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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액체 속로 노심재료로 개발된 12Cr-1MoVW 합 인 HT9강은 매우 높은 void 

swelling 항성을 갖는 표 인 페라이트/마르텐사이트 스테인 스 강으로 재까지 많

이 활용되고 있는 재료  하나이다. 하지만 HT9강은 500℃ 이상에서는 기계  특성이 

하게 떨어져 그 사용상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실이다. 따라서 고온에서 HT9강

을 사용하기 해서는 표면처리 등의 후공정을 통해 상기 단 을 개선해야 한다. 최근 새

로운 표면처리 기술로써 라즈마 해 산화(Plasma Electrolytic Oxidation : PEO) 피막

처리가 비철재료의 표면특성 향상에 용되고 있다. 그러나 철계합 에 한 라즈마 

해 산화 피막처리에 한 연구는 비철재료에 비해 상 으로 고, 그 특성 한 명확하

지 않다. 이에 HT9강을 라즈마 해 산화공정을 용하여 고온에서도 기계  특성이 

우수한 피막을 형성하여 고온에서 장시간 우수한 크리  특성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것

이 실히 필요하다.

  라즈마 해 산화 피막처리 기술은 그 원리가 양극산화 피막처리와 동일하며, 속표

면에  라즈마를 국부 으로 형성시켜 그 에 지를 이용하여 산화막을 형성하여 표면에 

최 의 경도, 내마모성, 내부식성  내열성을 동시에 부가할 수 있는 신 인 표면처리 

공정이다. 이러한 라즈마 해 산화 기술을 HT9강에 용시켜 보았다. 우선 공정조건

이 피막형성에 미치는 향을 알기 하여 류인가비, 피막처리시간, 해액을 바꾸어 

실험을 실시하 다. 한 Al 클래딩 한 HT9강을 PEO 기술에 용하여 도포된 알루미늄

에 피막처리 하 다.Cr 용사한 HT9강에 라즈마 해 피막처리를 하여 Cr2O3 피막을 

생성시키려고 실험하 으며, 마지막으로 탈탄처리를 하여 크롬산화물이 생성되기 쉽게 한 

후 피막처리를 실시하 다.

색인어
(각 5개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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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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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eatment, Creep property, processing parame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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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Ⅰ. 제  목

핵연료 피복재의 Barrier용 표면개질연구

Ⅱ. 연구개발의 목   필요성

액체 속로 노심재료로 개발된 12Cr-1MoVW 합 인 HT9강은 매우 높은 void swelling 

항성을 갖는 표 인 페라이트/마르텐사이트 스테인 스 강으로 재까지 많이 활용되

고 있는 재료  하나이다. 하지만 HT9강은 500℃ 이상에서는 기계  특성이 하게 

떨어져 그 사용상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실이다. 따라서 고온에서 HT9강을 사

용하기 해서는 표면처리 등의 후공정을 통해 상기 단 을 개선해야 한다.최근 새로운 

표면처리 기술로써 라즈마 해 산화(Plasma Electrolytic Oxidation : PEO) 피막처리

가 비철재료의 표면특성 향상에 용되고 있다. 그러나 철계합 에 한 라즈마 해 

산화 피막처리에 한 연구는 비철재료에 비해 상 으로 고, 그 특성 한 명확하지 

않다. 이에 HT9강을 라즈마 해 산화공정을 용하여 고온에서도 기계  특성이 우

수한 피막을 형성하여 고온에서 장시간 우수한 크리  특성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것

이 실히 필요하다.

Ⅲ. 연구개발의 내용  범

라즈마 해 산화 피막처리 기술은 그 원리가 양극산화 피막처리와 동일하며, 속표면에  

라즈마를 국부 으로 형성시켜 그 에 지를 이용하여 산화막을 형성하여 표면에 최

의 경도, 내마모성, 내부식성  내열성을 동시에 부가할 수 있는 신 인 표면처리 공

정이다. 이러한 라즈마 해 산화 기술을 HT9강에 용시켜 보았다. 우선 공정조건이 

피막형성에 미치는 향을 알기 하여 류인가비, 피막처리시간, 해액을 바꾸어 실

험을 실시하 다. 한 Al 클래딩 한 HT9강을 PEO 기술에 용하여 도포된 알루미늄

에 피막처리 하 다.Cr 용사한 HT9강에 라즈마 해 피막처리를 하여 Cr2O3 피막을 

생성시키려고 실험하 으며, 마지막으로 탈탄처리를 하여 크롬산화물이 생성되기 쉽게 

한 후 피막처리를 실시하 다.

Ⅳ. 연구개발 결과  고찰

  1. HT9강의 라즈마 해 피막처리

    1-1 류인가비가 피막처리에 미치는 향

    류인가비가 100:85보다 100:120이 PEO 처리  기지표면에 생성되는 기포의 양이 많

았고, 100:120보다 200:240이 더 많은 기포 생성을 보 다. 그 결과 가장 많은 기포

를 생성한 200:240의 류인가비에서 가장 두꺼운 피막층이 형성되었다. 하지만 

200:240의 류인가비로 PEO 피막처리한 시편은 다른시편들에 비해 피막층과 표면

과의 결합력이 좋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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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피막처리 시간이 피막처리에 미치는 향

    세가지의 해질( 해질Ⅰ:NaOH + Na2SiO3 + (NaPO3)3, 해질Ⅱ:KOH + water glass 

(2Na2·2SiO3·H2O), 해질Ⅲ:(NH4)2O + 5B2O3 + 8H2O)을 이용하여 PEO 처리한 결

과 해질Ⅰ에서 피막처리 하 을 때 피막의 두께가 가장 두꺼웠다. 하지만 부분

의 피막층은 부분 으로 갈라져 있거나 모재와 박리되어져 있는 형상으로 미루어보

아 해질로 인하여 피막층이 크게 개선되어졌다고 볼 수 없다. 한 피막층에 민감

한 해질의 몰비를 바꾸어 보아 실험을 한 결과 처음실험에 사용되었던 몰비에서 

가장 좋은 피막특성을 보 다.

    1-3 해액이 피막처리에 미치는 향

    피막처리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두께는 서서히 증가하 다. 특히 해질Ⅰ에서 피막처리

된 피막은 20분까지는 얇고 치 하지 않지만 피막처리시간이 30분을 지나서 부터는 

두께가 확연히 증가하 고 피막층 한 조 해 보 다.

  2. Al 클래딩한 HT9강의 라즈마 해 피막처리

  PEO 공정을 이용하여 plasma 유도가 가능한 알루미늄을 HT9강에 클래딩시켜 라즈마을 

유도하여 표면에 Cr산화물을 생성시키려하 다. 하지만 피막처리 후 Al층 표면에 심

한 균열이 발생하며 괴되어 한 공정이 아니라고 단되었다.

  3. Cr 용사한 HT9강의 라즈마 해피막처리

    3-1 해액이 피막처리에 미치는 향

    Cr 산화물을 생성시키려고 Cr 용사된 HT9강을 PEO 처리 하 다. 하지만 용사된 edge 

부분이 PEO 처리 에 응력이 집 되어 무 져 내릴 뿐만 아니라, 문지르면 벗겨

질 정도로 약한 표면결합력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상은 다른 해질을 사용하여 

PEO 처리하여도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

  4. 열처리한 HT9강의 라즈마 해 피막처리

  HT9강을 탈탄처리하여 크롬산화물이 생성되기 쉽게 한 후 피막처리를 한 결과, 오히려 피

막층의 두께는 열처리하지 않은 시편보다 더 얇아졌다. XRD 결과에서도 Fe와 Cr만

이 검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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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Ⅰ. Title

A study in the surface treatment of the barrier of a nuclear fuel protector

Ⅱ. Purposes

Materials used in the nuclear power plant, such as pipe, are needed to endure severe 

corrosion because they could expose the high temperature coolant under radiation. 

Up to now, the HT9 steel(12Cr-1MoVW) which is one of Ferritic Martensite 

Stainless steels has been applied because of its high swelling resistance. However, 

its applications are limited to the temperature of approximately 500℃. Therefore, it 

has been strongly demanded that the materials have excellent corrosion resistance 

concurrent with high mechanical properties such as fracture toughness and 

irradiation resistance at higher temperatures of more than 500℃ for high efficiency 

of operating reactor. In order to overcome the corrosion problem of irradiated HT9 

steel causing severe environmental problem, particularly, the ceramic coating 

methods could be applied. Recently, plasma electrolytic oxidation (PEO) emerged as 

a novel technique being capable of thick, dense and hard oxide ceramic coatings on 

the surface of light materials. In this study, we focused on applying the newly 

developed coating method, Plasma Electrolytic Oxidation (PEO) which was mainly 

developed for non-ferrous materials such as Al, Mg and Ti, for the HT9 steel. And 

then, we investigated and evaluated the possibility of application of PEO method for 

HT9 steel treated with/without aluminum cladding based on the microstructure 

observation of coatings formed under various processing parameters such as current 

ratio, electrolyte and time.

Ⅲ. Contents

Plasma Electrolytic Oxidation (PEO) treatment, which is an advancement of the 

conventional electrochemical anodizing treatment and leads to the local formation of a 

plasma by a spark on the metal surface, is expected to be a promising surface 

treatment that can overcome the drawbacks of HT9 steel. We applied PEO treatment 

for HT9 steel. We tried to find the effect of processing parameters, such as coating 

time, current ratio and electrolyte, on PEO coatings of HT9 steel, and also studied 

the effect of Al cladding. Thermal sprayed and heat treated HT9 steels were 

investigated.

