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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preparative anti-corrosive coating experiments, polyaniline was obtained by reacting an oxidizing agent with the

monomer aniline. Further, the primer coating was prepared using a variety of widely-used materials such as urethane

resin. For the top coating, epoxy resin and acrylic urethane resin were used. Characteristics of the coatings were assessed

according to KS and ASTM specifications, and the structure of the polyaniline was characterized using FT-IR and TGA.

For analysis of anti-corrosive properties in salt-spray experiments, measurements of the oxidation state of iron and sur-

face atomic analysis were conducted using XPS and SEM-EDX. Unlike general anti-corrosive coatings which exhibit

anti-corrosive effects only as a primer coating, the anti-corrosive coatings using polyaniline as the anti-corrosive pig-

ment showed a marked synergistic effect with the top coatings. In other words, the top coatings not only produce a fine

view effect, but also increase, through interaction with the primer coatings, the resistance to diffusion of corrosive fac-

tors from the external environment. It was also found that, unlike the heavy metal oxide-forming layer of the passive

barrier alone, the polyaniline anti-corrosive pigment oxidized iron at the interface with the iron substrate to form a pas-

sive barrier in the oxidic layer, and itself formed a potential barrier layer with anti-corrosive factors from the external

environment. Although the passive layer was damaged, the damaged area did not become completely oxidized iron; on

the contrary, it showed a tendency to reduction. This can be interpreted such that a passive layer is formed again on

the damaged area, and that at the same time there is a tendency to self-healing.

Keywords: polyaniline, resin, corrosion, anti-corrosive coatings

I. 서 론

금속면에 생성된 산화물이나 수산화물을 녹(rust)이라

고 하며 이 녹으로 인하여 금속은 표면에서 점차 소모

되어 간다. 특히, 철강의 적색 녹은 2Fe + O2 = 2FeO,

2Fe2O + 2H2O = 2Fe(OH)2, 4Fe(OH)2 + 2H2O + O2 =

4Fe(OH)3와 같이 산소와 수분의 존재로 수산화물이 되

며, 이 녹은 다공질이기 때문에 흡습성이 있으며 금속

을 부식하는 염류나 가스를 흡착하기 쉬우므로 따라서

녹이 확산되어 간다. 철이 부식하게 되면 강도에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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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초래하고 철재 두께의 1%가 녹으로 변할 경우, 강

도는 5~10% 줄어들며, 또 양면에서 5%의 녹이 발생

하면 철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게 된다. 

방청도료란 각종 금속, 특히 철이 녹스는 것을 방지

하기 위한 도료이며, 금속이 녹슬게 되는 것은 공기,

물, 이산화탄소 등의 작용에 의한 것으로 방청도료는

이것들과 금속 면과의 접촉을 방지하고 또 화학적으로

녹의 발생을 막는 작용을 해야 한다. 따라서 하도도료

는 바탕금속에 대한 부착력이 특히 강해야 하고, 상도

도료는 특히 도막이 공기나 수분을 통과시키지 않고 흡

수성이 좋으며, 균열이 잘 생기지 않고 내후성, 내구력

이 커야 한다. 아직도 대부분 광명단과 보일유를 조합

한 광명단 페인트가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납을 산화

시켜 만든 사산화삼납(Pb3O4)으로 만드는 광명단 대용

방청도료로는 아연분말, 아산화납, 염기성 크롬산아연

및 염기성 크롬산납 등의 안료를 사용하지만 유해 중

금속을 원료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 유해성에 대한 논

란이 있다.1-3) 염분, 용존산소량, 해수 유속, 생물의 활동

도, 온도, pH 등에 의해 해양에서 부식되는 현상을 해

양부식이라고 하며 공기와 수분에 의한 하첨부식보다

빠르게 해양부식은 부식 환경을 제공한다. 해양구조물

이나 선박들은 지속적이고 극심한 부식 환경 속에 노

출되어 있으며 해수중은 물론 대기마저도 염분을 가득

함유하고 있어 심한 부식 환경 가운데 있다. 해양구조

물이나 선박들은 특별한 주의를 필요로 한다. 그러므로

다양한 도료 및 도장 방식을 이용하여 금속 구조물을

보호하려는 시도를 한다. 최근에 알루미늄, 아연, 주석

등의 금속에 대한 방식처리에 염기성 크롬산아연과 인

산과 부티랄 수지를 알코올, 케톤, 물로 된 혼합용제로

분산시킨 도료가 사용되고 있으며, 에칭 프라이머라고

한다. 선박, 차량, 일반 금속재의 도장을 방식처리하고

이어서 도장하는 방법이 널리 쓰이고 있다.4-6) 도막은

부식 환경에 폭로되면 시간이 지날수록 열화가 진행되

므로, 적절한 시기에 재도장을 행하여 방식효과를 유지

할 필요가 있다. 이는 재 도장에 의해 도막을 갱신하고

방식효과를 장기간 유지하는 것이 가능한 점에서 장점

이지만, 반면 초기 도장 비 외에 도장의 유지 관리를

위해 비용이 필요하다는 점에서는 단점이 될 수 있다.

