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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1.

아연 도금 강판에 주로 사용하는 크로메이트

처리는 아연강판의 부식을 억제하는 방식으로 가

격이 저렴해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
(1) 하지만 크

로메이트 처리액에 포함된 가 크롬은 인체 위험6

성 때문에 사용이 금지 되었다 는 전. China RoHS

자전기제품에 대 유해물질6 (Pb, Hg, Cd, Cr
+6
,

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고 유럽에서PBB, PBDE) ,

도 폐전기 전자기기에 관련된 규정인 EU RoHS

는 제품에 포함되는 사용제한 및 금지물질이 규

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크로메이트 대체

를 위하여 Cr
+3 크로메이트,(2~5) Cr-free,(6) 무기 또

는 유기계 피막처리(7~11) 등의 친환경 방청 기술

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저자 등은 아연도금강판에 가 크롬 코팅의 대체6

유무기 하이브리드 크롬 프리 코팅 용액을 개발하/

여 부착성과 안정성 내식성 등을 연구하였다, .
(12) 또

한 크롬 프리 코팅 용액인 과 의 건조, S-700 LR-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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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종래 아연의 부식 속도를 줄이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Cr
+6를 도포하여 화학적으로 개조하는 것이었다 그.

러나 Cr
+6는 현재 환경 보호법 때문에 사용이 제한되어 있다 따라서 자자들은 를 가지는 유무기 용액에 대한 아. Si /

연도금강판의 최적 조건을 연구하였다 최적 내식성은 에서 분간 열처리한 조건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190 5 .℃
는 내식성 평가를 위하여 우레탄 용액 를 가지는 유무기 용액(Urethane 20 wt.% ; S-700), Si / (Si polysilicate 10 wt.%

및 와 를 가지는 종류의 유무기 용액+ Urethane 10 wt.% LR-0317) Si Ti 2 / (Si polysilicate 7 wt.% + Urethane 13 wt.%

+ Ti amorphous 0.5 wt.% ; LR-0727(1), Si polysilicate 7 wt.% + Urethane 7 wt.% + Ti amorphous 0.5 wt.% + epoxy 6

을 사용하였다 내식성 평가는 냉간압연 강판을 사용하여 염수분무 시험으로 실시하였다 시간wt.% ; LR-0727(2)) . . 7

의 염수 분무 시험에서 과 용액이 냉간 압연 강판에 대하여 우수한 내식성을 나타내었다LR-0727(1) LR-0727(2) .

Abstract: In the past, a very popular way to reduce the corrosion rate of zinc was the use of chemical conversion layers

based on Cr
+6
. However, the use of chromium salts is now restricted because of environmental protection legislation.

Previous research investigated the optimum corrosion resistance of galvanized steel treated with an organic/inorganic

solution containing Si. The result showed that the optimum corrosion resistance occurred by heat treatment of 190°C in 5

min. In this study, one organic and three hybrid organic/inorganic coating solutions were applied to cold-rolled (CR)

carbon steel. The coatings were then evaluated for corrosion resistance under a salt spray test. The coating solutions

examined in this study consisted of urethane-only, urethane-Si, urethane-Si-Ti, and urethane-Si-Ti-epoxy. The results of the

7 h salt spray test showed that the urethane-Si-Ti and urethane-Si-Ti-epoxy coating solutions had superior corrosion

resistance on CR ste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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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13) 및 열처리 온도(14) 등 최적 코팅 조건을 도

출하였다 에서 분간 열처리하였을 때 최적. 190 5 ,℃

코팅 상태가 되었고 보다는 코팅 용, S-700 LR-0317

액이 우수한 내식성을 나타내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동차 냉장고 세탁기 사, , ,

무용 기구 등 가정용품으로 부터 산업기계 및 각종

건축용 자재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고 다양한 용도

로 사용되고 있는 냉간압연강판을 사용하여 내식성

을 평가하였다 선행 연구.
(12~14)와는 다르게 아연도금

이 되어 있지 않는 일반강판인 냉간압연강판을 사용

하였고 유무기 하이브리드 크롬 프리 코팅 용액은, /

아연도금강판에 적용한 과 새롭게 개S-700, LR-0317

발한 를 사용하였다 또한 코LR-0727(1), LR-0727(2) . ,

팅 용액의 부착 특성은 방법을 사용하여 평cross-cut

가하였으며 코팅층의 안정성 내산성 및 내알칼리성, ,

도 연구하였다.