Ⅳ. Results and conclusions

  1. PEO coating on HT9 steel



- VI -

    1-1 Effect of current ratio

    Increasing the current ratio up to (C2/C1 = 240/200) caused the increase of amount 

of air bubbles were generated on coating layer. As a result, the most thickness 

of coating layer was formed that most air bubbles were created at current ratio 

(C2/C1 = 240/200). However, coated specimen of current ratio (C2/C1 = 240/200) 

wasn't good coherence with surface than other specimen. 

    1-2 Effect of electrolyte

    Among three kinds of electrolyte (electrolyte I : NaOH + Na2SiO3 + (NaPO3)3, 

electrolyte II : KOH + water glass (2Na2·2SiO3·H2O), electrolyte III : (NH4)2O 

+ 5B2O3 + 8H2O), coating layer was most thickness in electrolyte I. However, 

most of coating layer was divided from substrate. Thus, coating layer didn't 

improve from PEO treatment of electrolyte. The case of changed mole ratio of 

electrolyte, the mole ratio of electrolyte used for the first time showed good 

characteristics of coating layer.

    1-3 Effect of time

    Increasing the coating time caused the slowly increase of thickness of coating layer. 

In particular, the coating layer of electrolyte I was loose and thin until 20min. 

However, coating layer was apparently increased thickness and was densen after 

30min. 

  2. Effect of Al cladding on the PEO coating

  Al which leads to plasma in PEO processing was clad on HT9 steel to form Cr oxide 

on surface of substrate. After PEO coating, however, the damaged cracks were 

formed on the surface of PEO coatings, so it is considered that the Al cladding 

on HT9 steel is not a pertinent processing.

  3. Effect of Cr thermal spraying on the PEO coating

    3-1 Effect of electrolyte

    Cr sprayed HT9 steel treated PEO to form Cr oxide. However, the edge of surface 

broke down during PEO treatment because of concentration of stress as well as 

the coating had a weak adhesion property. In spite of changing electrolytes 

during PEO treatment, the results had not improved.

  4. Effect of heat treatment on the PEO coating

  The thickness of coatings on HT9 steel which treated decarbonization were rather thin 

compared with the coating of HT9 steel which was not treated decarbonization. In 

XRD pattern, Fe and Cr were observed.



- VII -

CONTENTS

1. Introduction

  1-1. Background

    1. Plasma Electrolytic Oxidation coating

    2. Al cladding

    a. Themodynamics of solid-state joining

    b. Metallurgical effect

  2-1 Purpose

2. Experimental procedure

  2-1. Preparation of specimens

    1. Al cladding

    2. Heat treatment

  2-2. Plasma electrolytic Oxidation coating

    1. PEO coating equipment

    2. PEO coating conditions

  2-3 Properties investigation and analysis

    1. Microstructural characteristics

    a. Thickness

    b. EDS alalysis

    c. XRD alalysis

    2. Mechanical properties

    a. Scratch test

    3. Electrical chemical properties

    a. Corrosion test

3. Results and discussion

  3-1 PEO coating on HT9 steel

    1. Effect of current ratio

    2. Effect of electrolyte

    a. Effect of different Electrolytes on the PEO coating

    b. Effect of mole ratio on the PEO coating 

    3. Effect of coating time

  3-2 Effect of Al cladding on the PEO coating

  3-3 Effect of Cr thermal spraying on the PEO coating

    1. Effect of electrolyte

  3-4 Effect of heat treatment on the PEO coating



- VIII -

Ⅳ. Conclusions

V. Reference

Ⅵ. Research



- IX -

목     차

제 1 장 서  론

  제 1  기술 연구 개발의 배경

    1. 라즈마 해 산화 피막처리

    2. 알루미늄 클래딩 

    2. 1 클래드재의 합기구

    2. 2 속학 인 효과

  제 2  기술개발의 목   요성

제 2 장 실험방법

  제 1  시편의 제조

    1. 알루미늄 클래딩 한 HT9강

    2. 열처리한 HT9강

  제 2  라즈마 해 산화 피막처리

    1. 피막처리 장비

    2. 피막처리 조건

  제 3  특성 분석

    1. 미세조직 찰

    1. 1 두께 측정

    1. 2 EDS 성분 분석

    1. 3 XRD 성분 분석

    2. 기계  특성 평가

    2. 1 스크래치 테스트

    3. 기화학  부식특성 평가

    3. 1 내식성 측정

제 3 장 실험 결과  고찰

  제 1  HT9강의 라즈마 해 피막처리

    1. 류인가비가 피막처리에 미치는 향

    2. 해액이 피막처리에 미치는 향

    2. 1 해액 종류가 피막처리에 미치는 향

    2. 2 해액 몰비가 피막처리에 미치는 향

    3. 시간이 피막처리에 미치는 향

  제 2  Al 클래딩한 HT9강의 라즈마 해 피막처리

  제 3  Cr 용사한 HT9강의 라즈마 해피막처리

    1. 해액이 피막처리에 미치는 향

  제 4  열처리한 HT9강의 라즈마 해 피막처리



- X -

제 4 장 결  론

제 5 장 퍼런스

제 6 장 연구성과



- XI -

List of Tables

Table 1-1-1-1. The applications of Plasma Electrolytic Oxidation.

Table 2-1-1-1. Chemical composition of HT9 steel.

Table 2-1-1-2. Conditions for cladding.

Table 2-2-1-1. Conditions for plasma electrolytic oxidation treatment.

Table 3-1-1-1. Chemical composition of electrolyte and current ratio C2/C1.

Table 3-1-1-2. Chemical composition of electrolyte and current ratio C2/C1.

Table 3-1-1-3. Chemical composition of electrolyte and current ratio C2/C1.

Table 3-1-1-4. Conditions for PEO teatment(electrolyte).

Table 3-1-1-5. Conditions for PEO teatment(time).

Table 3-2-1-1. PEO coating conditions for Al cladded HT9 steel

Table 3-3-1-1. Chemical composition of electrolyte and current ratio C2/C1.

Table 3-3-1-2. Chemical composition of electrolyte and current ratio C2/C1.

Table 3-3-1-3. Chemical composition of electrolyte and current ratio C2/C1.

Table 3-4-1-1. Conditions for heat and PEO treatment.



- XII -

List of Figures

Fig 1-1-1-1. The principle of Plasma Electrolytic Oxidation.

Fig 1-1-1-2. Current voltage diagram.

Fig 1-1-1-3. Typical application examples.

Fig 1-1-2-1. Thermodynamics of solid junction.

Fig 1-1-2-2. Phase diagram of Fe-Al binary system.

Fig 2-1-1-1. Schematic diagrams of cladding.

Fig 2-2-1-1. Equipment for plasma electrolytic oxidation treatment.

Fig 3-1-1-1. HT9 steel before PEO treatment.

Fig 3-1-1-2. Surface morphologies of sample 1, 2, 3 after PEO treatment.

Fig 3-1-1-3. Typical cross section microstructures of sample 3 after PEO treatment.

Fig 3-1-2-1. Typical cross section microstructures of HT9 steel after PEO treatment.

Fig 3-1-2-2. EDS analysis of the coated sample 5 in electrolyte II.

Fig 3-1-2-3. Typical cross section microstructures of HT9 steel after PEO treatment.

Fig 3-1-2-4. Surface morphologies of HT9 steel after PEO treatment.

Fig 3-1-2-5. EDS analysis of the coated sample 11 in electrolyte III.

Fig 3-1-2-6. Typical cross section microstructures of the coated HT9 steel in electrolyte 

I(0.5 : 1 : 1). 

Fig 3-1-2-7. Typical cross section microstructures of the coated HT9 steel in electrolyte 

I(1 : 1 : 1).

Fig 3-1-2-8. Typical cross section microstructures of the coated HT9 steel in electrolyte 

I(1.5 : 1 : 1).

Fig 3-1-2-9. Typical cross section microstructures of the coated HT9 steel in electrolyte 

I(1.5 : 1.5 : 1).

Fig 3-1-2-10. Thickness of coatings on HT9 steel with a variation of concentration in 

electrolyte I.

Fig 3-1-2-11. Typical cross section microstructures of the coated HT9 steel in 

electrolyte II(0.5 : 1 : 1).

Fig 3-1-2-12. Typical cross section microstructures of the coated HT9 steel in 

electrolyte II(1 : 1 : 1). 

Fig 3-1-2-13. Typical cross section microstructures of the coated HT9 steel in 

electrolyte II(1.5 : 1 : 1).

Fig 3-1-2-14. Thickness of coatings on HT9 steel with a variation of concentration in 

electrolyte II.

Fig 3-1-2-15. Typical cross section microstructures of the coated HT9 steel in 

electrolyte III(2.72g/L).

Fig 3-1-2-16. Typical cross section microstructures of the coated HT9 steel in 



- XIII -

electrolyte III(5.44g/L).

Fig 3-1-2-17. Typical cross section microstructures of the coated HT9 steel in 

electrolyte III(8.16g/L).

Fig 3-1-2-18. Thickness of coatings on HT9 steel with a variation of concentration in 

electrolyte III.

Fig 3-1-2-19. Critical load of coatings on HT9 steel with a variation of concentration in 

electrolyte I.

Fig 3-1-2-20. Critical load of coatings on HT9 steel with a variation of concentration in 

electrolyte II.

Fig 3-1-2-21. Critical load of coatings on HT9 steel with a variation of concentration in 

electrolyte III.

Fig 3-1-3-1. Typical cross section microstructures of the coated HT9 steel for 10min in 

electrolyte I.

Fig 3-1-3-2. Typical cross section microstructures of the coated HT9 steel for 20min in 

electrolyte I. 

Fig 3-1-3-3. Typical cross section microstructures of the coated HT9 steel for 30min in 

electrolyte I.

