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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차체의 산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희생적 양극을 사용한 산화 방지 장치를 개발하였다. 희생적 양극은 철보 

다 산화 전위가 높은 Mg, Al, ZA로 만들어 졌고, 이것은 차체의 철이나 철합금보다 먼저 산화되어 차체의 부식을 

방지한다. 차체 산화방지 장치를 제작하여 철시편을 염산, 질산 및 황산에 대한 방식효과를 시간에 따라 측정하였고, 

SEM과 XPS를 이용하여 철시편 표면의 방식효과를 분석하였다. 철시편을 산화 방지 장치에 연결하면 산화되어 산성 

용액 속으로 녹아 들어가는 철의 양이 현저하게 감소하고 철시편 표면의 산화가 방지되며 산화된 철은 Feq席 산화 

형태를 가짐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차체 산화방지 장치를 차체에 직접 부착한다면 차체의 부식 및 산화를 효과적으로 

방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제 어 : 차체부식 방지 장치

ABSTRACT. To protect the occurrence of the oxidation of car body, we developed antioxidizing device made with 
sacrificial anode. Because car body is made of iron and iron-alloy and oxidation potential of Mg, Al and Zn is higher 
than that of iron, sacrificial anodes were made with Mg, Al and Zn. Accordingly, Mg, Al and Zn are better oxidizing 
than car body, iron and iron-alloy can be protected from oxidizing. We have made an antioxidizing device and evaluated 
their anti-corrosive effect for iron piece in the solution of hydrochloric, nitric and sulfuric acid using balance, SEM and 
XPS. When iron pieces were connected with antioxidizing device of car body, weight loss by oxidation was remarkably 
reduced and surface corrosion of iron piece was protected. It was shown that the surface of iron pieces which is not con
nected to the device was changed to iron(III) oxide, FeQ. Therefore, if this device is attached to car body, corrosion 
and oxidation of car body will be reduced, considerably.

Keywords: Antioxidizing Device for Car Body

서 론

금속의 부식은 국가의 재정적인 부담을 엄청나게 가 

중시키고 중금속 오염에 의한 수질 오염과 같은 환경문 

제에도 심각한 부담을 주고 있다.'~19 부식은 여러 가지 

금속에 대한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지만 철의 자 

발적인 전기화학적 반응에 초점을 맞추기로 한다. 철의 

부식은 갈바니 전지의 작동의 결과로 설명할 수 있다. 

여기서 철의 한쪽 표면은 음극 (cathode)으로 작용하고 

다른 쪽 표면은 양극 (anode頑로 작동한다. 그리고 이 

때 전기 회로는 철 자체를 통과하는 전자의 흐름으로 완 

성된다. 호수의 바닥과 같이 산소가 없는 경우에 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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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은 다음과 같은 전지 반응纟로 설명할 수 있다.20 시편 표면에 대한 방식효과를 분석하였다.

양 극: Fe(s)Fe2+(aq) + 2e- (1)
음 극: 2压0(1) + 2e-i 2OH-(aq) + H2(g) (2)
— 
전 지: Fe(s) + 2^0(1) — Fe2+(aq) + 2OH-(aq) + H«g)

(3)

여기서 양극 반응(1)은 페인트나 플라스틱으로 표면 

처리한 철의 갈라진 틈새에서 일어나는 산화(부식)반응 

이고 이때 생성된 전자는 철 자체를 통과하여 음극 쪽 

으로 이동하여 음극 반응(2), 즉 환원반응이 일어나서 

알카리성이 되고 수소가 발생한다.

철관이나 철의 합금으로 만든 수도관도 이와 같은 갈 

바니 전지 반응(3)으로 부식이 일어나서 낡은 수도관의 

교체에 엄청난 비용이 소비되고 있다. 페인트나 플라스 

틱으로 코팅한 수도관도 코팅 부위가 파손되거나 낡아 

서 물이 스며 들게되면 식 (3问 나타낸 갈바니 전지 반 

응으로 부식이 일어나게 된다.

부식은 갈바니 전지 반응을 이용하여 방지할 수 있다. 

그 예로, 땅속에 매설한 수도관의 부식을 방지하기 위 

하여 마그네슘 막대를 희생적 양극으로 사용하여 수도 

관을 음극으로 보호하는 시설이 있다.

