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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is aimed to understand the effect of different galvannealing temperatures on the frictional 
properties and Fe-Zn intermetallic phases of the galvannealed (GA) coatings on steel sheets. Their 
galvannealing treatments were conducted at 465, 505, 515 and 540℃ for about 10s in the additional heating 
furnace of an industrial continuous hot-dip galvanizing line. The mechanical and the frictional properties of 
the coatings were estimated using nanoindentation, nanoscratch, micro vickers hardness tests and flat friction 
tests, which were performed at contact pressures of 4, 20 and 80MPa. Also, the correlation between the 
microstructure and the frictional properties of the GA coatings were investigated by SEM observation for the 
cross-section of the GA coating after and before flat friction tests. The results showed that the mechanical and 
the frictional properties of the coatings are strongly dependent on their phase distributions and microstructure. 
Especially, in low contact pressure of 4MPa the frictional properties of the coatings were dependent on the 
surface phases and morphology, while in high contact pressure of 80MPa it was influenced by their 
mechanical properties based on the dominant phase distributions. 

1. 서 론 

합금화용융아연코팅(galvannealed(GA) coating)은 
순수아연코팅에 부가적인 열처리공정(456~550℃)
을 적용하여 Fe-Zn 합금을 형성시킨 것이다. 이러

한 코팅은 약 90%  Zn 과 10% Fe 로 구성되어 있
으며 순수아연코팅에 비해 부식 저항과 용접성, 
도장성이 매우 우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1~12) 전

형적인 GA 코팅은 연성인 강판 모재에 비해 높은 
경도와 취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프레스 성형

동안 코팅은 낮은 변형율에도 쉽게 파괴되고 탈착

된다. 파우더링(powdering)과 플레이킹(flaking), 골

링(galling), 크랙킹(cracking)과 같은 코팅의 파괴특

성은 강판과 금형사이의 마찰특성을 악화시키고 
강판의 성형성과 코팅의 품질을 감소시킨다. (8~14) 

프레스 성형에서 마찰의 감소는 성형하중을 감
소시키고 강판의 변형율 분포를 균일하게 만들어 
성형성을 향상시킨다.(9~15) 마찰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로는 표면조도, 상대속도, 접촉면압, 윤활유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접촉면압과 마찰계수와의 
관계에서, 압력이 증가할수록 마찰계수는 감소한

다. 그러나 압력이 계속해서 증가하면 코팅과 금
형사이에서 스커핑(scuffing)이 발생하고 마찰계수

는 다시 급격하게 증가한다. GA 코팅에 대해 스커

핑이 발생하는 접촉면압 범위는 대략 100MPa 전
후이다.(8,14~16) 

GA 코팅의 마찰특성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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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판의 인장 및 압축변형이 포함된 드로우 비드나 
컵드로잉, U-벤딩, 편면마찰시험 등을(9~16) 이용하

여 코팅의 Fe-Zn 합금상과 파우더링성 또는 파우

더링성과 마찰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7~16) 

이러한 시험을 통해 얻은 마찰계수는 코팅의 파단

강도와 파우더링성, 모재의 소성변형, 시험방법 등
에 크게 의존한다.(9~16) 일반적으로 코팅의 파우더

링이 증가하면 마찰계수는 증가한다. 또한 코팅의 
도포량과 Fe 함유량, 갈바어닐링(galvannealing) 온
도가 증가하거나 Al 함유량이 감소할수록 코팅의 
파우더링 저항은 감소한다.(4,6~9,13) 그러나 코팅의 
파우더링성과 마찰특성의 관계를 명확히 규정짓기

는 어렵다. 심한 인장/압축변형이 포함된 성형에서 
코팅의 마찰은 파우더링성에 의존하며 이 경우 
GA 코팅내 δ, Γ, Γ1 상은 크랙의 발생과 전파의 기
저역할을 하며 파우더링량을 증가시킨다. 이에 반
해 강판의 변형량이 크지 않을 경우 마찰특성은 
코팅의 경도에 의존하며 Fe 함유량이 높은 δ, Γ, Γ1 
상은 코팅의 경도를 향상시킨다.(1,4,6~9,13~17) 