이러한 경제성과 기능성 및 환경적인 특성을 보완하고

대체하기 위하여 부식방지에 대한 새로운 소재의 개발

및 연구가 선진국을 중심으로 하여 활발하게 진행되어

지고 있다. 이중에서 폴리아닐린은 전도성폴리머로 무

정형 영역에 분산되어 있는 결정과 함께 불균형하게 존

재하는 반결정이며 결정부분은 금속 성질을 가지고 있

다.7-13) 여기서 전도성은 배열된 구조 때문에 전자분극

을 통하거나 전하운송이 hopping을 통하여 일어나며 전

기전도성을 가지고 있어 전도성 접착제, 전도성 잉크,

전도성 페인트, 정전기방전(ESD) 재료 등 많은 용도를

갖고 있다. 금속표면에 도포함으로써 산화층을 형성하

여 보호막이 생긴다. 그 외에 전기화학적 센서, 촉매,

프린트 회로의 금속화, 산화방지제, 수용액에서 크롬의

회수 등의 용도를 가지고 있다.14,15)

본 연구에서는 납에 의한 유해성 때문에 그 사용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인 광명단 및 크롬과 같은 유

해 중금속 등을 사용하지 않고 환경적이고 기능성이 부

여된 새로운 전도성 고분자 소재인 합성된 폴리아닐린

을 이용하여 방청도료를 제조하고 이를 사용하여 강 구

조물에 대한 방청특성을 연구하였다.

II. 실험재료 및 방법

1. 폴리아닐린의 제조

1) Emeraldine Salt (ES) 제조

폴리아닐린은 합성반응기를 설치하여 다음과 같은 방

법에 따라 합성하였다. 이때, 아닐린은 0oC, 5 mmHg에

서 진공증류하여 사용하였고, 산화제인 ammonium

persulfate와 도판트(dopant)인 HCl은 1급 시약을 그대

로 사용하였다. 합성방법으로는 1 l의 4구 플라스크에

20 ml(0.22 mol)의 아닐린을 1.0 M HCl 300 ml에 녹

여 0oC로 냉각시키고, 0oC가 된 후 아닐린이 포함된

용액에 산화제가 포함된 용액을 약 5분에 걸쳐 천천히

적하하며 교반하였다. 약 5분이 지난 후 용액은 반응하

여 짙은 녹색을 띄기 시작하였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용액표면은 구리 빛 광택을 나타내었다. 반응물은 온도

를 0oC로 유지시키면서 90분 동안 천천히 교반하였다.

90분이 지난 후 여과하고, 침전물은 무색이 될 때까지

1.0 M HCl로 씻어준 후 10분 정도 suction하여 수분을

제거하였다. 걸러진 조각은 다시 1.0 M HCl 2.0 l를 사

용하여 여과액이 무색이 될 때까지 씻어주고, 10분 정

도 suction하여 탈수시켜 50% protonate된 emeraldine

salt(ES)를 얻었다. 그리고 50% protonate된 조각에

0.1 M NH4OH 용액을 가하여 용액의 pH를 9.0으로

유지하였다. 15시간이 지난 후 반응용액을 여과하고,

0.1 N NH4OH로 씻어주었다. 걸러진 조각은 10−3 torr의

진공라인과 연결된 건조튜브 내에서 48시간 동안 진공

하에서 건조하였다. 건조된 분말은 막자사발로 균일하

게 갈은 후 실험에 사용하였다. 

2) Emeraldin Base (EB) 제조

ES 제조와 동일한 방법으로 50.0% protonate된 걸러



238 송민경·공승대·오은하·윤철훈·김윤신·임호섭

Journal of Environmental Health Sciences, Vol. 36(3)

진 조각을 0.1 N NH4OH 500 ml 용액 내에서 15시간

동안 magnetic stirrer를 사용하여 균일하게 혼합하면서

반응시켰다. 이때, 1 N NH4OH 용액을 가하여 용액의

pH를 9.0으로 유지하였다. 건조방법은 ES 합성법과 동

일하였으며, 건조된 분말은 균일하게 미세분말 상으로

제조 후 실험에 사용하였다. 

2. 폴리아닐린의 구조분석 

공중합된 폴리아닐린의 구조는 Bomem사의 MB 104

FT-IR을 사용하여 확인하였고, 열중량 분석기(TGA)는

TA instrument사 TGA2950을 사용하였다. 