Fig 3-1-3-4. Typical cross section microstructures of the coated HT9 steel for 40min in 

electrolyte I.

Fig 3-1-3-5. Typical cross section microstructures of the coated HT9 steel for 50min in 

electrolyte I. 

Fig 3-1-3-6. Thickness of coatings on HT9 steel with a variation of time in electrolyte 

I.

Fig 3-1-3-7. Typical cross section microstructures of the coated HT9 steel for 10min in 

electrolyte II.

Fig 3-1-3-8. Typical cross section microstructures of the coated HT9 steel for 30min in 

electrolyte II.

Fig 3-1-3-9. Typical cross section microstructures of the coated HT9 steel for 50min in 

electrolyte II. 

Fig 3-1-3-10. Thickness of coatings on HT9 steel with a variation of time in electrolyte II.

Fig 3-1-3-11. Typical cross section microstructures of the coated HT9 steel for 10min in 

electrolyte III.

Fig 3-1-3-12. Typical cross section microstructures of the coated HT9 steel for 30min in 

electrolyte III.

Fig 3-1-3-13. Typical cross section microstructures of the coated HT9 steel for 50min in 

electrolyte III.

Fig 3-1-3-14. Thickness of coatings on HT9 steel with a variation of time in electrolyte III.

Fig 3-1-3-15. EDS analysis of the coated HT9 steel in electrolyte I.



- XIV -

Fig 3-1-3-16. EDS analysis of the coated HT9 steel in electrolyte II.

Fig 3-1-3-17. XRD patterns of the coated HT9 steel. 

Fig 3-1-3-18. Critical load of coatings on HT9 steel with a variation of time in 

electrolyte I.

Fig 3-1-3-19. Critical load of coatings on HT9 steel with a variation of time in 

electrolyte II.

Fig 3-1-3-20. Critical load of coatings on HT9 steel with a variation of time in 

electrolyte III.

Fig 3-2-1-1. Al cladding on HT9 steel.

Fig 3-2-1-2. Interface between Al layer and HT9 substrate.

Fig 3-2-1-3. PEO coated HT9 steel.

Fig 3-3-1-1. Surface morphologies of HT9 steel after PEO treatment.

Fig 3-3-1-2. EDS analysis of the coated sample 9 in electrolyte I.

Fig 3-3-1-3. Surface morphologies of HT9 steel after PEO treatment.

Fig 3-3-1-4. EDS analysis of the coated sample 11 in electrolyte II.

Fig 3-3-1-5. Surface morphologies of HT9 steel after PEO treatment.

Fig 3-3-1-6. EDS analysis of the coated sample 13 in electrolyte III.

Fig 3-4-1-1. Photograph of the coated HT9 steel before and after heat teatment.

Fig 3-4-1-2. Typical cross section microstructures of the coated HT9 steel after heat 

teatment.

Fig 3-3-1-3. XRD patterns

Fig 3-3-1-4. Critical load of coatings on HT9 steel before and after heat treatment.



- XV -

표 목록

표 1-1-1-1 라즈마 해 산화 피막처리의 응용분야

표 2-1-1-1 HT9강의 화학조성 

표 2-1-1-2 클래딩 조건

표 2-1-2-1 라즈마 해 산화 피막처리 조건

표 3-1-1-1 해질 조성과 인가 류비

표 3-1-2-1. 해질 조성과 인가 류비

표 3-1-2-2 해질 성분과 류인가비

표 3-1-2-3 PEO 피막처리 조건 ( 해질)

표 3-1-3-1 PEO 피막처리 조건 (시간)

표 3-2-1-1 클래딩 된 HT9강의 PEO 조건

표 3-3-1-1 해질 조성과 인가 류비

표 3-3-1-2 해질 조성과 인가 류비

표 3-3-1-3. 해질 성분과 류인가비

표 3-4-1-1 열처리  PEO 피막처리 조건



- XVI -

그림 목록

그림 1-1-1-1 라즈마 해산화의 원리

그림 1-1-1-2 류 압 곡선

그림 1-1-1-3 표 인 응용사례

그림 1-1-2-1 고상 합의 열역학

그림 1-1-2-2 Fe-Al 상태도

그림 2-1-1-1 클래딩의 모식도

그림 2-2-1-1 PEO 장비

그림 3-1-1-1 PEO 처리하기 의 HT9강

그림 3-1-1-2 PEO 피막처리 후 Sample 1, 2 ,3 의 표면 SEM 사진

그림 3-1-1-3 PEO 피막처리 후 시편의 단면 SEM 사진

그림 3-1-2-1 PEO 피막처리 후 HT9 강의 단면 SEM 찰

그림 3-1-2-2 해질Ⅱ에서 피막처리 한 Sample 5의 EDS 분석결과

그림 3-1-2-3 PEO 피막처리 후 HT9 강의 단면 SEM 찰

그림 3-1-2-4 PEO 피막처리 후 HT9 강의 표면 SEM 찰

그림 3-1-2-5. 해질Ⅲ에서 피막처리 한 Sample 11의 EDS 분석결과

그림 3-1-2-6 해질Ⅰ(0.5 : 1 : 1)에서 피막처리 된 HT9강의 단면 SEM 

그림 3-1-2-7 해질Ⅰ(1 : 1 : 1)에서 피막처리 된 HT9강의 단면 SEM 

그림 3-1-2-8 해질Ⅰ(1.5 : 1 : 1)에서 피막처리 된 HT9강의 단면 SEM 

그림 3-1-2-9 해질Ⅰ(1.5 : 1.5 : 1)에서 피막처리 된 HT9강의 단면 SEM 

그림 3-1-2-10 해질Ⅰ에서 농도의 변화에 따른 피막층의 두께

그림 3-1-2-11 해질Ⅱ(0.5 : 1 : 1)에서 피막처리 된 HT9강의 단면 SEM 

그림 3-1-2-12 해질Ⅱ(1 : 1 : 1)에서 피막처리 된 HT9강의 단면 SEM 

그림 3-1-2-13 해질Ⅱ(1.5 : 1 : 1)에서 피막처리 된 HT9강의 단면 SEM 

그림 3-1-2-14 해질Ⅱ에서 농도의 변화에 따른 피막층의 두께

그림 3-1-2-15 해질Ⅲ(2.72g/L)에서 피막처리 된 HT9강의 단면 SEM 

그림 3-1-2-16 해질Ⅲ(5.44g/L)에서 피막처리 된 HT9강의 단면 SEM 

그림 3-1-2-17 해질Ⅲ(8.16g/L)에서 피막처리 된 HT9강의 단면 SEM 

그림 3-1-2-18 해질Ⅲ에서 농도의 변화에 따른 피막층의 두께

그림 3-1-2-19 해질Ⅰ에서 농도의 변화에 따른 피막층의 Critical Load

그림 3-1-2-20 해질Ⅱ에서 농도의 변화에 따른 피막층의 Critical Load

그림 3-1-2-21 해질Ⅲ 에서 농도의 변화에 따른 피막층의 Critical Load

그림 3-1-3-1 해질Ⅰ에서 10분간 피막처리 된 HT9강의 단면 SEM 

그림 3-1-3-2 해질Ⅰ에서 20분간 피막처리 된 HT9강의 단면 SEM 

그림 3-1-3-3 해질Ⅰ에서 30분간 피막처리 된 HT9강의 단면 SEM 

그림 3-1-3-4 해질Ⅰ에서 40분간 피막처리 된 HT9강의 단면 SEM 

그림 3-1-3-5 해질Ⅰ에서 50분간 피막처리 된 HT9강의 단면 SEM 



- XVII -

그림 3-1-3-6 해질Ⅰ에서 시간의 변화에 따른 피막층의 두께

그림 3-1-3-7 해질Ⅱ에서 10분간 피막처리 된 HT9강의 단면 SEM 

그림 3-1-3-8 해질Ⅱ에서 30분간 피막처리 된 HT9강의 단면 SEM 

그림 3-1-3-9 해질Ⅱ에서 50분간 피막처리 된 HT9강의 단면 SEM 

그림 3-1-3-10 해질Ⅱ에서 시간의 변화에 따른 피막층의 두께

그림 3-1-3-11 해질Ⅲ에서 10분간 피막처리 된 HT9강의 단면 SEM 

그림 3-1-3-12 해질Ⅲ에서 30분간 피막처리 된 HT9강의 단면 SEM 

그림 3-1-3-13 해질Ⅲ에서 50분간 피막처리 된 HT9강의 단면 SEM 

그림 3-1-3-14 해질Ⅲ에서 시간의 변화에 따른 피막층의 두께

그림 3-1-3-15 해질Ⅰ에서 피막처리 한 HT9강의 EDS 분석결과

그림 3-1-3-16 해질Ⅱ에서 피막처리 한 HT9강의 EDS 분석결과

그림 3-1-3-17 피막처리된 HT9강의 표면 XRD patterns 

그림 3-1-3-18 해질Ⅰ에서 시간의 변화에 따른 피막층의 Critical Load

그림 3-1-3-19 해질Ⅱ에서 시간의 변화에 따른 피막층의 Critical Load

그림 3-1-3-20 해질Ⅲ에서 시간의 변화에 따른 피막층의 Critical Load

그림 3-2-1-1 알루미늄 클래딩

그림 3-2-1-2 알루미늄층과 HT9강 계면 사진.

