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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해양환경 및 공장지역과 같이 가혹한 부식환경에 놓인 강구조물은 사용수명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다양한 방식 기술을 적용하여

건설되고 있다. 그 중 금속용사에 의한 방식기술은 일반적으로 널리 쓰이는 기술의 단점을 보완한 방식 기술이지만 완벽하다 할 수

없어 내식성 향상에 대한 연구개발이 절실한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금속용사에서 사용되는 금속 재료의 종류 및 용사 두께의 변

화에 따른 내식성을 평가하였으며 전기화학적 방법인 부식전위 및 부식전류밀도 측정을 통하여 비교 고찰하였다. 금속용사 재료로

는 아연(Zn) 및 알루미늄(Al)을 사용하여 비율을 조절하였고, 용사 두께는 30 ~ 100 µm 사이에서 구분하여 선정하였다. 검토 결과,

금속용사 재료로 Zn을 100% 사용한 경우에서 가장 낮은 부식전위가 측정된 것을 확인하였으며, Zn 85%-Al 15% 합금과 Al 100%

의 경우에는 부식전류밀도가 감소하였다. 또한 용사재료에 관계없이 용사두께가 증가할수록 부식전위는 감소하였다.

주제어 : 금속용사, 내식성, 부식전위, 부식전류밀도

Abstract

Steel structures exposed to extremely corrosive environment like marine environments and industrial area are generally man-

ufactured by applying various protection treatment to increase their lifetime. Metal spraying is one of the protection methods

to overcome some drawbacks of the widely employed technologies. Therefore, lots of research needs to be done to improve the

corrosion resistance of steel structures. In this study, the corrosion resistance of steel structures was evaluated with the variation

in the type and thickness of metal spray by measuring the corrosion potential and current density. As a raw material for spraying,

Zn, Al and their mixture were employed to obtain coating thickness of 30 ~ 100 µm. Our data indicated that the pure zinc coating

with 100 µm showed the lowest corrosion potential. In the case of pure Al and Zn 85%-Al 15%, the corrosion potential and

current density was decreased compared to pure zinc. It was found that the corrosion potential was decreased with the increase

of coating thickness irrespective of the type of the coa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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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산업이 발전함에 따라 환경오염 문제가 점차 증

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환경 변화는 강구조물의 부식 환

경에 영향을 끼쳐 부식을 촉진 시키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강구조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방식기

술이 적용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중방식 도장공법과 용

융아연도금 기술이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중방식 도장

은 약 2 ~ 10년을 주기로 재도장하여야 방식성능을 유지

시킬 수 있어 유지관리 비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유

해한 유기물질이 다량 포함된 것이 단점으로 꼽히고 있

다. 또한, 용융아연도금은 구조소재의 크기에 대한 제한

이 있으며, 열변형 등에 의해 검게 타들어가는 현상이 발

생되어 미관이 수려하지 못하다는 것이 단점으로 알려져

있다.1-6) 이러한 방식 기술이 가지고 있는 단점을 개선하

기 위한 방법으로는 철에 비해 부식성이 높은 알루미늄

(Al)-아연(Zn) 합금을 용사코팅제로 사용한 금속용사공법

이 있다.7-9) 용사공법은 모재의 재질 종류와 관계없이 피

막의 형성이 가능하고 모재 크기에 대한 제한이 없으며

방식층의 형성속도가 다른 기술에 비해 신속하다는 장점

이 있다. 하지만 피막의 내식성이 좋지 못하다는 단점에

대한 의견이 있으며10)~11) 각종 폐수들로 오염된 해수로

인해 음극의 수명이 점점 단축되는 추세이다.12-13)

본 연구에서는 Zn-Al 합금을 용사코팅 재료로 사용

하기 위하여 합금 비율을 조절한 후 전기화학적 방법으

로 내식성을 평가하였다. 검토 방법으로는 코팅제를 용

사시킨 시편을 제조한 후 전위가변기(Potentiostat)를 이

용하여 부식전위를 측정하였다.

2. 실험재료 및 방법

2.1. 실험 재료 및 구분

본 연구에서 사용된 강판은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SS400)를 사용하였고 표면처리는 직경 1.6 mm의 Zn/

Al 와이어를 사용한 아크용사법이다. 아크용사는 용사

기에 의해 전기적 아크를 발생시켜 용융시키며 동시에

압축공기로 강재의 표면에 코팅피막을 형성시키는 방법

으로4) 용사시의 공기압력은 6 bar, 용사거리는 150 mm,

용사각도는 90°이며 상세조건은 Table 1과 같다. 실험

에 사용된 금속용사 합금 재료는 Zn과 Al로 선정하였

으며 합금 금속의 비율별로 시험체에 대한 구분을

Table 2에 나타내었다. 금속용사 시험체는 합금 비율 외

에 용사두께를 조절하였고 두께는 30, 50, 60, 80 및

100 μm로 선정하였다. 강판은 합금용사의 부착력을 확

보하기 위하여 쇼트 블라스트(SSPC-SP5)를 실시하여

표면의 조도를 형성하였다. 또한, 합금재료의 선재는 직

경 1.6 mm를 사용하였다.

