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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수환경 내 Zn-Al-Mg 합금도금강재의 공정조직 부식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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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o clearly understand the effect of the eutectic structure in the Zn-Al-Mg alloy coating on the

corrosion behaviors in chloride containing aqueous environments, a bulk Zn-MgZn2 sample was fabricated

by diffusion bonding process, and a variety of experiments, such as electrochemical polarization and

galvanic corrosion measurements, salt spray tests, and cyclic corrosion tests, were carried out. This study

revealed that the corrosion potential values of MgZn2 and Zn samples exposed to a 5 wt.% of NaCl solution

were approximately -1.5 and -1 VSCE, respectively, and the MgZn2 showed a higher corrosion current

density than Zn at the early stage of corrosion. The continued dissolution of MgZn2 phase from the

eutectic structure in the coating layer provides not only sacrificial protection, but also environmental

conditions for the co-formation of two types of corrosion products (simonkoleite (Zn5(OH)8Cl2·H2O) and

hydrotalcite (ZnAl2(OH)6Cl2·H2O)) which have an inhibiting effect on the outer surface. The formation

areas and kinetics of the two products on the coating surface were different, and they were greatly

dependent upon the types of eutectic structures in the coating layer. Based on the results, a modified

anti-corrosion mechanism of Zn-Al-Mg alloy coated steel sheet in chloride containing aqueous

environment was propo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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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아연도금강재는 철보다 환원전위가 낮은 아연이 먼저 부

식되면서 소지철의 부식을 억제하는 희생방식효과와 아연

기반의 부식생성물에 의한 장벽 효과로 철이 부식되지 않

도록 보호한다. 이러한 특성으로, 건축용 기자재부터 자동

차 부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산업 분야에 사용되고 있다.

용융아연도금은 방식 성능 및 경제성이 우수하지만 산업화

에 따른 부식 환경이 날로 악화되고 있고, 원자재 가격 상

승으로 아연에 소량의 합금을 첨가하여 내식성을 향상시켜

제품의 수명을 연장하고 자원의 사용량을 줄이기 위한 많

은 연구가 이루어져왔다 [1-3]. 아연에 알루미늄이 첨가된

합금도금강재가 1970년대 상용화 되었으며, 기존의 Zn-Al

합금도금재에 마그네슘을 첨가한 합금도금강재에 대한 연

구는 1980년대 말부터 연구가 진행되어 1990년대 말 일본

철강사의 ZAM, DymaZinc 등이 상용화되기 시작하였다.

구체적으로 JFE 사에서 Zn-Al-Mg 합금도금강재를 상용화

하였고, NSC 사에서 Zn-Al-Mg-Si 합금도금강재를 상용화

하였으며, 이후 국내 POSCO 사에서 기 개발된 도금강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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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토대로 Zn-Al-Mg 합금도금강재를 개발하였다. Zn-Al

합금도금강재에 Mg이 첨가되면 우수한 표면 내식성을 보

이면서 cut-edge부 및 가공부에 도금층 균열이 발생되어도

내식성이 개선되는 특성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4-7]. 이런 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메커니즘 연구가 다양하

게 진행되었으나 Mg 첨가에 따른 내식성 향상에 대한 정

확한 메커니즘에 대해서는 여전히 많은 의문들이 존재한다

. 우선, 부식환경에서 Mg이 용출된 후 수분과 반응하여 음

극 영역에서 알칼리도를 감소시켜 ZnO 생성물을 보다 치

밀한 부식생성물인 simonkollite (Zn5(OH)8Cl2·H2O)로 변

환시켜 내식성을 크게 향상시킨다는 연구보고 [8-11]가 설

득력을 얻고 있다. 실제로 도금층을 구성하는 합금조성에

따라 simonkollite 이외에 기타 다른 생성물의 형성이 가

능하며,  특히 Al  함량 증가 (>5wt%) 에 따라,

hydrotalcite (ZnAl2(OH)6Cl2·H2O)의 형성 및 방식효과에

대한 연구 또한 이루어진 바 있다 [12-14]. 이렇듯, 도금층

의 합금조성에 의해 부식생성물의 종류 및 특성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도금강재의 내식성 향상을 위한 최적 합

금조성 도출에 대한 연구가 다수 이루어져 왔으나, 특정

합금조성 하에서 형성되는 도금층의 미세구조에 의한 부식

생성물의 형성 메커니즘 및 내식성에 대한 연구는 미미하

다. 즉, 내식성을 결정하는 표면 부식생성물의 형성 메커니

즘 논의에 있어 도금층을 구성하는 미세조직적 측면에서의

이론적, 실험적 고찰이 부족하다. 