1) FT-IR 스펙트럼 분석

합성된 시료의 산화상태 및 작용기에 관한 정보를 얻

기 위하여 합성된 시료를 분석하였다. 이때, FT-IR 분

석은 4000~500 cm−1의 영역에서 스펙트럼을 측정하였다.

2) 열분석(TGA)

열분석법은 온도변화에 따른 화합물의 물리..화학적

변화를 조사하는 분석법으로, 고분자 연구에 중요한 위

치를 차지하고 있다. 본 실험에서는 다양한 조건에서

합성된 고분자의 열적 안정성을 알아보기 위해 열분석

법 중 열중량분석법과 열량분석법을 사용하여 측정하

였다. 본 연구에서 TGA 곡선은 초기 무게(주로 mg

단위의 미량분석)를 100%로 하고, 온도상승에 대한 초

기무게로 질량감소를 기록하였으며, 이때 실험은 온도

상승속도를 10oC/min으로 하고, 상온에서 600oC까지의

온도구간에서 질소기체를 흘려주었다.

3. 방청도료의 제조

전도성 고분자인 폴리아닐린의 구조와 형상에 따라

백색도료를 제조하여 방청안료로 널리 사용되는 아연

말 도료 및 독일 Ormecon사 방청도료(Corpassive

4900)와 비교하였으며, 기본물성인 접착성, 내산성 및

방식성을 검토하여 폴리아닐린을 사용한 방청도료로서

의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방청안료로는 환원형(EB) 및 산화형(ES) 폴리아닐린

을 직접 합성하여 사용하였고, 하도제조용 합성수지인

polyvinylbutyral(PVB)은 일본 Sekisuico사(상품명: S-

Lec BM2) 제품을, cellulose acetate propionate (CAP)

와 cellulose acetate butyrate(CAB)는 미국 Eastman사

제품(CAP-482-0.5 및 CAB-381-2)을 사용하여 용액으

로 제조하여 사용하였으며, 도료용 용매인 크실렌, 톨

루엔, n-butanol 및 butyl cellosolve(2-Butoxyethanol)

는 Sigma Chemical사 1급 시약을 각각 사용하였다. 

1) 하도 제조

폴리아닐린과 함께 사용된 하도수지는 폴리아닐린과

의 혼용성, 산과 알칼리 저항성 및 전기적 특성을 고려

하여 polyvinylbutyral(PVB) 수지와 에폭시 수지(국내산

YD-011)의 블랜드, 에폭시 에스터(epoxyester) 수지, 에

폭시 수지, CAP, 아크릴 우레탄(2액형) 등의 일반 범용

수지와 세라머 및 열가소성 우레탄(1액형) 등을 특수하

게 합성하여 사용하였다. 또한 방청성을 비교하기 위하

여 에폭시 zinc 프라이머(국내산 슈퍼폭시 121)와 폴리

아닐린을 사용한 방청 프라이머(독일 Ormecon사

Corpassive 4900)는 그대로 사용하였다.

2) 상도 제조

상도(top coatings)는 기존 제품인 2액형 에폭시 도료

(국내산 에포마)와 2액형 아크릴-우레탄 도료(국내 페인

트 제조회사 스피롤탄)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4. 방청도료의 물성시험 

1) 시편 제작

본 실험에서 사용한 시편은 도료의 일반 시험방법(KS

M 5000)에 따른 조건에 맞추어 물성시험을 하기 위해

냉간압연강판을 KS M 5000-1111 시험법 4.4(도료의

시험용 철판의 제작방법) 즉, 기계적 전처리를 하는 시

편의 규격에 맞추어 준비한 판넬 위에 하도를 건조도

막 두께가 20 µm가 되도록 스프레이 코팅하여 상대습

도 50 ± 4%, 온도 23 ± 1oC의 항온 항습실에서 7일간

건조시켰다. 그리고 상도로 사용된 도료는 추천된 건조

도막 두께인 70 µm이 되도록 스프레이 코팅하여 상대

습도 50 ± 4%, 온도 23 ± 1oC의 항온 항습실에서 7일

간 건조시켰다. 

2) 접착성 시험

도료의 접착성 시험은 ASTM D 3359의 cross-cut

시험방법에 따라 시편의 도막 위에 칼로 흠집을 내고,

흠집이 난 부위가 고르게 부착되도록 셀로판테이프로

밀착시킨 뒤 셀로판테이프를 박리시켜 흠집이 생긴 부

위의 도막박리 상태를 육안으로 비교하여 5 A~0 A로

구분하여 평가하였다. 이때, 5 A는 박리가 전혀 없는

상태를 나타내고, 0 A는 완전 박리된 상태를 나타낸다. 

