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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가 크롬의 크로메이트 코팅제의 대체를 위한 3가 크롬의 크로메이트 코팅용액의 제조에 관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 제안된 

코팅제는 3가 크롬원으로서 KCr(SO4)2를 35∼45 g/L, 인산계 화합물로서 NaH2PO4를 20∼30 g/L을 주성분으로 하고 여기에 

금속계 황산화물로서 CoSO4 10∼20 g/L, ZnSO4 10∼20 g/L의 조성으로 구성된 것이다. 이 제안된 3가 크롬 코팅용액을 

사용하여 pH 2.0∼2.2, 상온에서 담지시간 20∼25 s의 조건하에 시안아연도금체에 코팅된 피막은 염수분무시험결과 5% 

백청발생까지 120 h 이상 견디는 우수한 내식성을 발현하였다.

A trivalent chromate conversion coating solution which is composed with KCr2(SO4) as main component was investigated 

to test a feasibility of use as an alternative six-valent chromate conversion coating for improvement of anti-corrosion of zinc 

plating. The proposed trivalent convesion coating was consisted of KCr(SO)4 35∼45 g/L as trivalent chromium source,  

NaH2PO4 20∼30 g/L as phosphate, CoSO4, 10∼20 g/L, ZnSO4 10∼20 g/L as metallic sulfates. This trivalent chromate films 

which are coated by this chromate conversion coating solution under pH 2.0∼2.2, immersion time of 20∼25 s at room tem-

perature are able to achieve over 120 h in neutral salt spray test to 5% white ru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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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

  아연도금은 하지 금속을 부식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대표적인 방

식도금법으로서 광범위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아연 도금 

자체로서는 비교적 변색이 되기 쉽고, 내식성이 낮기 때문에 거의 대

부분 도금 후처리 과정을 거치게 된다. 후처리로 주로 이용되고 있는 

방법은 크로메이트 코팅공정, 인산염 처리공정, 도장 공정 등으로서 

이들은 각각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중, 크로메이트 코팅공정은 아

연도금의 내식성 강화를 위해서 가장 많이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법

으로서 6가 크롬이 그 처리의 주된 소재이다[1].

  그러나 이 6가 크롬 크로메이트 코팅용액은 6가 크롬이 갖는 치명

적인 독성 및 환경오염으로 인해 2000년 이후 크롬도금 분야[2]를 포

함하여 크로메이트 코팅용액으로서 사용의 제한 및 규제에 대한 세계

적인 요구가 더욱 높아져 금속표면처리 분야에서 6가 크롬의 사용이 

점차 줄어들고 이의 대체 방안 마련은 오늘날 이미 전 세계적으로 시

급히 해결되어야 할 당면과제가 되었다[3-5].

  이에 따라 6가 크롬 크로메이트 코팅용액의 대체 방법으로 많은 기

술이 개발되어 왔고 또한 현재도 다양한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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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3가 크롬을 이용한 크로메이트 코팅용액이 현재까지 가장 효과

적인 방안으로 고려되고 있다[1]. 그렇지만 이 3가 크로메이트 코팅용

액에 대한 연구는 특허 또는 비공식적 자료 등에 발표되고 있으나 기

술상의 know-how가 많아 공식적인 학문 잡지나 특허 등에 제안된 것

은 수편에 불과하다[6-8]. 그나마 어느 것도 기존의 6가 크롬의 크로

메이트 코팅제의 내식성, 경제성, 사용편의성 등 여러 장점의 수준에

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3가 크롬 크로메이트 코팅용액의 경우 제조되는 출발물질에 따라 

용액의 특성, 크로메이트 처리조건, 가격 등에서 많은 차이를 보인다. 

3가 크롬 크로메이트 코팅용액들은 6가의 크롬산을 3가로 환원[9]해

서 사용하거나 황산크롬, 염화크롬 등 3가 크롬염을 출발물질로 하여 

제조가능하다. 이 기본 성분에 여러 가지 첨가제를 혼합해 3가 크롬 

크로메이트 코팅용액을 제조하고 있는데, 6가 크롬산을 환원시켜 사

용하는 경우 6가 크롬의 잔존 가능성으로 환경보호 측면에서 문제가 

있고, 3가의 염화크롬을 사용하는 경우 생산가격이 6가 크롬 코팅용

액의 생산가격에 비해 매우 높아 경쟁력이 떨어지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6가 크롬 크로메이트 코팅용액의 내

식성 수준을 발현하고 생산 가격에 있어서도 저렴하며, 6가 크롬이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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혀 함유되지 않고 코팅 후 코팅막이 천연색을 발현하는 3가 크롬 크로

메이트 코팅용액를 제조하고자 3가의 크롬 황산염인 KCr(SO4)2를 기

본 성분으로 하는 크로메이트 코팅 용액의 제조 가능성을 조사하였다.