재료 및 실험방법2.

시험편 및 코팅용액2.1

실험에 사용한 재료는 아연도금이 되어 있지 않

은 냉간 압연 강판 이(Cold Rolled Carbon Steel, CR)

다 에 나타내는 염수 분무 시험편의 크기는. Fig. 1

규정의 보다 약간 큰KS D 9502 150 × 70 mm 160

이다 이것은 가장자리 부분에서 부식이× 85 mm .

시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테이핑 처리 할 여

유이다 먼저 냉간 압연 강판 제조 당시에 부식을. ,

방지하기 위해 뿌려놓은 기름을 제거하기 위해 탈

지제중외 휴먼텍 강력탈지 세척제( , CW-ISC/D, ,

를 사용 한 뒤 이소프로판올에서 분간CW-1020) , 5

초음파 세척하였다 코팅은 바코터 호습도막 두께. 3 ( :

를 사용하였으며 아연도금강판에서6.86 ) , LR-0317㎛

코팅 용액이 최적상태를 나타낸 에서 분 열190 5℃

처리 하였다 이 조건에서 종류의 코팅액을 냉간강. 4

판에 코팅하여 최적 용액을 선정하여 시간과 온도,

를 변화시켜 향후 연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때 열.

처리된 코팅층의 두께는 습도막의 두께 코팅액의x

고형분으로 계산하면 약 정도이다 그리고1.37 .㎛

수냉 후 코팅면적이 이 되도록 가장, 150 × 70 mm

자리에 테이핑 처리하였다.

사용한 코팅 용액은 주 에서 생산한 것( )NGE Tech

으로 우레탄 우레탄S-700 ( 20 wt.%), LR-0317 ( 10

우레탄wt.% + Si polysilicate 10 wt.%), LR-0727(1) (

아모르퍼스13 wt.% + Si polysilicate 7 wt.% + Ti

우레탄0.5 wt.%), LR-0727(2) ( 7 wt.% + Si polysilicate

solution

ingredient
S-700 LR-0317

LR-0727
(1)

LR-0727
(2)

urethane 20 10 13 7

Si
polysilicate

0 10 7 7

Ti
amorphous

0 0 0.5 0.5

epoxy 0 0 0 6

Table 1 organic/inorganic hybrid coating solution
(wt.%)

Fig. 1 Dimensions of specimen for salt spray test

Fig. 2 Organic/inorganic coating binder design

아모르퍼스 에폭시7 wt.% + Ti 0.5 wt.% + 6

로 총 종류 용액을 사용하였다 에wt.%) 4 . Table 1

종류의 용액을 나타낸다4 .

유무기 하이브리드 용액은 에 나타낸 반응/ Fig. 2

의 가수분해에 의하여 폴리실리케이트 용액을 만들

수 있다 금속 알콕사이드를 으로 나타내면. Me(OR)n ,

식 의 반응과 같이 가수분해하여 생성된(1) Me(OH)n

은 용액 중에서 식 와 같이 반응이 진행된다(2) .

Me(OR)n+nH2O -> Me(OH)n+nROH (1)

여기서 는 등의 금속 은, Me Si, Ti, Al, Ba , R

CH3, C2H5, C3H7 등의 알킬기 은 금속의 산화수, n

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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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OH)n -> MeOn/2+n/2H2O (2)

이 식 에 의하여 중축합하여 용액Me(OH)n (2) ,

중에 의 결합이 형성된 골격을 가지-Me-O-Me-O-

는 산화물 미립자가 생성되고 연결되어 건조 후,

에 치밀한 피막이 형성된다.

