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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VD 프로세스에 의해 제작된 Al-Mg 코팅막의 내식성에 미치는 모폴로지의 영향

Influence of Morphology on Corrosion Resistance of Al-Mg Coating Fil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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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PVD(Physical Vapor Deposition)법은 제작 조건에 따라 그 특성이 변하므로 원하는 재료 특성을 얻기 위해서는 모폴
로지, 결정배향성 등에 따른 코팅막의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친환경 프로세스 방법인 
PVD법 중 하나인 스퍼터링(Sputtering)을 이용하여 Al-Mg 막을 제작하였고, 제작된 막들에 대한 형성 메커니즘과 내식성 
상관관계 해명을 위해 막의 조성분포, 표면 및 단면의 모폴로지 관찰 및 결정구조 분석을 진행하였다. 또한 염수분무 및 
전기화학적 양극분극 시험을 통해 Al-Mg 막의 표면 및 단면 모폴로지가 내식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였다. Al-Mg 막
의 모폴로지 관찰결과 Mg 함량 및 열처리 조건에 의해 단면의 주상정 형태는 입상정 또는 무형태로 변화하였고, 표면의 모
폴로지는 미세하고 치밀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무형태의 단면 모폴로지와 미세하고 치밀한 표면 모폴로지를 
갖는 막이 우수한 내식성을 나타내었다.

1. 서론 

  최근 에너지 자원 절약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친환경 표면처리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물리증착법
(PVD)은 기존의 표면처리강판 제조기술인 용융도금과 전기도금법에 비해서 다양한 물질을 피복 코팅할 수 있음은 물론 그 
코팅 부착량 제어가 용이하고 다양한 합금 및 다층코팅을 적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설비 구성에 따라 높은 생
산성 구현이 가능하며 본질적으로 무공해 공정이다. 한편 PVD법은 제작조건에 따라 그 특성이 변하므로 목적하는 특성의 
코팅 박막을 얻기 위해서는 당연히 박막의 형성과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박막의 물리적, 화학적 또는 기
계적인 특성은 그 물질의 고유성분에 의해 결정된다. 그러나 동일물질의 박막이라 할지라도 제작조건에 따라 그 특성이 
달라지며, 물질 고유의 분자적 성질은 물론 생성막의 결정학적 혹은 기하하적인 구조에도 크게 영향을 받는다.[1,2] 본 연구
에서는 PVD법을 이용하여 Al-Mg 막의 제작을 시도하였고, Al-Mg 막의 표면 및 단면 모폴로지가 내식특성에 미치는 영향
을 고찰하였다.

2. 본론 

  본 연구에서는 친환경 프로세스 방법인 PVD법을 이용하여 강판상에 Mg 함량이 10 ~ 30 wt.%인 약 5 ㎛ 두께의 Al-Mg 
막을 제작하였다. 이와 같이 제작된 Al-Mg 막은 N2 분위기 중 400 ℃에서 10분간 열처리 하였다. Al-Mg 막의   모폴로지
는 주사전자현미경(SEM)을 통해 관찰하였으며, GDLS, EDS 및 XRD를 이용하여 막의 조성분포, 결정구조 및 결정 배향성을 
분석하였다. 분석을 통해 얻어진 결과와 내식성의 상관관계를 해명하기 위해 35 ℃, 5 % NaCl 환경에서 염수분무시험(Salt 
Spray Test)을 실시하였고, 시험 기간별 부식생성물을 SEM 및 XRD를 통해 분석하였다. 또한 3 % NaCl 용액 중 전기화학
적 양극 분극 시험을 병행하여 Al-Mg 막의 내식성을 평가하였다.

3. 결론 

  Al-Mg 막의 모폴로지 관찰결과 Mg 함량 및 열처리 조건에 의해 단면의 주상정 형태는 입상정 또는 무형태로 변화하였고, 
표면의 모폴로지는 미세하고 치밀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무형태의 단면 모폴로지와 미세하고 치밀한 표면 모폴로지를 
갖는 막이 우수한 내식성을 나타내었다. 염수분무 시험조건 중에서는 Mg 함량이 30 wt.% 인 경우 가장 우수한 내식특성을 
나타냈으며, 이러한 조건의 막들은 상대적으로 미세한 입자가 치밀하게 형성된 표면 모폴로지, 무형태의 단면 모폴로지, 높
은 표면에너지 및 격자 정수 증가를 나타냈다. 또한 동일 함량비를 가진 Al-Mg 막을 400 ℃에서 10분간 열처리 한 경우에
는 Al3Mg2, Al12Mg17의 금속간 화합물이 형성되었고, 비열처리 막보다 열처리 막의 내식성이 우수한 경향을 보였다. 

참고문헌  

 1. Verkerk, M. J., “Effects of Water on the Growth of Aluminum Films Deposited by Vacuum     
    Evaporation”, Thin Solid Films, Vol. 139, pp 77, 1986
 2. J. D. Reimer, J. Vac. Sci. Technol., A2, pp 242, 1984

  

- 본 결과물은 지식경제부 지원으로 수행한 WPM(World Premier Materials) 사업의 일환으로 도움 받은 내용임을 알려드립니다. -

- 35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