일반적으로, Zn-Al-Mg 합금도금강재의 도금층 미세구

조는 초정과 함께 Zn-MgZn2 2원공정상과 Zn-MgZn2-

Al 3원공정상이 형성되는 것으로 보고 [15-17] 되고 있

는데, 부식환경에 노출 시, 공정 구조를 구성하는 금속

간화합물의 낮은 전기화학적 전위에 기인한 우선 용출

현상이 보고된 바 있고, simonkollite의 형성이 결국 우

수한 내식성을 보증하는 주 원인으로 지목되었다 [18-

20]. 본 연구에서는 특정 합금조성의 도금층에서 기존에

보고된 simonkollite 이외에 다른 형태의 부식생성물의

형성 가능성 및 simonkollite와의 경쟁적/상호보완적 형

성을 통한 방식 메커니즘에 대한 분석적 논의를 수행하

고자 한다.

따라서, 소량의 Al 및 Mg이 첨가된 Zn 기반의 합금도

금강재를 대상으로, 도금층의 미세구조적 측면에서 염수 환

경 내 표면의 주요 부식생성물의 형성 및 방식 메커니즘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도금층의 대표적 미세구조

인 Zn-MgZn2 공정상을 확대모사하기 위해 고주파전기로

내 균질화열처리 및 열간접합공정을 통해 Bulk 시편을 제

작하여, 전기화학적 부식거동 분석을 통한 메커니즘 연구

를 수행하였고, 아울러 염수침지, 염수분무 및 복합염수분

무실험을 통해 시편 표면에 형성된 부식생성물을 명확히

분석하여, 선행연구와 다소 차별화된 방식 메커니즘을 제

시하고자 하였다.

2. 실험방법

2.1. 시편 정보 및 도금층의 미세구조 분석 

본 연구에서 사용된 도금강재는 (주) POSCO에서 생산

및 시판되고 있는 GI (Zn-0.03 wt%Al)와 PosMAC (Zn-3

wt%Mg-3 wt%Al)의 두 가지 용융도금강재이며, 전체 두

께, 도금층의 두께, 도금량 및 후처리 종류가 각각 1.2

mm, 1 µm, 60 g/m2 그리고 Chromate 처리된 동일조건으

로 생산된 시편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각 시편

들은 15 mm × 10 mm 크기로 절단하여 hot mounting 한

후 sand paper 및 연마제를 이용하여 연마하였으며, 연마

시 도금층의 산화를 방지하기 위해 에탄올을 사용하였다.

이후 도금층 미세구조 분석을 위해 전계방사형 주사전자현

미경 (Field emission-Scanning electron microscope, FE-

SEM)의 후방산란전자 (Back scattered electron, BSE) 모

드를 활용하였다.

2.2. 합금도금층 확대모사 시편 제작 및 부식특성 평가

Zn-Al-Mg 기반 합금도금층의 부식 메커니즘을 보다 명

확히 규명하기 위해, 2.1절에서 언급한 합금용융도금재의

도금층 미세구조 분석을 토대로, Bulk 크기의 Zn-MgZn2

2원공정형태의 도금층 확대모사 시편을 제작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5%Mg-Zn 시편과 pure Zn를 혼합하여

16 wt% Mg 조성의 합금을 quartz tube에 삽입 후 진공

봉입 후 고주파 전기로에서 분당 20 oC 승온하여 600 oC

에서 10분간 유지하고 공냉한 후 질소 분위기에서 380 oC

에서 10시간 동안 균질화 열처리하였다. 이후, 20 mm ×

20 mm × 10 mm 크기로 가공한 Zn와 MgZn2 시편을 적층

한 후 360 oC에서 0.5 kN으로 접합하여 Zn-Al-Mg 합금

도금강재 도금층의 Zn-MgZn2 2원공정 모사시편을 제작하

였다. 합금도금층 내 형성된 2원공정구조의 부식거동을 20

mm × 20 mm × 10 mm 크기의 순수 Zn와 MgZn2을 5

wt% 염수에 노출한 후, Potentiostat (Gamry, Reference

600)을 활용하여 갈바닉 전류 및 갈바닉 전위를 측정하였다

. 그림 1에서 갈바닉 부식실험의 개괄적 모식도를 나타내었

다. 구체적으로는 MgZn2 시편에 작업전극을 연결하고, Zn

시편에 기준전극 및 접지 케이블 연결하여 ZRA (Zero

resistance ammeter)법으로 갈바닉 전류를 획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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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내식성 평가 및 부식생성물 분석

