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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용 써모스타트 하우징 피팅부상의 침전물(스케일)에 대한 고장분석을 실시하였다. 에너지분산형분석기와 전자현미
분석기를 이용하여 침전물이 부동액의 주요 첨가제 성분임을 확인하였다. 자세한 유기성분 분석을 위해 열분해 기체크로
마토그래피/질량분석을 수행한 결과, 침전물의 주성분이 벤조산이며, 소량의 아세토페논, 벤젠 및 페닐계 화합물 등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확인하였다. 더불어 침전물 생성 원인은 알루미늄 하우징과 고무호스 사이에 존재하는 틈새 공간에 부동
액 성분의 침전에 따른 틈새부식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런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써모스타트 하우징상의 침전물 
생성과 틈새부식을 재현할 수 있는 가속시험기법을 개발하였다. 가속인자(온도, 습도)를 변화시키면서 실제 가동조건을 
묘사하였다. 가속시험에서 얻은 침전물을 성분 분석을 통해 완벽히 재현되었음을 확인하였다.

The failure analysis of scales deposited on automotive thermostat housing has been carried out. Observations using energy 
dispersive spectroscopy and electron probe micro analyzer indicate that the main components of scales are some of additives 
of coolant used. For a detailed investigation of organic matters pyrolysis-GC/MS is employed. The result shows that the main 
organic component is benzoic acid and furthermore, a small amount of acetophenone, benzene and phenyl group is detected. 
Based on the results of failure analysis performed, the scales on automotive thermostat housing appear due to the deposition 
of coolant components, followed by crevice corrosion, into gap between housing and rubber horse. New accelerated test meth-
odology, which could mimic the scale formation and the crevice corrosion on thermostat housing, is developed considering 
the above results. In order to reproduce the real operating conditions, the accelerating factors, i.e. temperature and humidity, 
are changed and programmed. The reproducibility of the accelerated test proposed is confirmed after analyzing the scales ob-
tained from the accelerated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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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

  자동차 내부에서 발생하는 열은 보통 400∼500 ℃의 고열로 엔진의 

마모와 수명을 단축시킬 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고장을 유발시키는 주

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고장원인을 사전에 방지하

기 위해 자동차 내부에서 발생하는 열을 효과적으로 냉각시켜 엔진의 

손상을 최소화시키는 냉각 시스템이 필요하며, 이러한 시스템은 워터

펌프(water pump), 써모스타트(thermostat), 라디에이터(radiator), 쿨링팬

(cooling fan) 등의 장치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써모스타트 하우징은 

알루미늄 소재로 비중이 작고 열전도도가 좋으며, 가공성이 우수하여 

자동차용 부품 이외에도 항공기, 선박 등에 널리 사용된다. 또한 알루

미늄은 반응성이 우수할 뿐만 아니라[1] 공기에 노출되면 표면에 매우 

단단하고 투명한 얇은 산화층 즉, 산화 알루미늄 층을 형성하여 알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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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늄 기재를 부식으로부터 보호한다[2]. 이러한 알루미늄은 산화되어

도 녹이 투명해 육안으로 잘 보이지 않아 부식이 발생하지 않는 것처

럼 보이지만, 자동차용 써모스타트 하우징의 알루미늄 부식은 부동액 

누수 및 엔진 손상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심도 있게 다루어야 할 문제

이다.
  알루미늄 부식은 여러 가지 요인으로 유추할 수 있다. 먼저, 알루미

늄 부식은 온도와 집적적인 관련이 있으며, 높은 온도 조건하에서 알

루미늄 부식이 더욱 활성화 된다. Tabrizi[3]는 온도 상승에 따른 알루

미늄 부식과의 관계를 연구를 통해 증명한 바 있으며, 액체의 산성이

나 알칼리성의 정도를 나타내는 pH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는 보고

가 있다[3-6]. 또한 냉각 시스템 내에 존재하는 먼지, 스케일, 또는 축척

된 모래 입자에 의해 부식이 유발되기도 하는데[7], L. Niu는[8] 에틸렌

글리콜과 물의 혼합용액에서 이 유체의 흐름성과 침적된 모래 입자들

에 의한 알루미늄 부식의 상관성을 연구하였다. 최근 들어 이러한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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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oolant Types used for Accelerated Test
Sample Part no.

