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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n계 합금도금재의 미세구조 및 내식성에 미치는 합금 조성 변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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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s of alloy composition on the coating structure and corrosion resistance of hot-dip Zn-

based alloy coated steel products were investigated. Zn-based alloy coating layers with different Al and Mg

compositions were fabricated using a batch-type galvanizing simulator. Various intermetallic compounds

including Zn, Zn/MgZn2 binary eutectic, Zn/Al binary eutectoid and Zn/Al/MgZn2 ternary eutectic phases were

formed in the coating layer. The surface and cut-edge corrosion resistance of the Zn-based alloy coating were

superior to those of the Zn coating. Zn-based alloy coating containing 15% Al and 3% Mg showed the best

corrosion resistance, with red rust formed on the flat surface after 120 hours in the salt spray test. The

corrosion products of the Zn-based alloy coating consisted of Simonkolleite (Zn5(OH)8Cl2·H2O), Hydrozincite

(Zn5(CO3)2(OH) and zinc oxide (ZnO). Al-containing corrosion products, Zn2Al(OH)6Cl2·H2O and Al2O3, were

formed when more than 5 wt% Al was added. Al-containing corrosion products improved the corrosion

resistance of the flat surface of Zn-based alloy coating, but did not affect corrosion resistance in the cut-edge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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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아연 도금 강판은 내식성이 우수하여 건축용 자재에서부

터 자동차 부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1-3]. 지구 온난화가 가속화되면서 청정 에

너지의 효율 증대 기술이 과학 연구 및 개발에서 가장 중

요한 의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도금 산업에서도 재료의 내

식성을 개선하여 자원의 사용량 저감 및 제품의 수명을 연

장시키는 기술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기울여왔다 [4-6]. 내

식성 향상에 의한 Zn 도금량 저감은 자원의 보존뿐만 아

니라 생산 비용의 절감효과 또한 크기 때문에 최근 대형

철강사 및 자동차사를 중심으로 Zn 또는 Zn 합금에 Mg

및 Al 등 이종 합금 원소를 첨가하여 제품의 내식성을 향

상시키는 기술 개발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7-10]. 서로 다른 이종의 금속을 액상으로 혼합하여 도금

할 경우 응고 과정 중에 다양한 금속간 화합물이 형성되므

로, 최적의 내식성 구현을 위해서는 성분에 따른 미세조직

의 거동에 대한 이해와 첨가성분에 대한 비율 최적화가 매

우 중요하다. 특히 Zn계 합금도금재의 경우 부식 초기

MgZn2 상의 우세한 양극반응과 함께 2원계 및 3원계 공

정상에서 부식이 시작되며, 공정 조직의 용해가 완료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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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n 단상영역에서 양극반응이 진행된다고 보고되는 등 Al

및 Mg 함유 도금재의 부식 거동은 금속간 화합물의 조성

및 형태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보고 된 바 있다 [11-

13]. 따라서 최적의 Zn 기반 합금 도금 조성 개발을 위해서

는 합금원소의 성분 변화에 따른 금속간 화합물의 미세구조

변화 거동과 부식 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것이 매

우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Al 및 Mg 성분변화, 특히 동

일한 Mg 성분 조건에서 Al 함유량 변화가 Zn계 합금 도금

층의 미세구조 및 내식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였다.

2. 실험방법

수직 침지형 용융 아연 도금 모사 장치를 활용하여 서로

다른 조성의 Al 및 Mg을 함유한 Zn계 합금 도금 강판을

제조하였다. 하부기판으로 편면에 60 g/m2의 Zn이 도금된

1.2 mm 두께의 아연도금강판을 사용하였으며 각각의 시편

을 30 × 150 mm2로 절단한 후 도금욕에 침지하여 도금하

였다. 도금 수행 전 기판 표면에 잔존하는 불순물 제거를

위해 절단된 시편을 아세톤, 에탄올 및 DI water에 각각

침지 한 후 5분씩 초음파 처리하였다. 도금욕 온도는 조성

별 용융 온도를 고려하여 420 ~ 500 oC로 조정하였다. 아연

도금 된 기판을 도금욕에 침지 한 후 약 5초간 진동을 가

하여 기존 아연층을 제거한 후 잔존하는 Al-Fe 금속간화

합물층 위에 합금도금층을 형성하였다. 도금 공정은 대기

중에서 이루어졌으며 강판의 이동속도 및 도금욕 내 유지

시간을 조절하여 각 조성별로 편면 기준 100 ~ 300 g/m2 범

위로 도금량을 제어하였다. 강판은 도금 후 대기상태에서

실온으로 냉각되었다. 그림 1에 본 연구에 사용된 Batch형

용융 도금 모사 장치를 도식적으로 나타내었다. 금속의 용

해를 위해 고주파 유도 용해로를 사용하였고, 지정된 크기

로 절단된 시험편을 시편 홀더에 장착한 후 용융 상태의

금속에 침지하여 도금하였으며 Controller를 이용하여 시험

편의 침지 시간 및 도금 속도를 제어하였다. 도금욕 및 도

금층의 조성은 유도결합 플라즈마(ICP) 방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값을 표 1에 나타내었다. 분석 결과

