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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research focused on the development of the part unit evaluation for an organic coated

automotive lower arm using the electrochemical cyclic corrosion test (E-CCT). The E-CCT accelerates both

the coating degradation and the perforation corrosion. The applied potential for the coating degradation was

determined to be -500 mVSCE for anodic polarization and -900 mVSCE for cathodic polarization. The applied

current for the perforation corrosion was equivalent to the applied anodic potential. The E-CCT was conducted

for the duration of 8 cycles, which is considered to be equivalent to 4 years of driving. After the E-CCT, the

coating degradation was evaluated by electrochemical impedance spectroscopy (EIS) measurements.

Especially, the Z100 mHz value (impedance value at a frequency of 100 mHz) of the part unit represented the

amount of corrosion damage of the lower arm parts. The Z100 mHz of the degraded coating area had a decisive

effect on the Z100 mHz value of the entire lower arm. This result was caused by electrochemical interaction

between the non-degraded coating area and degraded coating area. The non-degraded coating area and the

degraded coating area of the lower arm formed the parallel circuit which provides a satisfactory result.

 (Received July 24, 2017; Accepted December 11, 2017)

Keywords: metals, oxides, coating, corrosion, electrochemistry

1. 서 론

다양한 자동차 운행조건을 고려할 때, 전착도장된 자동차

샤시 부품들은 심각한 부식분위기에 노출이 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차량운행시 도장층의 물리적 파손과 함

께 물, 염, 진흙, 먼지 등의 오염원이 샤시 내부의 틈이나

구멍 등에 축적되면 높은 수분과 염화이온 분위기를 형성

하게 되며, 균일부식 또는 관통부식(perforation corrosion)

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부식이 발생되어 자동차의 미적 손

상을 유발시킬 뿐만 아니라 작동 성능을 상실하게도 할 수

있다 [1-4]. 때문에 최근 샤시 부품의 부식으로 인한 클레

임이 지속적으로 발생 중에 있으며, 이에 따라 샤시 부품

의 부식에 대한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연구의 중요성이

증대되었다. 샤시 부품의 부식을 최소화 하기 위해 전착도

장의 가속화 시험 진행에 따른 전착도장의 방청성능 변화

에 관한 단품단위 연구와 이에 따른 전착도장의 방청성능

기준설정에 관한 연구가 필수적이다 [5].

순환 염 분사 시험(cyclic salt fog test)과 테스트 코스

(proving ground, P/G) 시험은 현재 국내외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대기부식 가속화 시험법이다. 그러나 순환 염 분

사 시험의 경우, 금속재질로 된 부품에 한해서만 높은 연

관성을 나타내며, 유기도장 처리된 샤시 부품에 대해서는

가속화 시험의 열화정도와 실제 운행상황에서의 열화정도

간에 상당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또한, P/G 시험의 경

우, 로어암 필드고품의 열화를 재현 가능하지만, 공간적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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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과 높은 시험수행 비용, 오랜 시험기간 등으로 인해 수

행하기가 용이하지 않다. 따라서, 가속화 시험법과 실제 주

행차량 간에 존재하는 차이를 극복하기 위한 사용연한에

따른 전착도장부품의 열화과정(1차 : 유기도장의 결함성장,

2차 : 소지금속의 부식에 의한 유기도장의 열화)의 정량적

평가법과 함께, 기존의 정성적 가속화 부식내구 시험을 대

체할 수 있는 전착도장 부품의 전기화학적 열화 메커니즘

(음극박리 및 산화물 부풀음)에 기반한 가속화 시험 평가

법의 도입이 시급하다.

현재 국내외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전착도장 부품의

방청성능 평가는 열화된 유기도장 시편을 육안관찰 함으

로써 녹 면적(ASTM D610, ISO 4628-3), 블리스터링

정도(ASTM D714, ISO 4628-2), 도장 박리면적(ASTM

D1654) 등을 측정하는 외관조사법이다 [6-9]. 그러나 이러

한 외관조사법은 시험 수행자에 따라 편차가 크기 때문에

부식이 가속화된 전착도장의 방청성능을 정량적으로 평가

하기에 어려움이 따른다. 또한 시편 채취 부분 및 개수에

따라 전체 부품의 전착도장 방청성능 평가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외관조사법을 활용한 자동차 샤시 부품의

방청성능 평가는 낮은 재현성을 나타낼 것으로 사료된다.