본 연구는 어닐링 온도 변화에 따른 GA 코팅의 
Fe-Zn 합금상분포와 마찰특성을 규명하고자 수행

되었다. 모재의 변형을 배제하고 순수 GA 코팅의 
마찰특성을 얻기 위해 편면마찰시험이 채택되었다. 
GA 코팅의 기계적 특성과 표면 스크래치 특성은 
나노인덴테이션(nanoindentation)과 비커스(Vickers)
경도, 나노스크래치(nanoscratch)시험을 통해 조사

되었다. 최종적으로 편면마찰시험 전후 코팅 단면

의 SEM 관찰을 통해 코팅의 미세구조와 마찰특성

의 관계는 규명되었다. 

2. 실 험 

2.1 GA코팅의 준비 
본 연구에서 사용된 GA 강판의 모재는 냉간압

연된 IF 강판이며 GA 코팅은 상업적인 연속갈바

나이징 라인(POSCO 광양)에서 제작되었다. 어닐링

을 위한 가열로의 통과시간은 약 10 초이며 어닐

링 온도는 465 와 505, 515, 540℃ (이후 465, 505, 
515, 540 코팅)로 하였다.(6) 이후 GA 강판 두께를 
약 0.7mm 두께로 맞추기 위해 스킨패스(skin pass)

압연이 수행되었다. Fig. 1 과 2 에 4 종류 GA 코팅

의 단면 및 표면 SEM 사진과 압연방향(0°)의 표
면조도를 나타내었다. 전형적인 GA 코팅은 Γ, Γ1, δ, 
ζ 인 4 가지 Fe-Zn 합금상으로 구성되어있으며 각 
상들은 모재위 순차적으로 적층되어 있다.(1) 

465 코팅(Fig. 1(a), 2(a))에 대해 단면 및 표면 전
체에 η 상이 관찰되었다. 이것은 충분한 갈바어닐

링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Fe 가 Zn 에 고용되어 
있는 상태로 상업적인 GA 코팅에서는 거의 존재

하지 않는다.(1) 505 코팅(Fig. 1(b), 2(b))의 경우, 표
면에는 ζ 상이 단면에는 δ 상이 지배적으로 관찰되

었다. 전형적인 GA 코팅 표면에는 η 와 ζ, δ 상 또
는 이러한 상들이 조합된 형태로 존재한다. ζ 상은 
기공을 포함하고 있으며 작고 기둥형상의 비정렬

된 결정으로 되어있다.(1) 반면 δ 상은 조밀하고 구
형이며 두께방향의 크랙(Fig. 1(b))을 가지고 있다.  

515 코팅(Fig. 1(c), 2(c))에 대해 표면에는 ζ 상과 
δ 상이 고르게 분포하였으며 모재와 코팅계면에서 
약 0.1 ㎛ 두께의 Γ 상이 관찰되었다. 540 코팅(Fig. 
1(d), 2(d))에 대해 표면에서 δ상이 지배적이었으며 
역시 계면에서 약 0.5 ㎛ 두께의 Γ 상이 관찰되었

다. GA 코팅에서 η 와 ζ 상은 유일하게 소성적으로 
변형이 가능하며 연성이다.(1,7) 따라서 Fig. 2 에서 
코팅의 스킨패스된 면은 모두 η 와 ζ 상이다. 이것

은 표면으로 향하는 δ 상내 두께방향 크랙의 전진

(Fig. 1(b))을 억제한다. 표면에 δ 상이 풍부한 540
코팅의 경우 505 와 515 코팅에 비해 상대적으로 
다수의 표면크랙(Fig. 2(d))이 관찰되었으며 이러한 
크랙은 스킨패스된 면에서 분리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어닐링 온도가 증가할수록 GA 코

팅내 η나 ζ상은 감소하고 δ와 Γ상은 증가하였다. 
특히 코팅내 Γ 상의 존재는 파우더링의 발생을 의
미한다.(1~14,16) 본 연구에 사용된 GA 코팅 두께는 
평균 6~10 ㎛ 이고, 표면 조도(Ra:㎛)와 코팅내 스
킨패스된 면적은 어닐링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감
소하였다. 