2. 크로메이트 코팅 기구

  아연도금 표면 위에 고 내식성 크로메이트 피막 생성의 기구에 대

한 것은 저자의 총설[1]에 이미 소개한 바와 같이, 아연 도금된 금속을 

용액 속에 넣으면 금속표면과 용액 사이의 계면에서 pH가 상승하게 

되며 그 순간 계면에 접한 금속표면 위에 크로메이트 피막이 형성된

다. 본 연구에서 이러한 피막생성기구[10]에 따라 내식성 증대를 위한 

시도는, 일차적으로 3가의 크롬황산염을 사용하여 산화에 의해 불용

성의 크롬산화물 피막을 형성하고자 한다. 그러나 이때 형성되는 산

화피막은 막의 두께가 얇고 약하므로 이 산화피막의 형성과 동시에 

인산염화에 의한 보완 피막을 형성하여 내식성을 증대하고자 하는 것

이다.

  2.1. 산화에 의한 방법

  산화 반응에 의해 금속표면 위에 내식성을 발현하는 막을 형성하는 

것으로 크로메이트 코팅의 가장 기본 반응이고 원칙적인 것이다.

Cr
3+

 + 산화제 + Zn (아연도금재) →

Cr2O3 (불용성염 형성) + Zn
2+ 

(수용성)

  즉, 산화제에 의해 Zn이 산화되고, 이 산화시에 Zn막과 용액의 계

면사이에 일시적인 pH의 증가로  Cr
3+
가 불용성의 겔로 전화되며, 이

는 건조후 불용성의 Cr2O3피막으로 된다.

  그러므로 조성 중에 산화제가 존재해야 하며 그 산화제는 여러 형

태의 산이 사용가능하며 이 산은 pH 조절제로서의 역할도 동시에 수

행하게 된다. 따라서 효과적인 피막형성을 위해서는 크로메이트 용액

의 pH조건, 처리시간, 온도 등이 불용성 염의 형성조건 등 적절한 조

건이 설정되어야 한다.

  2.2. 인산염화에 의한 방법

  이는 상기의 산화에 의해 생긴 피막을 보호 및 보강과 함께 추가적

인 불용성의 막을 형성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서 인산염계의 화합물이 크로메이트 코팅용액에 안정적으로 함유되

어야 한다. 그리고 아울러 이 조성에는 인산기에 의해 불용성 염을 형

성할 수 있는 금속이온을 공급할 수 있는 염도 또한 함께 포함시키는 

것이다. 그 주된 금속이온을 공급할 수 있는 것은 Zn, Co, Ni, Mn계 

화합물이며 그 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금속염이 사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아연의 경우, 다음 단계로 불용성 인산염이 형성된다.

Zn
2+

 + H3PO4  → Zn(H2PO4)2 → Zn3(PO4)2

  위와 같이 불용성 인산염이 되어 추가적인 피막을 형성함으로써 아

연도금재의 내식성을 향상시킬 수 있게 될 것이다.

3. 시료 및 실험

  3.1. 시료

  3가 크롬 크로메이트 코팅용액의 제조를 위해 필요한 구성 성분은 

Table 1. Chemicals for the Preparation of Trivalent Chromate Coating 

Solution

Components Possible compounds Adaptation

Trivalent Chromium  Cr2(SO4)3, CrCl3, CrK(SO4)2 CrK(SO4)2

Phosphate NaH2PO4,Na2HPO4, Na3PO4 Na3PO4

Metallic Sulfates CoSO4, ZnSO4, MnSO4, NiSO4 CoSO4

Oxidizing Agent HNO3, HCl, H2SO4 HNO3

Table 1에 제시한 바와 같이 3가 크롬을 공급하기 위한 화합물, 인산

계 화합물, 금속화합물 및 산화제로 구성된다.