그림 3-2-1-3 피막처리 후의 HT9 강 사진

그림 3-3-1-1 PEO 피막처리 후 HT9 강의 표면 SEM 사진

그림 3-3-1-2 해질Ⅰ에서 피막처리 한 Sample 9의 EDS 분석결과

그림 3-3-1-3 PEO 피막처리 후 HT9 강의 표면 SEM 찰

그림 3-3-1-4 해질Ⅱ에서 피막처리 한 Sample 11의 EDS 분석결과

그림 3-3-1-5 PEO 피막처리 후 HT9 강의 표면 SEM 찰

그림 3-3-1-6 해질Ⅲ에서 피막처리 한 Sample 13  EDS 분석결과

그림 3-4-1-1 열처리 후 피막처리한 HT9강의 피막층

그림 3-4-1-2 열처리 후 피막처리한 HT9강의 피막층

그림 3-4-1-3 XRD 패턴

그림 3-4-1-4 열처리 과 후의 시편 피막층의 critical load



- 1 -

Ⅰ. 서  론

제 1  기술 연구 개발의 배경

1. 라즈마 해 산화 피막처리

라즈마 해 산화 피막처리 기술은 기본 으로 그 원리가 기존 경량 속에 주로 

사용되어온 경질 피막방법인 양극산화법과 동일하다. 일반 으로 해 반응(electrode 

process)은 통 이 가능한 액체( 해액) 속에 두 개의 서로 다른 속을 분리시켜 직류 는 

교류 원을 부가하 을 경우 원의 극성(polarity)에 따라 음극과 양극으로 분리된 속면

에서 기화학  반응이 발생한다[1-4]. 라즈마 해 피막처리법은 음극에 상 으로 

기화학  안정성이 높은 속(stainless steel 는 Pt 합  등)을, 그리고 양극에는 마그네슘 

는 알루미늄 등 산화시키고자 하는 속을 치시킨다. 원이 인가될 경우 다음과 같은 

반응이 일어난다[5]. 

Anode : M + nH2O → MOn + 2nH+ + 2ne-

Cathode : 2ne
-
 + 2nH

+
 → nH2(g)

라즈마 해 피막처리법의 경우, 앞서 형성된 양극산화막( 는 유 막)에 통 할 

수 있는 압 이상의 압을 가하면, 산화막 내부에서 반응된 O2 는 H2 가스에서는 국부

으로 형성된 강한 류장에 의해 plasma( 는 arc, spark)가 발생하게 된다. 이 plasma 

arc energy가 순간 형성된 산화물을 융착시키는 역할을 하여, 양극에 치한 속의 표면에

는 양극산화에 의해 형성된 산화물과는 달리 치 하고 단단한 산화물이 형성된다. 그림 

1-1-1-1은 산화막이 형성되어 성장하는 진행 시스템을 도식화한 것이다. 상 으로 낮은 

압에서 극공정의 동역학(kinetics) 시스템은 페러데이 법칙에 따르고, 지의 류- 압 

특성은 옴의 법칙에 따라 바 다[6]. 따라서 그림 1-1-1-2에서 V=0에서 U2의 범 에서는 

류발생에 정비례하여 압이 증가한다. 그러나 임계 압을 넘어서면 시스템의 거동은 다르

게 바뀔 수 있다. 이  단계에서 형성된 부식을 방지하는 부동태막이 U1지 에서 용해되기 

시작한다. U1-U2의 범 에서 보호막이 벗겨진 다공성 산화막이 성장하고, 압의 부분이 

떨어지는 상이 일어난다. U3지 에서 충돌이나 터 링 이온화 향으로 산화막의 기장 

강도는 박막이 괴되는 임계값에 도달한다. 이 경우, 작은 발 의 arc들이 산화막의 표면을 

빠르게 지나는 것이 찰되고 연속 인 산화막 성장을 용이하게 한다. U4지 에서 충돌 이

온화 기구는 열  이온화 과정에 의해 더 크게 유도되어 더 천천히, 더 큰  arc 방 이 일어

난다. U4-U5의 범 에서 열  이온화는 두꺼운 산화막에서 음 하에 둘러싸이며 국부 으로 

단된다. 결과 으로 기 에 짧은 방 이 발생한다. 이러한 arc 방 (micro discharge)은 비

교  낮은 력에서 지속 으로 일어난다. 이러한 상 때문에 박막은 차 으로 용해되고 

해액에 포함된 원소들과 합 화된다. U5지 을 넘어서면, 기 을 통하여 arc micro 

discharge 상은 박막 내부에서도 발생하게 된다[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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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1-1 라즈마 해산화의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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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1-1 라즈마 해 산화 피막처리의 응용분야

산업분야 용분야

 자동차  모터산업
피스톤,실린더블록,베어링,배기노즐,벨 트 인, 가장치,

연료펌 ,기어박스,엔진블럭커버,바퀴(휠),회 축구조용부품등

 항공산업
노즐,엔진보기(Bogie) 하우징류,엑 이터(Actuator) 기어종류,

구조용부품,베어링 바퀴부품, 딩기어부품등

 섬유산업
셔틀(shuttle),스핀로터(spinrotor:실타래),그립장치(grippingdevice),실유

도장치(threadguide),콜릿(collet),버빈(bobbin)등

 석유  화학산업 벨 ,펌 ,수압 유압계통장치,액체내부용기름펌

 무기  군수산업 총기류몸체,로켓포탄류몸체,로켓노즐,통신용장비 이스등

 기타 기 자부품산업,주방용산업,의료산업,인쇄산업,로 산업등

Spectacle Frame
 (Magnesium alloys :  AZ31B)

Piston
(Al alloy :Forged A2618-T6)

Implant Bolt
(Commercial pure grade Ti)

그림 1-1-1-3 표 인 응용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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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알루미늄클래딩 

붙이는 쪽의  두께는 모재의 반 이하이며 보통 10∼20%, 최  0.007mm이다. 피

복하는 속을 클래드재, 피복되는 속을 모재라고 부르고, 강재를 모재로 한 클래드를 클

래드강이라고 한다. 기계부품에서 마모, 부식, 마찰  피로 괴가 표면에서 발생한다[9]. 표

면에서 발생하는 문제 을 해결하는 방법은 탄화처리, 질화처리, 시안처리, 코 , 클래딩 표

면합  등이 있다. 이 에서도 이져 클래딩은 필요한 부 를 원하는 기계  특성을 갖는 

재료를 녹여 붙여 부품의 내부  특성과 외부  특성이 다른 부품을 만드는 방법으로 피로, 

괴, 마모, 부식 등에 잘 견딜 수 있는 표면을 얻을 수 있다[10]. 이러한 방법으로 제조할수 

있는 클래드강의 제조 목 은 일반 으로 모재의 내식성 부족을 보충하기 한 것이며 강도

는 모재만의 강도라고 생각하면 된다. 열 도도 모재와 잘 착되어 있으면 모재의 그것과 

마찬가지이다. 다만 스테인리스강과 고장력의 경우와 같이 두 강의 열팽창계수의 차이가 큰 

경우에 있어서, 온도가 내려갈 때에 팽창계수가 큰 스테인리스강이 지나치게 오르라들어 균

열이 생기기도 한다. 클래드는 성질이 다른 속을 합치는 것에 의해 단일의 속에서는 얻

어지지 않는 새로운 기능이 보다 고도의 성능을 갖게 한 재료이다. 

  2. 1 클래드재의 합기구

클래드강의 합은 고상 합의 일종으로 두 개의 재를 합시켜 하나의 재로 

만들게 되는데 이 반응은 열역학 으로 자발 인 반응이다. 그림에 고상 합 반응을 모식

으로  나타내었는데 그림 1-1-2-1에서도 알 수 있듯이 고상 합은 한 , 후의 free 

energy γIF-2γF.S로서 항상 마이 스 값을 갖게 된다.

γinterface-2γfree surface = - 1.7 free surface (γinterface≤0.3γfree surface)

그림 1-1-2-1 고상 합의 열역학

  이 사실은 고상 합이 열역학 으로 자발 인 반응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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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 속학 인 효과

STS와 Al합 을 합하는 경우, 그림 1-1-2-2에 나타낸 Fe-Al 이원계 상태도에서 

알 수 있듯이 Fe2Al, AlFe 등의 속간 화합물이 형성되게 된다. 이같이 속간 화합물은 

부분의 경우 covalent bonding과 metallic bonding에 비해 훨씬 취약하기 때문에 계면에 존

재하는 속간 화합물은 합계면의 결합력을 하 시키게 된다.

그림 1-1-2-2 Fe-Al 상태도

제 2  기술개발의 목   요성

액체 속로 노심재료로 개발된 12Cr-1MoVW 합 인 HT9강은 매우 높은 void 

swelling 항성을 갖는 표 인 페라이트/마르텐사이트 스테인 스 강으로 재 까지 많이 

활용되고 있는 재료  하나이다. 하지만 HT9강은 500℃ 이상에서는 기계  특성이 하

게 떨어져 그 사용상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실이다[11]. 왜냐하면 재 가동 원자로

보다 훨씬 더 높은 500℃ 이상의 온도에서 가동할 것을 상되는 미래형 고효율 원자로의 

경우 핵연료 피복 의 PCT는 700℃에 육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단 을 극복하기 

하여 고온에서도 기계 특성이 우수한 피막을 형성하는 방법을 통하여 스테인 스 강에 

barrier 피막을 안정 으로 형성하여 고온에서 장시간 우수한 크리  특성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실히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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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실 험 방 법

제 1  시편의 제조

1. 알루미늄 클래딩 한 HT9강

표 2-1-1-1에 본 연구에서 사용한 HT9강의 조성을 나타내었다. HT9강은 1050℃에

서 1시간 열처리 후 공냉시켜 다시 750℃에서 2시간 열처리 후 공냉하여 비하 다. 한 

표 2-1-1-2는 HT9강에 Al 분말을 이용하여 Al cladding을 실시한 조건이다. Al 분말을 용

해시켜 HT9강에 에 분사하면서 라즈마를 이용하여 Al 분말을 용해시켜 HT9강에 합

시켰다.