2.2 나노인덴테이션 및 나노스크레치, 비커스 
경도 시험 

나노인덴테이션과 나노스크레치시험은 MTS 사 
의 Nanoindenter XP System 을 이용하여 수행되었다. 

 
 

η phase

ζ phase

δ phase γ phase
δ phase γ phase δ phase γ phase

Crack

5㎛ 5㎛ 5㎛ 5㎛  
      (a) 465℃                (b) 505℃                 (c) 515℃                (d) 540℃ 

Fig. 1 SEM images of cross-sections of coatings with different galvannealing tempera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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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in passed surface

Skin passed 
surface

η phase
Columnar ζ phase

Granular δ phase

Ra : 0.814㎛ Ra : 0.792㎛20㎛ 20㎛

 
                         (a) 465℃                               (b) 505℃ 

Skin passed 
surface

Granular δ phase

Columnar ζ phase

granular δ phase

Skin passed 
surface

Crack

Ra : 0.757㎛ Ra : 0.712㎛20㎛ 20㎛

 
                      (c) 515℃                                     (d) 540℃ 

Fig. 2 SEM images of surface of coatings with different galvannealing temperatures 
 
 

Table 1 Conditions of nanoindentation and nanoscratch 
tests for each coating 

Items Value 
Surface approach sensitivity 30% 
Surface approach velocity 10 nm/s 
Allowable drift rate 0.15 
Poisson's ratio of specimens 0.3 
Humidity 30~35% 
Room Temperature 23.5℃ 
Indenter Berkovich diamond tip
Elastic modulus of indenter 1141GPa 
Poisson's ratio of indenter 0.07 

 
일반적으로 모재의 영향을 받지 않는 코팅의 적절

한 인덴테이션깊이는 코팅두께의 1/10 이하이

다.(17,18) 따라서 인덴테이션깊이는 코팅두께(6 ㎛)
의 약 6.7%인 400nm 로 설정하였다. 사용된 인덴

터(indenter)는 베르코비치 팁(Berkovich tip)이며 팁 
반경은 약 50nm 이다. 코팅의 경도와 탄성계수를 
얻기 위한 로딩-언로딩(loading-unloading) 곡선의 
해석은 Oliver 와 Pharr(19)에 의해 제안된 절차를 
이용하였다. 또한 전반적인 장비의 보정과 시험방

법, 해석절차는 Nanoindenter XP 매뉴얼에 근거하

여 수행되었다.(17~19) 

나노스크래치시험은 스크래치속도가 10nm/s 일 
때 인덴테이션하중 20, 40, 50mN 에 대해 수행되었

다. 또한 인덴테이션하중이 20mN 일 때 스크래치

속도 5, 10, 15, 20nm/s 에 대해 수행되었다. 스크래

치길이는 모든 시험에 대해 500 ㎛로 일정하게 하
였다. 나노스크래치시험에서 마찰계수(μnano)는 식 
(1)과 같이 인덴테이션하중(FN)과 스크래치하중(FT)
의 비로 정의된다. 전반적인 인덴테이션과 스크래

치 시험 조건은 Table 1 에 나타내었다. 