Coolant I H-service 
Coolant II Q1030002 
Coolant III VC-7-A

Coolant IV Mixture

Figure 1. Photograph showing scales and crevice corrosion on the 
failed thermostat housing.
Figure 1. Photograph showing scales and crevice corrosion on the 
failed thermostat housing.

Figure 2. Schematic diagram of an accelerated testing system developed. 

루미늄 부식의 원인을 좀 더 구체화하고자 하는 다양한 이론과 실험적 

모델이 소개되었고 일부 연구에서는 타당한 결론을 얻었다[9-12]. 하지

만 에틸렌글리콜과 물의 혼합용액 다시 말해 부동액 사용에 의한 알루

미늄 부식과의 관계 규명 시에 이를 적용하기 어렵고 제한적으로 보인

다[13,14].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동차용 써모스타트 하우징 표면에 침전물 

생성과 부동액 누수가 발생한 고장품을 수집하여 고장분석을 수행함으

로써 고장원인을 규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에너지분산형분석기

(EDS), X-선 형광분석기(XRF), 열중량분석기(TGA), 열분해 기체크로마

토그래피/질량분석기(pyrolysis-GC/MS), 그리고 전자현미분석기(EPMA) 
등을 사용하였다. 고장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써모스타트 하우징의 침

전물 생성과 틈새부식을 가속 재현할 수 있는 시험법을 제안하였으며, 
써모스타트 하우징의 침전물 생성과 틈새부식 메커니즘에 대해 토의하

였다. 

2. 실    험

  2.1. 재료

  자동차용 써모스타트 하우징상에 침전물과 틈새부식으로 인해 부동

액의 누수가 발생한 고장품을 차종과 운전이력을 기록 후 수집하였다. 
가속재현시험 시에는 부동액을 제외한 써모스타트 하우징, 고무호스, 
클램프는 동일한 제품을 사용하였다. 사용된 고무호스의 재질은 

Ethylene Propylene Diene Terpolymer (EPDM)이다. 가속재현시험을 위

해 서로 다른 4종의 부동액을 준비하였다. Coolant I은 상업적으로 판

매되고 있는 현대자동차 A/S용 부동액이며, Coolant II는 유럽산 부동

액, Coolant III는 미국산 부동액이다. 또한 Coolant IV는 Coolant I, II와 

III를 1 : 1 : 1 (vol%)로 혼합하여 준비하였다(Table 1).

  2.2. 고장품 분석

Figure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동차용 써모스타트 하우징 표면

에 침전물 및 스케일이 유발된 하우징 고장품을 회수한 후, 클램프

와 고무호스를 분리하였다. 표면에 생성된 침전물을 파우더 형태

로 조심스럽게 샘플링한 후, 전자주사현미경(SEM)을 통해 침전물

의 표면을 관찰하였다. 또한 EDS, EPMA, pyrolysis-GC/MS 분석으

로 유⋅무기물 성분을 조사하였으며, TGA 분석으로 침전물의 열

적특성을 파악하였다. 

  2.3. 가속재현시험

  자동차용 써모스타트 하우징상의  침전물 생성과 틈새부식은 고온

의 부동액 접촉에 의한 알루미늄 하우징과 고무호스 체결부 사이의 틈

에서 발생하는 현상이다. 따라서 실제 자동차 운전 조건과 동일한 환

경을 재현시키고자 Figure 2와 같이 재현시험 장치를 설계하였다. 주사

기를 이용하여 4종의 부동액을 2 mL씩, 주 3회 주입시켰다. 보다 용이

한 틈새부식 환경을 만들기 위해 고무호스를 stopper 윗부분까지 올려 

클램프를 체결하였다. 실제 운전조건을 묘사해 주기 위해 Vötsch사의 

항온-항습 챔버 VC7034를 사용하여 온도와 습도를 변화시켰다(Figure 
3(a), (b)). 재현시험 기간은 시험 시작 일을 기준으로 6, 10, 14주이며, 
그 이후 하우징에 체결되어 있는 고무호스와 클램프를 분리하여 시간

경과에 따른 침전물의 생성정도를 확인하고 성분 분석을 수행하였다. 

