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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물리기상증착을 이용하여 알루미늄(Al)과 마그네슘(Mg)의 조성이 다른 2층 구조를 갖는 박막을 강판 위에 코팅한 

후 열처리를 실시하여 박막의 미세구조 변화와 합금상을 관찰하였다. Al-Mg 코팅강판의 내부식성을 평가하여 Al-Mg 코팅

층의 미세구조와 합금상 변화가 내부식 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Al-Mg 박막의 조성은 Al 박막과 Mg 박막의 증

착율과 두께 변화를 이용하여 조절하였다. 대기 중에서 350, 400, 450℃의 온도로 2, 3, 10분 동안 열처리를 실시하였다. 

Al-Mg 코팅 강판은 열처리를 실시하면 치밀한 구조로 변화하였으며 Al-Mg 코팅층 내부에 작을 알갱이 구조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열처리를 통해서 Al-Mg 합금상이 생성되었다. 합금상의 생성으로 Al-Mg 코팅강판의 내식성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1. 서론

  아연은 희생방식성이 우수하여 철을 보호하는 보호막으로 활용되고 있다. 아연을 보호막으로 사용하는 경우, 철의 내식

성을 높이기 위해서 아연의 두께를 증가시켜야 한다. 보호막인 아연의 두께를 높이면 철의 중량이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

한다. 철 중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는 형태인 강판의 중량이 증가하면 제품의 전체적인 무게 증가로 이어져 수송기계의 연

료소비 효율 감소의 원인이 된다. 이로 인해 소재의 중량 또는 보호막의 두께 증가 없이 우수한 내식성을 갖는 보호막 소

재의 개발이 필요하다. 아연을 대체할 수 있는 물질 중에 알루미늄과 마그네슘이 대표적이며, 본 연구에서는 Al-Mg 코팅

층을 이용하여 강판의 보호막으로 활용이 가능한지를 확인하였다. 

2. 본론 

  Al-Mg 코팅층은 스퍼터링을 이용하여 냉연강판 위에 코팅되었다. Al-Mg 코팅층을 제조하기 위해서 99.99%의 Al, 99.9%

의 Mg 타겟이 사용되었다. 타겟과 기판과의 거리는 7 cm 이며, 기판은 세척을 실시한 후 진공 챔버에 장착하고 ~10-5 Torr 

까지 진공배기를 실시하였다. 진공 챔버가 기본 압력까지 배기되면 이온빔 소스를 이용하여 기판 청정을 실시하였다. 기판

의 청정이 끝나면 Al 타겟과 Mg 타겟에 직류 전원을 동시에 인가하여 코팅을 실시하였다. Al-Mg 코팅층의 조성은 Al과 

Mg 타겟에 인가되는 직류 전원의 세기를 제어하여 조절하였다. Al-Mg가 코팅된 강판은 질소 분위기에서 350, 400, 450℃

의 온도로 각각 2, 3, 10분 동안 열처리를 실시하였다. 열처리된 Al-Mg 코팅강판은 염수분무 시험을 통해서 내식성을 평가

하였다. Al-Mg 코팅층은 Mg 함량이 20 wt.% 내외인 경우 우수한 내식성을 보였다.

3. 결론 

  열처리 실시 전에는 Mg 함량에 따라 Al-Mg 코팅층이 주상구조, featureless 등의 구조를 보였으나 열처리 실시 후에는 

알갱이 구조를 보였다. Al-Mg 코팅층은 마그네슘 함량이 20 wt.%이고 열처리 시간이 짧을수록 우수한 내식성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마그네슘 함량과 열처리에 의한 합금상 생성 그리고 Al-Mg 박막의 미세구조 변화가 강판의 내식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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