T
nano

N

Fμ
F

=                              (1) 

나노인덴테이션과 나노스크래치시험을 위한 시편

은 레이져 커팅에 의해 10mm x 10mm 로 가공되었고 
아세톤용액에서 초음파 세척되었다. 이후 가공된 시
편은 접착제를 이용하여 알루미늄 실린더에 부착되

었다. 전형적인 GA 코팅은 내부에 기공 및 균열을 
포함하고 있으며 표면조도가 높고 표면상태가 매우 
불규칙적이다.(1) 또한 다양한 Fe-Zn 합금상들이 적층

되어 있기 때문에 인덴테이션에 적당한 표면조도를 
맞추기 위한 폴리싱(polishing)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각 시편에 대한 인덴테이션과 스크래치시험은 10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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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 수행되었으며 결과는 그 평균값을 취하였다. 
나노인덴테이션시험의 신뢰성을 평가하기 위해 

각 코팅에 대한 비커스경도시험(Matsuzawa)을 수

행하였다. 사용된 시편은 나노인덴테이션시험 시

편과 동일하며 인덴테이션 하중은 50 과 25, 5gf 이
고 인덴테이션시간은 10 초로 설정하였다. 

2.3 편면마찰시험 
Fig. 3 은 본 논문에서 사용된 편면마찰시험기의 

개략도와 시편 및 마찰금형의 치수를 나타낸 것이다. 
마찰금형은 표면에 경질 크롬(CrN)코팅을 하고 평균 
표면조도(Ra)를 0.6 ㎛가 되도록 폴리싱하였다. 금형

과 코팅의 겉보기 접촉면압은 시험동안 스커핑이 발
생하지 않으면서 면압에 따른 마찰계수 변화를 분명

하게 관찰하기 위해 4, 20, 80MPa 으로 하였다. 이 때 
수직하중은 6300, 4000, 16000N 이다. 이러한 접촉면

압은 접촉면적이 다른 두 개의 마찰금형으로 구현되

었다. 인출속도는 10, 30mm/s 두 가지로 구분하였다. 
마찰시험에 사용된 윤활유는 2.2cst 의 저점도 세정유

(washing oil)와 18.6cst 의 고점도 방청유(rust prevent 
oil)를 적용하였다. 시험은 각 조건당 5 회씩 수행되

었으며 평균값을 마찰계수(μf)로 정하였다. 전반적인 
시험조건은 Table 2 에 나타내었다. 

3. 실험결과 

3.1 나노인덴테이션 및 비커스 경도시험결과 
Fig. 4 는 어닐링 온도별 각 GA 코팅의 전형적인 

로딩-언로딩 곡선을 나타낸 것이다. 이러한 10 회 
 

Table 2 Conditions of flat friction test for each coating 
Items Value 

Specimens 465, 505, 515, 540 
Apparent contact pressure 4, 20, 80(MPa) 
Drawing speed  10, 30(mm/s) 

washing oil (P-340N, 2.2cst, 40 )℃  Lubricants 
rust prevent oil (BW90-EG,18.6cst, 40 )℃

 

Table
Motion

Hydraulic
cylinder

Sliding table t=0.7mm

Load cell
for normal force

Load cell
for tangential force

Tested surface
(600 X 45 or 20mm)

Galvannealed coated 
Sheet steel

(40 X 250mm)

specimen

F

35mm

45mmspecimen

F

10mm

20mm

High contact pressures : 20 and 80MPa Low contact pressures :  4MPa  
Fig. 3 Schematic drawing of flat friction tester and 

dimensions of tools and specimens 

인덴테이션 시험의 결과로 부터 얻어진 각 코팅의 
탄성계수와 나노경도, 최대하중을 Table 3 에 나타

내었다. 코팅의 탄성계수와 경도는 어닐링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였다. 이것은 앞서 설명하였

듯이 어닐링 온도의 증가와 함께 코팅내 Fe 함유

량이 높은 δ와 Γ상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코팅의 인덴테이션에서 모재의 영향도는 로딩-언로

