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 리지를 이용한 양극성 속표면 양극산화장치 개발에 한 연구

 355

* 한려 학교 멀티미디어정보통신공학과(khyang@hanlyo.ac.kr)

수일자 : 2011. 05. 23                  심사(수정)일자 : 2011. 05. 26                  게재확정일자 : 2011. 0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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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development of bipolar metal surface anodizing equipment using H-bridge

Keun-Ho Yang*

요 약

본 논문에서는 특정 용액 내에서 기분해 원리를 이용하여 속 표면을 산화시켜 연피막을 형성하는 장

치를 개발한다. 기존에는 주로 양극에만 펄스 형태로 압을 인가하는 단극성(unipolar) 방식이지만 본 논문에

서는 H- 리지를 이용하여 양극에 양(+) 압과 음(-) 압을 번갈아 가면서 공 을 하는 양극성(bipolar) 장치

를 제작하여 실험하 다. 공 류 가변은 PWM 변조를 이용하 으며, (+)와 (-)의 극성변화는 H- 리지를 

이용하여 양극성 펄스 압을 공 할 수 있도록 하 다. 그 결과로써 단극성보다 균일한 기공을 갖는 피막이 

형성되었다.

ABSTRACT

In this paper, we developed the equipment to forming the insulation film which there are operated an electrolysis principles in 

particular solution. In the earlier, there are supplied the anode by unipolar voltage with pulse, in this paper, there are supplied the 

anode by bipolar voltage with pulse, alternately. And then, we examinate the system that there are developed the bipolar anodizing 

equipment using H-bridge. There are modulated pulse width for the variable current. In the results, we obtained the results of the 

uniform film surface that compared with the unipolar anodizing.

키워드

Bipolar anodizing. Micro-Arc oxidation, SCR, Electrolyte

I. 서 론

속은 표면에 기계  부동태인 산화박막을 만들어 

으로써 부식을 방지할 수 있다[1]. 일례를 들면, 산

화제가 함유된 수산화나트륨 용액에서 실시하는 속

의 흑색 산화피막이라는 것이 있으며, 여기서 생성된 

마그네타이트(FeO )로 되어 있는 흑갈색의 산화층 
이 있으며 이 박막층은 방청유나 방청그리스를 칠하

기에 매우 합한 소지(base)가 된다.

알루미늄(Al)과 같은 특정한 속은 기분해에 

의해 두꺼운 산화물 층을 만들 수 있다. 이러한 작업

을 양극처리(anodizing)이라고 한다. 이것은 속물체

를 당한 조성을 가지고 있는 해조에서 양극으로 

연결하여 처리한다. 이 게 만들어진 양극산화피막은 

기공이 많으며 쉽게 염색할 수도 있다[1].

해액 속의 미세방 에 의한 세라믹 피막처리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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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1980년 부터 Plasma Electrolytic Oxidation 

(PEO), Micro Arc Oxidation(MAO), Micro-arc 

Discharge Oxidation(MDO), Spark Anodizing, Ano-

dic Spark Deposition, Micro arc Anodizing, Micro 

plasma Anodizing, Micro plasma Oxidation, Electro 

plasma Oxidation 등의 명칭으로 많은 연구자들에 의

해 개발되어 이미 알려진 기술이다. 미국, 유럽, 국, 

일본 등에서 꾸 히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치

한 세라믹층을 형성하는 표면방 의 메카니즘의 규

명은 아직까지는 미흡한 실정이다[2-4].

일반 인 해반응(electrode process) 통 이 가능

한 액체 즉 해액(electrolyte) 속에 두 개의 서로 다

른 속을 분리시켜 직류 는 교류 원을 인가하

을 경우 원의 극성(polarity)에 따라 음극과 양극으

로 분리된 속표면에서 기화학 반응이 일어난다. 

양극에서 산화반응이 일어날 때 양극산화처리의 경우 

일정 두께의 산화막이 형성되면서 더 이상의 산화반

응이 일어나지 않는다.

마그네슘은 실용 속 에서 가장 가볍고 가공성이 

좋을 뿐만 아니라 감쇄능이 좋고 자  차단효과가 

크기 때문에 자동차, 자부품 소재로 수요가 증가하

고 있다. 그러나 원료 비 제품의 수 율이 낮고 스크

랩의 재사용이 어려워 제품원가 상승요인이 되고 있

다. 마그네슘은 그 산화물과 비 차 기 때문에 불순

물에 오염되기 쉬우며 다이캐스  작업 에 철(Fe) 

등 유해 불순물에 오렴되기 쉽다.