A3M3는 3.36%Al-3.1%Mg, A5M3는 5.6%Al-3.23%Mg

및 A15M3는 13.8%Al-3.12%Mg 조성을 갖는 도금층이

형성되었다. 주사전자현미경 (FE-SEM, SU6600, Hitachi)

및 전자빔 미세분석법 (EPMA, JXA-8500F, JEOL)을 사

용하여 도금층의 표면 및 단면의 미세구조를 관찰하였다.

도금된 시험편의 내식성 평가를 위해 35 oC에서 5% NaCl

염수를 1.5 ~ 1.8 ml/80 cm2으로 분무하는 ASTM B117 규

격에 맞추어 염수분무시험 (Salt spray test, SST, SUGA)

을 수행하였다 [14]. 부식 반응에 의해 형성된 부식생성물

의 미세구조 및 상 분석은 FE-SEM과 XRD (RINT-2000,

Rigaku)를 사용하여 실시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도금층 외관 및 미세조직

그림 2(a)-(d)는 서로 다른 조성을 갖는 Zn계 합금도금

강재의 외관을 나타낸다. 도금욕 제조 시 용융 Zn에 첨가

되는 Mg 및 Al의 함량이 증가함에 따라 도금욕 욕면에

부유하는 고체 드로스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도금욕

욕면에 부유한 고체 드로스가 도금재 표면에 흡착되어 표

면 요철 결함을 유발하였다. 육안 관찰 결과 그림 2에 보

이는 바와 같이 Al 및 Mg가 함유된 합금도금재 중

A3M3시편의 표면 결함이 가장 적었으며 도금욕의 유동성

도 타 조성 대비 높았다. 이는 A3M3 조성이 Zn계 합금

의 공정 조성에 근접하여 용융점 (336 oC)이 낮아지기 때

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Mg 대비 Al 함량이 높은 A15M3

조건의 경우 높은 도금욕 온도 (~500 oC)에서도 상대적으

로 많은 드로스 결함이 발생하였다.

그림 3(a)-(d)는 Al과 Mg 조성 변화에 따른 Zn계 합금

도금층의 FE-SEM 단면 사진을 나타낸다. 그림에 나타낸

Fig. 1. An illustration of batch-type hot-dip galvanizing simulator.

Table 1. Target and measured bath composition of Zn-based alloy
coatings.

Sample
Target (wt%) Result (ICP, wt%)

Al Mg Zn Al Mg Zn

Zn - - 100 - - 100

A3M3 3 3 3.36 3.1

A5M3 5 3 5.6 3.23

A15M3 15 3 13.8 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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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와 같이 100% Zn으로 이루어진 Zn 도금층 (그림.

3(a))과 다르게 Mg 및 Al 등 이종 금속을 첨가함으로써

Zn 단상 이외에 MgZn2, Zn/MgZn2 2원 공정상, Zn/Al 2

원 공석상 및 Zn/Al/MgZn2 3원 공정상과 같은 다양한 금

속간 화합물이 도금층 내에 형성되었다. EDS 분석 결과

참고문헌 15 및 16과 유사하게 Zn/MgZn2 2원 공정상은

100% Zn과 16.4%의 Mg을 함유한 MgZn2로 구성되었으

며 Zn/Al 상에는 23.4%의 Al과 1.23%의 Fe가 검출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15,16]. Al 및 Mg 함유량이 증가함에

따라 Zn 단상의 체적비는 감소하였으며 금속간화합물의 면

적은 비례적으로 증가하였다. A3M3 도금층의 경우 Zn 단

상이 존재하였으며 조대 Zn/MgZn2 공정상 및 Zn/Al/

MgZn2 금속간화합물이 균일하게 분포하였다. 그림 3(c)와

(d)에 보이는 바와 같이 동일한 3 wt%의 Mg 성분 조건에

서 Al 함유량이 5 wt% 이상으로 증가됨에 따라 합금 도

금층 내에 Zn/Al 공석상이 형성되었다. 특히 A15M3시편

의 경우 그 경향이 두드러졌으며 Zn/Al 공석상 주변에

MgZn2 금속간화합물이 광범위하게 분포하였다.

