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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 of NaOH concentration on the properties of electrolytic plasma processing (EPP) coating formed on

AZ61A Mg alloy is studied. Various types of EPP were employed on magnesium alloy AZ61A in a silicate bath with different

concentrations of NaOH additive. Analysis of the composition and structure of the coating layers was carried out using an X-

ray diffractometer (XRD) and a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SEM). The results showed that the oxide coating layer mainly

consisted of MgO and Mg2SiO4; its porosity and thickness were highly dependent on the NaOH concentration. The Vickers

hardness was over 900 HV for all the coatings. The oxide layer with 3 g/l of NaOH concentration exhibited the highest hardness

value (1220 HV) and the lowest wear rate. Potentiodynamic testing of the 3 g/l NaOH concentration showed that this

concentration had the highest corrosion resistance value of 2.04 × 105
Ωcm2; however, the corrosion current density value of

5.80 × 10−7 A/cm2 was the lowest such value.

Key words electrolytic plasma processing, NaOH, micro-hardness, wear, corrosion.

1. 서  론

마그네슘은 다른 구조용 금속에 비해서 비강도가 우수

하고 치수안정성, 기계가공성, 진동흡수능, 전자파 차폐

성 등이 뛰어나 수송기계 및 전자 부품 등 구조용 재

료로서 주목을 받고 있다.1,2) 그러나 용해시 높은 산화

성과 폭발성, 해수 및 대기에서의 낮은 부식 저항성은

마그네슘 합금의 적용에 큰 단점으로 작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3,4) 그 중, 마그네슘 합금 표면에 내식성이 우수한

세라믹 물질의 코팅은 마그네슘의 부식성을 크게 향상시

킨다고 알려져 있으며5) 대표적으로 도금,6) 양극산화,7-9) 크

롬계 화성처리법,10) 에어로졸 증착법11) 등이 있다. 하지

만 이러한 방법들은 코팅의 밀착성이나 내식성이 나쁘

며, 특히 크롬계 화성처리에 사용되는 6가 크롬은 발암

물질로 알려져 있으며 화성처리액 또한 환경오염을 일

으키는 주된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으므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표면 처리 방법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최근에

친환경적 코팅 방법인 비크롬계 화성처리법10-13)과 전해

플라즈마 공정(Electrolytic Plasma Processing, EPP)14-21)

이 주목 받고 있다. 전기화학 표면처리로 금속에 산화

물층을 형성시키는 아노다이징(anodizing) 기술과 비슷하

지만 더 높은 전위를 공급하기 때문에 discharge가 발생

하고 산화물층에서 플라즈마가 형성되는 차이점을 가지

고 있다. EPP 산화물층은 경도, 부식, 마찰, 마모, 전기

절연, 열저항, 피로강도 등 거의 모든 물리/화학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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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에서 월등히 우수한 피막을 제공할 수 있으며 친환경

적인 공정으로 주목받고 있다. 규산염,22-24) 인산염,25-27) 불

소28-31) 및 산화티타늄,32) 산화세륨,33) 이산화규소34,35) 등 화

합물과 산화물이 첨가된 전해액에서의 플라즈마 전해 공

정에 대한 형성 거동 및 피막물성은 보고된 바 있다. 위

에서 열거한 것처럼 전해질의 조성이 EPP 산화물층 형

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졌음에

도, 현재 SiO3
2−이 포함된 수용액 내에서 NaOH 농도가

AZ61A 마그네슘 합금의 플라즈마 전해 공정에 의한 산

화물층 형성 및 구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보는 여

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AZ61A 마그네슘 합금에 대하여 전해

플라즈마 코팅을 실시하여 산화물층을 형성하였다. 작동

전압은 직류전류와 교류전류를 이용하여 30분 동안 시

행하였으며, Na2SiO3, Na2SiF6전해액 내에 NaOH 농도를

변화시켜 이에 따른 산화물층의 표면 및 단면 형상을 관

찰하였고 이에 대한 기계적, 전기화학적 특성평가를 실

시하였다.

2. 실험 방법

2.1 전해 플라즈마 공정 조건

전해 플라즈마 공정은 AC(200 V 50-Hz)와 DC(260 V)

를 함께 사용한 혼합전압을 사용하여 수행하였다. 혼합

전압을 이용한 전해 플라즈마 공정은 Power supply의 양

극과 음극에 각각 시편과 스테인리스 스틸을 결선하고

pH농도에 따른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DI water에 산화

막형성제(Na2SiO3 12 g/l), 산화물층의 성장률 특성향상제

(Na2SiF6 0.3 g/l)를 첨가한 용액에 pH조절제(0-4 g/l)의 양

을 변화시켜 실험을 하였다. 각 용액의 pH는 12.09~

12.34까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30분 동안 공정

을 진행하였다. 