이 수도관 방식 설비는 다음과 같은 갈바니 전지 반 

응으로 나타낼 수 있다.

양 극: Mg(s) — Mg2+ + 2e- (4)
음 극: Fe2+ + 2e- — Fe (5)
— 
전 지: Mg(s) + Fe2+ — Mg2+ + Fe (6)

식 (4)의 양극 반응은 철보다 산화전위가 높은 마그 

네슘이 철대신에 희생적 양극으로 먼저 녹아서 식 (5)의 

음극 반응과 같이 Fe电 부식으로부터 보호된다. 여기서 

전자는 여러 가지 금속이온들이 녹아 있는 땅속을 통하 

여 양극으로부터 음극으로 전달된다.

수도관의 방식 원리를 이용한 차체 산화 방지 장치는 

Mg, Al 또는 Z值 희생적 양극으로 AlCL 수용액 (또는 

MgCl2, ZnCl2 수용액冲］ 담그고 차체에 연결하면 배기 

가스로부터 생성되는 황산과 질산으로 인하여 부식 속 

도가 빨리 진행되는 자동차 머플러 및 차체를 음극으로 

하여 보호하는 장치이다. 이 장치에 어스선을 부착한 

것은 차체의 정전기를 방전시키기 위함이다. 이 연구에 

서는 차체 산화방지 장치를 제작하여 철시편을 염산, 

질산 및 황산에 대한 방식 효과를 시간에 따라 측정하 

고, SEM, XPS, 이온크로마토그래피 (IC를 이용하여 철

실험 방법

실험 원리. 본 연구에서는 자동차 차체가 철로 되 

어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철보다 표준 산화 전위 (E0)가 

높은 금속을 철에 대한 희생적 양극으로 사용하여 철이 

나 철합금의 부식을 방지하는 실험을 수행하였다. 즉, 

F科 Fe2+이온이 되는데는 0.44 V의 표준 산화 전위를 

가지는데 이 보다 표준 산화 전위가 높은 Mg, Al 또는 

Zn牛 같은 금속을 사용해 철 합금이 산화되기전 희생 

적으로 이들 금속이 먼저 산화되어 음극인 차체를 보호 

하는 원리를 이용하였다.22

Fe(s)— Fe2+ + 2e- E"底2+= 0.44 V

Mg(s) - Mg2++ 2e- E0Mg/Mg2+= 2.37 V
Al(s) — Al3+ + 3e- E0ai/ai3+ = 1.66 V
Zn(s)— Zn2+ + 2e- E0Zn/Zn2+ = 0.76 V

위의 표준 산화 전위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F渦 E0 
가 0.44 V로 Mg, Al, Z但다 그 값이 작으므로, 철이 

산화되는 것보다 Mg, Al, Zn이 우선적으로 산화되어 

음극인 차체의 철 또는 철의 합금에 대한 부식을 억제 

하게 된다.

실험 장치 및 방법 차체 산화 방지 장치의 기초 성 

능을 평가하기 위하여 Fig. 1과 같은 장치로 모형실험 

을 실시하였고, 철의 산화 방지 효과를 관찰하기 위하 

여 철시편을 이 장치에 연결한 것과 연결하지 않은 것 

을 비교하여 관찰하였다.

Fig. 1은 차체 산화 방지 장치의 시제품을 이용한 실 

험 장치도이다. Fig. 1의 (1으 anode로써 철이나 철합 

금의 구성원소보다 표준 산화전위가 높은 Mg, Al, Zn과 

같은 금속으로 전해질 용기에 담구어져 있다. (2는 전해 

질 용액과 어스선의 연결자 역할을 하는 것으로 그 성분 

은 anode인 Mg, Al, Z两 동일한 성분으로 연결하였다. 

(3：은 전해질 용액의 용기로써 그 성분은 Polypropylene 
(PP尽 만들어졌다. PP 용기에 저장된 전해질 용액은 

Al, Mg, Zn granule 염산에 녹인 용액으로 그 농도는 

10-3M 이다. 저장용액으로는 여러 가지 전해질 용액 중 

에서도 같은 농도에서 전도성 이 가장 좋은 알루미늄 전 

해질 용액을 사용하였다. (4)는 차체에 직접 연결하기 위 

한 연결선으로써 황동을 사용하였고, 본 실험에서는 차 

체 대신 철시편에 구리 도선을 이용하여 연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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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chematic diagram of anti oxidizing device of car 
body, (1) anode (Zn, Mg, Al), (2) electrolytic stock solutions, 
(3) electrolyte container, (4) car body connection line(brass), 
(5) earth line (brass), (6) muffler connector, (7) oxidizing 
reaction solution(hydrochloric acid, nitric acid or sulfuric 
acid solution), (8) iron piece.