두 가지 상용 도금강재의 내식성 평가를 위해 150 mm

× 70 mm 크기로 절단한 시편의 cut-edge 부를 테프론 테

이프로 sealing하여 염수분무실험 (salt spray test, SST)

[21], 그리고 복합염수분무실험 (cyclic corrosion test,

CCT)을 수행 후 각 시편 표면에 형성된 부식생성물의 형

상을 전계방사형 주사전자현미경의 후방산란전자 모드로

관찰하였으며, X-Ray 회절분석 (X-Ray Diffration, XRD)

을 활용하여 상 분석을 수행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상용 도금재의 도금층 미세구조 

두 용융도금재의 도금층 단면 미세구조 관찰결과 (그림

2), Zn 도금강재 (GI)의 경우 비교적 단순한 Zn 단상의

도금층 구조를 형성하고 있으나, Zn-Al-Mg 합금도금강재

의 도금층은 여러 상들이 혼재되어 보다 복잡한 구조를 형

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보다 확대된 영상을 통

해, 도금층/소지철 계면에 미세한 Fe2Al5 금속간화합물 층

의 형성 [22,23] 등을 부가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도금층 자체의 부식거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

며 계면부 금속간화합물 층의 형성 부분은 논외로 한다.

다소 복잡해 보이는 합금도금강재의 도금층은 크게 세 가

지 상 (Zn 초정, Zn-MgZn2 2원공정상, 그리고 Zn-

MgZn2-Al 3원공정상)으로 단순화시켜 구분 지을 수 있다.

Zn 도금강재와 비교하여 Zn-Al-Mg 합금도금강재는 용융

도금 후 응고 과정에서 도금층 전체에 부피분율 기준

70% 이상 공정상이 생성되는데, Zn 초정이 가장 먼저 생

성되고, Zn-MgZn2 2원공정상이 생성된 후 마지막으로 Al

이 응고 석출되면서 Zn-MgZn2-Al 3원공정상이 생성된 것

으로 예상되며, 염수환경 내에서 Zn 도금강재 대비 Zn-

Al-Mg 합금도금강재의 우수한 내식성의 경우 이러한 공정

조직의 부식거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짐작된다.

하지만 도금층 내 미세한 크기의 공정조직 자체의 부식거

동을 명확히 분석하기에는 실험적 한계가 존재하여, Zn-

MgZn2 모사 시편을 제작하였다.

3.2. Zn-MgZn2의 모사시편 제작 및 부식거동 분석

실험방법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고주파 용해 및 균질화

열처리를 통해 제작된 MgZn2 bulk 시편의 상 분석을 수

행하였고, MgZn2 단일상이 제대로 형성되었음을 확인하였

다 (그림 3). 

본 시편과 순수 Zn 시편을 대상으로 상온의 5% 염수환

경에서 동전위 분극 실험을 수행하였고, 각각의 부식전위

값이 대략 -1.0 VSCE와 -1.5 VSCE로 측정되었다 (그림 4).

즉, 순수 Zn 대비 MgZn2 시편이 전기화학적으로 보다 활

성영역으로 작용할 것으로 짐작할 수 있고, 두 이종소재가

전기적으로 coupling되어 존재할 경우, 갈바닉 부식에 대

Fig. 1. Simple schematic diagram illustrating the galvanic corrosion
test 

Fig. 2. Cross sectional morphologies of (a) GI and (b) Zn-Al-Mg
coated steel sheet

Fig. 3. X-ray diffraction pattern of MgZn2 speci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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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구동력이 존재하여 전류 값이 측정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는 두 소재를 도선으로 연결하여 갈바닉 부식실험