딩 곡선내 변곡점의 유무로써 판단될 수 있다.(17, 18) Fig. 
4 의 곡선들은 엄밀히 말해 GA 코팅의 특성을 대표하

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GA코팅은 다양한 상들이 적층

된 구조로 되어있기 때문에 인덴테이션 깊이 400nm에 
대한 결과는 코팅내 ζ 와 δ 상 그리고 각 코팅 표면의 
형태학적 특성을 반영한 것이다. 그러나 오직 η상으로

만 구성된 465 코팅의 경우 탄성계수는 순수아연의 탄
성계수(98GPa)와 매우 유사하다. 따라서 인덴테이션시

험 결과 자체는 매우 정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Table 3 Mechanical properties of each coating obtained 
from indentation tests 

Specimens Elastic 
Modulus Hardness Maximum 

load 
465 107.3GPa 2.168GPa 21.5mN 
505 157.4GPa 3.287GPa 18.2mN 
515 170.3GPa 3.455GPa 16.5mN 
540 180.3GPa 5.269GPa 10.3mN 

 

0 100 200 300 400
0

4

8

12

16

20  465 coaitng
 505 coaitng
 515 coaitng
 540 coaitng

Indentation depth (nm)

In
de

nt
at

io
n 

lo
ad

 (m
N

)

 
Fig. 4 Typical loading-unloading curves of each coating 

obtained from the indentation depth of 400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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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Vickers hardness of each coating for different 

indentation lo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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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Frictional coefficients(μnano) of each coating with 

different indentation loads at drawing speed of 
10n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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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Frictional coefficients(μnano) of each coating with 

different drawing speeds in indentation load of 
20m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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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Frictional coefficients(μf) of each coating with 

different apparent contact pressures in flat 
friction tests 

 
Fig. 5 는 각 코팅에 대한 비커스 경도를 나타낸 

것이다. 시험 결과는 나노인덴테이션시험과 동일

하였다. 465 코팅을 제외하고 전체적으로 인덴테이

션하중이 감소할수록 코팅의 경도는 증가하였다. 
이것은 모재의 영향 때문이며 전형적인 GA 코팅

의 경도는 강판 모재의 경도보다 높다. 따라서 인
덴테이션하중이 감소할수록 모재의 영향이 감소하

기 때문에 코팅의 경도는 증가한다. 이에 반해 
465 코팅의 경우 순수아연의 경도가 모재의 경도

보다 낮기 때문에 50gf 와 비교하여 25gf 와 5gf 의 
하중에서는 오히려 경도가 낮게 나타났다. 540 코

팅의 경도는 465 에 비해 약 2.5 배 높았으며 505
와 515 코팅의 경도는 서로 비슷하였다. 이러한 결
과는 인덴테이션시험 결과와 매우 유사하다.  

3.2 나노스크래치시험결과 
Fig. 6 은 스크래치속도 10nm/s 에서 다양한 인덴

테이션하중에 따른 코팅의 마찰계수(μnano)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마찰계수는 어닐링 온도와 인덴테

이션하중이 증가할수록 감소하였다. 스크래치시험

의 특성상 동일한 인덴테이션하중에서 스크래치 
하중과 깊이는 코팅의 표면경도에 의존할 것이다. 
따라서 표면경도가 증가할수록 외력으로부터 저항

력이 증가하기 때문에 스크래치깊이는 작아지고 
스크래치하중(또는 마찰계수) 또한 감소한다.  

하중 40 과 50mN 에서 각 코팅의 마찰계수는 
서로 유사한 값을 가지는 반면에 하중 20mN 에서 
마찰계수는 어닐링 온도의 증가와 함께 현저하게 
감소되었다. 이것은 스크래치 변형된 코팅 표면의 
상(phases)분포에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Fig. 
4 에서 40 과 50mN 의 경우 인덴테이션깊이는 최
소 400nm 이상이며 이 때 스크래치변형은 대부분 
코팅내 δ 상에서 발생한다. 이에 반해 20mN 의 경
우 인덴테이션깊이는 약 100nm 전후이며 이 때 
스크래치 변형은 코팅의 표면에서 발생한다. 이 
경우 마찰계수는 표면의 상분포와 표면조도에 크
게 의존할 것이다. 따라서 표면조도가 낮고 코팅 
표면이 오직 경질의 δ 상만 존재하는 540 코팅의 
경우 마찰계수는 상대적으로 낮고 인덴테이션 하
중에 상관없이 거의 일정하다. 그러나 코팅 표면

