이는 휴대 전화, 노트북 컴퓨터,

자동차, 항공우주 부품, 엔지니어링 장비부품 및 생명의

학 디바이스 등 대부분의 기기 및 소재에 적용이 가능하

다.
1,2,11,14,15)

그러나 PEO 표면처리 방법은 전해액의 농도, 조성 등

에 따라서 조절이 쉽지 않은 단점이 있고 표면처리를 위

한 모재 금속합금 성분의 조성 변화에 따라서 많은 변수

가 있다. 또한 인가 전압의 크기, 전류량에 따른 변화, 주

파수, 전원 공급 방식 등 전기적 공정 변수도 대단히 많

다.
3,8,12)

 전원 공급 방식에는 전해질 용액내에 있는 양극

금속 표면에 직류, 교류 혹은 펄스 바이폴라 전압을 인가

하여 플라즈마 방전을 발생시켜 산화 피막을 형성하게 된

다. 특히 펄스 방전에 의한 표면처리 산화법은 다양한

duty cycle을 이용하여 방전 시간과 방전 전력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교류 및 직류 방전에 의한 방법보다 많

은 이점을 가져 우수한 산화 피막을 얻을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Al-1050에 대한 PEO 표면처리에

있어서 전기적 변수들 중 전류밀도와 양극/음극의 전류 비

를 고정한 후 주파수와 duty cycle의 변화에 따라 형성된

산화 피막의 결정구조, 표면 및 단면구조, 피막두께, 표면

조도, 미소경도 등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고자 하였다.

2. 실험방법

본 연구에 사용된 Al은 실험 중에 일어날 수 있는 변

수들을 최대한 줄이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Al 합금을 제

조할 때 첨가되는 물질들이 거의 포함되어 있지 않은 순

수한 Al-1050((주) 대한알루미늄)을 사용하였다. 사용된 시

편의 Al-1050 판재는 두께 1 mm 것을 50 mm × 50 mm로

가공하여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장비는 러시아에서 자체 개발한 PEO

장치로서 펄스 바이폴라 전원이 인가되는 작동전압 ~ 650 V,

작동전류 ~ 20 A로 조절이 가능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전

해조의 용량은 30 L이며 양쪽 면에 스테인레스 스틸의 음

극판과 전해조 중앙에 양극인 Al-1050 판재가 위치하도

록 구성되어 있고, 전해조 내부에 교반장치가 설치되어

실험하는 동안에 전해액이 충분히 균일하게 분포될 수 있

도록 하였다.

Al 판재 표면에 부착되어 있는 불순물 등을 제거하기

위하여 증류수와 에탄올을 사용하여 세척하였다. 기본 전

해액은 증류수에 주로 Na2SiO3 물유리를 8 g/L의 농도로

하고 NaOH 3 g/L를 첨가한 것을 사용하였다. 상기 전해

액의 전도도는 2.3 mS/cm, pH는 12.6이다. PEO 표면처리

를 위한 전기적인 변수로 이전 연구에서 보고하였던 전

류밀도 16 A/dm
2
, 양극/음극의 전류비(Ia/Ic)를 1.5로 고정

한 후에 주파수와 duty cycle을 변화시켜 산화 피막을 형

성하였다.
13)

 자세한 전기적 변수는 Table 1에 나타내었다.

실험에 이용된 duty cycle에 대해서는 Fig. 1에 설명하였

다. 처리시간은 30분으로 고정시키고 전해조의 온도는 냉

각시스템을 이용하여 약 25 ~ 30
o
C를 유지시켰다. PEO 표

면처리 공정이 끝난 후에 얻어진 산화 피막은 증류수를

이용하여 세척하고 건조하였다. 

Al-1050 위에 형성된 산화 피막층에 대한 결정상은 X-

ray diffraction(XRD, CuK
α1, 30 kV-30 mA, 2θ = 10 - 80

o
,

2
o
/min, Shimadzu, Japan)으로 분석하였다. 산화 피막층의

표면 및 단면 형상은 SEM(Hitachi S-4800, Japan)을 사용

하여 관찰하였다. 산화 피막층 단면의 성분 분석 및 분

포는 energy dispersive X-ray spectroscopy(EDS, Bruker

AXS #4010 XFlash Detector)를 사용하였다. 표면조도는

Perthometer(Mahr, PGK 120, Germany)를 사용하였다. 형

성된 산화 피막의 단면 부분에 대한 미소경도는 Micro

Fig. 1. Representation of the various duty cycles.