  2.4. 성분 분석

  2.4.1. XRF 분석

  Seiko Instruments사의 SEA5120 X-선형광분석기로 사용된 부동액의 

종류와 구성성분을 확인하였다. 가속전압은 15 kV와 50 kV로 측정하

였다. 물을 혼합하지 않은 원액의 부동액을 가열로에서 800 ℃까지 서

서히 올려가면서 증발 건조 시켰으며, 최종적으로 800 ℃에서 약 5 h 
정도 유지시킨 후, 잔여물을 회수하여 분석하였다. 

  2.4.2. SEM-EDS 분석

  JEOL사 JSM-6700F 전자주사현미경을 사용하여 침전물의 모폴리지

(morphology)를 확인하였다. 이때 가속전압은 5 kV이며, 시료를 백금 

코팅 처리한 후 관찰하였다. 위와 동일한 가속전압으로 Thermo 
NORAN 에너지분산형분석기을 사용하여 침전물의 원소성분을 분석

하였다. 

  2.4.3. EPMA 분석

  JEOL사의 JXA-8100 전자현미분석기를 사용하여 침전물의 성분을 

재차 확인하였으며, 가속전압은 20 kV으로 측정하였다.

  2.4.4. TGA 분석

  TA사 Q500 열중량분석기로 질소 분위기하에서 재현침전물과 고장

품에서 회수한 침전물을 상온에서부터 900 ℃까지 승온하여 침전물에 

존재하는 유기물과 무기물의 함량을 확인하였다. 승온 속도는 10 ℃
/min으로 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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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ure 3. Experimental conditions during accelerated test : (a) temperature 
vs. time, and (b) humidity vs. time. 

Table 2. Conditions of Temperature-separated Pyrolysis-GC/MS Analysis 
for Coolant I

Step Temperature range (℃)

i 60 to 150 
ii 150 to 330 
iii 330 to 400 
iv 400 to 560 

Table 3. XRF Results of the Coolants used in This Study

Atom Coolant I
(wt%)

Coolant II
(wt%) 

Coolant III
(wt%)

Na 16.3 81.2 83.4
Si 9.1 10.3 9.2
P 16.4 - -
K 57.9 2.4 1.1

Etc Mn, Fe Fe, Zn, Ca Ca, Fe

  2.4.5. Pyrolysis-GC/MS 분석

  기체크래마토그래프(GC)와 열분해기(pyrolyzer)는 각각 Agilent사의 

6890 N과 Frontier LAB사의 2020 iD를 사용하였다. 또한 질량분석검출

기(MS)는 Agilent사의 5973N 모델을 사용하였다. 열분해 온도와 계면 

온도는 각각 500 ℃와 320 ℃이며, 분위기 가스로 헬륨(He)을 사용하였

다. 또한 열분해기 유입구(inlet)의 split ratio와 split flow는 각각 100:1과 

89.5 mL/min로 설정하고 컬럼은 5% diphenyl과 35% dimethyl 
polysiloxane의 고정상으로 구성된 Ultra ALLOY-5 모세관을 사용하였

다. 또한 GC는 50∼320 ℃의 온도구간에서 10 ℃/min의 승온 속도로 

분석하였다.
  추가적으로 Coolant I에 함유된 유기성분을 구체적으로 관찰하기 위

해 온도구간별 성분 분석을 수행하였다. 온도구간별 측정 범위는 TGA 
결과를 고려하여 Table 2와 같이 세분화 하여 측정하였으며, 분석 전 

부동액 내 존재하는 수분 제거를 위해 시료를 120 ℃ 오븐에서 약 24 
h 동안 건조하였다. 건조된 시료는 승온 속도 10 ℃/min로 분석하였으

며, Step i의 분석 완료 후, 같은 방법으로 온도구간 ii∼iv에서 반복 측

정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부동액 분석

  자동차용 부동액의 주성분은 에틸렌글리콜(EG)과 디에틸렌글리콜

(DEG), 트리에틸렌글리콜(TEG) 등이 있으며, 부식 방지제와 산화방지

제 등의 다양한 첨가제를 혼합함으로써 추가적인 기능을 부여한다. 부
동액은 부식방지제의 성분에 따라 크게 인산염계, 질산염계, 유기산염

계, 붕산염계의 부동액으로 구분된다. 본 연구에서는 서로 다른 부동

액을 사용함으로써 부동액 종류에 따른 침전물 생성의 상관관계를 고

찰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사용된 Coolant I, II, III을 X-선 형광분