에 연질의 ζ 와 δ 상이 공존하고 표면조도가 높은 
505 와 515 코팅의 경우, 스크래치깊이에 따라 존
재하는 상분포가 다르기 때문에 인덴테이션하중의 
증가와 함께 마찰계수는 변화한다.  

Fig. 7 은 20mN 의 인덴테이션 하중에서 스크래

치 속도에 따른 마찰계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앞선 결과와 마찬가지로 어닐링 온도와 스크래치 
속도가 증가할수록 마찰계수는 감소하였다.  

3.3 편면마찰시험결과 
Fig. 8 은 다양한 겉보기 접촉면압에서 어닐링 

온도에 따른 코팅의 마찰계수(μf)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모든 시험에서 인출속도는 10mm/s 로 하
였다. 앞서 설명했듯이 465 코팅은 합금화가 일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전형적인 GA 코팅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마찰시험에서 다른 GA 코팅과 비교

할만한 경향성을 가지지 못했다. 따라서 본 마찰

시험결과에서 465 코팅은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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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적으로 코팅의 마찰계수(μf)는 겉보기 접촉

면압이 증가할수록 감소하였다. 그러나 저점도 세
정유의 경우, 코팅의 마찰계수는 어닐링 온도와 
접촉면압에 따라 다양하게 변화하였다. 4MPa 의 
저압영역에서는 어닐링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마
찰계수는 증가하는 반면에 80MPa 고압영역에서는 
반대로 감소하였다.  

GA 코팅의 경우 마찰계수는 파우더링성과 표면의 
상분포에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일반적으로 어닐링 
온도의 증가(δ 와 Γ 상 증가)와 함께 코팅의 파우더

링성과 경도는 증가한다.(1,6,8~14) 이러한 파우더링성의 
증가는 낮은 전단력하에서도 코팅이 쉽게 파괴되며 
평탄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이러한 특
성은 시험동안 금형과 코팅의 실제접촉면적을 증가

시켜 마찰계수를 증가시킬 수 있다.(3,4, 7)  
Fig. 9 는  세정유에서  겉보기  접촉면압  4 와 

80MPa 에 대해 마찰시험 후 각 코팅단면의 SEM 
사진과 표면조도를 나타낸 것이다. SEM 관찰에서

는 465 코팅에 대해서도 추가하였다. 4MPa 의 저압 
 

영역(Fig. 9(a))에서 465 코팅단면은 거의 변형되지 
안았지만 505 와 515 코팅에서는 ζ 상과 δ 상의 탈
락이 명확하게 관찰되었다. 또한 540 코팅에서는 
마찰시험 후 완전히 평탄해진 코팅단면이 관찰되

었다. 전반적으로 마찰시험 후 코팅의 표면조도는 
약 0.06 ㎛정도 감소하였다.  

4MPa 의 저압영역(Fig. 9(a))에서 코팅의 마찰계

수는 코팅의 파우더링성에 의한 실제접촉면적에 
의존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경도는 505 코팅에 비
해 540 코팅이 높지만 상대적으로 파우더링성이 
높기 때문에 시험동안 실제접촉면적과 마찰계수는 
더 높다. 80MPa 의 고압영역(Fig. 9(b))에서 어닐링 
온도에 상관없이 모든 코팅에 대해 평탄화된 연삭

면이 관찰되었다. 특히 505 와 515, 540 코팅에서 
표면은 오직 델타상만이 존재하였다. 마찰시험 후 
표면조도는 약 0.4 ㎛정도 감소하였다. 