3) 내산성 및 내알칼리성 시험

내산 및 내알칼리성은 KS M 5000-3411의 건조도막

의 침지저항 시험방법에 따라 시편을 각각 5% HCl

및 5% NaOH 수용액에 72시간 동안 침지시킨 후

blistering이나 60o 경면광택도 변화를 육안으로 측정하



강 구조물에 대한 폴리아닐린 함유도료의 방청특성 239

Journal of Environmental Health Sciences, Vol. 36(3)

여 우수(very good), 양호(good), 보통(normal) 및 불

량(bad)의 4단계로 구분하여 판정하였다.

4) 염수분무 폭로시험

염수분무 폭로시험은 ASTM B-117에 따른 방법으

로, 처리한 시편을 ASTM D 1654의 method 2

(scraping)에 따라 X자로 scribed areas를 만들어 KS

D 9502에 의하여 5 wt%의 NaCl 수용액이 35oC로 분

사되는 salt spray에 넣어 폭로시키고, 폭로시간 별로

도막상태를 확인하였다. 

III. 결과 및 고찰

1. 폴리아닐린 합성 결과

본 연구에서 합성된 폴리아닐린의 합성 메커니즘은

다음 Fig. 1과 같으며, 합성한 폴리아닐린, 즉

emeraldine base (EB)의 산화상태 및 작용기의 FT-IR

스펙트럼은 Fig. 2에 나타내었다. 

Fig. 2에서 1585 cm−1와 1493 cm−1 부근의 강한 두

개의 흡수대는 벤젠형 고리와 퀴논 고리의 C=C의 신

축진동에 의한 것으로 보이며, 이 두 흡수대의 흡수세

기로부터 산화상태임을 추정할 수 있었다. 특히,

1493 cm−1 부근의 벤젠형 고리의 C=C의 신축진동 흡수

대가 더 크게 나타나서 EB의 산화상태는 퀴논형 고리

수 보다 벤젠형 고리수가 많음을 추측할 수 있었다. 그

리고 1302 cm−1 부근에서 나타나는 중첩된 흡수대는

-C-N=과 -C-NH-의 신축진동에 의한 것으로 보이며,

2000~1550 cm−1 부근의 특성 흡수대 존재로 보아 벤젠

치환제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폴리아닐린의 TGA 분석결과는 Fig. 3과 같

으며, 그림에서와 같이 폴리아닐린이 210oC에서 분해

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폴리아닐린

은 산화상태인 emeraldine base로 합성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상도수지 유무에 따른 방청도료의 특성

일반적으로 방청도료는 그 자체만으로 방청효과가 있

으며, 상도는 하도를 보호하는 기능도 있지만 주로 미

장효과이다. 그러나 폴리아닐린을 이용한 방청도료에는

상도가 방청기능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상도수지(top coating resin)의 유무에 따

른 방청효과를 살펴보았다.

방청안료는 환원형 및 산화형 폴리아닐린을 각각 사

용하였고, 하도수지(primer coating resin)는 CAP,

CAB 및 PVB 등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이들과 비교를

위하여 Ormecon사의 Corpassive 4900을 사용하였다.

상도는 에폭시 도료를 사용하고, 물성실험은 부착성, 내

수성 및 방청성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Table 1과

Fig. 4 및 Fig. 5에 나타내었다.

Fig. 5에서와 같이 폴리아닐린을 방청안료로 사용한Fig. 1. Synthesis mechanism of polyaniline.

Fig. 2. FT-IR spectrum of polyaniline.

Fig. 3. Termogravimetric analyzer data of polyaniline.



240 송민경·공승대·오은하·윤철훈·김윤신·임호섭

Journal of Environmental Health Sciences, Vol. 36(3)

도료의 특성은 일반 방청도료와는 달리 상도의 유무에

따라 매우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산화철 및

산화납을 사용하는 부동태화 방청도료나 아연들을 사

용하는 자기희생방식 도료와는 다른 방식기구를 가지

고 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Table 1에서 ES와 폴리비

닐부티랄의 블랜드는 매우 부착력이 우수하였으나 ES

와 셀룰로우즈아세테이트의 블랜드는 부착력이 매우 저

조하였는데, 이것은 수지가 갖는 특성으로 보인다. 또

한 상도가 있는 경우 하도수지의 종류에 따라 부착성

과 방청효과는 뚜렷하게 다른 결과를 나타내었다. 그러

나 상도를 사용하지 않고, 하도만을 사용한 경우에는

하도수지의 종류 등 많은 요소들이 방식기능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 실험결과로부터 상도는 하도

와 별개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작용을 하

여 부식인자의 확산억제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예상할

수 있었다. 그리고 동일한 수지 계에서 ES와 EB는 비

슷한 방청효과를 보여 주지만 도료제조 시 EB는 흡유

량이 높아서 요변성(thixotropy)이 발생하여 상대적으로

부착력이 다소 감소하였다. 