그림 2-1-1-1 클래딩의 모식도

 C Si Mn Ni Cr Mo V W Nb N

HT9 0.19 0.10 0.59 0.53 11.79 0.99 0.31 0.50 0.02 <0.01

표 2-1-1-1 HT9강의 화학조성 

출
력
(W)

노즐 치
+/-(mm)

빔거리
(mm)

빔각도
(◦)

속도
(mm/
min)

우더량
(RPM)

우더
유량
(l/min)

헤드
유량
(l/min)

열
(℃)

두께
(mm)

800 16 262 10 400 2.0 1.0 10 350 0.5

표 2-1-1-2 클래딩 조건

2. 열처리 한 HT9강

표면에 열처리, 즉 탈탄처리를 하여 크롬 산화물이 생성되기 쉽게 한 후 PEO 피막

처리를 하 다. 열처리는 기 분 기에서 1000℃의 고온상태로 3시간 유지 후 공냉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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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라즈마 해 산화 피막처리

1. 피막처리 장비

라즈마 해 산화 피막처리를 한 장비는 그림 2-2-1-1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해조와 력원으로 구성되어있다. 일반 으로 해조는 스테인리스강을 음극으로 사용하여 

만들어진 수냉식의 욕이며 스테인리스강은 극의 역할도 한다. 한 해조는 연된 류 

공 원과 작동  공정을 찰하기 해 투명한 아크릴 이스로 제조하 다. 해조는 기 

연결뿐만 아니라, 해액 혼합, 재순환, 가스 배열 설비를 포함한다. 안 을 해 지된 

임, 연결문  환기 이 설치되어있다. 

Bath Power supply

그림 2-2-1-1 PEO 장비

2. 피막처리 조건

시편을 각각 Ø10mm X 15mm와 Ø 20mm X 15mm 크기의 형으로 비하 고, 

라즈마 해 산화 피막처리를 해 사포와 1.0 ㎛크기의 Al2O3 분말을 이용하여 표면을 연마

하 다. 라즈마 해 산화피막처리 공정은 펄스 AC 원에 스테인 스 스틸 용기, 샘 홀

더, 해질 지, 용액 교반 장치  냉각 시스템으로 구성된 9 kW 용량의 라즈마 해 

산화피막처리 장치에서 수행하 다. 기본 으로 HT9강을 양극으로, STS316L과 Cu plate를 

음극으로 사용하 고, KOH + water glass (2Na2·2SiO3·H2O)를 혼합한 해액, NaOH + 

Na2SiO3 + (NaPO3)3 그리고 (NH4)2O + 5B2O3 + 8H2O 을 각각 사용하 다. 교류 력은 60 

Hz의 비율로 공 하 으며, 표 4에 나타난 것과 같이 양과 음의  펄스를 1 간 60회 인

가한 후에(C1) 음  펄스를 0.2 간 12회 HT9강에 인가하 다(C2). 인가된 C1과 C2의 

류비는 비율을 다르게 하여 다양하게 인가하 으며, 류 도를 20 A/dm2로 일정하게 하여 

10, 20, 30, 50분 동안 표면처리 시간을 변화시켜 실험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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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2-1 라즈마 해 산화 피막처리 조건

Anode HT9 강

Cathode STS316L or Cu plate

Ac power modulation C2/C1 = 0.60 ∼ 2.40

Electrolyte

Ⅰ NaOH + Na2SiO3 + (NaPO3)3

Ⅱ KOH + water glass (2Na2·2SiO3·H2O)

Ⅲ (NH4)2O + 5B2O3 + 8H2O

Coating time 10 ∼ 50min

Current density 20A/dm2

Current wave 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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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특성 분석

1. 미세조직 찰

PEO 피막처리한 시편을 속 단기로 단한 후, 펠놀 우더  에폭시수지를 이용

하여 핫 마운  는 콜드 마운 을 실시한 후, 0.05㎛의 연마용 알루미나로 최종 연마 후 

45 간 에칭 시켜 SEM을 이용하여 PEO 피막  HT9강기지의 미세 조직을 찰하 다.

  1-1 두께 측정

SEM으로 촬 한 피막을 화상분석기(Size 5.0 Image Analyzer)를 사용하여 각 시편 

당 두께를 20회 측정한 후 평균값으로 나타내었다.

  1-2 EDS 성분 분석

피막처리한 시편의 단면을 4mm 두께로 단한 후, Oxford 6699 장비를 사용하여 

HT9강의 기지와 피막의 성분을 분석하 다.

  1-3 XRD 성분 분석

피막처리한 시편의 단면을 4mm 두께로 단한 후, SEIFERT XRD3000 PTS 장비

를 사용하여 2θ값을 20°에서부터 80°까지 0.05°씩 증가시켜 Intensity를 측정하여 생성상을 

분석하 다.

2. 기계  특성 평가

  2-1 스크래치 테스트

CSM micro-scratch tester 장비를 사용하여, 피막처리된 시편의 표면을 0.03N부터 

10N 까지 하 을 증가시켜 피막층이 괴되는 지 을 Acoustic emission을 통하여 찰하

다.

3. 기화학  부식특성 평가

  3-1 내식성 측정

투명용기에 3.5% NaCl 용액에 피막처리한 시편을 담은 후 기화학시험으로부터 분

극특성을 측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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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실험 결과  고찰

제 1  HT9강의 라즈마 해 피막처리

1. 류인가비가 피막처리에 미치는 향

그림 3-1-1-1은 피막처리 의 HT9강을 보여주고 있다. HT9강의 표면은 은백색을 

보이며 속 특유의 택을 나타낸다.

그림 3-1-1-1 HT9 steel before PEO treatment.

몰비에 민감한 해질을 선행된 논문과 같은 몰비를 취하여 PEO 피막처리를 실시하

다. 표 3-1-1-1의 조건으로 HT9강을 인가 류비를 다르게 하여 50분동안 피막처리를 실

시하 다. 

표 3-1-1-1 해질 조성과 인가 류비

Sample Sample 1 Sample 2 Sample 3

해질Ⅰ NaOH 1g/L + Na2SiO3 8.05g/L + (NaPO3)6 4.9g/L

C2/C1
인가 류비

85/100 120/100 240/200

코  후 사진

표 3-1-1-1의 사진들은 다양한 인가 류비 조건에서 피막처리를 실시한 HT9강의 

표면사진이다. 인가 류비가 증가할수록 실험  기포의 양이 체 으로 많아졌고 코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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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막층 색도 짙어 졌다. 이는 더 고 도의 류가 단 면 에 가해져서 더 짙어 졌다고 할 

수 있겠다. 하지만 Sample 3의 산화층은 문지르면 가루 형태로 떨어져 나갔다. 이는 피막층

과 모재의 결합력이 약하다고 볼 수 있겠다.

Sample 1

Sample 2

Sample 3

그림 3-1-1-2 PEO 피막처리 후 Sample 1, 2 ,3 의 표면 SEM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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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1-1-2은 다양한 인가 류비 조건에서 피막처리 후의 Sample1, 2, 3의 표면을 SEM

을 이용하여 찰한 결과이다. 피막처리된 Sample들의 표면은 불균일한 형상의 이 크랙에 

의하여 분리되어 있었다. 한 미세한 기공들이 드물게 분포되어 있었다. 이러한 기공들은 

라즈마 해 산화 피막의 특성으로써 충돌, 터 링  열  이온화의 통로 역할을 하게 된

다. 그러나 Al, Mg 그리고 Ti의 라즈마 해 산화 피막에서는 이러한 기공들이 매우 많이 

형성되는 반면, HT9강의 경우 기공이 매우 드물게 찰되었다. 

Sample 1

Sample 2

Sample 3

그림 3-1-1-3 PEO 피막처리 후 시편의 단면 SEM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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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3은 피막처리 후 각기 다른 류인가비로 피막처리한 시편들의 SEM으

로 찰한 것이다. 윗부분이 Resin이고 아랫부분이 HT9강인 이 SEM 사진에서 피막 두께는 

Sample 3이 6.32μm 정도로 가장 두꺼웠지만, 부분 으로 갈라져 있거나 모재와 떨어져 있는 

형상이 찰되었다. 이는 마운  처리를 할 때 Resin이 서서히 굳으면서 코 층과 착되어 

떨어져나간 것으로 보인다. 이유는 시편과 코 층의 결합력이 낮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

다. 

2 해액이 피막처리에 미치는 향

  가. 해액 종류가 피막처리에 미치는 향

    (1) 해질Ⅱ (KOH 38.5g/L + Na2SiO3 61.5g/L)

선행 연구에 따라 해질의 농도를 증가시켜 통 을 원활하게 만들어 주기 하여, 

해질의 10%를 KOH + Na2SiO3로 하여 PEO처리를 실시하 다.

표 3-1-2-1. 해질 조성과 인가 류비

Sample Sample 4 Sample 5

해질Ⅱ KOH 38.5g/L + Na2SiO3 61.5g/L

C2/C1
류인가비 120/100 240/200

Sample 5의 코 층 확인을 해 SEM단면을 찰하 다. 그림 3-1-2-1은 두 번째 

해질을 이용하여 피막처리한 SEM morphology 이다. 피막층이 5∼6um정도이고 해질Ⅰ

로 실험한 시편의 피막층과 비교했을때 체 으로 1∼2um정도 얇은 특성을 보 다. 한 

피막층과 모재와 결합력이 약한 것 한 비슷한 특성이라고 할 수 있겠다.