금형과 코팅 사이의 접촉면압의 증가는 GA 코

팅내 각 상들의 응집력을 높여 경도를 더욱 향상

시킬 것이다. 특히 취성의 δ 상이 풍부한 코팅일  

Detachment of ζ and δ  phase

Ra : 0.793㎛ Ra : 0.688㎛ Ra : 0.671㎛ Ra : 0.641㎛

465 ℃ 505 ℃ 515 ℃ 540 ℃

5㎛5㎛5㎛5㎛

 
(a) Apparent contact pressure of 4MPa 

465 ℃ 505 ℃ 515 ℃ 540 ℃

Ra : 0.415㎛ Ra : 0.372㎛ Ra : 0.351㎛ Ra : 0.325㎛5㎛ 5㎛ 5㎛ 5㎛

 
(b) Apparent contact pressure of 80MPa 

Fig. 9 SEM images of cross-sections of each coating with different galvannealing temperatures after flat friction test 
under apparent contact pressures of 4 and 80MPa in washing oil 

 
465 ℃ 505 ℃ 515 ℃ 540 ℃

5㎛5㎛5㎛5㎛  
Fig. 10 SEM images of cross-sections of each coating with different galvannealing temperatures after flat friction test 

under apparent contact pressures of 80MPa in rust prevent o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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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Frictional coefficients(μf) of each coating under 

drawing speeds of 10 and 30mm/s in flat friction 
tests (apparent contact pressure of 80M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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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Apparent contact pressure of 4M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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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Apparent contact pressure of 80MPa 

Fig. 12 Frictional coefficients(μf) of each coating for flat 
friction tests of five times in washing oil 

 
수록 이러한 현상은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따라서 고압영역에서 코팅의 마찰계수는 경도에 
더 크게 의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고압영역에서 540 코팅의 경우 파우더링 증가(실
제접촉면적의 증가)에 의한 마찰계수의 증가량 보
다 경도증가에 의한 계면의 마찰계수(전단응력) 
감소량이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찰시험동안 GA 코팅의 경도는 코팅과 금형 
계면에 작용하는 전단응력에 영향을 주며 파우더

링성은 계면의 전단응력에 의해 발생한다. 따라서 
GA 코팅의 마찰특성은 코팅의 경도와 파우더링성 

또는 실제접촉면적과 전단응력의 관계로써 특징지

을 수 있다. 이러한 관계들의 영향력은 또한 접촉

면압에 따라 변화한다. 결과적으로 저압영역에서 
마찰계수는 코팅의 파우더링성(실제접촉면적)에 
의존하며 고압영역에서는 코팅의 경도(전단응력)
에 의존한다. 

Fig. 10 은 고점도의 세정유에서 겉보기 접촉면

압 80MPa 에 대해 마찰시험 후 각 코팅단면의 
SEM 사진을 나타낸 것이다. 마찰시험 후 540 을 
제외한 465, 505, 515 코팅의 표면은 평탄화되지 않
았다. 고점도의 세정유를 적용한 경우(Fig. 8), 금형

과 코팅사이에는 경계윤활층이 형성되기 때문에 
마찰계수는 대부분 코팅의 경도나 윤활유의 점도

에 크게 의존한다. 이러한 결과는 80MPa 에서 어
닐링 온도와 상관없이 각 코팅의 마찰계수가 일정

하다는 사실에 의해 설명된다. 
Fig. 11 은 겉보기 접촉면압 80MPa 하에서 인출

속도 10 과 30mm/s 에 대해 어닐링 온도에 따른 
마찰계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마찰계수는 인출

속도의 증가와 함께 감소하였으며 방청유보다 세
정유일때 이러한 현상은 더욱 현저하게 나타났다. 
인출속도에 따른 마찰계수 변화는 현상학적인 측
면에서는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 원인은 불명확하

다. 단지 본 연구에서는 정적과 동적 마찰특성의 
차이로써 이러한 결과를 이해하고 있다. 