염수분무시험2.2

코팅된 냉간압연강판의 내식특성을 조사하기 위

하여 염수분무시험기 를 사용하(Test mate Co. Ltd.)

였다 가지 용액의 내식성을 비교하기 위하여. 4 190

에서 분간 열처리한 시험편을 각각의 용액에 대5℃

하여 개씩 사용하였다 시험편은 챔버 내의 기5 . 45°

울어진 거치대에 설치하고 분무실내의 온도는, KS

에 따라9502 35± 로 유지하면서 중성 염수를2 ℃

분무하여 시험을 실시하였다 시험편은 분 간격으. 30

로 관찰하였으며 시간동안 실시하였다 시험편의, 7 .

내식성 평가는 촬영한 사진으로 초기 부식의 발생

시간과 부식의 진행영역의 넓이부식 면적률로 판( )

단하였다 부식면적률은 모눈종이법으로 구하였다. .

은 염수분무 시험의 흐름도이다Fig. 3 .

부착성 평가2.3

부착성 평가는 코팅한 시험편 위에 과 같이Fig. 1

면적에 간격으로 크로스 컷을10 × 10 mm 1 mm

한 후 테이프로 붙여서 떼어내었을 때 코팅층, 3M ,

의 박리 여부로 부착성을 평가하였다.(15,16) 또 50 ℃

에서 일간 코팅층의 안정성을 평가한 시험편을 사4

용하여 부착성에 변화가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내산성 내알칼리성 및 안정성 평가2.4 ,

코팅층의 안정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산성 및 알칼

리성 용액에서 침지실험을 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용액 노르말은 염산 를 배 희석한 수용액(12 ) 36% 100

과 수용액이다 안정성 평가 시험편은3 % NaOH .

코팅액 로 코팅한 것을LR-0727(1), LR-0727(2) 50 ℃

에서 일간 열처리 한 것이다 시험온도는 상온과4 .

에서 실시하였다 시험편은 염수분무시험편의60 .℃

크기로 절단하고 시험편의 가장자리로부터의 반1/6 ,

응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장자리를 테이핑 처리하였

다 시험편은 코팅된 시험편을 에서 일간 열. 50 4℃

처리 한 것과 열처리를 하지 않은 것이다 시험조건.

은 침지시간을 시간으로 하였으며 시, ½, 1, 3, 5 ,⅙
험편을 비커의 산성 및 알칼리성 용액에 절반 정도

침지시켜 시험하였다.

표면 성분 분석2.5

아모르퍼스를 합성한 의 경우 열처Ti LR-0727 ,

리 후에 산화물이 형성되어 있는지 조사하기 위Ti

하여 EDX(Energy Dispersive X-Ray Spectrometer;

를 이용하였다SHIMADZU EPMA-1600) . LR-0727(1)

과 의 함유량이 같기 때문에 분석LR-0727(2) Ti EDX

을 를LR-0727(2) 대표로 실시하였다 그리고 표면.

은 으로 관찰하였다SEM .

결과 및 고찰3.

내식성 평가3.1

는 시간 동안 염수분무 시험을 하고 난 후Fig. 4 7 ,

시험편의 표면상태를 나타낸 것이다 코팅 시. S-700

험편 는 시험편 가운데를 중심으로 염수 분무 용(a)

액이 흘러내리는 방향인 세로로 부식이 발생한 것을

볼 수 있다 아연도금 강판에서 시간 동안 양호한. 72

내식특성을 나타낸 코팅 시험편 는 시험LR-0317 (b)

초기부터 그림과 같은 물방울 모양의 부식 형상이

전체 면적에 나타나기 시작하여 점점 짙어지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코팅 시험편 와. LR-0727(1) (c) LR-0727(2)

Fig. 3 Flow chart of salt spray test

(a) (b)

(c) (d)

Fig. 4 Specimens after salt spray test in 7 hour. (a)
S-700 coated specimen, (b) LR-0317 coated
specimen, (c) LR-0727(1) coated specimen,
(d) LR-0727(2) coated speci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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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ution

time(h)