Table 1. Electrical Parameters Used for the PEO Treatment

Current 

density

(A/dm
2
)

Current 

ratio

(Ia/Ic)

Duty

cycle

(%)

Frequency

(Hz)

16 1.5

20

50 Process a

200 Process b

800 Process c

40

50 Process d

200 Process e

800 Process f

60

50 Process g

200 Process h

800 Process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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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ckers Hardness Tester(MATSUZAWA, MMT-7, Japan)

를 사용하여 KS B0811의 시험방법에 따라 50 g의 하중을

주어 측정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Fig. 2는 다양한 duty cycle과 주파수의 변화에 따라

PEO 표면처리를 한 각 샘플들에 대한 X-선 회절 패턴을

나타낸 것이다. 인가된 전압 또는 전류밀도에 따라 전해

액속의 Al-1050 표면에서 방전 채널을 통해 매우 많고 작

은 플라즈마가 생성하게 되고 플라즈마 열화학 반응에 의

해 산화 피막이 형성되게 된다. Al의 표면에 형성된 산화

피막층의 결정상은 모든 샘플에서 비슷한 XRD 패턴을

나타내며 α-Al2O3와 γ-Al2O3가 주된 상이며, 일부 비정질

상의 존재도 나타나고 있었다. 이런 15
o
~40

o
 사이의 비정

질상은 산화 피막층의 표면에서의 고온 방전 플라즈마가

차가운 전해액에 의해 급랭이 되면서 전해액에 함유되어

있는 비정질의 SiO2가 형성되는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열적, 화학적으로 안정성을 가지는 mullite(3Al2O3·2SiO2)

로 대표되는 Al-Si-O계의 결정상도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것은 PEO 표면처리하는 동안 사용된 Na2SiO3

전해액에 용해되어 있는 SiO3
2−
가 Al 또는 생성되는 Al2O3

와 반응하여 형성된 것으로 사료된다.

각각의 동일한 duty cycle에서 주파수가 감소함에 따라

형성된 산화 피막의 회절 피크강도와 결정성이 전반적으

로 증가하였다. 이것은 동일 duty cycle에서 샘플인 Al에

전류밀도가 50 Hz에서는 충분히 가해져 안정한 α-Al2O3

상의 피크강도가 증가하고 있지만 800 Hz에서는 빠른 주

파수로 인해 인가 전류밀도까지 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준안정상인 γ-Al2O3 상이 주를 이루는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동일한 주파수를 비교하여 보면 duty cycle

이 증가함에 따라 형성된 산화 피막의 회절 피크강도와

결정성이 전반적으로 증가하였다. 왜냐하면 Fig. 2(a)의

20% duty cycle 조건에서는 비교적 짧은 표면처리 시간과

낮은 에너지로 인해 준안정한 γ-Al2O3 상이 α-Al2O3 상보

다 쉽게 생성되지만 Fig. 2 (c)와 같은 60% duty cycle의

조건에서는 가해지는 표면처리 시간과 에너지의 크기가

Fig. 2. XRD patterns of the oxide coatings obtained by PEO at a duty cycle of (a) 20% (at frequencies of a: 50 Hz, b: 200 Hz, and c: 800

Hz), (b) 40% (at frequencies of d: 50 Hz, e: 200 Hz, and f: 800 Hz), and (c) 60% (at frequencies of g: 50 Hz, h: 200 Hz, i: 800

Hz).

Fig. 3. The contents of P α, P γ, and PM in the oxide coat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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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지고 고온이기 때문에 모든 온도영역에서 열역학적으

로 안정한 α-Al2O3로의 많은 상전이가 일어나 Fig. 2에서

나타낸 것처럼 α-Al2O3 상의 피크강도가 증가하는 것으

로 사료된다.

Fig. 3에 나타낸 것과 같이 각 duty cycle과 주파수의 변

수에 의해 PEO 표면처리하여 형성된 산화 피막층의 XRD

패턴의 피크강도를 가지고 계산하여 각각의 결정상에 대

한 함량을 얻을 수 있었다.
6)