4. 고찰 

Fig. 12 는 세정유를 사용한 경우 겉보기 접촉면

압 4 와 80MPa 에 대한 각 코팅의 마찰계수를 시
험 회수(5 회)별로 나타낸 것이다. 그림에서 표시

된 □값은 각 시험회수에 대한 평균값이며 각각의 

편차는 이러한 평균값을 기준으로 계산되었다. 
465 코팅의 경우, 마찰계수 평균값 0.161 을 기

준으로 +5/-4%의 편차가 발생하였으며 어닐링 온
도가 증가할수록 마찰계수값의 편차는 감소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방청유를 적용한 마찰시험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이에 반해 80MPa 접촉면압의 
경우 5 번의 시험에서 마찰계수의 편차가 거의 없
이 높은 재현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4MPa 의 저압영역에서 이러한 문제의 발생원인

은 명확히 규정짓기 어렵다. 이것은 표면조도와 
코팅 표면의 상분포, 어닐링동안 발생되는 크레이

터(Crater), 스킨패스 면의 크기 및 위치, 공구의 
재질 및 표면조도 등 다양한 변수에 기인하는 것
으로 보여진다. 특히 상업적인 GA 코팅강판의 경
우 같은 코일(coil)내에서 조차 코팅의 표면형상 
및 상분포는 매우 불규칙적이다.(1) 

그러나 80MPa 의 고압영역에서는 코팅 표면의 상
분포 및 형태학적 특성이 배제되고 오직 코팅 내 Fe-
Zn 합금상의 기계적 특성만이 GA 코팅의 마찰특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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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된다. 따라서 고압영역에서 마찰시험결과는 저압

영역에 비해 매우 높은 신뢰성과 재현성을 가지는 것
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엄밀히 말해 저압영역에서 마
찰계수 편차 또한 GA 코팅의 마찰특성이다. 특히 상
업적인 GA 코팅의 마찰특성 평가에 있어 겉보기 접
촉면압은 중요한 변수로써 고려되어야만 한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어닐링 온도에 따른 GA 코팅의 
기계적 및 마찰특성을 평가하기 위해 나노인덴테

이션과 나노스크레치, 편면마찰시험을 수행하였다. 
또한 마찰시험 전후의 코팅의 SEM 관찰을 통해 
코팅의 Fe-Zn 합금상이 마찰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어닐링 온도가 증가할수록 코팅의 탄성계수와 
경도는 증가한다. 이것은 코팅내 연질의 η 나 ζ 상은 
감소하고 경질의 δ 와 Γ 상(Fe 함유량)이 증가하기 때
문이다. 

(2) 편면마찰시험에서 방청유를 적용한 경우, 마
찰계수는 GA 코팅의 Fe-Zn 합금상 분포보다 사용

된 윤활유의 점도에 의존하며 GA 코팅의 어닐링 
온도에 상관없이 거의 일정하다. 

(3) 편면마찰시험에서 세정유를 적용한 경우, GA 코

팅의 마찰특성은 코팅의 조도(표면 상분포 및 형태학

적 특성)와 경도, 파우더링성(Fe-Zn 합금상), 접촉면압

에 따라 변화한다. 4Mpa 의 저압영역에서 마찰계수는 
코팅의 조도와 파우더링성(실제접촉면적)에 의존하며 
코팅내 δ 와 Γ 상(어닐링 온도)이 증가할수록 마찰계

수는 증가한다. 이에 반해 80MPa 의 고압영역에서는 
코팅의 경도에 의존하며 δ 와 Γ 상(어닐링 온도)이 증
가할수록 마찰계수는 감소한다. 또한 마찰계수값의 
편차는 저압영역에서 최대 +5/-4%인데 반해 고압영역

에서는 거의 0%에 수렴한다. 따라서 마찰시험의 재현

성은 고압영역에서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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