2.2 산화물층의 미세구조 및 결정상 분석

전해 플라즈마 공정으로 형성된 산화물층의 표면 및

단면 형상은 scanning electron microscopy(SEM)을 통

해 분석 하였으며, 산화물층의 두께 및 기공률은 Image

analysis software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산화물층의 결

정상 분석을 위해 X-ray diffractometer(XRD) 분석을 실

시하였다.

2.3 기계적 특성

산화물층의 단면 경도는 Vickers Hardness tester(Mitutoyo,

MH-101)를 이용하여 측정 시 하중 0.025 N, 유지시간 30

초의 조건으로 측정하였으며, 20번씩 각각 다른 부분의

단면층을 측정하여 평균값을 계산하였다. 마모테스트는

ball on disk시험으로 PD-102 장비를 이용하였으며, 상

대마모제로 SiC ball을 이용하였다. 시편 표면에서 회전

속도 300 rev./min, 반경10 mm, 하중60 gf으로 3000초동

안 평가를 진행하였다. 이때 비교 측정을 위해 전해 플

라즈마 공정 처리가 되지 않은 시편과 NaOH를 첨가하

지 않은 시편 그리고 NaOH를 첨가한 시편으로 비교평

가를 실시하였다.

2.4 부식 특성

전해 플라즈마 공정 처리된 산화물층의 부식특성은

WMPG100s(Potentionstat/gavanostat, WonATech) 장비를

이용하여 NaCl 3.5 wt%의 용액 내에서 전기화학적 동

전위 분극 실험을 실시하였다. 기준 전극으로 saturated

calomel electrode(SCE)를 사용했으며, 전류 측정을 위해

카운터 전극으로는 graphite rod를 사용하였다. 테스트를

진행하는 동안 시편(area 0.8 cm2)은 NaCl 용액과 접촉

하게 된다. 평가는 open-circuit potential(OCP)의 안정화

를 위해 15분간 유지하였으며, −4.0~2 V(vs. SCE) 의 범

위에서 0.1 mV/s scan speed로 측정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산화물층의 표면 및 단면 형상

NaOH 농도 증가에 따른 산화물층의 표면 및 단면 형

상을 Fig. 1에 나타내었다. 전해 플라즈마 공정으로 형

성된 산화물층의 표면 형상에는 OH−의 농도가 증가함

에 따라 crater의 형상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는 일반적인 전해 플라즈마 공정에서 볼

수 있는 형상으로 마그네슘 합금의 표면에서부터 산화

물층이 형성될 때 고온 플라즈마 발생에 의한 용융된 흔

적 이다. 하지만, Fig. 1(a-e)에서 관찰되는 것과 같이

NaOH를 첨가한 산화물층 표면의 경우 crater의 형태뿐

만이 아니라 nodule의 형태들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NaOH의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nodule의 수는

감소하고 그 크기는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4 g/

l에서 다시 nodule의 수가 증가하고 크기가 감소하는 것

을 확인할 수 있다.

고전압으로 인한 산화물층의 절연파괴로 형성되는 dis-

charge channel을 통해 내부 및 표면에서 산화물층이 성

장하게 된다. 이는 표면에서 전기화학적 반응으로 형성

된 산화물이 discharge channel에 의해 형성된 기공을 통

해 내부로 들어가지 못하여, 표면에 발생하는 플라즈마

의 높은 열의 영향으로 용융 후 급랭이 되면서 표면에

nodule을 형성하게 된다. 이를 통해 3 g/l NaOH에서 균

일하고 미세한 discharge channel을 형성하여, 내부로 들

어가지 못하고 표면에서 산화물의 용융 후 급랭으로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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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되는nodule의 수가 줄어들어 평탄한 형태의 표면을 형

성하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1(a-e)에서 관찰할 수 있

듯이 모든 표면에서 균열이 발생한 것을 확인할 수 있

다. 이러한 균열이 형성되는 원인은 플라즈마 발생시 열

로 인해 산화물층 및 시편의 온도가 상승하게 되는데 이

때, 모재(AZ61A Mg Alloy)의 열팽창률이 산화물층의

열팽창률 보다 커 산화물층에 인장응력이 가해지기 때

문이다.36) 하지만, NaOH의 증가에 따라 균열의 수는 감

소 하다가 다시금 4 g/l NaOH에서 증가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는 3 g/l NaOH에서 시편과 산화물층간의

열팽창 크기가 가장 안정한 온도로 코팅층이 성장한 것

으로 사료된다.

