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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 마그네슘합금은 넓은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지만 높은 산화성과 화학반응성 때문에 표면처리를 

하지 않고서는 사용 할 수 없다. 본 과제에서는 마그네슘 합금소재의 표면에 다양한 화성피막을 형성

시키고 형성된 피막의 부식 및 피막특성을 관찰하기 위해 도장 후 밀착성, 내식성 시험을 시행하였다.

1. 서론

마그네슘합금은 구조용 금속 재료 중 가장 가벼우며 비강도, 주조성, 기계 가공성, 진동․충격 흡수

능이 우수하여 수송용기, 전자제품 등 폭 넓은 분야에 응용되고 있는 추세다. 그러나 마그네슘 합금 

소재는 자체적인 우수한 특성에도 불구하고 실생활에서 사용이 극히 제한적인 이유는 마그네슘 합금

이 가지고 있는 높은 산화성과 화학 반응성 등으로 인해 다른 소재와의 접촉 시 우선 부식과 마모가 

진행되며 공기 중에서도 부식이 급속히 진행되는 단점 때문이다. 이와 같은 마그네슘 합금 소재의 단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신 합금 소재 개발과 더불어 표면처리 기술이 중요하다. 화성피막은 다양한 화

학 반응들에 의해서 금속표면에 산화막이나 무기염의 얇은 피막을 형성시키는 금속 표면처리의 하나

로서 금속의 방청이나 도장 하지 처리로서 도장밀착성을 향상시키는 장점이 있다. 본 과제에서는 마

그네슘 합금소재(Mg-xAl, Mg-xSn[x=2,4,6,8])의 표면에 다양한 화성피막을 형성시키고 형성된 피막의 

부식 및 피막특성을 관찰하였다.

2. 본론 

마그네슘 합금(Mg-xAl, Mg-xSn[x=2,4,6,8])을 B-type과 C-type인산염 화성피막 용액에서 화성피막을 

형성시킨다. 형성된 피막은 SEM관찰 및 도장밀착성, 내식성 시험을 하였다. 도장성능평가는 크게 밀

착성, 내수2차 밀착성, 염수분무시험 등으로 평가하는데, 밀착성 시험 방법은 도장된 시편 표면에 1mm 간

격으로 가로, 세로 선을 그어 100개의 눈금이 나오게 하여 tape test를 하는 방법이다. 내수 2차 밀착성시

험 방법은 습한 환경에 노출된 상황을 가정하여 그보다 더 악조건 속에서 테스트 하는 방법으로, 50℃ 증

류수에 240시간 동안 침적하여 두었다가 밀착성 시험방법과 마찬가지로 1mm 간격의 100눈금을 만들

어 tape test 하는 방법이다. 마지막으로 염수분무시험(내식성 시험)은 5%NaCl 염수 환경에 도장 시편

을 X-cut 하여 노출 시켜 두었다가 사청길이 3mm이내의 기준으로 지속시간을 평가하는 방법이다.

3. 결론 

인산염 화성피막 층의 표면 및 단면의 형상을 관찰한 결과 Mg-xSn (x=2, 4, 6, 8) 마그네슘 합금의 

피막 층은 inner layer와 out layer의 2개의 층이 나타났으며, inner layer에 크랙이 있음을 관찰할 수 

있다. 그리고 Mg-xAl (x=2, 4, 6, 8) 마그네슘 합금의 피막 층은 단일 층으로 관찰 되었다. 모든 합금

에 대해 밀착성, 내수2차 밀착성, 염수분무시험 등의 전착도장 특성을 평가한 결과, 밀착성의 경우 

B-type피막은 좋았으며,C-type 피막은 좋지 않았다. 그러나 내수 2차 밀착성의 경우B-type과 C-type 

모두 좋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염수분무시험 결과 AZ31 마그네슘 합금의 내식성이 가장 양호하며 

Mg-xSn(x=2,4,6,8), Mg-xAl (x=2,4,6,8) 마그네슘 합금 순으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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