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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 아연 박막은 부식으로부터 강판을 보호하기 위해 널리 사용 되고 있으나, 산업의 발전으로 코팅의 사용 환경이 가

혹화 되어 박막 내식성의 향상이 요구 되고 있다. 최근 아연계 합금 박막의 개발을 통해 냉연강판의 내식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Zn/Mg/Zn 삼중층 박막을 합성하고 어닐링 열처리 온도에 따른 합금상의 

변화와 그에 따른 박막의 내식성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XRD와 동전위 분극 시험 결과, MgZn 상이 형성 된 박막은 

상대적 낮은 부식전위와 높은 부식 전류 밀도를 보였으며, 이는 MgZn 상 형성이 박막의 내식성 감소의 원인으로 작용한다

는 것을 나타낸다.

1. 서론 

 수세기동안 아연 박막은 부식으로부터 강판을 보호하기 위해 널리 사용 되었다. 그러나 최근 산업이 고도화 되고 사용 

환경이 가혹화 되어, 그에 따라 경제적이면서 더욱 우수한 내식성을 나타내는 박막이 요구 되고 있다. 최근 아연계 합금 

박막의 연구를 통해 박막 두께는 줄이면서 내식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Zn/Mg/Zn 

삼중층 박막을 합성하고 열처리를 통한 합금상의 변화, 그에 따른 박막의 내식성에 관해 연구하였다. 

2. 본론 

 본 연구에서는 비대칭 마그네트론 스퍼터링 방식을 통하여 Zn/Mg/Zn 삼중층 박막을 냉연강판 위에 합성하였고, 합성된 

박막은 진공로에서 각각 100, 200, 300 ℃에서 1시간 동안 어닐링 열처리 실시하였다. 합성된 Zn/Mg/Zn 삼중층 박막의 합

금상, 표면 미세조직, 조성 등을 분석하기 위하여 X선 회절 분석기(XRD)와 전계방출형 주사전자현미경 (FE-SEM)과 에너지 

분산 X선 분석장치 (EDS)를 사용하였다. 또한 염수분무시험과 동전위 분극시험을 통해 합성된 Zn/Mg/Zn 멀티레이어 박막

들의 어닐링 열처리에 따른 박막의 내식성 분석을 실시하였다. 

3. 결론

  XRD 분석 결과, 100, 200 ℃에서 열처리를 한 Zn/Mg/Zn 삼중층 박막에서는 MgZn2 상이 주로 형성되었으며, 300 ℃에서 

열처리를 한 시편에서는 MgZn 상이 주로 형성 되었다. 동전위 분극 시험 결과에서 MgZn 상이 형성 된 시편에서, 상대적

으로 낮은 부식 전위와 높은 부식 전류 밀도를 보였다. MgZn 상의 형성이 내식성 감소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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