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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마그네슘 합금은 낮은 비중, 높은 비강도, 주조성 및 절삭가공성, 치수안정성, 내흠집성이 우수한 특성을 지니고 있
는 경량금속으로써 우수한 주조성과 상온강도, 연신율을 나타낸다. 최근에는 마그네슘 합금을 사용한 IT 기기의 케이스 및 
자동차 내, 외장 부품 등의 제품이 다양하게 출시되어지며 금속 질감의 감성 기능까지 적용시킨 전자 기기 제품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다. 하지만 마그네슘 합금의 낮은 부식 저항성은 마그네슘 합금을 적용시킨 제품에 큰 단점
으로 작용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본 연구에서는 플라즈마 전해산화법과 실리카 졸-
겔 코팅법을 이용하여 마그네슘 합금의 내부식성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금속질감의 감성 기능을 구현하고자 하였다. 플라
즈마 전해산화 공정으로 형성된 산화피막층과 SiO2 코팅으로 형성된 코팅층의 표면과 단면에 대해서는 FE-SEM(Field 
emission Scanning Electron Microscope)과 FE-TEM(Field emission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e)으로써 확인하였고 전
기화학적 특성 분석을 통한 동전위(Potentiodynamic polarization)와 EIS(Eletrochemical Impedance Spectroscopy) 그리고 Salt 
spray등을 분석하였다.

1. 서론 
  마그네슘 합금은 비강도가 우수하며 밀도가 1.74 g/cm3인 초경량 금속으로써 기계적 가공 및 전자 차폐성 등으로 인하여 
스마트폰 및 전자 기기의 외장재 소재로써 각광받고 있는 소재이다[1-2]. 또한 금속 질감의 감성 기능을 지닌 전자 기기의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마그네슘 합금은 내식성이 상당히 낮기 때문에 제품에 적용되기 어려우며 
특히 수분에 의한 부식이 심각하여 마그네슘 합금의 내식성 향상을 위한 표면처리가 필수적으로 요구되어진다[3-5]. 본 연
구에서는 마그네슘 합금의 고유 금속질감을 구현과 내부식 향상을 위해 플라즈마 전해산화법과 SiO2 졸-겔 코팅법을 적용
하였다. 

2. 본론

  본 연구에서는 플라즈마 전해 산화법과 SiO2 졸-겔 코팅을 적용함으로써 모재위에 치밀하고 얇은 산화피막층과 유무기, 
무기 SiO2 코팅층이 형성되어 마그네슘 기판에 존재하는 미세 기공에서의 부식을 억제시켜주는 우수한 내부식 특성을 확
인하였다. 마그네슘 합금위에 형성된 PEO 산화피막층은 200nm수준의 얇고 치밀한 층이 형성되었으며 2단계 표면처리로써 
SiO2 코팅은 유무기-무기 순으로 적용한 시편의 부식전위와 전류밀도가 가장 우수하게 나타났다. 

                               

 Fig. 1. Potentio-dynamic polarization curves of the SiO2 layer

 또한 플라즈마 전해산화 후 0.1wt%의 GPTMS 유기실란이 첨가된 SiO2 코팅이 적용된 마그네슘의 경우 부식전류가 눈에 
띄게 줄어 든 것을 확인 할 수가 있었다. 따라서 플라즈마 전해산화와 SiO2 코팅의 2단계 공정은 금속 질감을 나타냄과 동
시에 마그네슘 합금의 표면 부식을 막아주어 내식성 향상에 효과적이라는 것을 확인하였다.

- 256 -



Fig. 2. Potentiodynamic polarization curves for Oxide films at different coating process

3. 결론 

 본 연구에서는 플라즈마 전해산화법과 실리카 졸-겔 코팅을 이용한 방법이 마그네슘 합금의 내부식성 향상에 효과가 있
음이 확인되었다. 특히 0.02A/cm2의 낮은 전류밀도를 강하게 인가함으로 얇고 치밀한 산화피막층을 형성하게된다. 또한 다
공질의 산화피막층내에 존재하는 잔류 기공들에서 나타나는 부식을 0.1wt%의 GPTMS가 첨가된 SiO2 유무기 코팅용액을 사

용하여 2차 코팅함으로써 금속 질감을 나타냄과 동시에 마그네슘 합금의 내부식성을 향상시킬 수 있었다. 또한 이와 같은 

공정 조건으로 제작된 시편들을 염수분무 시험해본 결과 72시간까지 초기 코팅상태를 유지하는 우수한 내부식 특성을 나타

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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