외관조사법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전기화학적 임피던스

분광(Electrochemical impedance spectroscopy, EIS) 시험

을 활용하여 유기도장 강판의 방청성능을 정량적으로 평가

하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다. EIS 시험은 교류 전류파

를 사용함으로써, 이에 따라 산출되는 실험적 데이터는

전기화학적 등가회로(equivalent circuit)를 바탕으로 피팅

하여 도막층과 강판의 저항(resistance) 성분과 커패시턴

스(capacitance) 성분의 값을 정량적으로 얻어낼 수 있다

[10-12]. 그러나 현재까지 EIS를 활용한 연구는 시편단위 유

기도장 강판의 방청성능 평가에 관한 연구가 대부분이며, 부

품단위 평가에 관한 연구는 미미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전착도장 부품의 전기화학적 열화 메커니

즘(음극박리 및 산화물 생성/부풀음)을 기반으로한 가속화

시험법을 개발하고, 부식 가속화된 전착도장 부품을 EIS

시험을 활용하여 단품단위로 평가하고자 한다.

2. 실험 방법

본 연구에 사용된 시험편은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준중

형차 세단의 리어 로어암(Rear Lower Arm) 부품을 구

매하여 사용하였으며, 로어암의 재료는 전착도장된 탄소

강이다. 로어암의 전기화학적 가속화 및 EIS 측정은 실차

부식환경을 모사한 SAE J2334 부식내구 시험모드에 사

용된 염수용액(염농도 1 wt.% 이하)에 대기부식 가속화

(Atmospheric corrosion acceleration) 인자인 황산암모늄을

첨가한 용액(pH 8, 50 oC)에서 진행하였다 [13,14].

전착도장 열화에 따른 샤시부품의 부식거동 변화 평가를

위해서 X컷 처리된 도장시편의 동전위 분극시험을 실시하

였으며, ASTM G5에 근거하여 0.166 mV/s의 주사속도로

진행하였다. 양극분극의 범위는 개방회로전위(open-circuit

potential, OCP)에서부터 -300 mVSCE이며, 음극분극은 개방

회로전위부터 -1.0 VSCE까지 측정하였다 [15]. 로어암 부품

의 전기화학적 부식 가속화는 그림 1에 나타낸 시험장치

를 활용하여 진행하였다.

가속화 시험을 통해 도장열화 및 부식이 진행된 로어암의

EIS 평가는 EG&G 사의 PARSTAT 2273 장비를 사용하여

수행하였으며, EIS 측정을 위한 주파수 범위는 100 kHz에서

10 mHz, 교류전류를 위한 인가 전위는 10 mVRMS이다

[16,17].

3. 결과 및 고찰

그림 2에 X컷 처리된 도장강판의 동전위 분극시험 결과

를 나타내었다. 음극분극이 진행됨에 따라 식 (1)에 나타낸

음극환원 반응이 가속화 되었으며, 음극환원 반응에 의해

형성된 OH- 이온은 유기도료의 비누화반응(가수분해)을 가

속화하는 주요 인자로 작용한다. 시편을 양극분극시킴에 따

라 양극전류가 증가하였으며, 이는 양극분극에 의해 식 (2)

에 나타낸 소지금속의 용해반응이 증가됨을 의미한다 [18-

20]. 

(1)O2  2H2O  4e
_
  4OH→+ +

Fig. 1. Schematic diagram of the equipment for E-C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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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전위 분극 시험을 바탕으로, 도장재의 부식손상에 의

한 도장열화 현상을 가속화하기 위한 교번인가 정전위분극

시험의 인가전위를 설정하였다 [19,20]. 음극 인가전위는

산소 농도분극이 나타나는 -900 mVSCE로 설정하였으며, 음

극 정전위 시험을 진행함에 따라 유기도료의 비누화반응이

증가됨에 따라 필드에서 발생하는 도장의 음극박리 현상이

가속화된다. 양극 인가전위는 pH 8, 용액온도 50 oC 환경

에서 2가 철이온(Fe2+)이 열역학적으로 안정한 전위(Eapp <

-491 mVSCE)를 설정하였으며, 이를 그림 3의 포베도표

(Pourbaix diagram)에 나타내었다 [21]. 그림 4에 로어암의

전기화학적 열화 가속화를 위해 사용된 E-CCT 모드를 나

타내었다.