을 수행한 결과 (그림 5)로 확인되었다. 구체적으로, 갈바

닉 전위가 MgZn2의 부식 전위인 대략 -1.4VSCE에서 증가

되었고 Zn 시편 쪽에서 MgZn2 시편 방향으로 갈바닉 전

류의 흐름 (MgZn2 시편-작업전극, Zn 시편-기준전극 및

접지 연결하여 + 방향 전류 값 도출되어 MgZn2에서 Zn

시편으로 전자흐름)이 확인되었다. Zn와 MgZn2 시편 각각

의 부식전위 및 갈바닉 부식전류 값 도출 이외에 두 시편

을 열간접합하여 제작한 Zn-MgZn2 공정조직 확대모사 시

편을 대상으로 수행한 SST를 통해서도, 유사한 거동의 실

험결과가 도출되었다. 그림 6(a)에는 SST 전, 접합부 계면

의 형상을 보여주며, 고온접합과정 중 확산으로 인해 대략

5 μm 두께의 Mg2Zn11이 추가로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SST 후 표면형상관찰 (그림 6(b)-(d)), 및 EDS를 통한

Mg 성분 분석결과 (그림 6(e)), MgZn2 영역 뿐 아니라

Zn 영역 상부에서도 Mg 함량이 검출되었음을 토대로, 부

식반응 초기 전기화학적으로 보다 활성인 MgZn2가 우선

용출되어 공급된 Mg 및 Zn 이온이 산소가 포함된 수용액

및 Cl 이온 등과 반응하여 Mg을 포함한 부식생성물의 형

태로 인근영역인 Zn 상부에까지 석출된 것으로 짐작할 수

Fig. 4. Potentiodynamic polarization curves of Zn and MgZn2

specimens in a 5% NaCl solution.

Fig. 5. Measurements of the variation in (a) galvanic current density and (b) galvanic potential for MgZn2 coupled to Zn, measured in a 5
wt% NaCl solution.

Fig. 6. (a)-(d) Surface morphologies and (e) EDS analysis (Mg
contents) at five points (+1, +2, +3, +4, and +5) spaced 25 µm apart
from the interface of Zn-MgZn2 sample after (a) 0, (b) 3, (c) 6, and
(d) 12 h of S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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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Zn-MgZn2 경계부에서 25 μm 간격으로 EDS로 점분

석 결과, Zn 영역 상부에 형성된 부식생성물에서 Mg 성

분이 검출되었고, 부식환경에 노출된 시간이 증가함에 따

라 검출량 또한 증가하였다. 이상의 결과들로부터, 실제 도

금층의 Zn-MgZn2 2원공정구조 내 MgZn2 상에서 초기 용

출이 우선적으로 발생 (Eq. (1))하여 Mg 및 Zn의 양이온

이 형성되며, 이때 표면에 존재하는 전자는 상대적 음극

역할을 하는 Zn 상에서 O2와의 결합을 통한 음극환원반응

(Eq. (2))을 통해 소모되며, OH− 생성에 기인한 국부적

pH 증가로 인해 초기 부식생성물의 안정적 형성이 가능함

을 이해할 수 있다.

MgZn2 → Mg2+ + 2Zn2+ + 6e− (1)

O2 + 4e− + 2H2O → 4OH− (2)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Zn 영역 상부에 형성된 부식생성

물 층 내 Mg 성분의 검출이나, EDS 분석 만으로는 Mg

의 존재형태를 정확히 추측하기 힘들다. 다만, 저농도의 염

수환경 내 침지 후 XPS 분석을 수행한 선행연구 [24] 에

서는 최외각층 내 Mg(OH)2의 형태로 Mg 기반의 부식생

성물이 존재 가능함을 보고한 바 있다. 즉, Mg이

Mg(OH)2의 형태로 석출됨에 따라 치밀한 형태의 부식생

성물로 알려져 있는 simonkolleite의 열역학적 안정도를 높

이는 데에 기여하는 방식으로 내식성 향상을 가져온다는

것이다. 하지만, 본 연구와 같이 상대적으로 고농도의 Cl-

이 존재하는 환경 내에서, Mg 기반의 부식생성물의 형성

가능성과 형성형태가 동일할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또한, 고농도의 Cl- 조건 하에서 부식생성물 구조 내

Cl2를 포함하는 기타 다른 부식생성물의 추가적인 형성 가

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상용 도금강재를 대상으

로 추가적인 분석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보다 자세히 논의하고자 한다.