  3.1.1. 3가 크롬 출발 원료

  3가 크롬 크로메이트 코팅용액의 경우 3가 크롬염의 종류에 따라 

용액의 특성, 크로메이트 처리조건, 용액의 제조비용 등에서 많은 차

이가 생긴다. 현재 3가 크롬원으로서 3가 크롬염이 고가인 까닭에 6가

의 크롬산을 3가로 환원하는 방법을 추구하고 있으나 환원 반응의 평

형상 잔존할 수 있는 미 반응의 6가 크롬을 완벽하게 제거해야하는 

난제를 안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저렴하고 6가 크롬이 전혀 

없는 3가 크롬 크로메이트 코팅 용액를 제조할 수 있는 3가 크롬염을 

출발 물질을 선정하고자 하였으며 그 대상으로서 가장 가격이 싼  

KCr(SO4)2을 3가 크롬원으로 하였다.

  3.1.2. 인산계 화합물 첨가제

  크롬에 의한 피막은 얇기 때문에 막의 보강 및 강화를 위해서 불용

성 인산염을 만들 수 있는 인산계 화합물은 3가 크롬 크로메이트 코

팅용액의 구성상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므로 적용 가능한 인산염은 

통상적으로 인산기를 공급하는 염은 모두 가능하며 본 연구에서는 금

속인산염의 형성이 용이한 NaH2PO4를 사용하였다.

  3.1.3. 금속화합물 첨가제

  금속화합물은 인산계 화합물의 인산기와 반응하여 불용성염의 피

막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금속이온을 제공하는 것으로 인산염 화합물

과 마찬가지로 본 연구의 3가 크롬 크로메이트 용액 제조에 있어 매

우 중요한 구성성분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필요한 금속화합물은 

인산기와 반응하여 불용성의 염을 만들 수 있는 금속이온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가능하나 내식성의 증대에 효과가 클 것으로 

사료되는 CoSO4를 비롯하여 NiSO4, ZnSO4, MnSO4를 선택하였다.

  3.1.4. 산화제 첨가제

  산화제는 본 연구의 3가 크로메이트 용액의 구성에 있어 가장 기본

이 되는 3가 크롬산 피막의 형성에 가장 중요한 성분으로서 질산, 황

산, 염산, 인산, 초산 등, 모두 가능하지만 표면처리공정에서 활성화제

로서 사용이 많은 질산을 선택하였다.

  3.2. 크로메이트 코팅 및 내식성 시험

  Figure 1은 아연도금공정에서 사용되고 있는 가장 일반적인 도금표

면처리공정이다. 본 연구에서 크로메이트 코팅공정은 이 공정에 따라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아연도금시료는 기존 국내 기업에서 

아연도금을 한 제품들과 도금의 두께가 8 µm 되게 직접 제작한 아연

도금시료를 대상으로 하였다. 그리고 이렇게 크로메이트 처리를 한 

후 내식특성은 염수분무시험 KS 규격[11]에 따라 조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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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Flow diagram for the surface treatment through chromate 

conversion coating of zinc plated metals.

Figure 2. Effect of concentation of trivlaent chromium and pH value 

on the anti-corrosion properties.

4. 결과 및 고찰

  4.1. 3가 크롬의 농도 및 pH의 영향

  3가 크롬 크로메이트 용액 개발에서 출발물질의 가장 기본 성분인 

3가 크롬의 농도는 크로메이트 피막, 즉 크롬산화물의 형성에 직접적

으로 영향을 미친다. 아울러 이 크로메이트 피막이 금속표면과 용액

사이의 pH 변화에 의해 형성되는 반응기구[1]에 따라 크로메이트 용

액 자체의 pH 조건이 또한 중요하다. 이에 따라 크로메이트 용액의 

출발점의 기준을 선정하기 위해 3가 크롬의 농도와 pH 조건의 설정이 

우선되어야 한다.

  Figure 2는 이를 위해서 3가 크롬원으로 선택한 KCr(SO4)2를 20 g/L 

(Cr
3+ 

기준 = 2.344 g/L)부터 60 g/L (Cr
3+ 

기준 = 6.51 g/L)까지 달리

하면서, 크로메이트 용액의 pH 조건을 HNO3로서 조절하여 1.5에서 

3.5까지 변화시키며 제조된 용액을 사용하여 상온에서 30 s간 코팅한 

시안 아연도금체의 내식성을 염수분무 시험한 결과이다.

