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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속 Strip의 연속 PVD 코팅기술 개발 현황

Development Status of Continuous PVD Coating Technology on Metal Stri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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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 PVD 기술이 반도체나 LCD 등의 전자산업에서 주력기술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금속 Strip 소재에 연속적으로 PVD 
코팅을 실시하기 위한 연구개발과 상용화 노력이 진행되어왔다. 이미 1960년대에 강판 표면에 Al을 증착시키기 위한 공정
이 상용화된 실적이 있었지만, 전기도금이나 용융도금에 비해 기술의 확산이 빠르게 이루어지지 않았고, 1980년대 후반에 
일본에서 전기도금을 대체하기 위한 공정으로 상용화공정을 건설하였지만, 결국은 경제성을 확보하지 못하여 도태되는 과
정을 겪어왔다. 하지만, 1990년대 이후 유럽과 한국을 중심으로 연속코팅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이 꾸준히 진행되어 왔으며,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자동차용 초고강도강의 코팅기술로 PVD 기술이 재조명되고 있다.   

1. 서론  

금속 Strip상의 연속 PVD 코팅기술은 크게 철강, 알루미늄, 구리 소재를 기반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아직까지 생산량이 
그리 많지는 않지만, 환경친화적인 공정에 대한 니즈와 새로운 용도의 개발로 인해 점차 적용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금속 Strip에 연속공정으로 PVD코팅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대기와 진공을 연속적으로 연결해주는 Vacuum-lock, 금속 
표면의 청정 및 활성화를 위한 Plasma Pretreatment, 코팅층을 형성하는 PVD 코팅공정등이 구성되어야 한다.
본 보고에서는 1980년대 이후 국내에서 추진된 연속코팅기술의 개발이력과 함께 최근 WPM 사업을 통해 진행되고 있는 
스마트 표면처리강판의 개발현황을 소개하고자 한다. 

2. 본론  

국내에서의 연속 PVD코팅기술은 RIST와 POSCO를 중심으로 개발되어 왔으며, 1980년대 후반부터 현재까지를 3단계로 나
누어, 제1단계인 저속/협폭 코팅기술 개발(1988~1998), 2단계인 고속/협폭 코팅기술 개발(2004~2010), 3단계인 고속/광폭 코
팅기술 개발(2011~현재)로 구분할 수 있다.
제 1단계에서는 당시 상공부 주관의 국책과제를 근간으로 국내철강사들이 연합하여 기술개발을 추진하였는데, Batch형 실
험장치를 이용한 다양한 코팅계를 도출하여 철강소재에 적용하였으며, 국내 최초로 연속 Strip을 코팅할 수 있는 Pilot 
Plant를 설치하였다. Pilot Plant는 대기중에서 수소환원 분위기에서 금속 표면을 청정화하는 과정을 거친 후 진공에서 
Thermal Evaporation으로 Zn코팅을 실시하였으며, 자동차, 가전, 건축용 소재로 적용하기 위한 품질평가를 실시하였다.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는 일본 일신제강에서 추진해오던 연속 진공증착설비가 폐쇄되는 과정에서 국내외 
연구개발이 다소 주춤했던 시기를 겪게 되었으나, 실험실적으로는 보다 경제성있는 공정개발을 위한 노력이 지속되었다.
제2단계에서는 포스코와 유럽의 철강사인 CORUS사 간의 공동연구 협약에 의해 EML-PVD라는 고속증발기술을 근간으로 
하는 연속코팅기술 개발이 진행되었으며, 연속공정 구현을 위해 최대 200m/min의 고속으로 Strip을 통과시킬 수 있는 협폭 
Pilot Plant를 구축하였다. 당시 중점 개발대상은 강판의 희생방식을 위한 Zn-Mg코팅과 Can용 소재로 활용하기 위한 Al코
팅이었으며, 최종적으로는 고속생산을 통한 경제성 확보가 가능한 Zn-Mg계로 개발방향이 압축되었다.
제 3단계에서는 대형 국책과제인 WPM 사업을 통해 차세대 박막 고내식성 철강소재를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스마트
표면처리강판 개발이 진행되고 있으며, 포스코의 생산설비에 광폭 Pilot Plant를 연결하여 최대 1,550mm 폭의 상용급 소재
에 연속코팅 기술을 개발 중에 있다. 특히, 자동차 산업에서 배출가스에 대한 규제와 안전강화 시책에 부응하기 위하여 초
고강도강이 채용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합금원소의 함유량이 많아서 용융도금의 적용이 어려운 소재에 대해 PVD 코
팅의 적용이 적극적으로 검토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상용화 추진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3. 결론   

연속 PVD코팅기술은 다른 산업분야에서 요구되는 특성과는 달리 광폭코팅이 기본적으로 전제되어야만 산업적 활용이 가능

하며, 높은 생산성을 부여할 수 있는 고속증발 기술의 확보가 필수적이다. WPM사업을 통해 국내외 연구역량을 집결하고,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이 가능한 컨소시움을 구성하여 상용화기술개발에 매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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