Fig. 2는 산화물층의 단면을 SEM을 이용하여 관찰한

결과로 NaOH의 농도가 높을수록 기공이 줄어들며 조밀

한 층을 형성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NaOH농도의

증가에 따른 OH−의 증가로 다음과 같은 반응식에 의해

설명된다.

4OH−

→ O2+ 2H2O + 4e− (1)

산소와 전자의 형성 활성화로 시편 표면에서 플라즈마

발생이 증대되고, 형성된 다수의 산소에 의해 시편 표

면과 그 주위의 전해액간 온도차이가 발생하며, 시편과

전해액 경계에서 증기층이 형성된다.

Fig. 1. Effect of NaOH concentration on surface morphologies of PEO coated AZ61A; (a) 0 g/l, (b) 1 g/l, (c) 2 g/l, (d) 3 g/l, (e) 4 g/l.

Fig. 2. Effect of NaOH concentration on cross sectional morphologies of PEO coated AZ61A; (a) 0 g/l, (b) 1 g/l, (c) 2 g/l, (d) 3 g/l, (e) 4 g/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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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반응식의 결과로써 시편의 표면에 다음과 같

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먼저, 산소와 전자의 형성 활

성화로 시편의 표면에서는 플라즈마 발생이 증대되고,

OH−증가에 따른 산소발생량에 따라 시편의 표면온도와

전해액간 온도차이가 발생하여, 시편과 전해액의 경계에

증기층을 형성하게 된다. 이러한 온도차이에 의해 시편

표면의 불안정한 상태의 증기층이 안정한 상태의 증기

층으로 형성하게 되면서 시편의 표면에서 더욱 균일한

플라즈마를 형성하게 되어 이는 산화물층의 결함과 기

공률을 낮추게 된다.37,38) 이와 같은 결과로 Fig. 3에서

3 g/l NaOH에서 가장 낮은 기공률의 산화물층을 형성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3 g/l NaOH 이상에서 다

시 기공률이 증가하게 되는데 이는 3 g/l NaOH이상의 농

도에서 OH−가 증가하여 식(1)과 같은 반응으로 다량의

산소가 발생하여 보다 두꺼운 증기층으로 인해 불안정

한 플라즈마를 형성하기 때문이다.

Fig. 4는 NaOH의 농도가 증가함에 따른 산화물층의

두께를 나타내는 결과를 나타낸 그림이다. NaOH의 농

도가 증가함에 따라 산화물층의 두께가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4 g/l NaOH에서 가장 두꺼운 66 μm ± 8

의 값을 나타내며, 3 g/l NaOH이상에서 두께 증가 폭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NaOH의 증가에 따라

OH−/SiO3
2−의 이온 비율이 증가하여 더 많은 물질들이

산화물층의 표면에 산화되고 소결되어 산화물층의 두께

를 증가시키게 된다.39-41)

3.2 산화물층의 결정 구조

Fig. 5는 NaOH 농도에 따른 전해 플라즈마 공정에 의

한 산화물층의 결정상 변화를 확인하기 위한 XRD결과

를 나타낸 그림이다. 0~4 g/l NaOH가 첨가된 전해용액

내에서 형성된 산화물층은 MgO, Mg2SiO4, MgF2 결정

상으로 구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전해 플라즈마 공정에 의해 형성된 MgO의 반응식으

로 고온, 고전압에 의해 Mg2+는 시편에서부터 산화물층

과 전해액 간의 경계층으로 이동하게 된다. 이때, O2−이

전해액으로부터 모재와 산화물층의 경계로 이동하여 시

편과 코팅층 사이에서 MgO를 형성하게 된다.42) 이에 따

른 반응식은 아래와 같이 나타내어 진다.

Mg2+ + O2−
→ MgO (2)

Mg2+ + 2OH−

→ Mg(OH)2 (3)

Mg(OH)2→ MgO + H2O (4)

Mg2SiO4는 강한 전기장에 의해 Na2SiO3의 이온화로

SiO3
2−의 이온이 전해액 내에서 discharge channel을 통

해 다음과 같은 반응식에 의해 형성되며,43,44) MgF2 또

Fig. 3. Porosity plot of cross-section on the PEO coated AZ61A.

Fig. 4. Thickness variations for different NaOH of PEO coated.

Fig. 5. Effect of NaOH concentration on XRD patterns of PEO

coatings formed on AZ61A specim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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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Na2SiF6의 이온화에 의해 형성하게 된다.