3. 하도 및 상도수지에 따른 방청효과

하도수지로는 PVB, 아크릴, 에폭시, 에폭시에스테르,

아크릴우레탄(2액형) 및 우레탄수지(TPU)를 사용하고

상도수지는 현재 범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에폭시 및

Table 1. Characteristics of anti-corrosive coatings for existence and nonexistence of the top coating resin

Sample T-1 T-2 T-3 T-4 T-5 T-6 (P4900)

Aniline type ES ES ES *ES EB -

Primer resin CAP CAB PVB PVB PVB -

Top coating resin Ep - Ep - Ep - Ep - Ep - Ep -

Adhesion 0A 0A 2A 0A 5A 5A 5A 5A 4A 4A 5A 5A

Water resistance △ × △ △ ○ ○ ○ ○ ○ ○ ◎ ◎

Anti-corrosion test ○ △ ○ × ○ ○ ○ △ ○ ○ ○ ○

◎: very good, ○: good, △: normal, ×: bad
*ES : 13 wt% cake

 Ep : epoxy

Fig. 4. Corrosive experiments by salt spray at existence and

nonexistence of the top coating resin for 150 hr.

Fig. 5. Corrosive experiments by salt spray at existence and

nonexistence of the top coating resin for 600 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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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haracteristics of anti-corrosive paint by means of the primer and top coat resin (PVB, CAB, Acrylic)

Primer resin

 Properties
PVB CAB Acrylic

Sample No. PT-1 PT-2 PT-3 PT-4 PT-5 PT-6

Aniline type ES EB ES EB ES EB

Adhesion
Epoxy 5A 3A 0A 0A 5A 5A

Urethane 5A 3A 3A 5A 0A 4A

Acid

resistance

Epoxy △ ○ △ ○ ○ ◎

Urethane ○ ◎ ◎ ◎ ◎ ◎

Alkaline

resistance

Epoxy △ ◎ ◎ △ △ ◎

Urethane ◎ ◎ ◎ ◎ ◎ ◎

Water

resistance

Epoxy ◎ ○ △ △ △ ◎

Urethane △ ○ △ ◎ ◎ ◎

Salt spay Quod vide(Fig. 8~10)

◎: very good, ○: good, △: normal, ×: bad

Table 3. Characteristics of anti-corrosive paint by means of the primer and top coat resin (Acrylic urethane, TPU, P-4900)

 Primer resin

Properties
Acrylic urethane TPU P-4900

Sample No. PT-7 PT-8 PT-9 PT-10 PT-11

Aniline type ES EB ES EB

Adhesion
Epoxy 5A 0A 5A 5A 2A

Urethane 5A 5A 3A 5A 5A

Acid

resistance

Epoxy ◎ ○ ○ ○ ○

Urethane ◎ ◎ ○ ◎ ◎

Alkaline

resistance

Epoxy ◎ ◎ ◎ ○ ◎

Urethane ◎ ◎ ◎ ◎ ◎

Water

resistance

Epoxy ◎ △ ◎ △ ◎

Urethane ◎ ○ ○ ○ ◎

Salt spray Quod vide(Fig. 11~13)

◎: very good, ○: good, △: normal, ×: bad

Table 4. Characteristics of Anti-Corrosive Paint by means of the Primer and Top Coat Resin (Epoxy, Epoxy ester, Epoxy zinc,

Inorganic zinc)

Primer resin

 Properties
Epoxy Epoxy ester Epoxy zinc Inorganic zinc

Sample No. PT-12 PT-13 PT-14 PT-15 PT-16

Aniline type EB ES EB - -

Adhesion
Epoxy 5A 5A 5A 5A 5A

Urethane 4A 5A 5A 4A 4A

Acid

resistance

Epoxy △ ◎ ◎ ○ △

Urethane ○ ◎ ◎ ◎ ◎

Alkaline

resistance

Epoxy ◎ ◎ ◎ ◎ ◎

Urethane ◎ ◎ ◎ ◎ ◎

Water

resistance

Epoxy △ ◎ △ △ ◎

Urethane △ △ ◎ ◎ ○

Salt spray Quod vide(Fig. 14~16)

◎: very good, ○: good, △: normal, ×: b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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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레탄수지를 그리고 폴리아닐린은 ES와 EB 분말 그

자체를 사용하여 부착성, 내산성, 내알칼리성, 내수성

및 염수분무실험을 통한 방청성 등 방청도료로서의 특

성을 살펴보았다. 