Micro Arc Oxidation(MAO)은 세라믹 형태의 코

을 속표면에 만들기 한 기화학 라즈마의 한 

과정이다. 이 과정은 임의의 임계 항복  값을 과라

는 압을 인가할 때 속과 해질의 면에서 발

생하는 라즈마 방 이 일어난다. 이때 발생하는 방

은 속표면을 불규칙 으로 이동하면서 불연속

이고 짧은 수명을 가진 마이크로 방 이 반복 으로 

나타난다. 이와 같은 마이크로 방 을 마그네슘 는 

마그네슘합  표면에 용하면 두껍고 단단한 높은 

부식 항과 열 안정성  연특성을 갖는 세라믹 

코 이 생성된다.

MAO 코 구조는 수많은 인자에 따라 성패가 좌우

된다. 해질의 화학성분은 효과 인 세라믹 코 형성

의 특성과 독특한 특성에 결정 인 향을 미친다. 알

칼리성 해질에서 속이온은 양극반응에서 발생하

고 해질 용액에 포함된 다른 속이온은 음 하를 

가진 콜로이드 마이크로 입자로 변환된다. 이러한 마

이크로 입자는 코 의 마이크로 구조를 변화시키는 

코 과정에서 혼합된다. 따라서 알칼리성 해액은 산

성 해액보다 합하다.

양극산화에 있어서 성능의 향을 미치는 인자는 

양극산화 압, 해액, 온도, 속의 순도  결정성

과 기화학연마 등 처리 과정이다. 특히 양극산화

압은 기공과 기공사이의 거리와 비례 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안정된 압의 공 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마이크로 방  산화과정에 

합한 H-Bridge를 이용하여 양극성(bipolar) 주 수 가

변방식의 압- 류 조정이 가능한 원 공  장치를 

구 한다.

II. 마이크로 방  양극산화장치

양극산화기술은 속 표면처리 기술 의 하나로써 

속표면의 부식반응을 억제하여 속을 보호하는 목

으로 사용된다. 양극산화방법은 기화학 으로 

속표면에 산화피막을 형성함으로써 속이온의 방출

을 억제할 수 있으며 표면에 형성되는 산화피막에는 

기공을 포함하여 체 으로 거친 면이 형성됨으로써 

골과의 결합력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속이온의 방

출을 억제하고, 부식 항을 증가시켜 안정성을 가지게 

한다.

해액 내에 2개의 극을 두고 압을 인가하는 

기화학장치는 많이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다. 본 논

문에서는 효율 으로 주 수, 압, 류를 가변 할 

수 있는 마이크로방 산화장치를 제안하고 구 한다.

그림 1. 마이크로방 산화장치
Fig. 1 The micro-arc oxidation equi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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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은 양극성 마이크로방  산화장치의 개념을 

보인 것으로 음극으로는 티타늄 는 백 을 사용

하며, 양극에는 산화막을 형성하고자하는 마그네슘 

는 그의 합 이나 알루미늄 등을 사용한다. 

III. 양극성 양극산화장치

본 논문에서는 양극성 양극산화장치에 사용할 원

장치를 제안하고 구 하 다. 양극성 양극산화장치에 

사용할 원장치는 안정된 원공  능력을 가져야 

하며, 필요에 따라 양극과 음극의 변경이 가능해야하

며, 구형  변조  주 수 가변이 가능해야 한다. 이

러한 조건을 만족하게 하기 해서는 마이크로 로세

서를 활용한 SCR 가변 력제어, H- 리지를 이용한 

출력 극성제어 기술을 필요로 한다.

3.1 가변 직류 압 발생장치

SCR은 상제어를 통해서 출력을 제어할 수 있다. 

따라서 그림 2와 같이 SCR 소자 2개를 사용하여   

상을 각각 SCR1, SCR2를 각씩 나 어 각각 제

어를 한다.

그림 2. SCR 모듈
Fig. 2 The SCR module

SCR 소자를 그림 3과 같이 상제어를 하면 교류

압을 가변 할 수 있다. 이 게 가변 교류 압을 

리지 다이오드로 정류하여 목표 압 크기의 직류 

압을 얻을 수 있다.

그림 3. SCR 상제어
Fig. 3 The SCR phase control

본 논문에서는 특히 격한 압인가로 인하여 

극에 격한 류의 흐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하여 그림 4와 같이 목표 압에 서서히 근할 수 있

도록 소 트 스타트(soft start) 특성을 갖도록 한다.

그림 4. 압수렴특성
Fig. 4 The voltage convergence characteristics

3.2 PWM 류 공 장치

SCR과 리지 다이오드를 이용하여 만든 일정한 

직류 압을 펄스폭 변조(PWM)를 하여 반송 를 만

든다. 펄스폭 변조도는 공 하고자하는 목표 류량에 

따라 0에서 100%까지 변경할 수 있도록 설계하 다. 

