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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A ceramic coating is a surface treatment method that is being used widely in the industrial field,

recently. Ni-P plating is also being used widely because of its corrosion resistance and low cost. An anodizing
method is applicable to aluminum alloy. An anodizing method generates a thick oxide layer on the surface and
then, that heightens hardness and protects the surface. These surface treatments are applied to various mechanical
components and treated surfaces relatively move one another. In this study, tribological characteristics of Ni-P
plating and TiAlN coating on anodized Al alloy are compared. The counterpart, anodized Al alloy, is worn out
abrasively by Ni-P plating and TiAlN coating that have higher hardness. Abrasively worn debris accumulated
on the surfaces of Ni-P plating and TiAlN coating, and then transferred layer is formed. This transferred layer
affects the amplitude of variation of friction coefficient, which is related to noise and vibration. The amplitude
of variation of friction coefficient of Ni-P plating is lower than those of TiAlN coating during the te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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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금), TiAlN coating(TiAIN 코팅), anodizing(양극산화처리), wear(마멸),

서 론

행 중이다. 또한 균일한 두께의 도금층을 얻을 수 있고,
내마멸성, 내식성 등이 좋아 산업기계 부품, 자동차 부
품 및 전자 통신 부품 등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사용되
고 있다[3-5].
한편, 알루미늄은 수 십년 전부터 부식 저항성뿐 아
니라 재료 고유의 경량성 때문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알루미늄은 경도가 낮고 표면이 손상되기 쉽기
때문에 그에 맞는 표면 처리를 통하여 사용되어야 한
다. 그 중 아노다이징(Anodizing, 양극산화처리법 혹은
알루마이트) 처리는 알루미늄 표면에 두꺼운 산화층을
형성하여 표면을 보호하고, 경도를 증가시키는 역할을
한다[6].

지난 수년간 산업 현장에서 얇고, 경하고, 내마멸성
이 좋은 세라믹 코팅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코팅은 TiN, CrN, TiAlN
등과 같은 화학적으로나 재료학적으로 안정된 초경도
코팅이다. 이러한 코팅들은 대개 기계 부품들의 수명을
늘리고 성능을 개선시키는데, 이는 낮은 마찰 계수와
좋은 마멸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1,2].
Ni-P 도금은 코팅의 우수성 때문에 활발한 연구가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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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살펴 본 여러 가지 표면 처리들은 산업 현장
에서 현재 활발하게 적용되어 쓰이고 있다. 이러한 표
면 처리들은 각 기계 요소들에 적용되고, 이러한 기계
요소들은 서로 접촉하여 상대 운동을 일으킨다. 그러
나 이러한 표면 처리들의 각각에 대한 연구들은 많이
진행되어 왔으나, 표면 처리한 요소들간의 상대적인 마
찰 마멸 특성에 관한 연구는 미흡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산업 현장에서 활발하게 사용
되고 있는 TiAlN 코팅, Ni-P도금 및 아노다이징 처리
한 기계 부품들 상호간의 트라이볼로지적 거동을 평가
하고자 한다. 아노다이징 처리된 알루미늄 합금에 대
한 Ni-P도금된 표면과 TiAlN코팅 처리된 표면 사이의
비교를 통하여 마찰 마멸 특성을 연구한다.
2.

실 험

시편 제작 및 증착 과정
아노다이징 처리를 하기 위해 사용한 디스크 시편은
알루미늄 합금으로 Al6061 합금이고, Ni-P 도금과
TiAlN 코팅을 위해 사용한 실린더 형태 시편의 모재
는 STS420 스테인레스 스틸이다.
아노다이징 과정은 황산 15%, 전압 16V, 0.01 m
당 15 A의 전류를 흘려 제작하였고 아노다이징 과정에
서 생긴 기공은 Ni로 메워졌다. 시편의 경도는 아노다
이징 전 95 HV 이고, 아노다이징 처리를 한 후
300 HV 으로 크게 상승한 것을 알 수 있다. 표면 거
칠기(Ra)는 표면조도계(Tencor Alpha-step 500)를 이
용하여 5회 측정하고 평균한 값은 0.9 µm이다. 표면에
생성된 산화알루미늄막(Al O )의 두께는 약 53 µm이다.
무전해 니켈 도금 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표면의
유기 성분들을 제거하기 위해 산성 탈지제를 2분간
60 C의 온도에서 적용하였고, 그 후 표면 얼룩을 제거
하기 위해 1분간 실온의 염산 환경에서 산처리를 수행
하였다. 또한 전해도금으로 얇은 니켈막을 3분간 실온
(Room Temp.)에서 도금하고 무전해 니켈로 2시간동안
90 C의 온도에서 도금을 적용하여 제작하였다. Ni-P 도
금의 표면 경도는 670 HV , 표면 거칠기는 0.24 µm
이다.
TiAlN코팅의 증착 과정은 다음과 같다. 모재는 코팅 전
알칼리 용액에서 50분간 세척을 하였고, 세척 후에는 코
팅과 모재와의 밀착력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표면에 Micro
blasting 처리를 하였다. TiAlN코팅은 PVD (Physical
Vapour Deposition)법인 아크방전(Arc discharge)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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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Mechanical properties of various coatings
Anodizing
Al6061
모재
표면거칠기(µm) 0.9
표면경도(HV) 300