Al 및 Mg 조성에 따른 도금층 내 성분 분포를 알아보

기 위해 A3M3 및 A15M3 시편의 단면을 EPMA를 활용

하여 측정한 후 각각 그림 4(a) 및 (b)에 나타내었다. Al

및 Mg의 성분 분포를 통해 A3M3 도금층은 Zn 초정과

Zn/MgZn2 및 Zn/Al/MgZn2 공정상이 균일하게 분포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으며 A15M3의 경우 앞서 언급된 바

와 같이 조대 Zn/Al 공석상과 MgZn2 금속간화합물이 광

범위하게 형성되어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3.2 내식성 평가 결과

서로 다른 Al 및 Mg 조성을 갖는 Zn계 합금 도금재의

평판부 내식성 평가를 위해 염수분무시험(SST)을 진행하였

다. 그림 5는 본 연구를 위해 제작된 도금재에 대한 SST

시간 별 적청 발생 거동을 나타낸다. 그림 5에 보이는 바

와 같이, Al 및 Mg가 함유된 모든 합금 도금층의 내식성

은 Zn 도금재 대비 우수하였으며 Al 및 Mg 성분이 증가

할수록 내식성이 향상되는 경향을 보였다. Zn 도금재의 경

우 SST 평가 8시간 경과 후 도금층 표면에 적청이 발생한

반면 A3M3 및 A5M3은 72 시간, A15M3은 120 시간

경과 후 표면 적청이 발생하였다. Image analyzer를 이용

Fig. 2. Images of the Zn-Al-Mg coatings with different Al and Mg
content; (a) Zn, (b) A3M3, (c) A5M3, and (d) A15M3.

Fig. 3. Cross-sectional images of the Zn-Al-Mg coatings with
different Al and Mg content; (a) Zn, (b) A3M3, (c) A5M3, and (d)
A15M3.

Fig. 4. The element distribution in the Zn-Al-Mg coatings with
different Al and Mg content; (a) A3M3, (b) A15M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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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각 샘플별로 5% 적청 면적 발생 시간을 측정한 결과,

Zn는 24 시간, A3M3 및 A5M3은 120시간, A15M3은

150시간으로써 Zn계 합금 도금제품의 평판부 내식성이 Zn

도금재 대비 약 5 ~ 7 배 높게 평가되었다.

강판을 활용한 대부분의 구조물은 제품생산을 위해 절단

가공을 거치게 되며 따라서 절단면부 내식성은 매우 중요

하다. Zn계 합금 도금재의 절단면부 내식성 평가를 위해

100%Zn, 3%Al-3%Mg, 5%Al-3%Mg 및 15%Al-3%Mg

등 각각의 시험편을 절단한 후 SST 평가를 수행하였다.

시편 별 절단면의 동일한 염수 접촉면적 확보를 위해 마운

팅 후 polishing 처리하였다. 그림 6은 다양한 조성을 갖

는 실험재의 절단면부에 대한 SST 시간 별 부식 거동을

나타낸다. 평판부 내식성과 유사하게 Al 및 Mg 첨가 도금

재의 절단면부 내식성이 Zn 코팅재 대비 우수하였다. 그림

6에 보이는 바와 같이 절단면부의 적청 발생 시간이 평판

부 대비 빨랐으며 이는 절단면부의 경우 강재가 Zn 코팅

없이 부식성 대기에 직접 노출되기 때문이다. 도금되지 않

은 강재의 노출 부위와 양쪽면에 도금 되어있는 코팅층이

부식분위기에 동시에 노출되는 전단면의 특성상 부식이 진

행됨에 따라 양쪽면 도금층이 용출된 후 강판 노출 부위로

확산되며 확산된 도금층 성분은 산화된 후 안정적인 부식

생성물을 형성시킨다. 이렇게 형성된 치밀한 부식생성물은

추가적인 부식 진행을 억제하는 barrier 역할을 수행하여

도금강판의 절단면부 내식성 향상에 기여하는 것으로 판단

된다 [17]. 주목 할 만한 사항으로 매우 우수한 평판부 내

식성을 보인 A15M3 샘플의 경우 절단면부의 내식성이 다

른 합금도금재 대비 열위 하였으며 Zn 도금재와 유사한

전단면부 내식성을 보였다. 성분별 미세조직과 그에 따른 내

식성 평가결과를 토대로 A15M3 도금층내에 형성되는 Zn/

Al 2원 공석상은 평판부 내식성 향상에는 크게 기여하나 절

단면부 내식성 향상에는 기여하지 못함을 유추할 수 있다.