S-700 LR-0727(1) LR-0727(2)

1.5 0.70 0.00 0.00

2.0 1.32 0.00 0.00

2.5 1.94 0.02 0.02

3.0 2.16 0.06 0.04

3.5 2.70 0.10 0.06

4.0 3.58 0.14 0.08

4.5 4.36 0.18 0.10

5.0 4.80 0.22 0.14

5.5 5.44 0.26 0.18

6.0 5.92 0.32 0.20

6.5 6.36 0.38 0.30

7.0 6.64 0.44 0.32

Table 2 The average area(%) of rust during salt
spray test

0 1 2 3 4 5 6 7 8

0

2

4

6

8

 

 

 S-700

 LR-0727(1)

 LR-0727(2)

R
u
st
 (
%
)

Salt spray test time (h)

Fig. 5 The relationship between average area of
rust and salt spray test time of three types
of coating solution

코팅 시험편 는 외관상 부식을 거의 찾아 볼 수(d)

없었다.

는 각각의 용액으로 코팅된 개 시험편Table 2 5

의 염수분무 시간에 따른 평균 부식 면적률 을(%)

나타내고 있다 여기서 은 에 볼 수. LR-0317 Fig. 4

있듯이 시험 초기부터 물방울 모양의 부식현상이

발생하여 부식 면적률을 구하기 어려웠다 따라.

서 는 배 확대경으로 확대하여 세밀하Table 2 10

게 및 에 대한 평균S-700, LR-0727(1) LR-0727(2)

부식 면적률을 구한 것이다.

는 의 평균 부식 면적률을 염수분Fig. 5 Table 2

무시간과의 관계로 나타낸 것이다 코팅 시. S-700

험편은 염수분무 시험을 실시한 후 시간 분, 1 30

후에 부식이 나타나기 시작하였으나, LR-0727(1)

과 는 시간이 지나도 부식이 전혀 발LR-0727(2) 2

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그리.

고 염수분무 시간이 시간이 지난 후의 부식 면7

적률은 이 높았고 과S-700 , LR-0727(1) LR-0727(2)

Fig. 6 Result of EDX of LR-0727(2) coated specimen

(a) (b)

Fig. 7 SEM photograph after salt spray test in 7
hours of specimens with LR-0317 coating.
(a) 100 times, (b) 1,000 times of tetragon
at (a)

는 미미한 부식률을 나타내었다 따라서 냉간 압.

연 강판에 대해서는 과 코LR-0727(1) LR-0727(2)

팅 용액이 양호한 내식 특성을 나타낸다고 판단

된다.

상기와 같이 아모르퍼스를 합성한Ti LR-0727(1)

과 가 우수한 특성을 나타내는 것은 코팅LR-0727(2)

액이 열처리에 의하여 생성된 가 식 의 를Ti (1) Me

대체하였기 때문이라 판단된다 여기서 열처리에 의.

하여 코팅층에 가 생성 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Ti

여 코팅 시험편을 사용하여 분석을LR-0727(2) EDX

실시하였다 그 결과를 에 나타낸다 이 그림. Fig. 6 .

에서 가 검출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Ti .

한편 코팅 시험편은 염수분무 시험, LR-0317

초기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물방울 모양을 시간7

시험 종료 후 표면을 으로 촬영하여, SEM Fig. 7

에 나타내었다 의 표면은 검은 원형 및. Fig. 7(a)

띠 모양으로 부식된 모습이 관찰되었고 원형의,

경계는 화살표로 나타낸 것과 같이 코팅층이 찢

어진 모습을 나타내었다 는 의. Fig. 7(b) Fig. 7(a)

사각형 부분을 확대하여 나타낸 것이다 는 코. (b)

팅층이 찢어진 것을 확실하게 나타낸다 이 그림.

에서 검은 부분은 부식이 진행된 곳이며 약간,

흰 부분은 부식이 되지 않은 부분을 나타낸다.