석기를 이용하여 구성 성분을 분석하여 Table 3에 정리하였다. Coolant 
I에서는 Na, Si, K, P가 검출되었으며, 그 외 Mn, Fe가 검출되었다. 여
기서 P와 K는 부식 생성을 방지하기 위해 첨가된 방청제 성분으로 보

이며, Na는 pH 조절제로 사용된 수산화나트륨의 성분이고 Si는 실리

콘 소포제(silicone antifoaming agent)에 의해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Coolant I은 16.4 wt%의 P 성분이 검출된 것을 미루어 인산염계 부동액

임을 확인하였으며, Coolant II와 Coolant III에서 P가 전혀 검출되지 않

은 것으로 보아 Coolant I과는 이종의 부동액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Coolant I에 함유된 화합물의 성분을 좀 더 세밀하게 분석하기 위해 

Table 2와 같이 온도구간으로 세분화하여 분석하였다. Pyrolysis- 
GC/MS 측정결과 Figure 4와 같은 다양한 유기물 성분이 검출되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침전물 생성과 틈새부식을 유발시키는 유기성분을 중

심으로 실험결과를 설명⋅고찰하고자 한다. Coolant I을 pyrolysis- 
GC/MS로 분석한 결과, Step i과 ii에서 부동액의 주성분인 EG, DEG, 
TEG 및 벤조에이트(benzoate)가 검출되었으며, Step iii과 iv에서 벤조

티아졸(benzothiazole)계 화합물과 페닐계 화합물 등이 검출되었다.  
  Coolant I는 EG, DEG, TEG을 주성분으로 벤조산(benzoic acid), 벤조

티아졸계 화합물 및 기타 첨가제를 혼합하여 제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벤조산은 수산화나트륨(NaOH)을 가지고 pH를 적정함으로써 

Figure 5(a)와 같은 무기계 벤조에이트(benzoate)의 형태로 전환하여 사

용한다. 또한 이러한 방법으로 제조된 부동액은 물과 함께 혼합하여 

사용함에 따라 쉽게 이온화 되며, Figure 5(a) 형태로 존재하던 무기계 

벤조에이트가 방청제 성분 중 하나인 K와 반응함으로써 Figure 5(a) 혹
은 Figure 5(b) 두 가지 형태로 존재하게 된다. 이러한 무기계 벤조에이

트들은 틈새부식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수소이온들과 이온교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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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Figure 4. Temperature-separated pyrolysis-GC/MS for Coolant I : (a) Step i, 60 to 150 ℃, (b) Step ii, 150 to 330 ℃, (c) Step iii, 330 to 400 
℃ and (d) Step iv, 400 to 560 ℃.

   

            (a)                        (b)

                            (c)
Figure 5. Benzoate types and benzoic acid  existed in Coolant I : (a) 
sodium benzoate, (b) potassium benzoate and (c) benzoic acid.

Figure 5(c)와 같은 벤조산의 생성을 용이하게 한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물에 대한 벤조산의 용해도는 상온에서 3.4 g/1000 mL인 것에 

반해 벤조에이트의 용해도는 53.0 g/100 mL으로서[15] 벤조산이 벤조

에이트에 비해 수용성이 현저히 낮기 때문에 쉽게 침전된다[16]. 따라

서 써모스타트 하우징 침전물의 생성원인은 부동액 내에 존재하던 벤

조에이트 성분이 벤조산으로 전환되면서 하우징 표면에 침전물로 침

적된 것으로 판단된다.

  3.2. 고장품 분석 

  고장품에서 회수한 침전물의 표면을 전자주사현미경으로 확인한 결

과, Figure 6(a)와 같이 침전물들이 서로 응집되어 알갱이 형태를 이루

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를 EDS로 성분 분석을 수행한 결과는 

Figure 6(b)와 같으며, 고장품에서 회수한 침전물의 주성분은 K, Na, P, 
Al으로 나타났다. 고장품 분석의 주성분인 Al은 써모스타트 하우징이 