소지금속 표면에서 생산된 철이온(Fe2+)은 식 (3)에 의해

수산화 제1철(Fe(OH)2) 부식생성물을 형성하며, 표면에 형

성된 수산화 제1철은 용존산소에 의해 수산화 제2철

(Fe(OH)3)로 산화된다(식 4). 수산화 제2철은 열역학적으로

불안정하며, 식 (5)에 의해 황색 산화철(Fe2O3)과 물로 분

해된다:

(3)

(4)

(5)

침지환경에서 생성된 부식생성물은 대기(건조) 환경에서

표면이 합성수산화철(FeOOH)로 변화하여 내부층(inner

layer) 산화철, 외부층(outer layer) 합성수산화철로 구성된

이중층 구조를 형성한다. 건조과정을 통해 생성된 합성수

Fe  Fe
2+

  2e
 −

+→

Fe
2+

  2OH
 -
  Fe OH( )2→+

4Fe OH( )2  O2  H2O  4F OH( )3→+ +

2Fe OH( )3  Fe2O3  3H2O+→

Fig. 2. Potentiodynamic polarization curves of the coated
specimen with an X-cut.

Fig. 3. Fe Pourbaix diagram (50 oC).

Fig. 4. Electrochemical cyclic corrosion test m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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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화철의 부피는 침지환경에서 생성된 황색 산화철의 부피

에 비해 1.4배 높으며, 금속과 금속산화물의 부피비를 나

타내는 Pilling-Bedworth ratio(PBR)을 그림 5에 나타내었

다. 따라서, 그림 4에 나타낸 건조과정은 도장재 하부 소

지금속에 생성된 산화물의 부피를 증가시키며, 이는 산화

물 부풀림에 의한 도장열화를 가속화 한다 [22-25]. 양극

전류 인가를 통한 정전류 인가 시험은 양극 정전위 인가시

험 결과 나타난 양극 전류 값(ianodic)을 일정하게 인가하여

실시하였으며, 도장 열화로 인해 발생한 도장 결함부에 식

(2)에 나타낸 소지금속의 양극용해 반응을 집중시켜 관통

부식 현상을 가속화한다 [26,27].

그림 6에 E-CCT 실행에 따른 로어암 부품의 부식상태

변화를 나타내었다. 1 사이클에 도장의 음극 박리로 인한

블리스터링(blistering) 발생과 기존에 존재하고 있던 도장

취약부에 미미한 모재의 양극용해반응이 나타났다. 4 사이

클이 진행되면서 곡면 성형부와 용접부의 모재잠식이 개시

되었으며, 6 사이클 이후에는 모재잠식 부위가 증가하고

심화되었다.

그림 7에 E-CCT 실행에 따른 EIS 측정 결과를 나타내

Fig. 5. Fe Pilling-Bedworth ratio.

Fig. 6. Surface of the lower arm after various E-CCT cycles: (a) 1
cycle, (b) 4 cycles, (c) 6 cycles, and (d) 8 cycles.

Fig. 7. EIS Bode plots for the lower arm with various E-CCT
cy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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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측정된 EIS 데이터(data)는 E-CCT 실행 사이클이

진행됨에 따라 크게 변하였으며, 이는 임피던스 데이터가

단품의 부식 정도에 민감하게 반응함을 의미한다. 임피던

스 데이터 피팅(fitting) 프로그램을 활용한 유기도장 시편

의 전기화학적 데이터(전기화학적 저항, 커패스턴스 등) 취

득방법은 시편의 상태에 맞는 등가회로 적용이 어려우며,

Table 1. Z100 mHZ of the lower arm as a function of the E-CCT cycle.

E-CCT cycle Z100 mHz

(cycle) (Ohm)

0 32.23

1 23.24

4 3.38

6 1.24

8 0.89

Fig. 8. Z100 mHZ of the lower arm as a function of the E-CCT cycle.