Sample 5

그림 3-1-2-1 PEO 피막처리 후 HT9 강의 단면 SEM 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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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ment Weight% Atomic%
C K 2.53 11.72
O K 3.92 13.64
Si K 0.83 1.65
Cr K 9.15 9.79
Fe K 55.33 55.14
Pt M 28.25 8.06
Totals 100.00  

그림 3-1-2-2. 해질Ⅱ에서 피막처리 한 Sample 5의 EDS 분석결과

    (2) 해질Ⅲ (Pentaborate, (NH4)2O + 5B2O3 + 8H2O 5.44g/L)

선행연구에 따라 해질을 Pentaborate로 하여 50분동안 PEO처리를 실시하 다.

표 3-1-2-2 해질 성분과 류인가비

Sample Sample 6 Sample 7

해질Ⅲ Pentaborate (NH4)2O + 5B2O3 + 8H2O 5.44g/L

C2/C1
류인가비 120/100 240/200

코  후 사진

해질Ⅲ으로 피막 처리한 표 3-1-2-2의 사진들은 해질Ⅰ,Ⅱ보다 더욱더 짙은 색

의 피막층이 생성되었다. 하지만 그림 3-1-2-3에서 찰할수 있듯이 피막층이 4∼5μm 정도

로 해질Ⅰ,Ⅱ와 비교했을 때 조  더 얇다. 피막층을 EDS로 분석한 결과 같은시편으로 

해질Ⅱ에서 피막처리한 결과 값보다는 더 많은 양의 산소가 검출되었지만 크롬용사된 시편

에 비하면 많이 은 산소함유량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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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 7

그림 3-1-2-3 PEO 피막처리 후 HT9 강의 단면 SEM 찰

Sample 7

그림 3-1-2-4 PEO 피막처리 후 HT9 강의 표면 SEM 찰

   

Element Weight% Atomic%
C K 5.92 20.60
O K 11.60 30.28
Si K 0.68 1.00
Cr K 9.42 7.57
Fe K 46.91 35.08
Pt M 25.47 5.45
Totals 100.00  

그림 3-1-2-5. 해질Ⅲ에서 피막처리 한 Sample 7의 EDS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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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해액 몰비가 피막처리 미치는 향

해질의 농도 비율이 피막층의 착력에 미치는 향을 알고자 표 3-1-2-3의 조건

으로 피막처리를 실시하 다. 해질Ⅰ은 NaOH 1g/L + Na2SiO3 8.05g/L + (NaPO3)6 

4.9g/L, 해질Ⅱ는 KOH 5g/L + Na2SiO3 8g/L 그리고 해질Ⅲ (NH4)2O + 5B2O3 + 8H2O 

5.44g/L 이며 각각의 몰 비를 조 씩 다르게 하여 피막처리 하 다. 

표 3-1-2-3 PEO 피막처리 조건 ( 해질)

current ratio C2/C1=2.40

coating time 50min

electrolyte
concentration
proportion

(electrolyteⅠ)

0.5 : 1 : 1
NaOH 0.5g/L + Na2SiO3 8.05g/L + (NaPO3)6 4.9g/L

1 : 1 : 1
NaOH 1g/L + Na2SiO3 8.05g/L + (NaPO3)6 4.9g/L

1.5 : 1 : 1
NaOH 1.5g/L + Na2SiO3 8.05g/L + (NaPO3)6 4.9g/L

1.5 : 1.5 : 1
NaOH 1.5g/L + Na2SiO3 12.05g/L + (NaPO3)6 4.9g/L

electrolyte
concentration
proportion

(electrolyteⅡ)

0.5 : 1
KOH 5g/L + Na2SiO3 8g/L

1 : 1
KOH 5g/L + Na2SiO3 8g/L

1.5 : 1
KOH 5g/L + Na2SiO3 8g/L

electrolyte
concentration
proportion

(electrolyteⅢ)

(NH4)2O + 5B2O3 + 8H2O  2.72g/L 

(NH4)2O + 5B2O3 + 8H2O  5.44g/L

(NH4)2O + 5B2O3 + 8H2O  8.16g/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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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미세조직 찰

      a. 해질Ⅰ (NaOH 1g/L + Na2SiO3 8.05g/L + (NaPO3)6 4.9g/L)

  

그림 3-1-2-6 해질Ⅰ(0.5 : 1 : 1)에서 피막처리 된 HT9강의 단면 SEM 

  

그림 3-1-2-7 해질Ⅰ(1 : 1 : 1)에서 피막처리 된 HT9강의 단면 SEM 

  

그림 3-1-2-8 해질Ⅰ(1.5 : 1 : 1)에서 피막처리 된 HT9강의 단면 S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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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9 해질Ⅰ(1.5 : 1.5 : 1)에서 피막처리 된 HT9강의 단면 S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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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10 해질Ⅰ에서 농도의 변화에 따른 피막층의 두께

그림 3-1-2-6∼3-1-2-9는 해질 NaOH 1g/L + Na2SiO3 8.05g/L + (NaPO3)6 

4.9g/L에서 농도의 비율을 다르게 해서 실험을 한 결과이다. SEM 찰결과 두께는 5∼

6.5um 정도로 성장하 고,  모재와의 착력 한 좋지 않아 보 다. 특히, 그림 3-1-2-8에

서는 피막층과 에폭시 수지가 굳어질 때 붙어서 피막층이 떨어질 정도로 결합력이 좋지 못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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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해질Ⅱ (KOH 5g/L + Na2SiO3 8g/L)

  

그림 3-1-2-11 해질Ⅱ(0.5 : 1)에서 피막처리 된 HT9강의 단면 SEM 

  

그림 3-1-2-12 해질Ⅱ(1 : 1)에서 피막처리 된 HT9강의 단면 SEM 

  

그림 3-1-2-13 해질Ⅱ(1.5 : 1)에서 피막처리 된 HT9강의 단면 S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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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14 해질Ⅱ에서 농도의 변화에 따른 피막층의 두께

그림 3-1-2-11∼3-1-2-13은 해질Ⅱ (KOH 5g/L + Na2SiO3 8g/L)에서 KOH의 농

도 비율을 다르게 하여 피막처리 한 사진이다. 농도를 다르게 실험하여도 피막층의 두께는 

거의 비슷한 경향을 보이지만, 특히 그림 3-1-2-12에서는 그 피막층이 매우 균일하게 형성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비록 두께는 같지만 그 형성되는 피막층의 치 함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피막층 형상은 해질Ⅰ로 피막처리된 시편과 거의 흡사한 형상이 

찰되었지만, 두께는 3.5∼4um 정도로 해질Ⅰ로 피막처리된 시편보다 다소 얇은 피막층

이 형성되었다.

      c. 해질Ⅲ ((NH4)2O + 5B2O3 + 8H2O  5.44g/L)

  

그림 3-1-2-15 해질Ⅲ(2.72g/L)에서 피막처리 된 HT9강의 단면 S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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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16 해질Ⅲ(5.44g/L)에서 피막처리 된 HT9강의 단면 SEM 

  

그림 3-1-2-17 해질Ⅲ(8.16g/L)에서 피막처리 된 HT9강의 단면 SEM 

2.72g/L 5.44g/L 8.16g/L
0

1

2

3

4

5

6

7

8

9

10

Th
ic

kn
es

s(
um

)

 

 

concentration of electrolyte

그림 3-1-2-18 해질Ⅲ에서 농도의 변화에 따른 피막층의 두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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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15∼3-1-2-17은 해질Ⅲ에서 농도를 다르게 하여 실험한 결과이다. 

SEM 찰 사진에서 윗부분이 Resin 이고 아랫부분은 HT9강이며 피막층의 두께는 4∼5.7μm 

정도로 찰되었다. 농도의 변화에 따른 두께의 변화에서 5.44g/L에서 피막처리한 시편이 가

장 좋은 두께를 보 다. 하지만 피막층이 갈라진 흔 들이 많은 것을 미루어 보아 합력 증

가를 기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상된다.

    나. scratch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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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ortions of electrolyte concentration

그림 3-1-2-19 해질Ⅰ에서 농도의 변화에 따른 피막층의 Critical Load

그림 3-1-2-20 해질Ⅱ에서 농도의 변화에 따른 피막층의 Critical Load

피막층과 모재와의 결합력을 확인하게 하여 스크래치 테스트를 실시하 다. 해

질Ⅰ에서 피막처리 된 시편의 critical load는 해질Ⅱ에서 피막처리 된 시편보다 더 높은 

critical load를 보 을 뿐 아니라 더 좋은 두께와 critical load 특성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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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21 해질Ⅲ 에서 농도의 변화에 따른 피막층의 Critical Load

피막층과 모재와의 합력을 확인하게 하여 스크래치 테스트를 실시하 다. 그림 

3-1-2-21에서 찰 할 수 있듯이 농도의 변화에 따른 피막층의 critical load는 해질Ⅲ

(5.44g/L)에서 가장 높은 특성을 보 다. 한 해질의 농도를 8.16g/L 로 하 을 때는 오히

려 critical load 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 다. 이는 5.44g/L가 가장 최 의 해질 농도라고 

할 수 있겠다. 

3.  시간이 피막에 미치는 향

피막처리 시간이 해질에 미치는 향을 알고자 피막처리 시간을 10∼50분까지 10 

는 20분 간격으로 피막처리 하 다.