Al 및 Mg 조성에 따른 도금층 미세조직과 합금도금재의

평면부 및 전단면부의 내식성 변화에 대한 원인을 알아보

기 위해 도금층 표면에 형성된 부식생성물을 XRD를 활용

하여 분석하였다. 그림 7은 SST 96 시간 경과 후 Zn계 합

금 도금재의 표면에 형성된 부식 생성물에 대한 XRD 결과

를 나타낸다. Zn 도금재의 경우 심한 적청 발생으로 분석이

어려웠던 반면 Zn계 합금도금재의 경우 Simonkolleite

(Zn5(OH)8Cl2·H2O), Hydrozincite (Zn5(CO3)2(OH)) 및 산화

아연 (ZnO) 등의 부식생성물이 다량 검출되었다. 특히 심

한 적청이 발생되기 전(SST 24 시간 경과 후) Zn 도금재

Fig. 5. Red rust formation in Zn-Al-Mg coatings with different Al
and Mg content as a function of SST time.

Fig. 6. Red rust formation in the cut-edge area of Zn-Al-Mg
coatings with different Al and Mg content as a function of SST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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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면에 형성된 부식생성물과 비교 분석한 결과, Al 및 Mg

첨가에 의해 Simonkolleite peak의 강도가 매우 증가하는

경향이 관찰되었다. Simonkolleite는 내식성이 우수한 부식

생성물로 알려져 있으며 이러한 고내식 특성을 갖는 부식

생성물의 형성이 합금 첨가에 의해 촉진되는 것으로 판단

된다 [18,19]. 5 wt% 이상의 Al 첨가 시 상기 부식 생성

물 이외에 Al이 함유된 Zn2Al(OH)6Cl2·H2O 및 Al2O3 부

식생성물이 분석되었다. 특히 A15M3 시편의 경우 Al 함

유 부식생성물 증가가 두드러졌으며 이는 도금층 내에 형

성된 Zn/Al 2원 공석상의 부식에 의해 형성된 생성물로

판단된다. 전단면 내식성 평가 결과 상기 Al 함유 부식생

성물은 평판부 내식성 증가를 유도하였지만 강판이 노출된

절단면부의 내식성 향상에는 기여하지 못했다. 

성분별 미세조직과 그에 따른 내식성 평가결과를 종합하

여 볼 때, Zn계 합금도금재는 Zn/MgZn2 및 Zn/Al/

MgZn2 상에서 용해된 Mg2+ 및 Al2+ 양이온이 도금층 표

면의 음극 영역에서 석출하여 조밀하고 안정한 부식 생성

물(Simonkolleite 등)을 형성함으로써 내식성을 향상시켰으

며 Al 함량 증가 시 형성되는 Zn/Al 공석상은 평판부 내

식성 향상에는 기여하나 절단면부에서 용출되는 도금층의

확산을 억제하여 전단면부 내식성 향상에는 기여하지 못하

는 것으로 사료된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Al 및 Mg 조성에 따른 Zn계 합금 코팅

층의 미세조직 변화가 합금 도금 강재의 내식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였다. Al 및 Mg의 첨가로 Zn상 이외에

MgZn2, Zn/MgZn2 공정상, Zn/Al 공석상 및 Zn/Al/MgZn2

공정상과 같은 다양한 금속간화합물이 형성되었다. Zn계

합금 도금층의 평판부 및 단면부 내식성은 Zn 도금재 대비

우수하였으며 Al 및 Mg 성분이 증가할수록 내식성이 향상

되었다. Zn계 합금도금재의 부식생성물은 Simonkolleite

(Zn5(OH)8Cl2·H2O), Hydrozincite (Zn5(CO3)2(OH)) 및 산

화 아연 (ZnO)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5 wt% 이상의

Al 첨가 시 Zn2Al(OH)6Cl2·H2O 및 Al2O3 등 Al을 함유

한 부식생성물이 형성되었다. 연구 결과 Zn 기반 합금도금

재는 Zn/MgZn2 및 Zn/Al/MgZn2 등 Mg함유 금속간화합

물에서 용출된 Mg2+ 및 Al2+ 양이온이 도금층 표면의 음

극 영역에서 석출한 후 안정적인 부식 생성물을 형성함으

로써 내식성이 향상됨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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