(5泛 어스선으로써 본 실험에서는 수도관에 연결하였 

다. 어스선은 황동고리로써 이 제품을 차체에 직접 연

결하였을 때 지면에 닿도록 길게 늘어뜨려서 순간적으 

로 발생하는 정전기가 방출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6)은 이 장치를 차체에 연결하기 위한 고리이다. 

(7)은 철시편의 산화를 위한 반응 용액으로써 여러 가지 

산에 대한 철시편의 산화정도를 관찰하기 위하여 10-3M 
의 질산, 염산, 황산 용액을 사용하였다. (8)은 철시편 

이고, 스텐레스 스틸의 연결자들로 고정되어있다.

Fig. 1과 같은 장치를 사용하여 반응 용액의 종류와 

산화 시간에 대한 차체 산화 방지 장치의 철시편 산화 

방지 성능을 평가하였다. 철시편을 상온에서 10-3 M의 

염산, 질산, 황산 용액 가운데 하나씩 선택하여 24 h, 48 
h, 72 h동안 담구어 놓고 부식실험을 실시하였다. 철시 

편을 해당 산용액속에 담그고 차체 산화 방지 장치를 

철시편에 연결한 것과 연결하지 않은 것에 대한 산화에 

의한 무게 변화를 측정하였고, 부식에 의한 철시편 표 

면의 구조 변화를 관찰하였다. 그 결과는 Table 1에 요 

약하여 나타내었다. 산화로 인한 무게 변화는 정밀한 전 

자저울로 반응 전후에 측정하여 그 차를 나타내었고, 산 

화로 인한 철시편 표면에 대한 구조 변화는 Scanning 
Electron Microscopy(SEM: HITACHI S-4200曜 사용하 

여 관찰하였다. 철시편 표면의 철의 산화 상태는 X-ray 
Photoelectron Spectroscopy(XPS)를사용하여 확인하였다.

Table 1. Effect of antioxidation of iron pieces using antioxidizing device for car body

aon: connecting iron piece to antioxidizing device of car body, off: not connecting.

Reaction solution
(10-3 M)

Reaction time
(h)

Weight variation of iron sample 
piece after reaction (g)

Connection
(on/off)a

Difference in weight 
variation (g)

Effect of 
antioxdizing (%)

24 -0.007 off 0.003 43
-0.004 on

Hydrohloric acid 48 -0.012 off 0.004 33
(HCl) -0.008 on

72 -0.014 off 0.005 36
-0.009 on

24 -0.166 off 0.041 25

Nitric
-0.125 on

acid
48 -0.168 off 0.046 27

(HN0)
-0.122 on

72 -0.127 off 0.105 82
-0.022 on

24 -0.021 off 0.007 33
-0.014 on

Sulfuric acid 48 -0.028 off 0.015 52
(H2SO4) -0.013 on

72 -0.101 off 0.021 21
-0.080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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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료의 연소 생성물의 성분 분석. 가솔린 승용차의 

주행시에 머플러에서 연소시 발생하는 기체에는 H2O, 
NQ, SO2 등이 있는데, 특히 NO와 SQ 기체는 연소 

시 발생 하는 수증기에 바로 녹아서 질산과 황산이 되어 

차체의 부식을 촉진시킨다. 따라서 차체에서 발생하는 

연소 생성물의 성분을 분석함으로써 차체의 부식에 주 

요한 영향이 되는 NO--이온과 SO2- 이온에 대한 농도 

를 조사하였다.

연소시 발생하는용액을 체취하기 위하여 차체의 배 

기통 끝부분에 연소시 발생하는 연소 생성물이 모일 수 

있는 수집 용기를 매달고, 24 h동안 주행한 후 용액을 

수거하여 Ion Chromatography로 그 성분과 양을 분석 

하였다.