표 3-1-3-1 PEO 피막처리 조건 (시간)

current ratio C2/C1=2.40

coating time 10 ∼ 50min

electrolyteⅠ NaOH 1g/L + Na2SiO3 8.05g/L + (NaPO3)6 4.9g/L

electrolyteⅡ KOH 5g/L + Na2SiO3 8g/L

electrolyteⅢ (NH4)2O + 5B2O3 + 8H2O  4.9g/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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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미세조직 찰

    (1) 해질Ⅰ (NaOH 1g/L + Na2SiO3 8.05g/L + (NaPO3)6 4.9g/L)

  

그림 3-1-3-1. 해질Ⅰ에서 10분간 피막처리 된 HT9강의 단면 SEM 

  

그림 3-1-3-2 해질Ⅰ에서 20분간 피막처리 된 HT9강의 단면 SEM 

  

그림 3-1-3-3 해질Ⅰ에서 30분간 피막처리 된 HT9강의 단면 S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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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4 해질Ⅰ에서 40분간 피막처리 된 HT9강의 단면 SEM 

  

그림 3-1-3-5 해질Ⅰ에서 50분간 피막처리 된 HT9강의 단면 S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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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6 해질Ⅰ에서 시간의 변화에 따른 피막층의 두께

피막층의 시간에 따른 변화에서는 선행연구(마그네슘 합 ) 된 결과와 마찬가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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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의 증가함에 따라 두께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 다. 20분까지는 아주 얇고 형상 한 치

하지 않다. 하지만 피막처리 시간이 30분이 지나면 피막층이 10, 20분 보다 더 두껍게, 치

하게 형성되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특히, 50분의 피막층은 매우 치 해 보 다.

    (2) 해질Ⅱ (KOH 5g/L + Na2SiO3 8g/L)

그림 3-1-3-7 해질Ⅱ에서 10분간 피막처리 된 HT9강의 단면 SEM 

그림 3-1-3-8 해질Ⅱ에서 30분간 피막처리 된 HT9강의 단면 SEM 

그림 3-1-3-9 해질Ⅱ에서 50분간 피막처리 된 HT9강의 단면 S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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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10 해질Ⅱ에서 시간의 변화에 따른 피막층의 두께

해질Ⅱ에서 피막처리한 SEM사진을 그림 3-1-3-7∼3-1-3-9에 나타내었다. 피막처

리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피막층이 역시 증가하 지만 해질Ⅰ에서 피막처리한 시편보다는 

얇은 피막층이 형성되었다. 하지만 해질Ⅰ에서 피막처리 된 피막층에서 찰된 갈라지거나 

깨진 형상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는 피막층의 두께가 얇지만 더욱 조 하다고 할 수 있다.



- 28 -

    (3) 해질Ⅲ ((NH4)2O + 5B2O3 + 8H2O  5.44g/L)

그림 3-1-3-11 해질Ⅲ에서 10분간 피막처리 된 HT9강의 단면 SEM 

그림 3-1-3-12 해질Ⅲ에서 30분간 피막처리 된 HT9강의 단면 SEM 

그림 3-1-3-13 해질Ⅲ에서 50분간 피막처리 된 HT9강의 단면 S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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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14 해질Ⅲ에서 시간의 변화에 따른 피막층의 두께

그림 3-1-3-11∼3-1-3-13에서 찰할 수 있듯이 시간에 따른 피막의 특성도 농도의 

변화에 따른 피막의 특성과 크게 다르지 않다. 피막의 두께는 시간에 따라 증가 한다는 사실

은 선행된 결과를 통하여 이미 보고되어졌다. 해질Ⅰ에서 생성된 피막층 한 시간이 증가

함에 따라 두께가 증가하 다. 하지만 시간이 70분이 넘어서면서 부터는 피막층이 모재로부

터의 박리 상이 생기기 때문에 HT9강에서의 가장 좋은 피막처리 시간은 50분이라고 생각

된다.

  나. XRD pattern & EDS analysis

   

Element Weight%
C K 5.92
O K 9.40
Si K 0.68
Cr K 9.42
Fe K 46.91
Pt M 25.47
Totals 100.00

그림 3-1-3-15 해질Ⅰ에서 피막처리 한 HT9강의 EDS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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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ment Weight%
C K 2.53
O K 3.92
Si K 0.83
Cr K 9.15
Fe K 55.33
Pt M 28.25
Totals 100.00

그림 3-1-3-16 해질Ⅱ에서 피막처리 한 HT9강의 EDS 분석결과

그림 3-1-3-15, 3-1-3-16은 각각 해질Ⅰ, Ⅱ에서 피막처리 된 시편의 EDS 분석결

과이다. 성분 에서 O, Si 가 검출된 것으로 보아 해질에 있는 이온들이 피막이 형성될 

때 기화학반응을 일으킨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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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17 피막처리된 HT9강의 표면 XRD patterns 

그림 3-1-3-17은 XRD 패턴을 나타낸 것이다. EDS 분석에서 많게는 11%, 게는 

약 4%의 산소가 검출되었지만 XRD분석 결과, Fe와 Cr 만 검출되었다. 그 이유로는 HT9강 

에 형성된 피막층은 약 5um 정도로 매우 얇아 일반 인 XRD의 분석으로는 피막층의 성

분의 정확한 분석이 어렵다. 한, PEO 피막처리로 인해 형성된 산소를 포함한 상들이 매우 

미세하게 분포되어있고, 그 상들의 volume  fraction이 작아 XRD에 의해 검출이 안 된 것으

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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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scratch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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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18 해질Ⅰ에서 시간의 변화에 따른 피막층의 Critical Load

그림 3-1-3-18에서는 피막층과 모재와의 결합력을 확인하게 하여 스크래치 테스

트를 실시한 결과 값이다. 시간의 향에서는 SEM사진에서 찰했듯이 10, 20분 동안 피막

처리 한 피막층은 치 하지 않다. 하지만 30분이 넘어가면 그 피막층 한 dense 하게 형성

되는 것을 찰할 수 있었다. 스크래치 테스트에서도 10, 20분에서는 critical load가 0.9N 정

도에서 아주 쉽게 깨지는 경향을 보 지만, 30분이 넘어가서는 critical load가 증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0 20 30 40 50
0.0

0.5

1.0

1.5

2.0

Time (min)

C
ri

tic
al

 L
oa

d 
(N

)

 

 

그림 3-1-3-19 해질Ⅱ에서 시간의 변화에 따른 피막층의 Critical L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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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20 해질Ⅲ에서 시간의 변화에 따른 피막층의 Critical Load

 피막층과 모재와의 합력을 확인하게 하여 스크래치 테스트를 실시하 다. 그림 

3-1-3-19, 3-1-3-20은 피막처리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critical load 이 증가함을 확인 할 수 

있다.모든 시편의 피막 두께가 두꺼울 수록 critical load도 증가한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

다. 그것은 피막층이 두꺼우면서 그 하 에 더 잘 견딘다고 상 할 수 있다.

제 2  Al cladding한 HT9강의 라즈마 해 피막처리

HT9강에 라즈마 해 산화 피막처리를 실시한 후 EDS와 XRD를 이용한 성분분

석에서 산화물이 발견되지 않아 알루미늄을 클래딩하여 Al 련 산화물의 형성을 유도하

다. 그림 3-2-1-1은 Al 분말을 이용하여 클래딩한 HT9강의 사진이다. Al이 edge 부분에서

는 무 져 내려 고른 형상의 시편을 얻지 못하 다. 그림 3-2-1-2는 Al 층과 HT9강의 계면

을 찰한 사진이다. HT9강과 Al 층의 계면은 박리 상 없이 결합되어 있었지만 Al 층 내

부는 응고 속도의 차이에 의하여 불균일한 형상을 나타내었다.

그림 3-2-1-1 Al cladding on HT9 ste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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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2-1-2 Interface between Al layer and HT9 substrate.

Al 클래이딩한 HT9강을 표 3-2-1-1의 조건으로 라즈마 해 산화 피막처리를 실

시하 다. 피막처리 후 Al 층 표면에 심한 균열이 발생하며 괴(그림 3-2-1-3)되어 한 

공정이 아니라고 단되었다.

Anode Al cladded HT9 steel

Cathode STS316L

AC power modulation 60Hz

Current ratio C2/C1=0.85

Coating time 50 min

Current density 20 A/dm2

Electrolyte KOH 5g/L + Na2SiO3 8g/L

표 3-2-1-1 PEO coating conditions for Al cladded HT9 steel

.

그림 3-2-1-3 PEO coated HT9 ste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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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Cr 용사한 HT9강의 라즈마 해 산화 피막처리

1. 해액이 피막처리에 미치는 향

  가. 해질Ⅰ (NaOH 1g/L + Na2SiO3 8.05g/L + (NaPO3)6 4.9g/L)

표 3-3-1-1 해질 조성과 인가 류비

Sample Sample 8 Sample 9

해질Ⅰ NaOH 1g/L + Na2SiO3 8.05g/L + (NaPO3)6 4.9g/L

C2/C1
인가 류비

120/100 240/200

코  후 사진

해질Ⅰ안에서 표 3-3-1-1의 조건으로 크롬 용사된 HT9강을 50분간 라즈마 

해 산화 피막 처리하 다. 먼 , 표면은 선행된 실험보다 많이 산화물이 생성된 모습을 찰

할 수 있다. Cr이 산화된 색은 녹색인데 이 녹색이 겉에서부터 안쪽까지 서서히 확장된 모

습을 볼 수 있다. 이는 edge부분에 응력이 집 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이미 선행된 실험

에서 밝힌바 있다. 하지만 류비를 두배 가량 높인 Sample 9는 오히려 edge부분이 무 져 

내릴 뿐만 아니라, 문지르면 벗겨질 정도로 약한 표면 결합력을 가지고 있었다.

Sample 9

그림 3-3-1-1 PEO 피막처리 후 HT9 강의 표면 SEM 사진

그림 3-3-1-1에서 보이듯 피막층이 끊어지고 분리된 형상을 찰 할 수 있다. 이는 



- 35 -

표면결합력이 약한 증거라 할 수 있겠다. 

