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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공증착법에 의해 제작한 Mg박막의 몰포로지가 내식성에 미치는 영향

Influence of Morphology on Corrosion Resistance of Mg Thin films 

prepared by Vacuum Evaporation method at various press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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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실용금속 중 가장 가볍고, 비강도 및 방진성 등이 우수한 Mg을 증발금속으로 하여 무공해 PVD방법중 하나인 

진공증착(Vacuum Deposition)법으로 기판(Al 및 Zn기판) 상에 박막을 제작하였다. 부식환경 중 강판상의 마그네슘막은 

약 -1300mV/SCE의 비한 전위값을 가지며 →
 


  반응에 의해 기판의 부식을 방지한다. 본 실험에서 제작한 Mg막의 부

식시험 결과에 의하면 졀정입이 미세한 입상정의 몰포로지가 내식성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Mg코팅 제작 프로세스에 

대한 기초적인 설계 지침을 제시하였고 기존의 강판에서 대두되는 내식성에 대한 문제를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1. 서론

철은 단단하고, 가공성이 뛰어나며, 풍부한 매장량 때문에 인류의 역사와 함께 가장 많이 사용되는 금속이다. 생산된 철강제품은 선박, 

자동차, 건설을 비롯한 수많은 산업분야에 기초재료로 공급되며 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응용되어지고 있다. 하지만 스테인리스강 등과 

같은 일부 특수한 강을 제외하고는 부식환경에 매우 취약하므로 도금, 도장과 같은 표면처리를 통해 제품 수명을 연장하고자 하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기존의 습식 도금 방법으로 용융아연도금 및 용융알루미늄 도금이 널리 사용되는데 Zn은 우수한 희생양극작용으로 강재를 

보호하는 특성을 가지며, Al은 치밀한 산화피막을 형성함으로써 부식을 방지하고 염해가 많은 특정지역에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습식도금방법으로 

제작된 강판들은 내식성, 밀착성은 물론 불필요한 자원소모 및 환경오염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한편, Mg는 실용금속 중 비강도 및 가공성이 뛰어나며, 

이온화 경향이 우수해 철을 포함한 다양한 금속들의 부식을 방지할 수 있고, 저렴한 비용으로 재활용이 가능한 환경 친화적인 소재로 알려져 있다. 

 본 연구는 친환경 코팅 방법인 PVD(physical vacuum Deposition)방법의 한 종류인 진공증착법을 이용하여 Mg박막(thin film)을 제작하고 내

식특성 및 메커니즘을 해석하고자 하였다.

 

2. 본론

본 연구에서는 Mg막을 형성하고 내식특성을 평가하기 위해 진공챔버 내에서 압력별 조건에 따라 기판 위에 박막을 제작하였고, 

그 특성을 극대화 하고자 했다. 사용된 기판은 냉간압연강판(KSD 3512, SCP 1), 용융아연도금강판, 용융아연도금강판으로  두께 

약 0.1mm, 가로 30mm × 세로 60mm 이었다. 냉간 압연 강판의 경우 샌드페이퍼 2000번까지 연마하였고, 기판들은 공통적으로 아세톤 

초음파 세척 및 플라즈마 발생을 통한 이온 봄바드먼트(ion bombardment)를 이용해 표면 클리닝을 실시하였다. 박막형성 압력차에 따른 

몰포로지 형성을 위해 진공도 조건을 ×
  , ×

  , ×
 
Torr에서 예비가열 및 증발(Evaporation)전압을 인가하여 

박막을 제작하였다. 부식특성을 분석하기 위한 기초실험으로 (SEM, EDS, XRD) 및 평가를 위한 표면-단면 5%NaCl 용액 중 염수분무

(Salt Spray Test), GAMRY INSTRUMENTS사의 전기화학 측정 장비인 Interface 1000과 은/염화은(Ag/AgCl) 기준전극을 이용하여 탈기

된 3.5% NaCl 수용액에서 분극실험(Polarization) 및 3.5% NaCl 수용액에서 침지(Immersion test) 실험을 각각 실시하였다. 또한, Mg박막

의 밀착성을 평가하기 위해 K 5600-5-6기준에 의한 테이핑(taping)테스트를 진행하였다.

3. 결론 

일정시간 동안 프로세스를 진행할 때, Ar gas 압력이 큰 조건의 경우에는 낮은 경우에 비해 증착속도가 작아지고 상대적으로 막의 두께가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이때 Mg막의 몰포로지는 주상정(Columnar Structure)에서 입상정(Granular Structure)으로 변하며 그 결정입이 미세화 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부식시험 결과에 의하면, Ar gas 압이 높은 조건에서 제작한 표면의 결정입이 미세한 막의 경우가 내식성이 우수한 경향을 나타냈다. 또한 본 실험에서 제작된 

막의 내식성은 진공도에 따른 마그네슘 함량 및 몰포로지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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