이것은 양극과 음극에 흐르는 류 도를 조정하는 

기능을 한다. 본 연구에서는 목표 압에 수렴할 때까

지는 류제어를 수행하고 목표 압에 도달하면 정

압모드로 동작하게 제어할 때 가장 양극산화 피막이 

잘 생성되었다.

3.3 H- 리지를 이용한 양극성 제어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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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H- 리지
Fig. 5 The H-bridge

가변직류 압을 PWM 변조한 후에 이것을 그림 5

와 같은 H-Bridge를 이용하여 해조의 극에 인가

한다. 이때 인가한 압은 양극에 양 압과 음 압을 

필요에 따라 고속 스 칭 할 수 있다.

N-Channel 고속 스 칭 IGBT 소자를 이용하여 

H-Bridge를 구 하 으며, 각 IGBT의 FET A와 C, 

FET B와 D를 각각 하나의 IGBT로 구성하 다. 각

각의 FET 구동은 포토커 러로 구 하 다. 

출력측의 압을 Off하고자하면 FET A와 B는 Off

하고 FET C와 D도 Off하여 출력을 Zero로 한다. (+)

압 출력을  얻고자하면 FET B와 C는 Off하고 

FET A와 D는 On한다. 한 (-) 압 출력을 하고자

하면 반 로 FET A와 D를 Off하고 FET B와 C를 

On한다.

IV. 실험  결과

양극성 양극산화장치는 압출력 크기 조정이 용이

해야하며, 반송  주 수, 구형  변조주 수  출력

압의 극성변화가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쉽게 수정

할 수 있어야 하며, 출력 압  류에 한 모니터

링이 고주 수에서도 가능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도록 SCR 력제어 

 H-Bridge 기술을 용하 으며, 각각의 기능별 구

은 마이크로 로세서를 활용하여 사용자가 컴퓨터

에서 소 트웨어로 쉽게 제어하고 모니터할 수 있도

록 제작하 다. 

그림 6. 시스템 구성도
Fig. 6 The system block diagram

그림 7. 양극성 양극산화장치
Fig. 7 The bipolar anodizing equipment

그림 6은 AC220V 압을 가변하고 정류하여 

PWM 양극성 압을 출력하는 체 시스템의 블록도

를 보인 것이며, 그림 7은 제작된 시스템을 가지고 실

험하는 장면이다. SCR 제어부는 주제어기로부터 목

표 압을 만들기 한 상제어부이며, 상 제어된 

출력은 정류되어 H-Bridge의 압으로 인가된다. 

H-Bridge 제어부는 주제어기에서 정해진 주 수로 

반송  주 수 생성과 류량에 따른 PWM 제어가 

이루어지며, 한 H-Bridge 출력제어를 정해진 변조

주 수에 따라 극성과 출력을 제어한다.

주제어부는 자체 LCD 모니터 창과 조작 버튼으로 

시스템 설정과 조작  압/ 류 모니터링이 가능하

며, 동시에 컴퓨터에서 통신제어가 가능하며, NI- 

DAQ 보드를 통해서 최  100kHz 표본주 수로 압

과 류 데이터를 취득할 수 있도록 Labview로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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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  하 다.

그림 8는 NI-DAQ 보드를 제어하고 데이터를 장

하는 Labview 로그램이며, A/D 변환기는 아날로그 

16개 채 과 최  250kSps 샘 링 속도를 가진 NI 

USB 6221를 사용하여 형 데이터, 즉 압값과 

류값를 획득하 다. DAQ 보드로 취득한 데이터를 화

면에 직  보여 으로써 사용자가 형의 변화 형태

를 측하고 필요에 따라 데이터를 일로 장할 수 

있게 하 다.

그림 9(a)는 단극성 양극산화 무부하시 출력 압이

고, 그림 9(b)는 양극산화가 이루어질 때 출력 압

형이다. 한 그림 10(a)는 양극성 양극산화 무부하시 

출력 압이고, 그림 10(b)는 양극성 양극산화가 이루

어질 때 출력 압 형을 보인 것이다.