또한 국외에서 시판중인 상품과 비교하기 위하여 시

제품인 Corpassive 4900과 organic zinc 및 inorganic

zinc도료를 구입하여 동일한 조건에서 비교실험 하였

다. 이에 대한 특성을 Table 2~4와 Fig. 6~8에 나타내

었다. 

1) PVB 수지

PT-1은 하도수지로 PVB수지를 사용하고 방청안료는

ES를 사용하였으며 상도수지로 우레탄 및 에폭시 수지

를 각각 사용하였다. 또한 PT-2는 PT-1과 동일하며 방

청안료로 EB를 사용하여 물성실험을 하였다. PVB는

내약품성은 약간 떨어지나 일시방청용으로 사용되는 수

지이다. Table 1에서 볼 수 있듯이 PVB와 ES의 조합

은 부착성은 우수하나 수지의 특성상 내약품성의 단점

을 보여주고 있으며 반면 PVB와 EB의 조합은 부착성

은 떨어지면서 내약품성은 우수함을 보여주었다. 이는

폴리아닐린의 양성자가 수지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생

각된다. 상도수지로는 우레탄이 에폭시보다 다소 양호

Fig. 6. Results of corrosive experiment of salt spray for 300 hr.

Fig. 7. Results of corrosive experiment of salt spray for 600 hr.

Fig. 8. Results of corrosive experiment of salt spray for 1000 hr.



강 구조물에 대한 폴리아닐린 함유도료의 방청특성 243

Journal of Environmental Health Sciences, Vol. 36(3)

하게 나타났으며 방식성에서 300시간에서는 방청안료

에 따라 별 차이를 보여주지 않지만 600시간, 1000시

간으로 경과함에 따라 차이를 볼 수 있었다. 이는

PVB수지와 ES의 조합은 내수성실험에서 다소 부풀음

현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외부환경과의

물질이동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2) CAB 수지

PT-3과 PT-4는 하도 수지로 CAB를 사용하고 방청안

료로 ES와 EB를 각각 넣어 제조한 도료이다. 이들 도

료는 건조가 빠르며 도막이 깨지기 쉽고 부착력이 매

우 불량하였으며 상도로 우레탄수지와의 조합이 내약

품성에서 우수하게 나타났다. 염수분무에서 기포가 발

생되나 방식효과는 매우 우수하게 나타났으며 방청성

은 ES나 EB 가 비슷하게 나타났다. 부착력을 증진시킨

다면 매우 우수한 방청도료로 생각되어지며 앞으로 연

구해볼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3) Thermoplastic Acrylic 수지

PT-5와 PT-6은 하도로 아크릴 수지를 사용하고 방청

안료로 ES와 EB를 각각 사용하여 도료를 제조하였다.

이들은 건조가 빠르며 부착력 및 내약품성은 매우 우

수하였으나, 방청력이 떨어짐을 알 수 있었다. 

4) Acrylic urethane 수지

우레탄은 내약품성 및 내후성과 부착성 등 모든 물성

이 우수하여 도료수지로써 매우 많이 쓰이고 있다. 2액

형 아크릴우레탄은 범용적으로 쓰이고 있으며 작업성

이 우수하고 건조가 빠른 1액형 열가소성우레탄(TPU)

도 다소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2액형 및 1액형 우레탄

은 하도수지로 사용하여 물성들을 알아보았으며 결과

를 Table 2에 나타내었으며 2액형인 아크릴우레탄을 하

도수지로 사용할 경우 내약품성 및 내수성이 양호하며

부착성이 우수하나 염수분무에서 blistering이 발생하였

다. 방청성은 EB나 ES가 유사하였다. 또한 PT-9와 PT-

10은 하도로 1액형 우레탄을 사용하였다. 1액형 우레탄

도료는 건조가 빠르며 부착성, 내약품성 및 내수성이

양호하였다. 방청성은 타 수지(CAB, PVB, CAP) 보다

양호하고 상도수지로 에폭시보다는 우레탄이 우수하였

으며 EB와 ES 모두 방청력은 상대적으로 우수 하였으

나 EB에서 blistering이 발생하였다.

5) P-4900 수지

PT-11은 폴리아닐린을 방청안료로 제조된 도료로 독

일 Ormecon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도료이다. 본 연구

에서 제조한 도료와 성능 및 물성비교를 하기 위하여

사양서에 준하여 도장한 후 물성을 실험하였다. 그 결

과 P-4900 도료는 건조가 빠르고 부착력과 내약품성

은 양호하였으나 방청력이 다소 떨어지고 blistering이

발생하였다.