Fig. 9. Images of the sectioned lower arm after the E-CCT 1 cy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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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높은 에러(error) 값을 유발하여 정확한 데이터 해석

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Sanchez-Ayama는 염산

용액에서 에폭시(epoxy) 코팅된 탄소강 시편의 100 mHz에

서 임피던스 모듈러스(impedance modulus) 값(Z100 mHz)과

코팅의 열화도의 상관관계를 규명하였으며[28], 최근 그 결

과는 코팅처리된 시편의 보호성을 판단하는 일반적인 기준

으로 사용되고 있다 [28-31]. 따라서, 그림 7의 EIS 데이

터 해석을 위해 100 mHz에서 임피던스 모듈러스 값

(Z100 mHz)을 산출하였으며, E-CCT 진행에 따른 Z100 mHz

값을 표 1과 그림 8에 나타내었다. 일반적으로, Z100 mHz는

저항(Ohm)에 시험편의 표면적을 곱한 단위(Ohm·cm2)를

사용하지만, 로어암 단품은 복잡한 구조로 인해 표면적을

측정하기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항 단위로 표기하였다. E-

CCT 실행 사이클이 증가함에 따라 Z100 mHz가 감소하였으

며, 이는 E-CCT를 진행함에 따라 로어암 전착도장의 보호

성이 감소함을 의미한다 [28]. E-CCT를 4 사이클 이상

수행함에 따라 도장 보호성의 급격한 저하가 나타났다. 또

한 E-CCT 실행 사이클에 따른 전착도장의 보호성(Z100

mHz) 변화는 그림 6에 나타낸 E-CCT 실행에 따른 로어암

부품의 부식상태 변화와 일치하며, 이는 단품의 Z100 mHz가

부품 전체의 부식상태를 대표함을 의미한다.

단품단위 전기화학적 임피던스 분석 데이터 규명을 위해

E-CCT 실행 후에 단품단위 EIS 측정이 완료된 로어암을

시편단위로 절개하여 임피던스를 측정하였다. 단품단위 임

피던스 측정 결과와 쿠폰단위 임피던스 측정 결과 간의 신

뢰성 있는 상관관계 도출을 위해 로어암의 외부와 내부,

Fig. 10. Images of the sectioned lower arm after the E-CCT 4 cy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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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Images of the sectioned lower arm after the E-CCT 8 cycles.

Fig. 12. Z100 mHz of the sectioned specimen after the E-CCT 1 cycle. Fig. 13. Z100 mHz of the sectioned specimen after the E-CCT 4 cy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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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재부와 용접부 등 평판 형태(표면적 2.25 cm2 이상)로

취득 가능한 모든 구역을 절개하였으며, 절개된 시편을 그

림 9-11에 나타내었다. 절개된 시편을 면적제어(2.25 cm2)

하여 측정된 Z100 mHz를 그림 12-14에 나타내었다. 측정결

과, 제조과정에서 발생한 도장결함 또는 E-CCT 실행에 따

른 도장열화로 인하여 소지금속이 환경에 노출됨에 따라

시편의 Z100 mHz가 104 Ohm·cm2 이하로 감소되었으며, 이

는 전착도장이 국부적으로 부식 보호성을 완전히 상실함에

따라 시편의 Z100 mHz가 104 Ohm·cm2 이하로 감소함을

의미한다. E-CCT를 4 사이클 이상 실행함에 따라 소지금

속의 부식과 산화물의 부풀음 현상에 의해 도막들뜸 현상

이 나타났으며, 도막들뜸 현상이 나타난 시편의 Z100 mHz는

200 Ohm·cm2 이하로 나타났다. E-CCT 실행 사이클에 따

른 평균 Z100 mHZ를 그림 15에 나타내었다. E-CCT 실행

사이클 증가에 따른 측정된 모든 시편의 평균 Z100 mHz 변

화는 미미하게 나타났으며, 측정된 Z100 mHz의 최대값 또한

같은 경향성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측정된 Z100 mHz의 최소

값은 E-CCT 실행 사이클이 증가함에 따라 급격하게 감소

하였으며, 이는 단품단위 EIS(Z100 mHz) 측정 결과의 경향

성과 일치한다. 또한, 로어암 단품의 표면적을 2,500 cm2

으로 가정하여 쿠폰시편의 Z100 mHz가 최대값과 비교할 경

우, 1 사이클에서 단품의 Z100 mHz는 58,100 Ohm·cm2, 쿠

폰시편의 최대값은 172,928 Ohm·cm2로 약 3배 이상의 차

이를 나타내었으며, E-CCT 실행 사이클이 증가함에 따라

두 값의 차이(4 사이클 : 20배, 8 사이클 : 60배)는 증가

하였다. 이는 도장 건전부의 EIS 데이터는 단품단위 EIS

데이터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단품

단위 시험결과에서 나타난 E-CCT 실행 사이클 증가에 따

른 Z100 mHz 감소는 도장 취약부 시편의 Z100 mHz 거동에

의해 나타난 결과로 사료된다.

