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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야전 환경에 상시 노출되는 군용장비는 장비 보호

를 위한 내식성과 함께 적에게 쉽게 노출되지 않도록

도장된 볼트 또는 스크류와 같은 부품을 사용하여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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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되나, 도장을 할 수 없는 철강 제품에는 흑색산화피

막처리 적용이 매우 광범위하게 활용[1]된다. 또한 흑

색산화피막처리는 화성피막처리로써 수 µm 단위의 피

막을 형성시키는 표면처리 기술로써 치수 제약이 필

요한 곳에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일반적인 금속 재료는 이러한 표면처리를 

하더라도 부식 발생을 완전히 차단하기 어려우며, 장

시간 방치 시 부식이 가속화되어 운용 성능에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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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Mechanical structures of military equipment have been mainly applied with black oxide coating due to the 
limitation of surface treatment thickness. However, the mechanical structures applied by the black oxide coating 
treatment is constantly being corroded by calcium chloride and humidity. Since this can cause serious problems in 
the operation of equipment, a review to improve surface treatment and corrosion resistance is required. Therefore, 
in this study, surface treatment methods that can enhance corrosion resistance were selected and corrosion 
resistance performance was verified through experiments describing harsh field conditions. Thus, applying a proven 
surface treatment method to future military equipment will prevent corro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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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게 된다. 특히 군용장비의 기계구조물 역시 흑색

산화피막처리가 일반적인데, 대표적으로 유도무기 기

계구조물 조립체는 타 군용장비와 달리 내식성, 위장

성 외에도 구동되는 구성품이 존재하여 10 µm 이하

의 표면처리 두께 제약이 추가적으로 있어 철강 제품

의 표면처리로 흑색산화피막이 주로 적용되어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구조물들은 외부의 야전 환경에 계속

적으로 노출되고, Fig. 1와 같이 염화칼슘 및 이물질

에 의해 부식이 가속화됨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구조

물들이 부식된 채로 방치될 경우 실제 작전 시 장비 

운용에 있어 심각한 문제가 예상되므로 제품 수명 연

장을 위한 표면처리 개선 및 내식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

Fig. 1. Corrosion of mechanical structure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표면처리 방식에 따른 내식

성을 분석하기 위해 각 시편을 제작하고, 습도 및 염

소분무 실험을 실시한다. 이에 따라 야전 환경에 노출

되는 유도무기 기계구조물에 있어서 표면처리 방법별 

비교 실험 및 해석을 통하여 내식성을 보다 더 강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2. 내식성 개선 실험

  본 장에서는 내식성을 상대 비교하기 위한 실험 대

상 선정, 실험 시편, 실험 방법에 대하여 기술한다.

2.1 실험 대상 선정

  본 연구에서 실험하고자 하는 기계구조물인 유도무

기 조립체의 하위 구성품의 재질은 Stainless Steel(이하 

STS) 304로 설계되어 있다. STS 304는 가정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스테인리스강 재질이다. STS 304가 

자주 사용되는 이유는 크롬 성분을 포함하고 있고, 이 

크롬산화층이 내식성을 좋게 하여 습기 노출에 우수

하기 때문이다.
  유도무기 조립체[2]의 야전 환경은 Table 1과 같이 도

금 규격 KS D 8330[3]에서 분류한 사용 조건 중에서도 

4단계에 속하며, 이는 대단히 가혹한 환경에 속한다. 
즉, 야전 환경은 옥외 노출로써 강수와 강설 등에 수

시로 노출되어 내식성이 우수한 STS 304라 할지라도 

야전 환경에서 계속적으로 노출된다면 부식은 피할 

수 없게 된다.

Table 1. Conditions of use

단계 사용 조건 상세 내용

4 대단히
가혹함

(심한 부식 환경 또는 
마모 저항성이 요구되는) 실외

3 가혹함 (일반적인 온도에서의) 실외

2 보통 (약간의 김 서림이 있는) 실내

1 순함 (건조한 대기의) 실내

  따라서 군용 제품의 내식성을 보강하기 위해서 표

면처리를 추가한다. 이 때 표면처리의 대상이 되는 제

품의 재질, 요구 환경/조건 등을 고려하여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유도무기 기계구조물 조립체의 

하위 기구품은 두께에 대한 제한적인 요소가 있으며, 
야전 환경에서 사용하기 위한 내식성은 물론, 위장성

도 함께 요구된다.
  그러나 STS 304의 표면처리는 내식성 금속이기 때

문에 별다른 표면처리를 하지 않고, 부동태 처리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단, 이는 STS 304의 색상 때문에 위