6) Epoxy 수지

에폭시 수지는 내후성이 나빠 상도용 수지로는 잘 사

용되지 않으나 내약품성 및 부착성과 내구성이 우수하

여 방청 하도 수지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에폭시수지

는 2액형으로 경화제와 ES가 상호 호환성이 없어 도료

를 제조하지 못하였으며, EB와는 도료제조에 문제점이

없었다. PT-12는 하도수지로 에폭시를 사용하였고 방청

안료는 EB를 사용하였다. Table 4에서 볼 수 있듯이

폴리아닐린을 첨가하였을 때 에폭시수지의 고유물성들

은 약화되는 것으로 보이며 특히 내수성은 좋지 않았

다. 방청성에 있어서도 다른 수지(TPU, Acrylic

urethane)보다 상대적으로 저조함을 알 수 있었다.

PT-13과 PT-14는 하도로 에폭시계열인 에폭시에스테

르 수지를 사용하여 ES와 EB를 방청안료로 하여 각각

제조한 도료이며 에폭시에스테르 수지는 1액형으로 부

착성이 양호하고 내약품성도 양호하며 방청성은 EB와

상도로 우레탄을 사용하였을 때 우수하였다.

7) Zinc Primer

아연은 현재 알려진 방청안료로는 가장 우수하여

중방식 도료에 널리 사용하고 있으며 사용하는 수지

가 유기물이면 organic zinc primer하고 무기물이면

inorganic zinc primer로 분류되고 있다. 이들 두 종류

의 도료를 구입하여 사양서에 준하여 도장한 후에 물

성을 비교 실험 하였다. PT-15는 수지가 에폭시인 도료

이고, PT-16은 수지가 실리케이트인 도료이다. 도료 모

두 부착성, 내약품성이 양호하였으며 Zinc 도료의 특성

인 방청성도 우수하였다.16,17)

8) 전자분광 화학분석법(XPS: X-ray photoelectron

spectroscopy)에 의한 분석 결과

Fig. 9~10은 염수분무시간에 따라 전자분광법(XPS)으

로 흠집을 낸 부분을 관찰한 것이다. 그림에서와 같이

모든 시료의 봉우리가 넓게 분포되어 있다. 순수 철에

산소를 폭로시킨 후에 철의 산화과정을 XPS로 관찰하

고, 순수 철의 2P3/2를 706.75 eV 기준으로 분석한 결

과, Fe2+와 Fe3+는 각각 709.7 eV 및 711.2 eV에서 봉

우리를 나타낸다고 하였으며, 표준자료에서도 동일한

결과의 결합에너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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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에서 F(SS-Fe-N)는 도료로 도장하고, 30일 후

도막을 제거한 다음 XPS로 관찰한 것으로, 다른 시료

와 비교했을 때 봉우리 높이가 낮은데, 이것은 철 표면

의 도막을 제거했으나 아직도 얇은 도료막이 형성되어

있음을 추측할 수 있었다. 도한 XPS의 와이드 스캐닝

에서도 285 eV에서 Cls의 봉우리가 크게 나타났으며,

Fig. 11~12의 SEM-EDX에서와 같이 도막형성 후 표면

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부동태막으로 생각되는 FeO 산

화상태를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철의 봉우리들은 순수 철(FeO)의 봉우리인

706~707 eV에서, 그리고 FeO(Fe2+)의 봉우리인 709

eV에서 형성되었다. 이 결과는 전기화학적으로 철 표면

에 폴리아닐린 막을 형성한 XPS 분석결과, 철 표면은

Fe2O3/Fe3O4의 부동태막을 형성하는 일반적 결과와는

Fig. 9. XPS spectrum of binding energy of steel treated by

emeraldine salt with corrosion time.

Fig. 10. XPS spectrum of binding energy of steel treated by

emeraldine base with corrosion time.

Fig. 11. SEM-EDX images of iron scratching surface and surface elements.

Fig. 12. SEM-EDX images of iron surface and surface el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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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가 있다. 즉, 전기화학적으로 산 수용액 내에서 진

행한 결과, 전극으로 사용하는 철은 완전한 산화 부동

태막으로 형성되는 반면에 도료를 철 표면에 도장하여

도료 막을 형성할 때 완전산화가 일어나서 산소의 결

핍상태에 기인한 결과로 생각된다. 따라서 SEM-EDX

및 XPS 기기분석 결과로부터 지속적인 막이 유지되면

서 FeO(Fe2+)의 산화상태에서 부동태화가 진행됨을 예

측할 수 있었으며,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결합에너지의

감소는 완전 산화상태인 Fe2O3(Fe3+)로 접근이 되지 않

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결과로부터 폴리아닐린

방청도료는 표면에 부동태막을 형성함과 동시에 자기

치유 경향을 가짐을 알 수 있었으며, 이것은 기존 전기

화학적 분석방법에 의해 검증된 부동태막의 형성이론

과는 차이가 있다.18-20) 이와 같은 결과는 실험방법의 차

이와 시편의 특수성으로 인한 차이로 생각될 수도 있

으나 폴리아닐린의 자기치유 경향과 일치하는 관점에

서 볼 때 매우 타당성 있는 해석으로 볼 수 있다. 