부동액 및 고온의 열에 장기적으로 노출되어 알루미늄 산화가 가속화

됨에 따라 하우징 표면에 누적됨으로써 검출된 것으로 사료된다. 이 

외 고장품에서 검출된 Na, K, P, Si 원소는 앞서 XRF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부동액의 pH 조절제 및 부식방지제와 소포제에 의해 일부 검출

된 것으로 보이며, 그 밖에 Cu, Fe, Zn가 소량 검출되었다.
  또한 EDS 분석을 통해 확인된 원소들을 분해능(resolution)이 보다 

좋은 전자현미분석기(EPMA)로 재확인한 결과, C, O와 같은 유기물 성

분과 Na, K가 더불어 검출되었으며, 알루미늄 부식 침전물로 인한 Al 
성분 및 인산염계 부동액 사용에 따른 P 성분이 검출되었다. 이의 분

석결과는 EDS 성분 분석 결과와 정확히 일치함으로써 EDS 분석의 신

뢰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Figure 7은 고장품에서 회수한 침전물의 열적거동을 보여준다. TGA
를 통해 확인한 스펙트럼은 총 3단계의 중량 감소를 보였다. 초기 중량 

감소는 시료 내에 존재하는 수분의 증발에 의한 것으로 사료되며[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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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ure 6. SEM and EDS analyses of scales on the failed thermostat 
housing.

   

Figure 9. Photograph showing scales and crevice corrosion reproduced 
by the accelerated test.

   

Figure 8. Pyrolysis-GC/MS spectrum of scales on the failed thermostat 
housing.

   

Figure 7. TGA profile of scales on the failed thermostat housing.

두 번째 큰 폭의 중량 감소와 마지막 단계의 무게 저하는 부동액 내에 

혼합되어 있는 첨가제 및 기타 화합물들의 분해 및 휘발에 의한 것으

로 보인다. 더불어 침전물을 900 ℃까지 승온하여 실험한 결과, 최종 

잔유물은 초기 시료량의 약 60% 정도만이 잔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ure 8은 고장품에서 회수한 부식침전물의 pyrolysis-GC/MS 분석

결과로서 주성분으로 벤조산이  검출되었다. 벤조산은 Figure 5(c)의 

형태로 존재하며,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벤조에이트 성분보다 침적이 

용이하기 때문에 하우징 표면에 누적된다. 이외 소량의 아세토페논

(acetophenone), 벤젠(benzene), 페닐계 화합물(biphenyl)이 더불어 검출

된 것으로 보아 Figure 5(a)와 5(b)와 같은 벤조에이트 형태의 화합물도 

함께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기타 열분해 부산물도 추가로 

검출되었다. 

  3.3. 가속재현시험 

  Figure 2와 같은 장치를 사용하여 고장품에서 관찰된 침전물과 틈새

부식을 재현할 수 있는 가속시험법을 개발하였다. 가속재현실험 결과, 
재현시험 6주차의 경우 4종류의 부동액 모두 재현침전물이 생성되지 

않았으며, Coolant II와 III는 재현시험을 완료한 14주차에서도 침전물

이 생성되지 않아 본 연구의 결과에서 제외하였다. 재현품 표면의 침

전물을 고장품과 동일한 방법으로 채취한 후, SEM을 이용하여 관찰하

였다. Figure 9는 가속재현시험 중 가장 많은 침전물이 생성된 Coolant 
I-14주 시료의 재현침전물로서 육안 상으로 고장품의 침전물 양상

(Figure 1)과 유사함을 확인하였다.  
  SEM과 EDS를 이용하여 재현침전물의 모폴로지와 성분을 확인하였

다. Figure 10은 Coolant I와 IV의 재현주기 10, 14주 재현침전물의 SEM 
사진으로 모든 재현침전물은 고장품과 동일한 모폴로지를 이루고 있

음을 확인하였다. Figure 11(a)와 11(b)는 10주차 재현시험을 통해 얻어

진 Coolant I과 Coolant IV의 재현침전물의 EDS 측정결과로써 고장품

과 비교하여 볼 때 K, Na, Al는 동일하게 검출되었으나, P는 검출되지 

않았고 14주차 시료인 Figure 11(c)와 11(d)에서 P이 검출되기 시작하

였다. 이는 재현주기 10주부터 알루미늄 부식이 유발되고 그 이후 비

교적 소량 성분의 P가 틈 내부에 침적⋅고형화 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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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Figure 10. SEM micrographs of scales reproduced by the accelerated test : (a) Coolant I-10 weeks, (b) Coolant IV-10 weeks, (c) Coolant I-14 
weeks and (d) Coolant IV-14 weeks.

