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펄스폭이 고정된 펄스로 PEO  bath 내부 전도도를 산화반응 도중에 동적으로 측정하는 방법

Dynamic measurement of conductivity inside PEO bath, during oxidation process, with fixed width 

pulse

주) 천우인더스트리 대표이사 문 현덕

1. 서론

   PEO 가공 초기에는 시편의 저항값이 급속히 변함으로 시편의 저항값이 시시 각각 변화하는 것을 파악하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일이다.

또한 전압, 온도, 저항이 변하는 환경에서 전류를 제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Pulse와 Pulse 사이에 

Conductance를 측정한다. 아울러 Conductance 측정 회로에서는 약간의 노력으로 음양극간에 흐르는 전류의 양, 혹은 전하

의 양도 측정이 가능하여 유용한 정보로 사용 가능하다. 따라서 실시간으로 Conductance를 측정하는 것은 PEO 연구자나 

PEO 전원장치 개발자 모두에게 관심이 있다고 하겠다.

   본 논문에서는 Conductance 실시간 측정을 위해 펄스폭을 고정하고 측정하여, 측정값을 통신, 표시 방법을 제시하고, 

전원장치에서 활용 예를 제시하였다.

2. 본론

 2.1 전도도 측정 이론적 접근

     그림과 같은 회로에서, 전압이 결정되면, 전류는 시간의 함수이고 Inductance와 저항에 의해 결정되므로, 시간을 고정

하고 Inductance를 고정하면 전류의 양은 Bath 내의 전도도에 의해 결정된다.(과도현상으로 생기는 용량성은 잠시 무시한

다.) 저항값을 안다면 원하는 방전전류 혹은 전하량을 적절히 제어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2.2 전도도와 전류

     아래 Data를 보 Inductance가 50μH이고 Pulse Width가 50μSec인 경우 Bath 내부 저항에 따라 전류값이 변하고 50

μSec에서 Sampling하여 얻은 값을 통해 Bath 내 전도도를 구할 수 있다.  전류값은 실제 회로의 구성에 따라 아래 예시한 

값과 상당히 다르게 측정될 수 있으나, 같은 회로에서 얻은 값은 매 측정마다 같은 값이다.

2.3 전원장치 운전 시 응용

     많은 연구자들이 현재 사용 중인 전원 장치는 주로 다음에 열거한 4가지 형태로 볼 수 있다. 별첨 자료 1 천우인더

스트리의 사용자 매뉴얼에서 인용하였다. 

Conductance 실시간 측정하고, 전원 장치에서 활용한 예로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2.4 Oxidation 연구 시 응용                                    

     PEO Process에서 산화막 형성은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됨으로, 실시간 Data를 측정하고 비교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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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 제시한 방법으로 Bath 내부의 저항값 변화를 측정하고 전류, 전하의 양을 측정하여 측정한 자료를 컴퓨터로 전

송하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시간을 적절히 안배하는 

방법으로 고정펄스를 이용한 본 측정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1. Hardware

  2.측정된 Peak 전류 값과 전하총량(전값의 적분값) 및 Bank 전압을 통해서 저항값 산출, Data 가공, 전송

  3. 측정회로의 안전대책 - Digital Pulse의 감시 역할을 하는 Analog Circuit

3. 결론

   Conductivity는 전해액의 종류, 온도, 농도, 시편과의 배치 거리 등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관여하여 얻어지는 결과이

므로 산화막의 상태를 직접적으로 대변하는 인자는 아니지만 여타의 인자들이 비교적 고정 요소이고 가장 두두러지게 변

하는 인자가 시편표면의 Conductivity이다.  따라서 현재까지 PEO 연구에서 전류 전압 정보와 Pulse 폭 등 전기적인 정보

에 의존하여 연구하였으나 ,표면 상황을 포괄적이지만 동적으로 파악하는 방법이 추가되면 연구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

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Conductivity를 측정할 수 있겠으나,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Pulse 폭 제한하고 측정하는 방식이 

실시간 측정방법 중에서 효율적이라고 하겠다.

4. 참고 문헌

   별첨 자료 #1 Operation Mode(천우인더스트리의 사용자 매뉴얼 중에서)

   별첨 자료  Operation M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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