  우선 Figure 2에 나타낸 바와 같이 KCr(SO4)2의 농도가 20, 30 g/L

일 때 pH가 1.5∼3.5로 변함에 따라 백청 5% 발생시간은 약 20∼30 

h으로 얻어졌으며 기존의 6가 크롬의 적용기준[12]인 96 h에 크게 차

이가 나므로 낮은 크롬 농도에서는 내식성 향상을 위한 적용이 어려

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KCr(SO4)2의 농도가 40 g/L에서는 pH 1.5

∼2.5 범위에서 60∼70 h에서 백청이 발생되어 크로메이트제로서의 

적용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나타났었다. 그리고 KCr(SO4)2의 농도가 

50 g/L에서는 pH 2.0∼2.5일 때 60∼70 h에서 백청발생이 나타나고 

있어 KCr(SO4)2의 농도 40 g/L인 경우와 유사하다. 그러나 60 g/L에서

는 pH 1.5∼2.0 일 때 50∼60 h으로 40∼50 g/L의 경우에 비해 상대

Figure 3. Effect of addition of phosphate on the corrosion resistance 

of chromated zinc plated metal.

적으로 낮은 내식성을 나타내었다. 한편 pH의 변화에 따른 내식성의 

변화는 조사된 pH 조건의 범위인 pH 1.5에서 2.5까지의 범위 내에서

는 크롬성분의 농도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pH 3.0 이상에 이

르면 공통적으로 내식성은 급격히 감소함을 알 수 있었다. 그러므로 

pH의 조건은 3.0 이상이 되는 것은 내식성의 향상을 위해서는 적절하

지 못한 조건임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pH의 조건이 지

나치게 산성으로 향하면 코팅과정에서 아연도금피막의 손상이 가져

오기 때문에 pH 값이 너무 낮은 조건도 또한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3가 크롬 크로메이트 용액에서 3가 크롬 출발 원료인 

KCr(SO4)2 농도는 40 g/L∼50 g/L 범위 정도이면 적절할 것으로 나타

났으며, pH의 범위는 1.5∼2.5에서 가능할 것으로 나타났다.

  4.2. 인산계 화합물 첨가의 영향

  인산계 화합물은 개발하고자 하는 3가 크롬 크로메이트 처리공정에

서 불용성 인산염을 만들기 위한 인산기를 공급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그러므로 적용 가능한 인산염은 통상적으로 인산기를 공급하는 염은 

모두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본 연구에서는 NaH2PO4를 사용하였으

며 우선 별도의 금속화합물을 첨가 없이 존재하는 크롬 3가 이온과의 

인산염 생성에 따른 내식성의 증대를 조사하여 이후 금속 황산화물의 

첨가에 따른 내식성 증대 효과의 기준으로 삼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Figure 3은 Figure 2의 결과에 따라 KCr(SO4)2 농도 30 g/L과 50 g/L의 

두 조건하에 각각 NaH2PO4를 전혀 첨가하지 않은 경우와 10 g/L∼30 

g/L로 첨가량을 달리하며 제조된 크로메이트 용액을 사용하여 실온에

서 용액의 pH = 2.0, 용액담지시간 30 s의 조건하에 코팅된 시안아연

도금 시편의 내식성을 염수분무시험방법에 따라 조사한 결과이다.

  인산염의 존재가 내식성에 미치는 영향은 KCr(SO4)2 농도가 30 g/L

으로 낮은 경우 조사된 인산염의 농도의 범위 내에서 인산염의 첨

가는 내식성에 영향을 거의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KCr(SO4)2 농도가 50 g/L로 높은 경우 인산염의 첨가는 내식성에 뚜

렷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경우 인산염의 농도가 높

을 수록 그 영향은 더욱 커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인산염의 적절한 농도는 Cr
3+
의 농도에 따라, 생성되는 불용

성 인산염의 용해도에 따라 좌우됨을 알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의 

NaH2PO4를 사용하는 경우 15 g/L 미만의 농도에서는 인산염 성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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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가 내식성 증가에 특별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4.3. 금속황산화물 첨가의 영향

  금속황산화물은 인산계 화합물의 인산기와 반응하여 불용성염의 

피막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크롬 이외의 추가적인 금속이온을 제공하

는 것으로 인산염 화합물과 마찬가지로 3가 크롬 크로메이트 용액 제

조에 있어 매우 중요한 구성성분이다. 그러므로 금속황산화물은 인산

기와 반응하여 불용성의 염을 만들 수 있는 금속이온을 제공할 수 있

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가능하나 크로메이트 용액 내에서 이온 간의 

간섭 현상 등으로 금속인산염의 생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적

절하지 못하다. 이러한 목적을 가능하게 하는 금속화합물로서는 코발

트, 니켈, 아연, 철, 망간 등의 황산화물이 그 예가 될 수 있으며 이들 

화합물이 단독으로 또는 복합적으로 첨가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

된다.