그림 8. NI-DAQ 제어  데이터 장 로그램
Fig. 8 The NI-DAQ control and data store program

(a) 무부하 출력 압

(b) 부하 출력 압
그림 9. 단극성 양극산화
Fig. 9 The unipolar anodizing

(a) 무부하 출력 압

(b) 부하 출력 압
그림 10. 양극성 양극산화
Fig. 10 The bipolar anodizing

그림 11. 양극성 양극산화 방  불꽃
Fig. 11 The bipolar anodizing discharge spark

그림 9와 같은 출력 압을 양극에 인가할 때, 즉 

단극성일 때는 양극에서 불꽃 방 이 크게 1개가 생

성되어 양극표면을 이동하면서 양극산화가 이루어지

고, 이때 양극 시편의 기공 형태가 크고 거칠게 나타

난다. 그러나 그림 10과 같이 양극성 압을 즉 양극

에 (+) 압과 (-) 압을 번갈아 인가하 을 때 양극

에는 그림 11과 같이 많은 불꽃 방 이 나타나면서 

양극산화가 이루어진다. 이때 시편의 기공 형태는 작

고 균일하게 나타나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12는 양극에 압을 (+) 압과 (-) 압을 번

갈아 인가할 때 (+) 압일 때는 다이오드를 통해 그

로 출력되고 (-) 압일 때는 shunt 항으로 류

의 흐름을 제한하여 실험하 다. 그 결과로써, 양극에  

(-) 압이 인가될 때 그림 13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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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시편의 크기, 해액의 종류와 농도 등 양극

산화조건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양극

에 (-) 압을 인가할 때 음극에서 일어나는 양극산화

를 제한하고 양극에서 불꽃방 을 시편 체에서 골

고루 동시에 발생하여 나타나며, 시편의 기공이 작고 

고르게 생성되어 표면이 단극성에 비하여 깨끗하고 

고른 표면을 생성할 수 있다.

그림 12. 출력 류 제한기
Fig. 12 The output current limiter

(a) 0[Ω]

(b) 10[Ω]

(c) 20[Ω]

(d) 30[Ω]

(e) 40[Ω]

(f) 50[Ω]
그림 13. 출력 류 제한 실험 결과

Fig. 13 The results of current limit experiment

AZ31B 마그네슘 합 을 수산화나트륨(NaOH) 용

액에서 PEO(Plasma Electrolytic Oxidation) 하 을 

때 실험결과를 보인 것으로 그림 14, 그림 15, 그림16

은 각각 10kHz 반송 를 duty cycle 50%일 때 무변

조, 100Hz 단극성 변조, 100Hz 양극성 변조를 하 을 

때의 시편의 피막이 형성된 것을 보인 것이며, 무변조

와 단극성 변조는 100배, 1000배의 배율로 확 한 표

면사진이며, 양극성 변조는 500배와 3000배 확 하

을 때의 사진을 보인 것이다.

그림에서 보인 바와 같이 양극성 양극산화는 무변

조 는 단극성에 비해 기공이 조 하고 균일하게 나

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 양극에 (-) 압

이 인가될 때 Shunt 항에 의해 류를 감소 시켜 

주면 방  불꽃이 시편 체 표면에서 골고루 나타나

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으며, 이것은 산화 표면이 단

극성에 비해 양극성이 작고 일정한 기공 표면을 형성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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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x100

(b) x1000
그림 14. 무변조 PWM 50%
Fig. 14 Direct with PWM 50%

(a) x100

(b) x1000
그림 15. 단극성 변조 PWM 50%
Fig. 15 Unipolarity with PWM 50%

(a) x500

(b) x3000
그림 16. 양극성 PWM 50%

Fig. 16 Bipolarity with PWM 50%

V. 결 론

본 논문에서는 특정 용액 내에서 기분해 원리를 

이용하여 속 표면을 산화시켜 연피막을 형성하는 

장치를 개발하 다. 기존에는 주로 양극에만 펄스 형

태로 압을 인가하는 단극성(unipolar) 방식이지만 

본 논문에서는 양극에 양(+) 압과 음(-) 압을 번갈

아 가면서 공 을 하는 양극성(bipolar) 장치를 개발

하여 실험하 다. 공 류 가변은 PWM 변조를 이

용하 으며, (+)와 (-)의 극성변화는 H- 리지를 이용

하여 양극성 펄스 압을 공 할 수 있도록 하 다. 

한 양극에 shunt 항과 다이오드를 병렬로 연결하여 

양 압이 공 될 때는 다이오드 순방향으로 류가 

흐르게 하며, 음 압이 공 될 때는 shunt 항을 통

해 류제한을 갖도록 하 다. 그 결과 속표면에서 

양극산화가 매우 부드럽게 이루어지면서 산화피막이 

매우 일정하게 이루어지는 결과를 얻었다.

본 논문에서 개발한 양극성 양극산화 방법을 이용

하여 속표면에 조 한 피막을 형성하면 기존의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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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성 양극산화 방법에 비해 공 때문에 공 처리 하

을 때 훨씬 더 택이 나며, 산화부식을 차단하여 

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다양한 분야에 용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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