    

  (a)                                         (b)

    

  (c)                                         (d)
Figure 11. EDS spectra of scales reproduced by the accelerated test : (a) Coolant I-10 weeks, (b) Coolant IV-10 weeks, (c) Coolant I-14 weeks 
and (d) Coolant IV-14 weeks.

  Coolant I-14주와 Coolant IV-14주 재현침전물의 열적거동을 Figure 
12(a)와 12(b)에 나타내었다. 두 침전물 모두 3단계의 중량 감소를 보이

며, 최종 잔유량은 각각 약 45%, 53% 정도로 나타났다. 첫 번째 수분 

증발에 의한 중량 감소와 두 번째 넓은 범위의 중량 감소는 벤조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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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ure 12. TGA spectra of the deposit : (a) Coolant I-14 weeks and (b) Coolant IV-14 weeks.

   

(a)                                             (b)

   

(c)                                             (d)
Figure 13. Pyrolysis-GC/MS spectra of scales reproduced by the accelerated test : (a) Coolant I-10 weeks, (b) Coolant I-14 weeks, (c) Coolant 
IV-10 weeks and (d) Coolant IV-14 weeks.

끓는점이 249.2 ℃[15]인 것을 미루어 볼 때 벤조산의 열분해 피크이

며, 마지막 단계의 중량 감소는 벤조에이트의 열분해에 의한 biphenyl
과 terphenyl의 스펙트럼으로 보인다. Figure 12(a)와 12(b)의 두 스펙트

럼을 고장품의 스펙트럼(Figure 7)과 비교하여 보았을 때 최종 잔류량 

및 중량 감소량의 차이는 다소 있으나, 고장품의 TGA 스펙트럼이 

Coolant I-14주 스펙트럼과 거의 유사하며, 이는 앞선 EDS 결과에서도 

보았듯이 고장품에서 회수한 침전물의 성분을 재현시험 14주차에서 

완벽히 재현되었음을 보여준다. 
  Coolant I 사용에 따라 생성된 10, 14주차 재현침전물의 pyrolysis- 
GC/MS 분석 결과인 Figure 13(a)와 13(b)는 고장품에서와 동일한 벤젠

(benzene), 아세토페논(acetophenone), 벤조산(benzoic acid)이 모두 검출

되었다. 한편 Coolant IV의 경우, 벤조산이 Coolant IV-10주 재현침전물

에서는 관찰되지 않았지만(Figure 13(c)), Coolant IV-14주 재현침전물

에서는 벤조산이 검출되었다(Figure 13(d)). 이를 검정하기 위해 각 시

료 당 벤조산이 검출되는 체류시간을 기준으로 스펙트럼 변화를 조사

하였다(Figure 14). 질량분석기를 통한 벤조산의 검출 여부는 전자빔에 

의해 조각난 이온들의 질량 대 하전비를 나타내는 m/z값으로 확인할 

수 있다. Coolant I-10주, 14 및 Coolant IV-14주 재현침전물에서는 벤조

산의 특성피크로 볼 수 있는 m/z값 122에서 강한 피크를 확인하였다

(Figure 14(a), (b), (d)). 반면, Coolant IV-10주 재현침전물 시료에서는 

상대적으로 미약한 m/z값 122의 특성피크에 기인하여 질량분석기상에

서 벤조산이 검출되지 않았다(Figure 14(c)). 위의 실험결과를 볼 때,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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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c)                                                (d)
Figure 14. Mass spectra of scales reproduced by the accelerated test : (a) Coolant I-10 weeks, (b) Coolant I-14 weeks, (c) Coolant IV-10 weeks 
and (d) Coolant IV-14 weeks.

   

Figure 15. Mechanism of scale formation and crevice corrosion onto 
aluminum substrate.

현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벤조산의 생성량이 증가함을 확인하였으며, 
혼합 부동액으로 이루어진 Coolant IV의 결과와 비교하였을 때, 순수 

Coolant I을 사용한 재현시험의 경우가 벤조산의 생성이 더욱 용이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써모스타트 하우징 부식침전물은 첨가제의 종

류와 함량 및 시간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판단된다.