장성을 부과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전기 도금은 최

소 12 µm 이상이 되었을 때 표면처리 규격(ASTM B 
633)에 명시된 내식성이 발휘될 수 있다고 알려져 있

으므로 이러한 조건을 고려하여 지금까지 STS 304에 

흑색산화피막을 적용하게 된 것이다. 흑색산화피막은 

STS 304의 표면에 산화 피막을 만들어 내식성을 보강

할 뿐 아니라 산화 피막 색상이 흑색이므로 위장성도 

동시에 구현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는 화성피막처리의 

종류 중 하나로써 수 µm 정도로 아주 얇은 피막으로 

치수 변화가 거의 없는 이점이 있다. 그러나 표면처리 

규격에 준하는 내식성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야전 환

경을 버티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에 따라 STS 304에 

대체 적용 가능한 표면처리법은 Table 2와 같다.
  인산염피막의 경우, 흑색산화피막처리와 같이 화성

피막으로 수 µm의 얇은 피막을 형성시켜 치수 변화

를 줄일 수는 있겠지만, 도장하지용으로 사용되는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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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처리법으로 단독 사용에는 장시간 버티기 어려울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유도무기의 조립체 하위 기구물

의 경우, 장비 조립 및 운용성을 고려하여 표면처리 

두께를 최대 10 µm을 초과할 수 없어 표면처리 규격

서에 명시된 내식성 시간으로 내식성의 우위를 결정

지을 수 없다. 따라서 방산 및 우주/항공 산업에서 많

이 사용하는 철강용 표면처리 중에서 내식성이 우수

하다고 알려진 아연 도금, 카드뮴 도금을 두께 10 µm
으로 적용하여 실험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Table 2. Type of surface treatment

구분 아연 도금 인산염 피막 카드뮴 도금

규격 KS D 8304 Mil-P-16232 AMS-P-416

Fig. 2. Standard electrode potential of materials[4]

  카드뮴 도금과 아연도금은 Fig. 2의 표준 전극 전위

표에서 볼 수 있듯이 STS 304 재질보다 표준 전극 전

위가 낮아 모재보다 먼저 전자를 잃고 산화되는 자기 

희생 전극을 형성하여 모재를 상대적으로 보호하는 

표면처리 기법이다. 특히 카드뮴은 아연보다 모재인 

STS 304와의 표준 전위차가 적기 때문에 동일한 부식 

환경 속에서도 상대적으로 부식 진행 속도가 더디게 

되어 얇은 두께에서도 우수한 내식성을 갖는다.
  그러나 표준 전극 전위는 단순히 산화-환원반응의 

자발성 정도를 판단할 수 있으며, 실제 부식 기구는 

부식생성물 등이 매우 중요한 영향[5]을 미치게 된다. 
카드뮴 도금의 경우에는 카드뮴의 유해성[6]으로 인해 

최근에는 거의 사용되지 않지만 기본적으로는 아연과 

유사한 특성을 보인다.

2.2 실험 시편

  본 실험에서는 야전 환경을 고려하여 방산 제품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환경 시험을 기준으로 습도 시

험 및 염수분무 시험을 구성하였다.
  실험 준비를 위해 제품 단위의 형상 시편과 시트 

단위의 판재 시편을 각각 준비하였다. 형상 시편은 대

전차 유도무기 조립체의 하위 기구품 중 블록을 대표

로 선정하여 Fig. 3과 같이 실제 제품으로 실험하고자 

하였다.

Fig. 3. Assembly block

  또한 다른 구성품들을 대신할 판재 형태의 시편을 

Table 3와 같이 제작하였다. 판재 시편은 본 실험에서 

확인해보고자 하는 염수분무 시험 규격(KS D 9502)[7]

을 참조하여 가로(100 mm 이하), 세로(100 mm 이하), 
높이(1 mm) 크기로 제작하였으며, 시트 재질은 현재 

하위 기구품의 재질과 동일한 KS D 3705의 STS 304
를 적용하였다. 표면처리는 흑색산화피막(대조군), 아

연 도금 및 카드뮴 도금(실험군)으로 나눠 각각 제작

하였다.



김종화 ․ 현종훈 ․ 강석중

200 / 한국군사과학기술학회지 제24권 제2호(2021년 4월)

Table 3. Plating sample

구분 전기아연 도금 카드뮴 도금

규격
KS D 8304의 2종 

3급 흑색

AMS QQ-P-416, 
TYPE2, CLASS2

형상

2.3 실험 방법

  습도 시험은 현재 앞서 언급한 내용과 같이 유도무

기 조립체에 적용된 MIL-STD-810G[8] 시험 규격을 인

용하였으며, 상세 규격은 Table 4, Fig. 4와 같다.

Table 4. Humidity test condition

구분 조건

온도 60℃, 최저표준대기조건(23℃)

습도 최고 95% R.H., 최저 50% R.H.