  따라서 일차적으로 이러한 목적을 수행할 수 있는 대상성분으로서 

우선 CoSO4 및 NiSO4를 각각 대상 금속화합물로 선정하고 이의 농도 

변화에 따른 내식성 특성을 각각 조사함으로써 내식성 증대의 효과 

및 이에 적합한 금속화합물 첨가제를 선정하고자 하였다. Table 2는 

KCr(SO4)2농도를 40 g/L, NaH2PO4의 농도를 20 g/L로 조절한 용액에 

CoSO4와 NiSO4의 농도를 각각 10 g/L∼50 g/L로 변화시키면서 제조

한 크로메이트 코팅 용액을 사용하여 실온에서 pH와 담지시간을 달

리하며 시안아연도금체를 코팅한 후 염수분무시험결과를 나타낸 것

이다. 코팅 후 코팅막의 색깔은 육안 식별에 의한 것이다. Table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금속화합물 첨가제는 CoSO4의 경우가 NiSO4의 경

우보다는 양호한 내식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CoSO4의 경우에서는 농

도가 10∼30 g/L의 경우가 50 g/L의 경우보다 백청발생이 늦게 나타

남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때의 백청발생시간은 전반적으로 96∼120 

h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CoSO4 첨가량은 10 g/L로서 충분할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크로메이트 처리시간은 15∼60 s까지 가능한 것으

로 나타나 선택의 폭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4.4. 금속화합물의 복합적 첨가의 영향

  Table 3은 table 2에 나타낸 바와 같이 CoSO4 단독의 사용은 내식성

의 증가를 가져왔으나 금속화합물 NiSO4는 단독사용으로서는 그 효

과가 크지 않음에 따라, 금속황산화물의 복합적 첨가 효과를 조사하

기 위해서 CrK(SO4)2를 40 g/L, NaH2PO4 20 g/L, CoSO4를 10g/L로 

조정한 용액에 NiSO4, MnSO4, 및 ZnSO4를 각각 10∼20 g/L씩 첨가하

여 제조한 크로메이트 용액으로 실온에서 pH와 담지시간을 달리하며 

산성아연도금체를 코팅한 후 염수분무시험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Table 3에 나타낸 바와 같이 추가적으로 금속화합물이 첨가된 조건

하에서 내식성은 모두 양호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첨가된 금

속염의 종류에 따라 염수분무시험의 결과 ZnSO4 > MnSO4 > NiSO4

의 순서로 내식성에 조금씩 차이가 남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각각의 첨가량을 10 g/L에 대해 20 g/L씩 배가하는 경우 특

별한 내식성의 증대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사용 pH의 범위는 넓어짐

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ure 4는 Table 3의 조성조건의 코팅액으로 산

성아연도금 볼트를 코팅한 것을 염수분무시험을 실시하고 염수분무 

96 h이 경과한 시점에서 촬영한 각 볼트의 사진이다. 대부분의 경우에

서 CoSO4 만을 사용한 경우에 비해 내식성이 조금씩 증가된 양호한 

상태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고, 백청 발생시간은 각 조건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ZnSO4가 첨가된 경우 120 h 경과 시점에서 발

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금속화합물의 첨가는 인산

Table 2. Effect of Addition of Metallic Sulfate on Anti-corrosion 

Properties

Composition pH
Immersion

time [s]
Color

Salt spary
test

A={CrK(SO4)2 40 g/L

    +NaH2PO4 20 g/L}
1.7

15 colorless bad

30 pale blue bad

A + CoSO4

(10 g/L)
2.1

15 colorless good

30 pale blue good

60 pale blue good

A + CoSO4

(30 g/L)

2.4

15 lemon yellow good

30 pale blue good

60 yellow good

2.1

15 colorless good

30 colorless good

60 colorless good

A + CoSO4

(50 g/L) 

2.6

15 yellow bad

30 dark yollow bad

60 dark yollow bad

2.1

15 lemon yellow good

30 lemon yellow bad

60 dark yollow bad

A + NiSO4

(10 g/L) 
2.1

15 colorless bad

30 colorless bad

60 colorless bad

A + NiSO4

(30 g/L) 

