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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즈마 전해산화 처리된 AZ31 마그네슘 합금의 내식성에 봉공처리가 미치는 영향.

Effect of sealing treatment on the corrosion resistance of PEO-treated AZ31 Mg all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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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 본 연구에서는 플라즈마 전해산화 처리된 AZ31 마그네슘 합금의 내식성에 봉공처리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
았다. 플라즈마 전해산화 공정에 의해 형성된 피막에 대하여 증류수 및 알칼리 수용액에서 봉공처리를 실시하였으며, 개회
로 전위 측정, 동 전위 분극실험 및 염수분무실험을 통해 내식성을 평가하였다. 실험 결과 증류수 및 알칼리 수용액에서 
모두 봉공처리를 함에 따라 내식성이 향상되었으며, 봉공처리 시간을 증가시킴으로써 AZ31 마그네슘 합금의 내식성을 크

게 향상 시킬 수 있었다.   

1. 서론 
 마그네슘 합금 소재는 상용되고 있는 구조용 금속재료 중 가장 가벼우며, 자동차 및 항공기의 에너지 효율 향상을 시킬 
수 있는 차세대 에너지 소재로 각광받고 이다. 그러나 마그네슘 합금은 활성이 매우 높은 금속으로, 대기 중에서 쉽게 부
식이 되는 단점으로 인해 광범위한 사용에 제한되고 있다. 플라즈마 전해산화법은 마그네슘 표면에 산화 피막을 형성시켜 
내식성을 향상시켜주는 방법이다. 하지만 플라즈마 전해산화법은 인가된 고전압에 의해 피막의 절연파괴가 일어나고 다공
성 피막을 형성한다. 이러한 다공성의 피막은 대기 중 존재하는 부식유발 입자들의 이동통로가 되어 내식성을 저하 시킬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피막에 형성된 기공을 효과적으로 메울 수 있는 봉공처리법에 대해 연구하였으며, 봉공처
리가 산화 피막의 내식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알아보고자 하였다.  

2. 본론  

 본 연구에서는 AZ31 마그네슘 합금의 내식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플라즈마 전해산화 피막에 봉공처리를 실시하였다. 봉
공처리 후 산화 피막의 표면 및 단면구조를 SEM을 이용하여 관찰하였으며, 전기화학적 방법을 이용하여 내식성을 평가하
였다. 연구결과 봉공처리 후 산화피막 표면 및 기공 내에 나노 구조체가 형성되었으며, 봉공처리 시간이 증가할수록 내부 
기공 및 균열의 수가 감소함을 알 수 있었다. 내식성 평가 결과 봉공처리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내식성이 증가하였다.  

Fig. 1. Potentiodynamic polarization curves of non-treated and PEO-treated AZ31 Mg alloy in 0.5 M NaCl solution after 
sealing treatment in boiling water or boiling 1M NaOH solution. 

3. 결론

 플라즈마 전해산화 처리된 AZ31 마그네슘 합금의 봉공처리 결과 PEO 피막 표면에 수화물 나노 구조체가 형성되었다. 이는 

물과 마그네슘의 수화반응에 의해 생성된 것으로, 봉공처리시간이 증가할수록 표면에 더 많은 나노 구조체가 형성됨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내식성 평가 결과 봉공처리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산화 피막의 내식성은 향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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