 α-Al2O3 상의 함량 (Pα)은

의 식으로 얻었다. α는 α-Al2O3 (012) 피크강도 (2θ =

25.58º), γ는 γ-Al2O3 (400) 피크강도 (2θ = 45.86
o
), 그리

고 M은 mullite (110) 피크강도 (2θ = 16.48
o
)를 나타낸

것이다. Fig. 3(a)와 같이 duty cycle이 60%로 길고 느린

50Hz의 경우, α-Al2O3 상이 γ-Al2O3 상에 비해 더 많은

함량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펄스 바이폴라

PEO 공정은 음극 전류에서는 방전 과정이 일어나지 않

기 때문에 양극의 Al 표면상에 발생하는 플라즈마 방전

의 수명은 인가된 펄스 바이폴라 파형의 주파수에 크게

의존하게 된다. 비록 빠른 주파수에서는 상당히 큰 플라

즈마 방전을 일으키지만, 비교적 짧은 방전의 지속시간 때

문에 플라즈마 열화학 반응은 충분히 일어나지 않는다. 따

라서 이런 조건에서는 γ-Al2O3 상의 함량이 α-Al2O3 상보

다 비교적 많이 존재한다고 사료된다. 따라서 동일한 duty

cycle이라 하더라도 주파수가 증가함에 따라 γ-Al2O3 상

의 함량이 Fig. 3(b)에서 나타낸 것처럼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느린 주파수에서는 방전이 지속되기

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α-Al2O3로의 많은

상전이가 일어남으로써 α-Al2O3 상의 함량이 많이 함유

되어 있다고 사료된다. 또한 상기에서 기술한 것과 같이

차가운 전해액과 반응하여 형성되는 mullite 상도 Fig. 3(b)

에서 나타낸 것처럼 표면처리 시간과 에너지가 비교적 큰

duty cycle에서 함량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Fig. 4은 각 주파수에서 duty cycle이 20%, 40%, 그리고

60%의 조건에서 PEO 표면처리한 후 Al-1050 위에 형성

된 산화 피막의 표면구조를 SEM으로 관찰한 것이다. 모

든 샘플에 있어서 형성된 산화 피막의 표면은 전반적으

로 분화구 흔적과 그로 인해 발생된 기공, 그리고 분화구

에서 분출되어 형성된 많은 생성물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

으로 볼 수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샘플 표면에서 미세하

게 폭발하는 고온의 플라즈마에 의하여 용융되어 분출된

알루미늄이 전해질과 반응하여 급속히 냉각되며 다시 굳

어진 흔적으로 보여진다. 게다가, 60% duty cycle의 조건

은 높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발생되는 플라즈

마 스파크는 20%보다 상대적으로 크고 강하다. 따라서,

PEO 표면처리에 의해 형성된 산화 피막은 duty cycle의

증가에 따라 기공 크기가 커지고 표면조도가 거칠어지는

Pα %( )
α

α γ M+ +( )
------------------------- 100×=

Fig. 4. SEM images representing the surface morphologies of the oxides obtained by PEO carried out under the conditions described

in Table 1 for (a) Process a, (b) Process b, (c) Process c, (d) Process d, (e) Process e, (f) Process f, (g) Process g, (h) Process h,

and (i) Process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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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명확하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대표적으로 Fig. 4(c), (f), 그리고 (i)는 주파수 800 Hz로

서로 다른 duty cycle 조건에서 얻어진 산화 피막의 표면

구조의 SEM 이미지를 나타낸 것이다. 방전 채널에 의해

발생한 기공의 크기와 분출에 의해 생성된 생성물의 크

기가 duty cycle이 증가할수록 커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Duty cycle 20%에서 형성된 산화 피막의 표면은 보다 평

탄하고 60%에서 형성된 산화 피막보다 작은 미세기공들

을 가지고 있을 것을 볼 수 있었다.

또한, 대표적으로 Fig. 4(g), (h), 그리고 (i)는 duty cycle

60%로 서로 다른 주파수 조건에서 제조된 산화 피막의

표면구조의 SEM 이미지를 나타낸 것이다. 주파수가 증

가함에 따라 방전 채널에서 분출되어 큰 생성물이 많이

생성되고 이러한 것이 축적되면서 잔류 방전 채널의 수

는 감소한 것을 볼 수 있었다.

각각의 조건에 따라 PEO 처리한 후 얻어진 산화 피막

의 단면을 SEM으로 관찰한 것을 Fig. 5에 나타내었다. 산

화 피막의 두께는 duty cycle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게

된다. 본 연구 결과에서는 PEO 표면처리된 모든 산화 피

막층들은 비교적 치밀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관찰

되어 있으나 표면과 가까운 피막 바깥층은 커다란 치밀 주

상구조와 방전 채널이 관찰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또한

Al 모재와 그 위에 형성된 산화 피막층과의 계면에서는 어

떠한 결함도 보이질 않고 치밀하게 부착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Duty cycle 20%에서는 PEO 표면처리 주파수가