3.3. 상용도금강재의 부식거동 분석과 방식 메커니즘

도출

우선, 아연도금강재 (GI)과 합금도금강재 (PosMAC), 두

가지 상용도금강재의 내식성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SST를

수행하였고, 그림 7에 표면 형상 결과를 나타내었다. 많은

선행연구결과와 마찬가지로 Zn 기반 도금층 내, 소량의 Al

및 Mg의 첨가는 표면 적녹의 발생량을 현저히 감소시키며

내식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음을 명확히 확

인할 수 있다. SST 72시간 진행한 시편 단면부의 부식생

성물 형상확대 및 EDS 분석 결과 (그림 8)에서 Zn-

MgZn2 2원공정상 상부에 형성된 부식생성물에서는 Al 성

분이 극히 낮았으나, Zn-MgZn2-Al의 3원공정상 상부에 형

성된 부식생성물에서는 Al 성분이 높게 검출되었다. 이를

통해, 도금층을 구성하는 공정상의 종류에 따라 상이한 부

식생성물의 형성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는데, 그림 9의

SST 노출 시간 별 XRD 상분석에 나타난 바와 같이 두

Fig. 7. Surface view observation of the corroded samples after 24,
72, and 120 h of SST. 

Fig. 8. Cross section observation and EDS analysis at two points
(+1 and +2) on corrosion product of Zn-Al-Mg coated steel sheet
after 72 h of SST. 

Table 1. EDS quantitative analysis at each point marked on Fig. 8

Zn (wt%) Mg (wt%) Al (wt%) Cl (wt%) O (wt%)

Point +1 69.52 3.56 0.15 15.38 11.39

Point +2 62.27 1.10 4.94 14.03 17.65



615 대한금속 ·재료학회지 제58권 제9호 (2020년 9월)

주요 부식생성물의 형성 kinetics 또한 상이함을 판단할 수

있다. 즉, SST 24시간 진행된 시편에서는 Zn5(OH)8Cl2·

H2O이 단독 형성된 것으로 분석되나, 72시간 진행 이후부

터는 simonkoleite (Zn5(OH)8Cl2·H2O)와 hydrotalcite

(ZnAl2(OH)6Cl2·H2O)가 복합적으로 형성되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물론, Al 함량 (> 5%)이 높은 3원

계 합금도금강재의 경우 ZnAl2(OH)6Cl2·H2O의 형성이

보고된 바 있으나, Al 함량이 Mg 함량과 유사하게 낮은

성분계를 가지는 합금도금강재의 경우, 염수의 농도가

3.5% 이하의 조건에서 ZnAl2(OH)6Cl2·H2O이 형성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처럼 상

대적으로 고농도의 염수 조건 하에서 Zn5(OH)8Cl2·H2O

이외에 ZnAl2(OH)6Cl2·H2O 또한 복합적으로 형성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도금층의 미세구조적 측면에서

해석될 필요가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 합금도

금강재의 도금층은 Zn-MgZn2의 2원공정구조 이외에

Zn-MgZn2-Al의 3원공정구조로 이루어져 있고, 가혹한

부식환경에 노출될 경우, Zn-MgZn2의 2원공정에서는

Zn5(OH)8Cl2·H2O 형성되고, Zn-MgZn2-Al의 3원공정에서

Zn5(OH)8Cl2·H2O와 함께 ZnAl2(OH)6Cl2·H2O 이 추가적

으로 형성되는 것이다. 앞서 확인된 바와 같이 도금층의

공정구조 내 전기화학적 전위가 낮은 MgZn2 상으로부터

초기 용출 현상이 발생하고, Zn 및 Al 등의 음극영역에

서는 산소환원반응 (Eq. (2))을 통한 OH-의 공급이 이루

어지며 두 가지 형태의 부식생성물의 형성을 촉진하는 것

으로 이해될 수 있다. 즉, 초기 OH-의 공급은 주로

Zn5(OH)8Cl2·H2O의 형성을 촉진하며, MgZn2의 지속적

용출 및 OH-의 지속적 공급이 결국 3원공정구조 내 Al의

용출 (Eq. (3))로 이어질 수 밖에 없으며, Zn2+, Al3+, OH-

및 Cl-의 결합으로 ZnAl2(OH)6Cl2·H2O의 형성 (Eq. (4))

이 가능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Al → Al3+ + 3e− (3)