그림 16에 도장 내에 결함부가 존재하는 유기도장 강판

을 도식화한 모식도와 임피던스 등가회로(equivalent

circuit)를 나타내었다 [32-34]. 도장 하부에 전도체인 금속

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도장에 존재하고 있는 결함부는

도장 건전부와 독립적으로 전기 회로를 이루지 않고 병렬

로 연결된 회로를 구성한다. 병렬회로의 전체 저항 값은

낮은 저항을 가지는 인자에 의해 좌우되며, 높은 저항을

가지는 인자가 전체 저항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 표 2

에 단품의 Z100 mHz와 쿠폰시편의 평균 Z100 mHz, 직렬회로

Z100 mHz, 병렬회로 Z100 mHz를 나타내었다. 비교 결과, E-

CCT 실행 사이클에 따른 병렬회로 Z100 mHz의 경향성은

단품의 Z100 mHZ의 경향성과 일치하였으며, 이는 단품단위

Fig. 14. Z100 mHz of the sectioned specimen after the E-CCT 8
cycles.

Fig. 15. Z100 mHZ of the sectioned specimen as a function of the E-
CCT cycle.

Fig. 16. Equivalent circuit for the coated steel with the de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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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IS 데이터는 도장 건전부 시편과 도장 취약부 시편이 병

렬회로를 구성하여 상호작용하여 나타난 데이터임을 의미

한다. 따라서, 로어암의 단품단위 EIS 데이터는 전착도장

의 부식 보호성이 취약한 부분인 도장 결함부의 전기화학

적 거동을 나타낸다. 

부품의 전반적인 전착도장의 열화가 크게 진행되지 않았

음에도 불구하고, 신품과 E-CCT를 1 사이클 진행한 로어암

의 낮은 Z100 mHz는 제조공정에서 발생한 도장결함 또는 가

속화 진행에 따른 도장열화에 의한 소지금속의 국부적인 노

출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로어암 전착도장의 방식

성능에 도장 결함이 주요한 인자로 작용함을 의미한다. 또

한 E-CCT 실행 사이클이 1 사이클에서 4 사이클로 증가함

에 따라 나타난 급격한 단품의 Z100 mHz 감소는 4 사이클부

터 나타난 부품에 국부적으로 나타난 도막들뜸 현상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며, 4 사이클 이후부터 나타난 지속적인 단품

의 Z100 mHz 감소는 E-CCT 실행에 따른 도장 취약부의 면

적증가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측정된 모든 단품

단위 EIS에서 나타난 낮은 Z100 mHz는 제조공정에서 발생한

도장결함 또는 가속화 진행에 따른 도장열화에 의해 발생한

도장 취약부의 전기화학적 반응에 의한 것이며, 이는 Z100

mHz 측정을 통해 부품에 존재하는 도장 취약부의 검출 및

도장 취약부의 열화도를 평가 가능함을 의미한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자동차 샤시부품 로어암의 부식을 전기화

학적으로 가속화 한 후, EIS를 활용하여 전기화학적 분석

을 진행하였다. E-CCT를 실행함에 따라 로어암의 도장 열

화 및 모재부식이 가속화 되었으며, 로어암의 부식형상은

EIS를 통해 측정된 단품의 Z100 mHz와 유사한 경향성을 나

타내었다. 단품단위 EIS 측정이 완료된 로어암을 절개하여

시편단위로 평가한 결과, 도장 취약부의 전기화학적 반응

이 도장 건전부의 전기화학적 반응에 비해 단품단위 EIS

데이터에 주요한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으며, 이는 단품

단위 EIS 데이터는 도장 건전부와 도장 취약부가 병렬회로

로 연결되어 상호작용하여 나타난 결과로 사료된다. 따라

서, 단품단위 EIS 시험에서 나타난 로어암의 낮은 Z100 mHz

는 로어암에 국부적으로 발생한 도장 취약부의 낮은 보호

성으로 인해 나타난 결과로 판단되며, 이는 단품단위 EIS

시험은 부품의 도장 취약부 평가에 적합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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