증가함에 따라 산화 피막의 두께가 약 20 µm에서 40 µm

로 증가함을 볼 수 있었고 duty cycle 40%에서는 주파수

와 관계없이 거의 일정한 60 µm의 산화 피막 두께 관찰

되었다. 그러나 duty cycle 60%에서는 주파수가 증가함에

따라 산화 피막의 두께가 50 µm에서 20 µm로 감소함을

볼 수 있었다. 이러한 이유는 비록 duty cycle이 클지라도

빠른 주파수에서는 PEO 처리시 절연파괴를 위해 필요로

하는 작동 전압이 충분히 인가되지 못하기 때문에 산화

피막의 성장속도에 있어서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사료

된다. 일반적으로 duty cycle이 증가할수록 산화 피막의

두께가 증가하지만 예외적으로 높은 주파수에서는 오히

려 두께가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었다.
16)

Table 1의 Process c의 조건하에서 PEO 표면처리 한 샘

플의 단면에 대한 화학성분과 분포를 관찰하기 위해 EDS

분석을 행하였고 그 결과를 Fig. 6에 나타내었다. 형성된

산화 피막의 원소들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 O와 Al로 이루

어져 있고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

라서 Al-1050 위에 Al2O3가 형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

다. 또한 상대적으로 적은 양의 Si가 형성된 산화 피막에

분포되어 있고 특히 산화 피막의 표면부분에 많이 분포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는 PEO 표면처리 시 고

Fig. 5. SEM images of the cross-sections of the oxide coatings obtained by PEO carried out under the conditions described in Table 1

for (a) Process a, (b) Process b, (c) Process c, (d) Process d, (e) Process e, (f) Process f, (g) Process g, (h) Process h, and (i)

Process 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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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의 플라즈마에 의해 Al 시편이 용융된 후 전해액으로

사용된 Na2SiO3와 반응하여 mullite가 생성된 것으로 보

여진다. 또한 고온에서 형성되는 산화 피막이 상대적으로

차가운 전해질 용액의 계면에서 급랭이 되면서 전해액 성

분인 SiO2가 비정질 형태로 표면층에 형성된 것으로 사

료된다.
17,18)

각 주파수와 duty cycle의 조건에서 PEO 표면처리한

후 형성된 산화 피막의 표면조도(Ra)의 변화를 Fig. 7에

나타내었다. 느린 주파수와 짧은 duty cycle에서 비교적

표면조도가 평탄한 경향을 나타내고 있었다. Fig. 4에

나타낸 것과 같이 이에 상응하는 산화 피막의 표면구조

와 비교하여 보면 명확하게 알 수 있다. 또한 비교적 긴

60% duty cycle에서는 모든 주파수에서 상대적으로 표

면조도가 거칠어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현상

은 PEO 처리하여 형성되는 산화 피막의 두께가 두꺼워

질수록 절연파괴가 되어 발생하는 플라즈마의 크기가

크고 불규칙하게 되면서 표면에 많은 기공, 분화구 모

양 및 거품 형태의 구조물을 형성시키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Fig. 8은 각 duty cycle과 주파수의 조건에 따라 PEO

처리하여 형성된 산화 피막의 단면에 대한 미소경도의 측

정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본 실험에 사용한 Al-1050은

대략 50 Hv의 미소경도 값을 가진다. Duty cycle 20%과

50 Hz에서 형성된 산화 피막의 경우 피막 두께가 얇기 때

문에 모재와 측정 프로브의 영향을 받아 상대적으로 작

은 120 Hv의 미소경도 값을 가지고 있고 표면처리의 주

파수가 증가할수록 미소경도가 증가하다가 빠른 800 Hz

에서는 약 760 Hv의 값으로 다시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

내고 있었다. 이것은 상기 Fig. 7의 결과에서도 나타낸 것

처럼 빠른 800 Hz 조건에서는 표면조도가 비교적 거칠고

방전 채널이 존재하는 다공층으로 인해 미소경도가 감소

한다고 사료된다. 특히, duty cycle 60%과 800 Hz 조건에

서 형성된 산화 피막은 두께도 얇고 표면조도도 매우 거

칠고 α-Al2O3 상의 함량도 적기 때문에 미소경도가 작아

졌다. 다른 duty cycle에서도 주파수에 따라 비슷한 경향

을 나타내고 있었고 200 Hz에서 최대 미소경도 값을 가

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각 동일 주파수에서

duty cycle이 증가할수록 미소경도가 전반적으로 증가하

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지만 빠른 800 Hz에서는 상기에서

기술한 것과 같이 표면조도가 비교적 거칠고 방전 채널

이 존재하는 다공층으로 인해 미소경도가 감소하는 경향

을 나타내고 있었다. 상기 XRD 결과에서와 마찬가지로

Fig. 6. Microscopic image and EDS elemental maps for Al, O,

and Si in the oxide coatings obtained by PEO under the

conditions of Process c (listed in Table 1).