2.4

15 pale blue bad

30 colorless bad

60 colorless bad

2.1

15 colorless bad

30 colorless bad

60 colorless bad

A + NiSO4

(50 g/L) 

1.9

15 pale blue bad

30 colorless bad

60 colorless bad

2.3

15 colorless bad

30 colorless bad

60 colorless bad

※ bad (time to white rust = 24∼72 h), good (time to white rust = 72∼120 h)

기와 반응하여 불용성의 염을 형성함으로써 내식성을 향상시킬 수 있

을 뿐만 아니라, 아연도금 피막의 색깔 변화에도 적용할 수 있음을 실

험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앞서의 실험으로부터도 확인할 수 

있었지만 크로메이트 처리 pH가 1.5 근처에서도 양질의 크로메이트 

처리가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때의 광택이나 색깔도 매우 우

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4.5. 최종 조성의 결정 및 내식 특성

  이상의 3가 크롬 출발원료 및 첨가제 선정에 대한 실험으로부터 본 

연구에서 목적하는 3가 크롬 크로메이트 용액의 기본 조성을 확립할 

수 있었는데, 기본적으로 3가 크롬염 출발 원료, 금속화합물 첨가제, 

인산계 화합물 첨가제, 산화제 첨가제로 구성되는 것이다. 이렇게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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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Effect of Addition of Metallic Sulates on the Anti-corrosion 

of Chromted Zinc Plated Metal

Composition pH
Immersion

time [s] 
Color

Salt spray
test

Sample No. 
in Figure 4

D={CrK(SO4)2 40 g/L

    + NaH2PO4 20 g/L

    + CoSO4 10 g/L}

1.55
30 pale blue good 1

60 pale blue good 2

2.12
30 pale blue good 3

60 pale blue good 4

D + NiSO4

(10 g/L)

1.53
30 pale blue good 5

60 pale blue good 6

2.24
30 pale blue good 7

60 pale blue good 8

D + NiSO4

(20 g/L)

1.55
30 pale blue good -

60 pale blue good -

2.22
30 pale blue good -

60 pale blue good -

D + ZnSO4

(10 g/L)

1.55
30 pale blue excellent 9

60 pale blue good 10

2.22
30 pale blue excellent 11

60 pale blue good 12

D + ZnSO4

(20 g/L)

1.53
30 pale blue good -

60 pale blue good -

2.21
30 pale blue excellent -

60 pale blue good -

D + MnSO4

(10 g/L)

1.55
30 pale blue good 13

60 pale blue good 14

2.20
30 pale blue good 15

60 pale blue good 16

D + MnSO4

(20 g/L)

1.58
30 pale blue good -

60 pale blue good -

2.19
30 pale blue good -

60 pale blue good -

※ bad (time to white rust = 24∼72 h), good (time to white rust = 72∼120 

h), excellent (time to white rust > 120 h).

1∼4 5∼8

9∼12 13∼16

Figure 4. Photograph of chromated bolts through salt spray test for 96 h.