4. 토    의

  4.1. 침전물 생성과 틈새부식 메커니즘[18,19]
  자동차용 써모스타트 하우징은 고온의 부동액 및 수분에 의한 부식 

환경을 형성하고 특정 부분에 침전물의 생성 및 국부적인 틈새부식이 

유발된다. 자동차용 써모스타트 하우징 표면의 침전물 생성 및 틈새

부식은 Figure 15와 같이 설명할 수 있다. 
  금속 또는 합금으로 만들어진 볼트, 리벳, 와셔 등과 같은 조임 기

구 또는 침전된 먼지, 모래 등의 불용성 고체, 그 외 비금속 개스킷 

혹은 패킹 등 금속과 금속 사이의 틈에서 발생하는 부식을 틈새부식이

라 일컬으며, 금속과 비금속 사이의 틈에서 금속 표면에 발생하는 부

식은 침전부식 또는 개스킷부식이라 일컬어지기도 한다. 금속 표면의 

틈이 물을 흡수한 경우에는 외부 표면은 건조하더라도 틈새부식을 일

으킬 수 있다[20]. 본 연구 역시 이와 유사한 사례로써 알루미늄 하우

징과 고무호스 사이의 틈에 부동액이 흘러들어가 침적되면서 틈새부

식을 유발한 경우이다. 일정량의 산소와 수분이 존재하는 알루미늄 하

우징과 고무호스 틈새 사이에서 초기 반응물질인 알루미늄 이온이 식 

(1)과 같이 생성되며, 식 (1)의 반응을 거쳐 생성된 Al3+ 이온은 식 (2)
와 같이 수화 반응(hydrolysis)으로 Al(OH)3 층을 생성한다. 또한 식 (2)

와 같은 반응경로를 통해 연쇄적으로 생성된 H+이온은 부동액 내에 존

재하는 Na+ 및 K+와 이온교환 반응을 거쳐 벤조산을 생성시킴으로써 

불용성의 침전 생성물을 만들어 낸다(식 (3)). 유기산의 일종인 벤조산

은 일부 연구에서 부식방지제로서의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지만

[21].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볼 때 아래 식과 같은 부식 반응경로를 

통해 생성된 벤조산의 경우 부식방지제의 효과보다는 용해도가 낮은 

단점으로 인한 침전물 생성과 이에 따른 틈새부식의 효과가 더 큰 것

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반응경로로 생성된 침전물이 부동액 유입경로

에 누적되거나 알루미늄 표면의 산화 피막층(Al2O3)이 약한 부분에 도

입되면서 온도, 습도 등의 기타변수들과 함께 틈새부식을 일으키는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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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이 되며, 틈새부식으로 인한 공식(corrosion pit)이 일부 발견된다[16].

Al → Al3+ + 3e 식 (1)
Al3+ + 3H2O → Al(OH)3(s) + 3H+ 식 (2)

COONa or   K
H+

COOH 식 (3)

더불어 써모스타트 하우징상의 침전물 생성과 틈새부식 후, 부동액 

누수현상에 관한 누수 메커니즘의 규명을 위한 연구가 전체 시스템관

점에서 추가적으로 진행 중에 있다. 

5. 결    론   

  자동차용 써모스타트 하우징 표면에 생성된 침전물 성분을 분석하

고 고장원인을 조사하였다. 고장품의 침전물을 에너지분산형분석기를 

통해 성분 분석한 결과, 부동액의 첨가제로 사용된 유⋅무기물 성분과 

써모스타트 하우징의 틈새부식으로 인한 알루미늄이 검출되었다. 
Pyrolysis-GC/MS 분석 결과, 침전물 생성과 틈새부식의 주요원인으로 

추정되는 벤조산이 검출되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고장품

과 같은 침전물과 틈새부식을 재현할 수 있는 가속재현시험법을 개발

하였으며, 결론적으로 써모스타트 하우징상의 침전물 생성과 틈새부

식의 주요 원인은 하우징 표면의 장기적인 수분 접촉과 벤조에이트 

성분이 수소이온과 반응하여 벤조산으로 치환됨으로써 침전물 생성을 

촉진시키며, 온도, 습도와 같은 기타 여러 변수들에 의해 가속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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