이와 같이 부식이 진행되는 부분은 박리가 발생

하면서 부식되지 않은 부분과의 경계면에 인장력

이 발생하여 균열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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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연구 서현수 등 에서 확인하면( , 2011) LR-0317

코팅액이 아연 도금 강판에서 우수한 내식성을

나타내었다고 하였으나 냉간 압연 강판에는 내,

식성이 나쁘게 나타났다.

상기와 같은 염수분무시험으로 냉간 압연 강판

에는 과 용액보다 과S-700 LR-0317 LR-0727(1)

용액의 내식성이 우수하다는 결론을LR-0727(2)

얻었다 따라서 이후의 평가는 이 두 가지 용액.

으로 실시하였다.

부착성 및 안정성 평가3.2

과 코팅 시험편의LR-0727(1) LR-0727(2) 190 ,

분 열처리5 한 부착성은 크로스 컷 후 테이프로, 3M

평가하였다 은 그 결과를 나타낸다. Fig. 8 . LR-0727(1)

코팅 시험편 는 코팅층의 박리가 전혀 발생하지 않(a)

았으나 코팅 시험편 는 대부분의 크로, LR-0727(2) (c)

스 컷 영역에서 박리가 발생하였다 에서 박리가. (c)

발생한 대표적인 부분을 확대하여 에 나타내었(d)

다 이것은 칼에 의하여 잘려진 모서리 부분에서 박.

리된 것을 나타내고 있다 는 에폭시. LR-0727(2) 6

가 함유되어 열처리에 의하여 경화된 것이 원wt.% ,

인이라 판단된다 따라서 부착성은 이 더. LR-0727(1)

우수하다고 판단된다.

과 코팅 시험편은LR-0727(1) LR-0727(2) 190

분 열처리 한 것과 이것을 일간 동, 5 50 , 4

안 안정성 시험한 후의 외관을 에 나타내었Fig. 9

다 종류의 코팅액에 의한 시험편은 장시간 고. 2

온에 노출되어도 외관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안정성을 보였다.

은 일간 동안 안정성 시험 후의Fig. 10 50 , 4

부착성 평가 결과를 나타낸다 이 경우에도. 190

분의 결과와 같이 은 부착성이 우, 5 LR-0727(1)

수하였고 는 박리가 발생하였다, LR-0727(2) .

내산성과 내알칼리성 평가3.3

은 분 열처리한 과Fig. 11 190 , 5 LR-0727(1)

코팅 시험편을 실온과 의 산성용액LR-0727(2) 60

에서 및 시간 동안 침지시킨 후 표면1/6, 1/2, 1, 3 5

을 관찰한 것이다 이 그림에서 실온에서 침지한. (a),

와 에서 침지한 를 비교하면 에(b) 60 (c), (d) , 60

서 침지한 시험편의 부식이 더 많이 발생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코팅 시험편. LR-0727(1) (a),

와 코팅 시험편 를 비교하면(c) LR-0727(2) (b), (d) ,

의 표면상태LR-0727(2) 가 더 나빠졌다는 것을 확

(a) (b)

(c) (d)

Fig. 8 Appearance after adhesion test. (a) LR-0727(1)
coating, (b) enlargement of circle at (a), (c)
LR-0727(2) coating, (d) enlargement of circle
at (c)

LR-0727(1) LR-0727(2)

(a)

LR-0727(1) LR-0727(2)

(b)

Fig. 9 Stability test of LR-0727(1) and LR-0727(2)
coated specimens. (a) Heat treated specimen
in 5 minutes at 190 , (b) Specimen after℃
stability test in 4 days at 50 with (a)℃

(a) (b)

(c) (d)

Fig. 10 Appearance after adhesion test of heat treated
specimen during 5 minutes at 190 . (a)℃
LR-0727(1) coating, (b) enlargement of
circle at (a), (c) LR-0727(2) coating, (d)
enlargement of circle at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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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1/6 1/2 1 3 5