결과 및 고찰

저장 용액의 농도에 따른 전도도. Fig. 2는 차체 산 

화 방지 장치의 전해질 용기 에 담겨 지는 전해질 용액들 

의 농도에 따른 전도도 변화를 나타내었다. 이 그림에 

서는 전해질 농도가 점점 커짐에 따라 전체적으로 전도 

도 값이 증가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용액의 전도 

도를 측정한 결과, AlCl- 용액은 같은 농도의 MgCl와 

ZnCl2 용액 보다 전도도 값이 크고, 용액의 농도가 클 
때 용액간의 전도도 차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우리는 이 세가지 전해질 용액 중에서 같은 농 

도에서 가장 큰 전도도를 나타내는 AlCl- 용액을 전해 

질 용기에 담아 시제품을 만들어 그 성능을 평가하였다.

차체 산화 방지 장치의 산화방지 효과. Table 1은 

철시편을 여러 가지 산성 용액 속에 담궈 철을 산화시 

킬 때 , 차체 산화 방지 장치에 철시 편을 연결한 것과 연

■다"1 0 § 1口 1S 株

3时睫山曲旧끼,히 鴻g

Fig. 2. Conductivity of various stock solutions with MgCL, 
AlCl3 and ZnCl2.

결하지 않은 것의 반응 후 무게 변화를 비교함으로써 

이 장치의 효과를 나타낸 표이다. 철시편을 산성 용액 

에 담그면 철시편이 용액 속으로 녹아 들어 감으로써 그 

질량이 감소한다. 하지만 철시편을 산화 방지 장치에 

연 결하면 산화되어 용액 속으로 녹아 들어가는 양이 현 

저하게 감소됨을 알 수 있다. 또한 그 차이는 시간이 지 

남에 따라 더욱 커진다. 차체 산화 방지 장치에 철시편 

을 연결하면 연결하지 않았을 경우보다 산화방지 효과 

가 세가지 산성용액에서 최소 20%에서 최고 80%이상 

으로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실험 결과로부터 차 

체 산화방지 장치에 철시편을 연결하면 철표면의 산화 

방지와 이로 인한 무게 감소를 크게 방지하여 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곧 이 장치가 철의 산화를 크게 방지 

하여 준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그리고 연료의 연소 

에 의해 NO2와 SQ 기체가 자동차 매연으로 발생하는 

데, 이러한 기체들은 연소열로 인해 생성된 수증기에 

녹아 산성 용액이 되어 머플러와차체의 부식을촉진시 

킬 것이다. 따라서 차체와 머플러에 차체 산화 방지 장 

치를 연결한다면 머플러와 차체의 부식을 크게 억제하 

여 줄뿐만 아니라 폐차시 금속 회수율을 크게 높여 줄 

것이다.

철시편의 표면에 대한 Scanning Electron Microscopy 
(SEM) 측정 결과. 철시편이 산성 용액 속에 놓여지면 

산화되 어 용액 속으로 녹아 들어 갈 뿐만 아니 라 표면이 

산화되 어 붉은색으로 변하고 그 표면이 매우 손상되어 

매우 불규칙하게 부식된다. 이러한 철의 산화로 인한 

표면의 부식 정도를 SEM으로 확인하였고, 차체 산화 

방지 장치에 철시편을 연결한 것과 연결하지 않은 경우 

의 표면 산화로 인한 구조적 차이를 비교 관찰하여 Fig. 
3에 나타내었다. 이러한 SEM 사진 결과로부터, 차체 산 

화 방지 장치에 철시편을 연결하면, 세가지 산성 용액 

속에서의 철 표면 산화를 억제하여 주고, 산화로 인한 

표면의 손상이 매우 줄어듦을 알 수 있다. SEM 사진 

결과 중에서도 염산 용액에서 24 h 방치한 경우가 그 

차이를 가장 잘 보여 주고 있다.

Table 1과 SEM 측정 결과로부터, 차체 산화 방지 장 

치를 철시편에 연결하면 산성 용액 속에서 철시편의 산 

화를 크게 억제 시켜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차체 산화 방지 장치를 차체에 직접 연결하면 차체의 

부식을크게 지연시켜 차체의 노후를 억 제함은물론 폐 

차시 회수하는 차체 금속 또는 합금의 회수율을 높■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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侦I an

Fig. 3. SEM images of clean and oxidized iron pieces in 
hydrochloric acid for 24 h (on: connecting iron piece to anti
oxidizing device of car body, off: not connecting).