Zn2+ + 2Al + 6OH- + 2Cl-→ ZnAl2(OH)6Cl2·H2O (4)

두 가지 부식생성물 (Zn5(OH)8Cl2·H2O와 ZnAl2(OH)

6Cl2·H2O)의 형성 kinetics는 생성물 구성 및 화학적 결합

에 요구되는 이온들의 공급에 의해 크게 좌우되는 것으로,

Zn5(OH)8Cl2·H2O 대비 ZnAl2(OH)6Cl2·H2O의 형성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린 것으로 판단되나, 두 생성물 모두 본질적

으로 치밀한 구조 [13-14]를 형성하고 있어 후기 위험한

인자 (Cl-, O2)들의 침투로부터 장벽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내식성 향상에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요컨대, 두 가지 치밀한 형태의 부식생성물의 복합형성

에는 산소환원반응 (Eq. (2))을 통한 OH-의 공급이 이루어

져야 하는데, 이는 MgZn2 상의 지속적 양극용해반응을 통

한 전자의 공급이 수반되어야 한다. 즉, 도금층의 2원공정

(Zn-MgZn2) 및 3원공정 (Zn-MgZn2-Al) 구조 내 형성된

갈바닉부식 구동력에 의한 초기 희생양극적 거동과, 두 가

지 치밀한 부식생성물의 복합형성에 따른 후기 장벽 거동

이 고농도 염수환경 내 노출된 3원계 합금도금재의 방식

메커니즘으로 요약될 수 있다. 그림 10에 본 방식 메커니

즘을 간략히 요약하여 그림으로 표현하였다. 

다수의 선행연구에서는, 도금층의 합금조성과 내식성 간

상관성을 토대로 최적 합금조성 도출에 대한 내용이 지배

적이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특정 합금조성 하에서 형성되

는 도금층의 미세구조에 의한 부식생성물의 형성 특성에

초점을 맞추어 방식 메커니즘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학술

적 의의를 가질 수 있다. 결과적으로, 고농도의 Cl-이 존재

하는 환경 내 본 조성의 합금도금재 노출 시, 도금층을 구

성하는 2원 및 3원공정상 상부에 상이한 부식생성물이 각

각 형성되는데, 형성 kinetics 또한 상이하나 본질적으로

치밀한 구조 특성상 장기 내식성 향상에 크게 기여 가능하

Fig. 9. XRD pattern of Zn-Al-Mg alloy coated steel sheet, obtained
after 24, 72, and 120 h of SST.

Fig. 10. Schematic diagram illustrating the proposed anti-corrosion
mechanism of Zn-Al-Mg alloy coated steel sheet in chloride
containing aqueous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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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물론, Zn 기반 합금도금강재 내 Mg 및 Al, 그리고

제 4의 합금원소 첨가 및 함량 변화에 따른 미세구조의

차이가 방식 메커니즘에 어떠한 변화를 야기하는지에 대한

부분은 향후 추가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4. 결 론

소량의 Al 및 Mg이 첨가된 Zn 기반의 합금도금강재를

대상으로, 도금층의 미세구조적 측면에서 염수 환경 내 표

면의 주요 부식생성물의 형성 및 방식 메커니즘을 도출하

고자 Zn-MgZn2 공정상을 모사/제작하여 다양한 실험 및

분석을 수행하였고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Zn와

MgZn2의 부식전위는 각각 -1.0 VSCE
 과 -1.5 VSCE로 측정

되었고 MgZn2 영역이 높은 전류 밀도를 나타내며 양극으

로 작용하고, Zn는 상대적으로 음극으로 작용함을 실험적

으로 확인하였다. 도금층 을 구성하는 2원공정 (Zn-

MgZn2) 및 3원공정 (Zn-MgZn2-Al) 구조 내 형성된 갈바

닉부식 구동력에 의한 초기 희생양극적 거동과, 비록 형성

위치와 시점은 상이하나 simonkoleite (Zn5(OH)8Cl2·H2O)

와 hydrotalcite (ZnAl2(OH)6Cl2·H2O)의 두 가지 치밀한

부식생성물의 복합형성에 따른 후기 장벽 거동이 5 wt%

의 고농도 염수환경 내 노출에서 기존 아연도금강재 대비

3원계 합금도금강재의 우수한 내식성을 보증하는 방식 메

커니즘의 두 가지 구성요소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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