Table 4. Composition of the Final Receipe Proposed for Chromate 

Convesion Coating Solution

Components
Concentation

Standard Recommend

CrK(SO4)2 40 g/L 35∼50 g/L

HNO3 proper amount proper amount

NaH2PO4 20 g/L 20∼30 g/L

CoSO4 15 g/L 10∼20 g/L

ZnSO4 15 g/L 10∼20 g/L

Table 5. Results from Salt Spray Test of the Chromated Zinc Plated 

Nut by using Various Chromate Solutions under Various Chromating 

Conditions

Chromate 

solution
pH

Immersion

time (s)
Color

Anti-Corrosion (h)
Sample No.in

Figure 5 
White Red

Korea

in this

study

1.30
30 pale blue 384 936 1

60 pale blue 360 936 2

1.52
30 pale blue 504 936 3

60 pale blue 360 936 4

1.69
30 pale blue 384 480 5

60 pale blue 312 600 6

1.92
30 pale blue 360 600 7

60 pale blue 168 264 8

2.09
30 pale blue 240 576 9

60 pale blue 240 528 10

1.47
30 pale blue 312 936 11

60 pale blue 504 936 12

1.68
30 pale blue 168 672 13

60 pale blue 312 528 14

1.89
30 pale blue 312 576 15

60 pale blue 312 672 16

2.14
30 pale blue 168 312 17

60 yellow 96 360 18

Germany 

 Comp.
2.03

30 pale blue 120 264 19

60 pale blue 120 264 20

Japanese 

  Comp.
2.04

30 pale blue 200 384 21

60 pale blue 200 384 22

성된 3가 크롬 크로메이트 용액으로 처리된 아연도금 피막의 염수분

무시험결과 본 연구의 내식성 목표인 백청발생시간 92 h를 훨씬 초과

하는 좋은 결과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고, 이때의 색깔은 투명, 

담청색, 청색 계통이 전반적으로 나타나 실제 적용가능성이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Table 4는 상기의 표면처리 결과 표면의 광택 상태 및 염수시험의 

결과에 따라 최종적으로 적용 가능한 크로메이트 용액의 조성을 결정

한 것이다. Table 4의 조성 선택의 이유는 금속황산화물 첨가의 영향

에서 검토된 바와 같이 CoSO4만을 사용한 것에 비해 추가적인 금속

황산화물의 첨가가 내식성 증대에 효과가 있으며 특히 ZnSO4를 사용

한 경우에 더욱 뚜렷함에 다른 것이다. 또한 이들의 농도를 table 3의 

조건에서 사용한 경우의 2배 첨가 시험을 실시한 결과, 내식성의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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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ter 120 h of salt spray test

After 480 h of salt spray test

Figure 5. Photographs of chromated nuts during salt spray test.

에는 큰 효과가 없이 단지 pH의 조건 범위의 확장에 효과가 있음에 

따라 전체의 농도를 2배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아 1.5배 정도

로 농도를 높이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었기 때문이다.

  Table 5는 이렇게 구성된 table 4의 조성을 사용하여 pH 및 크로메

이트 처리시간을 변화시키면서 크로메이트 처리하고 염수분무시험을 

한 결과이며  Figure 5는 이 염수분무시험을 진행하면서 그 부식상태

를 촬영한 것이다. 이 염수분무시험에 사용된 낱트 시료는 시안아연

도금을 한 것이며 도금의 평균두께는 8 µm 정도였다. 또한 본 연구 

결과 제안된 조성의 크로메이트 용액의 시험과 함께 외국산 제품의 

내식특성을 함께 비교함으로써 상업적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Table 5에 나타난 바와 같이 제안된 3가 크롬 크로메이트의 경우 

매우 우수한 내식성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이것은 외국의 제품

보다도 백청 및 적청 발생시간에 있어서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

을 알 수 있다. 또한 pH 범위는 1.5∼1.9인 경우가 더욱 좋은 결과를 

보이고 있고, 처리 시간은 60 s 보다 30 s가 더 효과적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Figure 5에서도 함께 확인될 수 있다. 조사된 

480 h까지 염수분무 시험결과 이들은 매우 우수한 내식특성을 발현함

을 확인할 수 있었다.

5. 결    론

  다른 3가 크롬염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저렴한 KCr(SO4)2를 출발물

질로 사용한 본 연구의 크로메이트 코팅용액은 염수 분무시험 기준으

로 백청발생 120 h 이상을 유지하는 매우 우수한 내식성을 발현하는 

3가 크롬 크로메이트 코팅 용액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이 제조에 관

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제안된 크로메이트 용액의 조성은 KCr(SO4)2 40∼50 g/L, 

NaH2PO4 20 g/L, CoSO4 10∼15 g/L, ZnSO4 10∼15 g/L의 농도를 유

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제안된 크로메이트 코팅 용액의 사용조건은 상온에서, 용액의 

pH 1.5∼2.3, 담지시간 20∼30 s가 적절하다. 이러한 조건을 적용하여 

코팅한 아연도금체들은 염수분무시험 결과 5% 백청발생까지 120 h 

이상에 이르는 내식성을 얻을 수 있었다.

  (3) 금속 황산화물과 인산염을 이용한 난용성 염의 생성은 내식성

증대에 효과를 얻을 수 있었으며 사용된 금속황산화물 중 CoSO4는 

상대적으로 매우 양호한 내식성 증대 효과를 주었다.

  (4) ZnSO4, NiSO4, MnSO4의 첨가는 CoSO4의 존재하에 추가적인 

내식성 증가 효과를 부여하였으며 이들 중 ZnSO4 가장 뚜렷한 효과를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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