철 (Fe) 시편의 X-ray Photoelectron Spectroscopy 결 

고h Fig. 4은 차체 산화 방지 장치에 철시편(clean)을 

연결 (on)한 것과 연결하지 않은 것 (off)을 염산 용액속 

에서 산화시킨 후 철시편 표면의 산화를 XP 沒 확인 

한 결과이다. Fig. 4의 XPS 결과로부터 깨끗한 철은 부 

분적으로 산화되어 FeO의 산화형태를 가지고 있으며, 

이때 철은 Fe2*의 산화상태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

740 730 73» T1Q 7DD
田넉叫 虫舞㈤/但略

Fig. 4. XPS results of clean and oxidized iron pieces.

다. 그러나 산성용액에서 산화되면, Fe/Og 산화물로 

되며, 이때는 철이 깨끗한 철보다 더욱 산화된 Fe3*의 

산화상태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차체 산화 방지 

장치에 연결한 것과 연결하지 않은 경우 모두 철시편 

표면의 부분적인 산화가 일어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SEM 결과로부터 차체 산화 방지 장치에 철시편을 연 

결하면 그 표면의 계속적 인 산화가 방지됨을 알 수 있다.

산화된 철시편에 대한 SEM 결과와 무게변화 측정 

및 XPS의 결과들로부터, 차체 산화방지 장치를 철시편 

에 연결하면 철시편의 표면의 산화는 일어나지만 그 산 

화 정 도가 차체 산화방지 장치 에 연결하지 않은 경 우보 

다 산화로 인한 철시편의 부식을 방지하는 효과가 매우 

크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차체 산화방지 장치 

를 차체에 직접 부착한다면 연소시 발생 하는 질산과 황 

산에 의한 부식 뿐만아니라 산성비 등에 의한 차체의 

산화와 부식의 방지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연료의 연소 생성물의 성분 분석. Fig. 5의 Ion 
Chromatography 결과로부터 자동차의 연소시 발생 하는 

용액속에는 약 20.32 ppm의 NO-「이온과 2161.4 ppm의 

SO2- 이온이 녹아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SO2- 이온이 

NO3- 이온보다 약 100배 이상의 농도로 존재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위의 결과로부터 차체의 부식 및 노후 

를 촉진하는 요인은 질산과 황산이라는 것을 알 수 있 

다. 이들 중에서도 특히 황산이 질산보다 100배 이상 

포함된 것으로 보아 차체의 부식과 노후를 촉진하는 주 

요 요인이 황산임을 알 수 있었다.

Table 1의 차체 산화 방지 장치의 10「3 M의 황산 표 

준용액과 질산 표준용액 속에서의 철시편 부식방지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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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min니tes)

(a) NO；

Fig. 5. Ion chromatography results of combustion products 
in car.

4.40 4.80 5.20 5.60

시간 (minutes)

ion time 
(min)

concentration 
(PPm)

no3- 3.58 20.32

so：- 5.25 2161.38

험 결과로부터 황산용액과 질산용액 속에 놓여진 철 시 

편의 산화 방지 효과가 매우 크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차체에서 발생하는 산들이 질산과 황산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차체 산화 방지 장치를 차체에 직 

접 부착한다면 아주 우수한 성능의 부식 및 산화 방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믿는다.

결 론

차체 산화방지 장치의 차체 부식방지 성능에 대한 기 

초 실험과 차체에서 발생하는 용액의 성분을 분석한 결 

과, 차체의 철에 대한 부식은 차체에서 발생하는 NQ 
와 SO2에 의해 주로 부식이 촉진되고, 철에 대한 부식 

방지 성능이 세가지 용액속에서 20%에서 최고 80% 이 

상이 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차체 산화방 

지 장치를 차체에 부착한다면 차체의 부식 및 산화를 

효과적으로 방지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 개발하고자하는 차체 산화방지 장 

치를 상품화한다면 그 기능과 특성 이 뛰어나서 국내외 

적으로 매우 우수한 상품으로 그 파급효과나 기대효과 

가 클 것이다. 차체의 부식을 방지하므로 자동차 재료 

재활용에도 기여하여 자동차 부품의 금속과 금속합금 

의 재활용 회수율를 높여주기 때문에 자원 재활용에 대 

한 기대효과도 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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