   

Element Weight% Atomic%
C K 2.62 7.41
O K 26.28 55.78
Na K 2.50 3.70
Si K 3.18 3.84
Cr K 37.34 24.38
Pt M 28.07 4.89
Totals 100.00  

그림 3-3-1-2 해질Ⅰ에서 피막처리 한 Sample 9의 EDS 분석결과

그림 3-3-1-2의 데이터를 보면 선행된 실험에서 검출되지 않았던 산소가 량 검출

되었다. 한, Si와 Na가 같이 검출된 것으로 보아 해질Ⅰ에서 피막층으로 공 이 이루어 

졌다고 할 수 있겠다.

  나. 해질Ⅱ (KOH 38.5g/L + Na2SiO3 61.5g/L)

표 3-3-1-2 해질 조성과 인가 류비

Sample Sample 10 Sample 11

해질Ⅱ KOH 38.5g/L + Na2SiO3 61.5g/L

C2/C1
류인가비

120/100 240/200

코  후 사진

표 3-3-1-2에서 Sample 11의 사진을 보면 표면 edge부분쪽으로 가면 갈수록 산화가 

많이 된 상을 볼 수 있다. 해질Ⅰ과 비교해 봤을 때 120/100은 해질Ⅰ이 더 많은 산화

층이 나타났고, 240/200은 오히려 해질Ⅰ보다 더 많이 산화되었다는 것이 육안으로도 보일

정도로 명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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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 11

그림 3-3-1-3 PEO 피막처리 후 HT9 강의 표면 SEM 찰

   

Element Weight% Atomic%
O K 26.19 56.85
Na K 2.57 3.89
Si K 1.44 1.78
K K 1.67 1.49
Cr K 48.74 32.55
Pt M 19.38 3.45
Totals 100.00  

그림 3-3-1-4 해질Ⅱ에서 피막처리 한 Sample 11의 EDS 분석결과

그림 3-3-1-4의 결과에서도 나타나듯이 산소가 많이 검출 되었다. 산소의 비율은 

해질Ⅰ로 실험한 데이터와 비슷하지만, 표면과의 결합력은 좋지 않았다. 

  다. 해질Ⅲ (Pentaborate, (NH4)2O + 5B2O3 + 8H2O 5.44g/L)

표 3-3-1-3. 해질 성분과 류인가비

Sample Sample 12 Sample 13

해질Ⅲ Pentaborate (NH4)2O + 5B2O3 + 8H2O 5.44g/L

C2/C1
류인가비 120/100 240/200

코  후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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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질Ⅲ으로 피막처리 된 시편들은 해질Ⅰ로 피막처리 된 시편과 비슷한 모습

을 보 다. EDS 분석결과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Sample 13

그림 3-3-1-5 PEO 피막처리 후 HT9 강의 표면 SEM 찰

   

Element Weight% Atomic%
O K 32.53 68.58
Na K 1.96 2.88
K K 1.62 1.40
Cr K 33.84 21.95
Pt M 30.04 5.19
Totals 100.00  

그림 3-3-1-6 해질Ⅲ에서 피막처리 한 Sample 13  EDS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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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열처리 한 HT9강의 라즈마 해 피막처리

표면에 열처리, 즉 탈탄 처리를 하여 크롬 산화물이 생성되기 쉽게 한 후 피막처리

를 하 다. 왜냐하면 탄소는 크롬과 반응하여 크롬 탄화물을 만들어서 산화물을 형성하는 크

롬을 이기 때문이다. 

표 3-4-1-1 열처리  PEO 피막처리 조건

AC power 60Hz

류인가비 C2/C1=240/200

피막처리시간 50 분

류 도 20 A/dm2

해질 KOH 5g/L + Na2SiO3 8g/L

열처리 온도 1000℃

열처리 시간 3시간

열처리 열처리 후

  그림 3-4-1-1 열처리 후 피막처리한 HT9강의 피막층

열처리는 진공분 기가 아닌 기분 기에서 1000℃의 고온으로 3시간유지 후 공냉

하 고, 피막처리  사포 2000번으로 가볍게 연마한 후 10분간 음  세척기로 세척 후 피

막처리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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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1-2 열처리 후 피막처리한 HT9강의 피막층

그림 3-4-1-2는 피막처리 후 피막층을 SEM으로 찰한 사진이다. 피막층의 두께 

분포는 1.5∼2.5μm정도 으며, 열처리 하지 않은 시편과 비교했을때 오히려 피막층 두께가 

얇아진 상을 볼 수 있다. 하지만, 모재와 잘 붙어있는 상으로 미루어보아 더 좋은 합

력을 가질 것으로 상된다.

그림 3-4-1-3 XRD 패턴

XRD 분석결과 Fe와 Cr 만 검출 되었다. 이  데이터와 마찬가지로 피막층이 매우 

얇기 때문에 피막층 성분의 정확한 분석이 되지 않는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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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1-4 열처리 과 후의 시편 피막층의 critical load

그림 3-4-1-4는 XRD로 화합물을 검출하기 어려운 이 있어서, 스크래치 테스트를 

실시하여 이  데이터와 비교하 다. 열처리 하지 않은 시편과 비교해 보았을때, 오차범 를 

생각한다면 기 했던 결과와는 달리 크게 다른 수치를 찰할 수 없다. 즉, 모든 데이터의 

결과를 미루어볼때 피막생성시 열처리는 피막의 성장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고 생각되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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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결   론

1. 류인가비의 비율이 높아질 수록 더 피막층이 성장하는데 충분한 도움을 다. 하지만 

240/200 이상의 비율로 피막처리를 하 을 때는 피막층이 박리되기 때문에 240/200의 조건

이 가장 합하다고 할 수 있다.

2. 피막처리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그 두께가 증가하고, critical load도 증가한다. 하지만 최

의 피막처리 시간인 50분이 지나면 피막층이 기지에서 박리되는 상이 생기기 때문에 최

의 피막시간에 맞추어 피막처리를 하는게 가장 요하다고 할 수 있다. 

3. 각기 다른 해액을 사용하여 피막처리를 하 을때 모두 다른 결과를 보 다. 해질Ⅰ에

서 피막처리된 시편은 다른 해질에서 피막처리된 시편보다 더 두꺼운 피막층을 가졌고, 

한 critical load 의 결과도 좋았다. 해액 몰비를 조 씩 조 하여 피막처리한 결과는 해

질Ⅰ NaOH 1g/L + Na2SiO3 8.05g/L + (NaPO3)6 4.9g/L, 해질 Ⅱ KOH 5g/L + Na2SiO3 

8g/L, 해질 Ⅲ (NH4)2O + 5B2O3 + 8H2O  5.44g/L의 비율로 하여 피막처리한 시편들의 피

막의 두께나 critical load가 더 높은 결과치를 보 다.

4. 알루미늄 클래딩한 시편을 피막처리하 을 때는 Al 층 표면에 심한 균열이 발생해 괴

되어 이것은 한 공정이 아니라고 단된다. Cr용사된 HT9강에 피막처리를 하면 Cr용사

된 부분은 산화되어 녹색으로 색이 변하지만 edge 부분이 무 지는 등 합력이 좋지 않다. 

한 탈탄을 시켜서 크롬산화물의 생성을 유도한 실험에도열처리 하지 않은 시편과 비슷한 

결과치를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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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15 ∼ 20 내외)

  액체 속로 노심재료로 개발된 12Cr-1MoVW 합 인 HT9강은 매우 높은 void swelling 항성

을 갖는 표 인 페라이트/마르텐사이트 스테인 스 강으로 재까지 많이 활용되고 있는 재료  

하나이다. 하지만 HT9강은 500℃ 이상에서는 기계  특성이 하게 떨어져 그 사용상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실이다. 따라서 고온에서 HT9강을 사용하기 해서는 표면처리 등의 후공정

을 통해 상기 단 을 개선해야 한다. 최근 새로운 표면처리 기술로써 라즈마 해 산화(Plasma 

Electrolytic Oxidation : PEO) 피막처리가 비철재료의 표면특성 향상에 용되고 있다. 그러나 철

계합 에 한 라즈마 해 산화 피막처리에 한 연구는 비철재료에 비해 상 으로 고, 그 

특성 한 명확하지 않다. 이에 HT9강을 라즈마 해 산화공정을 용하여 고온에서도 기계  

특성이 우수한 피막을 형성하여 고온에서 장시간 우수한 크리  특성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것

이 실히 필요하다.

  라즈마 해 산화 피막처리 기술은 그 원리가 양극산화 피막처리와 동일하며, 속표면에  

라즈마를 국부 으로 형성시켜 그 에 지를 이용하여 산화막을 형성하여 표면에 최 의 경도, 내

마모성, 내부식성  내열성을 동시에 부가할 수 있는 신 인 표면처리 공정이다. 이러한 라

즈마 해 산화 기술을 HT9강에 용시켜 보았다. 우선 공정조건이 피막형성에 미치는 향을 알

기 하여 류인가비, 피막처리시간, 해액을 바꾸어 실험을 실시하 다. 한 Al 클래딩 한 

HT9강을 PEO 기술에 용하여 도포된 알루미늄에 피막처리 하 다.Cr 용사한 HT9강에 라즈

마 해 피막처리를 하여 Cr2O3 피막을 생성시키려고 실험하 으며, 마지막으로 탈탄처리를 하여 

크롬산화물이 생성되기 쉽게 한 후 피막처리를 실시하 다.

주제명키워드
(10단어내외)

HT9강, PEO, 표면처리, 크리 특성, 공정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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