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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이번 실험에서는 건식 도금방법을 이용한 알루미늄 도금강판의 조성 및 두께에 따른 내식성 평가를 염수분무 실
험을 통해 측정하였다. 실험 결과 도금 조성 내 Silicon의 조성이 증가할수록, 일반적인 건식도금 방법보다 조직 성장 시 
도금 층에 각을 주어 도금하는 것이 내식성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1. 서론 

알루미늄 도금강판은 일반적으로 용융도금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용융알루미늄 도금강판의 도금 층은 전형적인응
고조직으로 표면에 수지상 구조를 형성하고 소재와의 합금 상을 형성하고 있으며, 용융상태의 조성을 쉽게 변형시키지 못
하는 특성이 있다. 본 연구에는 건식 도금방법을 이용하여 Al과 Si 의 조성을 변화시키면서 알루미늄 도금강판을 제조하였
다. 또한, 도금 조성의 조직 성장시 각을 주어 성장시키는 OAD (Obilique Angle Deposition) Sputtering공법을 사용하여 기

존 건식 도금방법과 내식성 평가를 염수분무 실험을 통해 진행하였다. 

2. 본론  

본 연구의 실험은 염수분무실험을 통해 측정하였으며, Chamber내의 온도 35℃, 분무 압력 0.1MPa로 5%NaCl수용액을 분무 
량 1.5mL/hour의 속도로 분사하는 실험 조건으로 샘플크기 2cm x 2cm로 기계적 절단 후에 진행 되었다. 각 시편은 edge
방향에서의 침투의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edge에 Masking한 시편과 No masking된 시편으로 구분되었다. 시편은 시간당 부
식 변화를 관찰하기 위해 3시간 마다 측정되었다. 시편의 종류는 Table 1과 같다.
Table 1. 시편 종류

염수분무 실험결과는 다음과 같다.

Fig. 1. Masking시편 염수분무 실험 결과

Fig. 1와 같이 건식 도금강판보다 OAD Sputtering 도금강판의 내식성이 더 우수하게 관찰되었다. 그리고 도금두께가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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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수록 내식성이 우수하게 나타났다. 

Fig. 3은 건식 도금강판의 Making 처리를 한 도금강판과 하지 않은 도금강판의 내식성을 측정한 그래프이다. 실험 결과 

Masking을 한 시편의  내식성이 매우 우수하게 관찰되었다. 

3. 결론 

염수분무실험을 통해 각 조건별 알루미늄 도금강판의 내식성을 측정한 결과 일반 건식방법을 이용해 증착한 도금 강판보다 
OAD공법을 이용해 증착한 도금강판의 내식성이 우수한 것으로 관찰되었다. 같은 도금방식의 강판에서는 도금 층의 두께가 
두꺼울수록 내식성이 우수하게 나타났으며 Masking 처리를 한 도금강판이 Masking 처리를 하지 않은 도금강판보다 내식성
이 크게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도금강판의 부식은 수직방향 뿐만 아니라 전단면을 통한 수평방향으로도 진행
된 다는 것이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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