Immersion time (hours) →

Fig. 11 Acid resistance test at R·T and 60 of℃
specimens with LR-0727(1) and LR-0727(2)
coating. (a) LR-0727(1) at R·T, (b)
LR-0727(2) at R·T, (c) LR-0727(1) at 60 ,℃
(d) LR-0727(2) at 60 ℃

(a)

(b)

(c)

(d)

1/6 1/2 1 3 5

Immersion time (hours)→

Fig. 12 Alkali resistance test of R·T and 60 of℃
specimens with LR-0727(1) and LR-0727(2)
coating. (a) LR-0727(1) at R·T, (b)
LR-0727(2) at R·T, (c) LR-0727(1) at 60 ,℃
(d) LR-0727(2) at 60 ℃

인할 수 있다 이것은 부착성과 비교하여 설명하.

면 부착성이 나쁜 코팅 시험편은 산, LR-0727(2)

성용액이 코팅층과 냉간압연강판 사이로 침투하

기 쉽다 이로 인하여 냉간압연강판은 산성용액.

과 바로 접촉되기 때문에 부식이 더 잘 발생하게

되는 것이라 판단된다.

(a)

(b)

(c)

(d)

1/6 1/2 1 3 5

Immersion time (hours)→

Fig. 13 Acid resistance test of R·T and 60 of℃
specimens with LR-0727(1) and LR-0727(2)
coating after stability test in 4 days at 50
. (a) LR-0727(1) at R·T, (b) LR-0727(2)℃

at R·T, (c) LR-0727(1) at 60 , (d)℃
LR-0727(2) at 60 ℃

(a)

(b)

(c)

(d)

1/6 1/2 1 3 5

Immersion time (hours)→

Fig. 14 Alkali resistance test of R·T and 60 of℃
specimens with LR-0727(1) and LR-0727(2)
coating after stability test in 4 days at 50
. (a) LR-0727(1) at R·T, (b) LR-0727(2)℃

at R·T, (c) LR-0727(1) at 60 , (d)℃
LR-0727(2) at 60 ℃

는 분 열처리한 과Fig. 12 190 , 5 LR-0727(1)

코팅 시험편을 실온과 의 알칼LR-0727(2) 60

리성 용액에서 및 시간 동안 침지1/6, 1/2, 1, 3 5

시킨 후 표면을 관찰한 것이다 내알칼리성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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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는 두 용액의 차이는 거의 없었다 또한.

과 코팅 용액은 산성보다LR-0727(1) LR-0727(2)

염기성에 더 우수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일간 열처리하여 안정성을 평가한 시험50 , 4

편으로 내산성 및 내알칼리성 평가를 실시하여

과 에 나타내었다 이것은 분Fig. 13 14 . 190 , 5

열처리 한 것과 비슷한 경향을 나타내었다. Fig.

과 같이 산성 용액에서는 코팅 시13 LR-0727(2)

험편이 더 빠른 부식이 나타났다 그러나. Fig. 14

와 같이 알칼리성에서는 코팅 용액에 상관없이

우수한 특성을 나타내었다.

결 론4.

본 연구에서는 가 크롬을 대체할 가지 종류6 4

의 코팅 용액을 개발하여 자동차 냉장고 세탁, ,

기 사무용 기구 등 가정용품으로 부터 산업기계,

및 각종 건축용 자재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고

다양한 용도에 사용되고 있는 냉간압연강판을 사

용하여 내식성을 평가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염수분무시험에서 아몰퍼스 가 함유된 코팅Ti

용액 과 가 과LR-0727(1) LR-0727(2) S-700 LR-0317 코

팅 용액보다 내식성이 우수하였다 그러나 부착.

성 평가에서 이 보다 훨씬LR-0727(1) LR-0727(2)

우수하였다.

일간의 안정성 평가는(2) 50 , 4 LR-0727(1)℃

과 용액 모두 외관의 변화없이 우수LR-0727(2)

하였다.

(3) 내산성 평가는 부착 특성이 우수한 이LR-0727(1)

더 우수하였고 내알칼리성은 두, LR-0727(1), LR-0727(2)

용액 모두 우수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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