주기 10주기(24시간)

제품 상태
비포장, 

비운용상태(운용점검시 전원인가)

Fig. 4. Humidity test profile

  습도 시험 장비는 일반적인 기계구조물 조립체들의 

온/습도 시험을 수행하는 항온항습조 장비(듀오콤 HS- 

1800)를 통해 수행하였으며, Fig. 5~6와 같이 시편을 

설치하고 시험하였다.

Fig. 5. Humidity test equipment system[9]

Fig. 6. Take the humidity test

  염수분무 시험은 각 도금의 규격이 아닌 야전 환경

이 고려된 MIL-STD-810G[10]의 염수분무 규격을 인용

하였고, 총 96시간 연속으로 염수를 분무하는 연속 분

무시험이 아닌 총 96시간 동안 24시간 염무, 24시간 

건조, 24시간 염무, 24시간 건조 건조하는 사이클 시

험을 적용하여 시험의 강도를 증가시켰으며, 상세 규

격은 Table 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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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Salt spray test condition

구분 조건

조건 (5±1)% 중성염수분무

주기 2주기(24시간), 건조2회, 염무2회

제품 상태
비포장, 

비운용상태(운용점검시 전원인가)

  염수분무 시험 장비 또한 일반적인 기계구조물 조립

체들의 염수분무 시험을 수행하는 장비(듀오콤, HD- 
3400)를 통해 수행하였으며, Fig. 7~8와 같이 시편을 

설치하고 수행하였다.

Fig. 7. Salt spray test equipment system[11]

Fig. 8. Take the salt spray test

3. 실험 결과 및 해석

3.1 습도 시험 결과

  현재 기계구조물 조립체 규격인 흑색산화피막처리

(대조군)와 내식성 개선 대상 실험군으로 선정된 아연 

도금 및 카드뮴 도금의 습도 시험 결과는 Table 6와 

같다.

Table 6. Humidity test result

구분 시험 결과

대

조

군

아

연 

도

금

카

드

뮴

도

금

  흑색산화피막처리로 제작된 시편은 부분적으로 적

갈색 부식이 발생하였으며, 습도에 취약함이 확인되었

다. 이는 야전 환경의 기계구조물들이 습도가 높은 상

황에 부식이 발생됨을 판단할 수 있다. 반면에 아연 

도금으로 제작된 시편은 약간의 얼룩만 발생하였을 

뿐, 부식은 발생되지 않았다. 카드뮴 도금으로 제작된 

시편은 얼룩 및 부식이 발생되지 않았다.

3.2 염수분무 시험 결과

  현재 야전 환경에서 사용되는 기계구조물 조립체의 

현품과 제작된 시편의 실험군의 염수분무 시험 결과

는 Table 7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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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Salt spray test result

구분 시험 결과

현

품

아

연

도

금

카

드

뮴

도

금

  가혹한 염수분무 시험에서 기구물 현품은 흑색산화

피막처리일 경우 부식이 발생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

었으며, 아연 도금의 경우 부식이 발생하지 않았다. 
이를 통해 야전 환경에서의 현재 적용되는 흑색산화

피막처리는 부식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에 

아연 도금을 적용한 현품을 제작하여 염수분무 시험

을 수행한 결과, 부식이 발생하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연 도금 및 카드뮴 도금으로 제작된 시편으로 염

수분무 시험 결과, 두 도금 모두 부식이 발생하지 않

았으며, 이로써 아연 및 카드뮴 도금은 야전 환경에서 

뛰어난 내식성을 확보할 것으로 판단된다.

3.3 실험 해석

  습도 시험 및 염수분무 시험 결과, 카드뮴 도금이 

아연 도금보다 내식성이 우수하였고, 아연 도금이 흑

색산화피막처리보다 내식성이 우수한 것으로 확인되

었다.

4. 결 론

  야전 환경에 오랜 시간 노출되는 기계구조물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부식 발생은 필연적이다. 특히 군

용장비의 기계구조물에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흑색산

화피막처리가 계속적으로 부식이 발생함에 따라 장비 

운용에 문제가 예상되고, 표면처리 개선 및 내식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검토가 요구되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기계구조물의 표면처리 

방식에 따른 내식성을 분석하기 위해 실험군으로 선

정된 아연 도금 및 카드뮴 도금의 시편을 제작하여 

습도 및 염수분무 시험을 수행하고 내식성 개선 성능

을 확인하였다.
  결과적으로 야전 환경에서의 기계구조물 내식성능 

확보를 위해서 흑색산화피막처리가 아닌 카드뮴 혹은 

아연 도금으로 적용한다면, 기계구조물의 내식성 결여 

현상은 개선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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