Na2SiO3→ 2Na+ + SiO3
2− (5)

SiO3
2− + 2e−→ SiO2 + 1/2O (6)

Na2SiF6→ 2NaF + Si(OH)4 (7)

2NaF → 2Na++ 2F− (8)

Mg2+ + F−

→ MgF2 (9)

하지만, 플라즈마에 의한 높은 온도로 인해 SiO2 와

SiO3
2−는 Mg2+와 반응하여 다양한 형태의 Mg-Si-O의 산

화물을 형성하게 된다. 플라즈마에 의한 고온 영역에 의

해 discharge channel 내부에서 형성된 Mg2SiO3의 형성

은 다양한 저자들에 의해 설명 되어왔다.45) Mg2SiO4의

형성 반응식은 아래와 같이 나타내어 진다.45)

SiO3
2− + 2e−→ SiO2 + 1/2O (10)

SiO3
2− + Mg2++ 2OH−

→ Mg2SiO4+ H2O (11)

위의 반응식과 같이 MgO, Mg2SiO4의 경우 OH−와 반

응 하여 형성하게 된다. NaOH의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MgO의 intensity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지만,

Mg2SiO4의 경우 거의 동일한 intensity를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 6은 XRD를 통한 MgO와 Mg2SiO4간의 상 분율

을 나타낸 것으로 각 결정상의 가장 높은 intensity에 의

해 계산되었다. NaOH의 농도증가에 따라 상 분율이 증

가하는 것으로 보아 OH−의 증가로 MgO 또한 결정상

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수용액 내에서

NaOH가 Na+와 OH−로 이온화가 되는데 농도가 증가할

수록 위의 반응식(2-4)와 같이 전해액 내에 많은 OH−이

온이 Mg2+와 반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Mg2SiO4

는 Na2SiO3의 농도가 일정하기 때문에 NaOH농도의 증

가에도 불구하고 모든 전해액에서 거의 동일한 intensity

를 나타내게 된다. 

3.3 산화물층의 경도 및 내마모성

Fig. 7은 NaOH농도에 따른 전해 플라즈마 산화물층

의 경도 값을 나타낸다. 산화물층의 경도 값을 나타낸

다. 산화물층의 경도는 결정상, 결정상의 비 그리고 균

일도 뿐만 아니라 산화물층의 균열, 산화물층의 기공률

에 따른 밀도와 같은 변수들에 의해 결정된다. 전해 플

라즈마 공정을 통해 형성된 MgO와 Mg2SiO4 상으로 인

해 모든 산화물층에서 900 HV 이상의 경도값을 나타내

었으며, 이는 AZ61A의 경도 값인 68 HV보다 13배에 다

다르는 값이다. 가장 높은 경도 값은 1220 HV로 3 g/l

NaOH가 첨가된 전해용액에서 형성된 산화물층이 가장

높게 측정되었으며, 가장 작은 편차를 나타내었다. 3 g/

l NaOH 이상의 농도에서는 다소 경도 값이 감소하고 편

Fig. 6. Texture coefficient of the coating layers formed AZ61A

alloy.

Fig. 7. Micro-hardness plot of cross-section on the PEO coated

AZ61A.

Fig. 8. Wear rate of AZ61A alloy was uncoated and after PEO

co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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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3 g/l NaOH 전해용

액에서 가장 치밀한 산화 피막층이 형성되었고 이상의 농

도에서는 산화 피막층 내에 미세기공이 발생하였으며,

MgO보다 높은 기계적 특성을 나타내는 Mg2SiO4의 결

정성 증가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Fig. 8은 NaOH의 농도에 따라 전해 플라즈마 공정 처

리된 산화물층의 마모율에 대한 값을 나타낸 것으로 코

팅되지 않은 AZ61A의 마모율은 AZ61A 보다 6배 낮은

값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NaOH의 농도가 증가할수

록 마모율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3 g/l NaOH

농도에서 내마모 특성이 우수하게 나타났으며, 이는 Mg-

Si-O형태의 산화물과 MgO 상의 형성에 의한 코팅층 경

도 증가와 낮은 기공률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3.4 코팅층의 부식저항

NaOH 농도에 따라 전해 플라즈마 공정 처리된 산화

물층의 부식특성 평가를 위해 상온 3.5 wt% NaCl 수용

액에서 전기화학적 동전위 분극 실험을 실시한 결과와

전해 플라즈마 코팅 후 마그네슘 합금의 부식 특성에 미

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코팅 되지 않은 AZ61A

마그네슘 합금에 대한 실험결과를 Fig. 9와 Table 2에

나타내었다. 이때, 부식저항 값은 아래와 같은 식에 의

해 계산되었다.46)