Fig. 7. Roughness of the oxide surfaces obtained by PEO

carried out under the conditions described in Table 1

for (a) Process a, (b) Process b, (c) Process c, (d)

Process d, (e) Process e, (f) Process f, (g) Process g,

(h) Process h, and (i) Process i.

Fig. 8. Micro-hardness of the oxide coatings obtained by PEO

carried out under the conditions described in Table 1

for (a) Process a, (b) Process b, (c) Process c, (d)

Process d, (e) Process e, (f) Process f, (g) Process g, (h)

Process h, and (i) Process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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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주파수를 비교하여 보면 duty cycle이 증가할수록 치

밀하고 우수한 경도를 가지는 α-Al2O3 상이 형성되고 층

의 두께가 증가하여 미소경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사료된

다. Duty cycle 60%과 200 Hz에서 형성된 산화 피막의 경

우 최대 1080 Hv의 미소경도 값을 가졌다.

4. 결  론

증류수에 주로 Na2SiO3 물유리를 8 g/L의 농도로 하고

NaOH 3 g/L를 첨가한 것을 전해액으로 사용하였고, 플라

즈마 전해 산화법 (PEO)으로 Al-1050를 표면처리하기 위

해 전류밀도 16 A/dm
2
, 양극/음극의 전류비 (Ia/Ic)를 1.5로

고정한 후에 전기적인 변수로 duty cycle (20%, 40%, 그

리고 60%)과 주파수(50 Hz, 200 Hz, 그리고 800 Hz)를 변

화시켜 산화 피막을 형성시킨 후 물성을 분석하였다.

(1) 모든 샘플에 있어서 XRD 측정결과, 형성된 산화 피

막의 결정상은 α-Al2O3, γ-Al2O3 그리고 mullite의 세 개

의 결정상이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먼저, 동일 주

파수를 비교하여 보면, duty cycle이 증가함에 따라 형성

된 산화 피막의 회절 피크강도와 결정성이 전반적으로 증

가하였고 안정한 α-Al2O3 상이 준안정한 γ-Al2O3 상에 비

해 더 많은 함량을 가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동일

한 duty cycle에서는 주파수가 감소함에 따라 형성된 산

화 피막의 회절 피크강도와 결정성이 전반적으로 증가하

였고 α-Al2O3 상의 함량도 상대적으로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었다.

(2) 모든 샘플들의 표면은 전체적으로 기공과 분출되어

형성된 분화구 모양 및 거품 모양의 생성물들로 이루어

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Duty cycle이 작은 경우에는

산화 피막의 표면조도가 상대적으로 평탄하지만 피막 두

께는 얇은 것을 알 수 있었다. Duty cycle이 증가함에 따

라 발생되는 플라즈마 스파크가 상대적으로 크고 강하기

때문에 PEO 표면처리에 의해 형성된 산화 피막은 피막

두께가 두꺼워지며 기공 크기가 커지고 표면조도가 거칠

어지는 것이 명확하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

나 예외로 duty cycle 60%과 800 Hz 조건에서는 빠른 주

파수로 기인하여 샘플에 충분한 전압이 인가되지 못하였

기 때문에 산화 피막의 두께는 상대적으로 얇게 형성되

었고 표면조도 또한 매우 거칠어졌다. 또한 Al 모재와 그

위에 형성된 산화 피막층과의 계면에서는 어떠한 결함도

보이질 않고 치밀하게 부착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3) 동일 주파수에서, duty cycle이 증가할수록 치밀하고

우수한 경도를 가지는 α-Al2O3 상이 많이 형성되고 두께

가 증가하여 미소경도가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었

다. 그러나 800 Hz 조건에서는 duty cycle이 증가할수록

방전 채널이 존재하는 다공층으로 인해 얇은 산화 피막

층에서의 미소경도는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었다.

또한 동일 duty cycle에서는 주파수에 따라 비슷한 경향

을 나타내고 있는데 표면처리의 주파수가 증가할수록 미

소경도가 증가하고 200 Hz에서 최대 미소경도 값을 가졌

다가 빠른 800 Hz에서는 다시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었다. Duty cycle 60%과 200 Hz에서 형성된 산화 피막

의 경우 최대 1080 Hv의 미소경도 값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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