Ni-P

TiAlN
STS420
0.24
0.49
670
3400

Fig. 1. A schematic diagram of cylinder-on-disk type
sliding wear tester.

로 증착되었다. TiAlN 코팅의 표면 경도는 3400 HV ,
표면 거칠기는 0.49 µm이고, 코팅의 두께는 3.41 µm이다.
각 코팅의 기계적 물성들은 Table 1과 같다.
미끄럼 마멸 실험
미끄럼 마멸 실험은 아노다이징 처리가 된 알루미늄
합금을 지름이 60 mm, 두께가 10 mm인 디스크 형태
로 제작하고, Ni-P 도금과 TiAlN 코팅 시편은 굴곡이
있는 실린더 형태의 핀으로 제작하여 cylinder-on-disk
타입으로 수행하였다. Fig. 1은 본 실험에서 사용한
cylinder-on-disk 타입의 미끄럼 시험기 개략도이다. 마
찰력은 로드셀을 사용하여 측정하였고, 측정된 마찰력
신호는 인디케이터를 통하여 아날로그/디지털 컨버터
를 이용하여 변환하였다. 변환 후 5 Hz로 샘플링하여
컴퓨터에 저장하였고, 저장된 마찰력 신호는 신호처리
프로그램에 의해 마찰계수로 변환하였다. 각 실험은 5
회 반복하였다.
윤활 환경은 건마찰 환경(dry condition)이고, 미끄럼
속도는 60 rpm(0.098 m/s)로 고정하였으며, 접촉 하중은
초기 하중을 5.5 N (550 g)으로 하고 3분마다 3 N
(300 g)씩 증가(step-load)하여 총 9분간 11.5 N (1150 g)
까지 수행하였다. Step-load로 실험을 수행한 이유는 적
은 하중에서 코팅 표면과 디스크 표면 사이에 적절한 마
멸면을 형성하여 갑작스럽게 주어지는 큰 하중에 의한
코팅 표면의 파괴를 막고 표면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2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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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Friction coefficient vs. Time curves produced for
Ni-P plating and TiAlN coating against the anodized Al
alloy.

3.

결 과

도금과 TiAlN 코팅 간 마찰 비교
도금과 TiAlN 코팅 간 마찰계수를
비교한 그림이다. Ni-P 도금의 마찰계수는 0.25~0.3
정도이다. 반면, TiAlN 코팅은 0.6~0.65 사이의 마찰
계수를 가진다. 이는 TiAlN코팅이 Ni-P 도금보다 좋
지 않은 마찰 특성을 가진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러한
특성은 건마찰 실험 시 동반되는 소음과 진동으로도
알 수 있는데, TiAlN코팅의 경우 Ni-P 도금보다 큰
소음과 진동을 동반하였고 스틱-슬립이 반복되었다. 일
반적으로 소음과 진동은 마찰 신호에 그 특성을 수반
하는데, 이는 마찰계수 그래프를 통해 알 수 있다. 마
찰 신호에 나타난 소음과 진동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
해 마찰 신호의 진폭을 비교하였고, 마찰 신호의 진폭
은 마찰계수의 안정된 부분(Fig. 2에 표시된 부분)의
표준편차를 통해 비교하였다. TiAlN 코팅의 표준편차
3-1. Ni-P

Fig. 2는 N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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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Optical images of worn anodized Al alloy
surfaces; (a) and (b) of original specimen, (c) and (d) of
worn surface against Ni-P plating, (e) and (f) of worn
surface against TiAlN coating.