 

IV. 고  찰

방청안료로 폴리아닐린의 emeraldine salt와 emeraldine

base를 사용하고, 하도수지로 폴리비닐부티랄(PVB), 아

크릴, 에폭시, 아크릴 우레탄(2액형), 에폭시 에스테르,

CAB 및 TPU(1액형)를, 그리고 상도로 범용적인 에폭

시 수지와 우레탄 수지를 사용한 폴리아닐린 방청도료

의 특성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기존 방청도료와는 달

리 상도의 유무에 따라 방청효과는 매우 큰 차이를 나

타내었는데, 이것은 폴리아닐린 자체가 외부환경에 따

라 산화 및 환원 반응에 민감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외

부환경을 상도가 차단해 줌으로써 금속과의 자체적인

산화-환원반응을 통한 부동태화가 형성되는 것으로 생

각된다. 

유기산 도판트로 환원된 폴리아닐린을 방청안료로 사

용했을 때 염수분무 시험초기에는 도판트의 종류에 상

관없이 모두 방청효과를 나타내었으나 시간이 경과하

면서 급격히 방청력이 감소되었다. 초기의 방청효과는

수지의 특성에 의한 것으로 생각되며, 도판트 자체가

오히려 저해요소로 작용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염

산으로 도핑된 ES와 디도핑된 EB는 동등한 방청효과

를 나타내었는데, 이것은 산화-환원반응이 다른 도판트

를 사용했을 경우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유로워서 쉽게

부동태화를 형성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또한 하도수지와 상도수지에 따라 방청효과는 크게

다르며, 부착성이나 내약품성 등의 기본적인 도료물성

과 방청성에는 연관성이 크지 않음을 알 수 있었으며,

방청안료인 폴리아닐린의 함량이 증가하면 방청효과도

다소 좋아졌으나 뚜렷하게 나타나지는 않았다. 이것은

자기희생방식의 아연말 도료와는 방식기구가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간접적인 증거로 생각된다.

V. 결  론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친환경 문제가 가장 시급하면서

도 중대한 과제로 대두되면서 현재 널리 쓰이고 있는

중금속을 함유한 방청도료를 대체할 수 있는 방청안료

의 개발이 매우 절실한 실정이다. 특히, 최근 대체 방

청안료 중 하나로 전도성 고분자인 폴리아닐린의 방식

기능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으나 아직 실용

화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폴

리아닐린을 방청안료를 사용하여 강 구조물용 방청도

료를 제조하고, 그 특성에 관한 실험을 수행하여 다음

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상용 방청도료가 하도도장 만으로 방청효과를 보

여 주는 것과는 달리 폴리아닐린을 방청안료로 사용한

방청도료는 상도도장의 시너지 효과가 매우 큼을 알 수

있었다. 즉, 상도도막은 미관효과 뿐만 아니라 하도도

장과 상호작용을 하여 도막의 외부환경으로부터 부식

인자의 확산저항을 높여주기 때문에 우수한 방식기능

을 갖는 것으로 판단된다. 

2) 폴리아닐린 방청안료는 자기 자신이 부동태화

barrier 층을 형성하는 중금속 산화물과는 달리 피착체

인 철과의 경계면에서 철을 산화시켜 산화층의 부동태

막을 형성하고, 자신은 외부환경의 부식인자에 의하여

전위 barrier 층을 형성하였다. 

3) 폴리아닐린을 사용한 도료의 방청특성은 상도의 유

무와 하도 및 상도 수지의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

로, 수지선택이 방식기능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작용함

을 알 수 있었다. 

4) XPS 분석기기를 통하여 부동태막을 관찰한 결과,

막 경계면의 철의 결합에너지는 Fe2+에 해당하는 709

eV에서 봉우리가 나타났으며, 부동태막이 손상되어도

손상된 부위가 완전히 산화철로 진행되지 않고,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오히려 환원되는 경향을 나타내었는데,

이것은 손상부위에 다시 부동태막을 형성함과 동시에

자기치유 경향을 갖는 것으로 해석된다. 

5) 이상의 결과로부터 하도는 폴리아닐린의 EB를 1

액형 우레탄 수지와, 그리고 ES를 아크릴 우레탄 수지

에 블랜드하여 사용하고, 상도는 아크릴 우레탄 수지를

사용한 경우에 부착성, 내약품성 및 내수성이 매우 양

호하였다. 이때, 1000시간의 염수분무 시험에서도 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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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이 잘 유지하여 대체 방청도료로서의 사용 가능성

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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