Rp= βa·βc / 2.303·Icorr·(βa + βc) (12)

Table 2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전해 플라즈마 공정 처

리된 시편 모두가 전해 플라즈마 코팅되지 않은 AZ61A

보다 Icorr 값은 낮게 나타내었으며, 분극 저항값은 높게

나타내었다. 이 중에 3 g/l NaOH에서 전해 플라즈마 코

팅층의 Icorr= 5.08 × 10−7A/cm2의 값으로 가장 낮은 값을

보였으며, Rp= 2.04 × 105 Ωcm2으로 가장 높은 분극 저

항값을 나타내었다. Fig. 9에서 동전위 분극 실험 결과

3 g/l NaOH에서 다른 시편들과 달리 높은 Tafel 기울기

를 보이며, 가장 높은 부식전위 값(−0.285 V)을 나타내

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NaOH농도가 증가할수록

산화물층의 두께는 증가하고 높은 밀도의 산화물층으로

기공률을 낮추게 된다. 기공률이 낮은 산화물층은 염수

를 쉽게 통과시키지 않고 외부 영향을 쉽게 받지 않기

때문에 두께는 65 μm에 기공률이 10 %로 가장 조밀한

산화물층인 3 g/l NaOH의 전해 플라즈마 코팅 샘플에서

가장 좋은 부식특성을 나타내게 된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SiO3
2−가 포함된 전해액 내에서 AZ61A

마그네슘 합금의 전해 플라즈마 공정에 의한 산화물층의

표면 및 단면 형상, 기계적, 전기화학적 특성에 OH−의 농

Fig. 9. Effect of NaOH concentration on potentiodynamic polarization

curve of AZ61A was uncoated and coated.

Table 1. Composition of the AZ61A magnesium alloy.

Item Chemical composition (wt%)

Spec Al Mn Zn Zr Si Co Ni Fe Ca Other

Data 5.8~7.2 0.15~0.5 0.4~0.15 - ~0.1 ~0.05 ~0.005 ~0.005 - ~0.03

Table 2. Result of the potentiodynamic polarization test.

βA βC Ecorr(V) Icorr(A/cm
2
) Rp(Ωcm

2
)

Uncoated AZ61 2.09 2.19 −1.64 3.06 × 10−4 1.5 × 101

NaOH 0g 1.19 2.36 −1.70 1.08 × 10
−4

3.45 × 10
1

NaOH 1g 0.58 2.31 −1.64 5.8 × 10
−5

1.13 × 10
2

NaOH 2g 0.38 0.62 −1.3 9.5 × 10−5 1.37 × 103

NaOH 3g 1.01 0.68 −0.28 5.80 × 10
−7

2.04 × 10
5

NaOH 4g 1.35 1.29 −0.46 934 × 10
−6

1.94 × 1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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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 고찰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결

론을 얻었다.

OH−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표면 및 단면에서의 기공이

감소하였지만, 3 g/l 이후에는 다시 증가하는 경향을 보

였다. Crater의 경우 NaOH의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더

욱 뚜렷하게 나타났지만, nodule의 수는 감소하고 그 크

기는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4 g/l에서 다시

nodule의 수가 증가하고 크기가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전해 플라즈마 처리된 산화물층의 단면으로부터 측

정된 산화물층의 두께는 OH−의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조밀하면서 두꺼워지는 경향을 보였지만, 3 g/l이후에 기

공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화물층에 MgO와 Mg2SiO4의 형성으로 모든 산화물

층이 900 HV이상의 경도값을 나타내었으며, 3 g/l NaOH

농도에서 1220 HV의 가장 높은 경도값과 낮은 편차를

보였다.

3 g/l NaOH에서 가장 낮은 wear rate값(2.5 10−3mg/

Nm)을 나타내었는데 이는 산화물층의 경도증가와 기공

율이 낮아 wear rate가 감소한 것으로 판단되며, 전해 플

라즈마 코팅층의 전기화학적 특성으로 3 g/l NaOH에서

가장 낮은 부식 전류 밀도 값(5.80 × 10−7A/cm2)과 가장

높은 부식 저항 값(2.04 × 105 Ωcm2)을 나타내었다. 이 또

한 3 g/l에서 가장 조밀한 구조의 산화물층을 형성함으로

써 염수와 모재의 반응을 저해하는데 충분한 기여를 하

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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