는 0.027로 Ni-P 도금의 표준편차인 0.0043보다 5배
이상 큼을 알 수 있다.
3-2. Ni-P 도금과 TiAlN 코팅 간 마멸 비교
Fig. 3은 실험 전과 후 상대면인 아노다이징 알루미
늄 합금(Anodized Al alloy)의 마멸면을 촬영한 광학
사진이다. 상대면이 Ni-P 도금일 경우, 실험 전과 비교
하여 100배의 사진(Fig. 3(c)) 상에서는 약간의 스크래
치 자국이 보이나 마멸이 거의 진행이 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400배(Fig. 3(d))로 확대하여 보
면 표면이 연삭에 의해 평탄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TiAlN 코팅(Fig. 3(e),(f))은 Ni-P 도금에 비해
스크래치 자국이 많이 보여 연삭 마멸이 많이 진행되
었음을 알 수 있고, 응착에 의한 마멸도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TiAlN의 경도가 Ni-P 도금보다 높
아 상대면인 아노다이징 알루미늄 합금에 더 많은 마
멸을 일으켰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응착에 의한 마멸
이 진행되는 것으로 보아 Ni-P 도금보다 상대면에 가
혹한 마멸 환경을 형성하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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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SEM micrographs of worn surfaces; (a) and (b)
of Ni-P plating, (c) and (d) of TiAlN coating.

Fig. 4는 실험 후 Ni-P 도금과 TiAlN 코팅의 마멸
면을 100배, 400배 확대하여 촬영한 SEM(Scanning
Electron Microscope) 사진이다. TiAlN 코팅은 상대재
에 의한 스크래치 자국이 없는 반면, Ni-P 도금은 상
대면에 의한 스크래치 자국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 양은 상대면에 있던 스크래치 자국보다 적
다. 이는 상대면에 비해 높은 경도를 가지는 TiAlN
코팅과 Ni-P 도금이 상대면은 연삭시키는 반면 코팅
자신들은 연삭 마멸되지 않고 있음을 나타낸다. 또한
Ni-P 도금에서 TiAlN 코팅에서는 발견되지 않은 연삭
자국이 있는 것은 상대적으로 경도가 낮은 Ni-P 도금
이 상대재에 의해서도 연삭이 조금씩 진행되고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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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도가 월등히 높은 TiAlN 코팅에서는 그 영향이 없
음을 나타낸다.
Fig. 5(b)는 Fig. 4(d) 표면을 EDX 분석한 그래프
이다. 그래프를 보면 상대면에서 떨어져 나온 Al 입자
가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다. TiAlN 코팅이 원래 Al
성분을 갖고 있으므로 Fig. 5(a)의 실험 전 표면과 비
교하여 보았다. 실험 전 표면의 EDX 분석 결과와 비
교하여 보면 본래 가지고 있던 Ti, N 성분이 없어지
고, O 성분이 많아진 것을 알 수 있다. 이로 미루어
보아, 표면 위에 응착된 것은 상대면에서 떨어져 나온
Al 입자가 산소와 반응하여 형성된 것임을 알 수 있고,
이러한 응착면은 실험이 계속되면 TiAlN 코팅 위에
계속적으로 쌓여 본래 TiAlN coating - Anodized Al
alloy의 접촉에서 상대면에서 전이되어 온 산화된 알루
미늄 전이층 - Anodized Al alloy 간 접촉으로 진행
됨을 예상할 수 있다[2]. 그리고 Fig. 4(a)의 Ni-P 도
금에서도 상대면으로부터 떨어져 나온 응착면들이 관
찰되는 것으로 보아Ni-P 도금에서도 응착 마멸이 진행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응착된 마멸의 크기
나 양이 TiAlN 코팅에 비해 적어, TiAlN 코팅이 상
대면을 더 가혹하게 마멸시키는 것을 알 수 있다.
4.

고 찰

위의 결과들을 바탕으로 마찰계수의 진폭과 코팅간
의 관계를 살펴보면, TiAlN 코팅은 Ni-P 도금에 비해
경하므로 상대재의 마멸이 크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마멸 입자들이 TiAlN 코팅과 반응하여 산화전이층을
활발하게 형성하고 있음을 보았다. 이러한 산화전이층

Fig. 5. EDX analysis of TiAlN coating surfaces; (a) before the test, (b) after th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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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취성이 강하므로 반복되는 미끄럼 하중에 의해 파
괴되기 쉽고, 파괴된 입자들은 다시 코팅 표면이나 상
대재(anodized Al alloy)에 산화전이층을 형성하는 것
으로 알려져있다[7-9].
이는 마찰계수의 진폭과 관련되어 설명될 수 있는데,
TiAlN 코팅의 마찰계수 진폭이 Ni-P 도금에 비해 큰
이유는 이 산화전이층의 형성과 파괴가 활발하게 발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산화전이층의 형성과 파괴가 마찰
계수의 진폭을 상승시키고, 그에 따라 미끄럼 마멸 실
험 시 발생하는 진동과 소음을 유발하는 역할을 한다.
본 연구를 바탕으로 마찰계수의 진폭과 산화전이층
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고, 더 명확한 상관관계를 규
명하기 위한 정량적인 방법의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5.

결 론

아노다이징 처리한 알루미늄 합금에 대하여 Ni-P도
금된 표면과 TiAlN코팅 처리된 표면 사이의 미끄럼
마멸 실험 비교를 통하여 살펴 본 마찰 마멸 특성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Ni-P 도금의 마찰계수보다 TiAlN 코팅의 마찰계
수가 더 높은 특성을 가진다.
2. TiAlN코팅의 경우 Ni-P 도금보다 큰 소음과 진동
을 동반하였고 스틱-슬립이 반복되었다. 소음과 진동에
관한 특성을 살펴 보기 위해 마찰계수의 표준 편차를
통하여 비교하였고, TiAlN 코팅의 표준편차는 Ni-P
도금의 표준편차보다 5배 이상 크다.
3. 경도가 큰 TiAlN 코팅의 경우, Ni-P 도금보다 상
대면의 연삭 마멸이 더 많이 진행되었고 응착 마멸 또
한 진행되고 있다.
4. 상대면(Anodized Al alloy)에 비해 높은 경도를
가지는 TiAlN 코팅과 Ni-P 도금이 상대면을 연삭시키
고, 경도가 월등히 높은 TiAlN 코팅에서는 상대면으로
부터 떨어져 나온 Al 입자들이 Ni-P 도금보다 상대적
으로 많이 쌓이고 있어, 접촉은 Al전이층-아노다이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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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면으로 변화되고 있다.
5. 마멸 입자에 의한 산화전이층의 형성과 파괴의 반
복은 마찰계수의 진폭에 영향을 미치고, 이로 인해
TiAlN 코팅의 마찰계수 진폭이 Ni-P 도금의 마찰계수
진폭보다 큼을 확인하였다.

후 기
이 논문은 2단계 두뇌한국21사업에 의하여 지원되
었습니다.

참고문헌
1. Holmberg, K. and Matthews, A., Coat. Tribol., pp.
172-189, Elsevier, 1994.
2. Huang, Z. P., Sun, Y. and Bell, T., “Friction Behavior
of TiN, CrN and TiAlN Coatings,” Wear, Vol. 173,
pp. 13-20, 1994.
3. Tung, S. and Devin, T.M., The 202nd Electrochemical
society meeting, Salt Lake City, Utah, G1-25, 2002.
4. Yan, H., “New Technique in Electroless Nickel and
Composite Plating,” pp. 1, Industry of National
Defense Press, Beijing, 2001.
5. Wang, X.C., Cai, W.B., Wang, W.J., Liu, H.T. and
Yu, “Effects of Ligands on Electroless Ni-P alloy
Plating from Alkaline Citrate-Ammonia Solution,”
Surf. Coat. Tech., Vol. 168, pp. 300-306, 2003.
6. 김용철, 정용수, “Anodizing에 의한 알루미늄의 표
면 처리,” Prospectives of Industrial Chemistry,
제2권, 제3호, 1999.
7. Guo, Y. B. and Warre, A. W., “The Impact of Surface Integrity by Hard Turning vs. Grinding on
Fatigue Damage Mechanisms in Rolling Contact,”
Surf. Coat. Tech., Vol. 203, pp. 291-299, 2008.
8. Hiratsuka, K., “Environmental Effects on the Formation Process of Adhesive Wear Particles,” Tribology
Int., Vol. 28, pp. 279-286, 1995.
9. Cho, C.W. and Lee, Y.Z., “Effects of Oxide Layer on
the Friction Characteristics Between TiN Coated Ball
And Steel Disk in Dry Sliding,” Wear, Vol. 254, pp.
383-393, 20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