2.2. 전기화학적 부식 실험

본 연구에서 실시한 전기분극 실험의 모식도를 Fig. 1

에 나타내었다. 금속용사 시편의 부식전위 측정 시 상대

전극은 불용성 백금(Pt) 코팅전극을 사용하였으며 기준전

극은 SCE (Saturated Calomel Electrode)를 사용하였다.

부식 셀은 Flat cell (EG&G PAR;Princeton Applied Re-

search사, model K0235)을 사용하였고 전해질 용액은

황산(H2SO4, Junsei, 95%)을 3%로 희석하여 셀에 투

입하여 실험하였으며 Fig. 2에 나타내었다. 부식 셀은

전위가변기(Potentiostat, EG&G PAR사, model 273A)

에 연결시킨 후 측정하였고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극

Table 1. Wire Arc Spray Condition

Type Air compressed (bar) Voltage (V) Ampere (A) Spray Angle (°) Spray distance (mm)

Value 6 30 200 90 150

Table 2. Component of specimen

시편 종류 비율 직경 방식공법

무도장 강판 Fe 100%

Φ 1.6 mm

없음

Zn 100 Zn 100%

금속 용사

(두께 : 30, 50, 60, 80, 100 μm)

Zn 95 Zn 95% - Al 5%

Zn 85 Zn 85% - Al 15%

Al 100 Al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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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값을 저장하였다. 전해질 온도는 상온으로 조절하

였고, 분극 스캔 속도는 0.166 mV/sec로 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 측정한 시편의 표면 관찰을 위해 전자주사

현미경(SEM, Philips사, model XL30 sFEG)을 사용하

였다.

2.3. 부식 발생의 원리

수용액에서의 부식은 양극 및 음극의 분산으로 인해

산화가 일어나는 양극반응과 환원이 일어나는 음극반응

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전기화학적으로 양극반응 및

음극반응은 다음과 같은 반응식의 형태를 나타낸다.

Anode : M → M+ + ne− (1)

Cathode : 2H+ + 2e− → H2 (2)

철(Fe)의 표준전극전위는 0보다 낮기 때문에(E° =

−0.44 V) 자연적으로 산화가 일어나 부식이 발생하게

된다. 이 때, Fe보다 표준전극전위가 낮은 아연(Zn,

E° = −0.763V)이나 알루미늄(Al, E° = −1.226 V)을 코팅

하면 Fe가 부식되기 전에 먼저 산화가 일어나는데 이

러한 원리를 이용한 방식을 음극방식법이라 한다. 코팅

된 Fe가 해수 등으로 인하여 부식반응이 일어나게 되

면 Fe 및 코팅층의 상대적인 전극전위 차이로 Fe는 음

극반응, 용사코팅층은 양극반응의 거동을 보이는 분극

과정을 나타내며, 분극곡선은 부식전위(E
corr

)와 부식전

류(I
corr

)가 나타나는 Tafel 거동을 보이는 Fig. 3의 그

래프 형태를 보인다.

내식성은 부식전위의 값이 증가할수록 우수하며 부식

속도(milli inch/year : MPY)는 부식전류를 이용하여

다음 식으로부터 결정된다.

Corrosion Rate (MPY) =  (3)

이 식에서

0.13 : metric and time conversion factor

E.W : equivalent weight (g/equivalent)

A : area (cm2)

d : density (g/cm3)

Flat cell (Fig. 2)의 특징으로는 시편의 크기에 큰

제약이 없고 시편의 교체가 비교적 용이하며 특히 측

정 단면적이 1 cm2로 고정되어 있는 장점이 있다. 따라

서 A(면적)은 1 cm2를 대입하였으며 E.W(당량무게) 및

d(밀도)의 값은 Table 3에 나타내었다.

0.13 I
corr

× E W⋅×

A d×
--------------------------------------

Fig. 1. Potentiostat operation.

Fig. 2. Photo of Flat Cell.

Fig. 3. Summary of tafel cur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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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험 결과 및 고찰

3.1. Zn-Al 비율별 두께에 따른 결과 비교

Fe 압연강판시편에 Zn-Al 합금을 조건별로 용사시킨

후 전위가변기를 이용하여 시편의 부식전위 및 부식전

류밀도를 측정하여 내식성을 고찰하였다. 먼저 Zn-Al

합금 두께에 따른 조건으로 대조군인 용사를 하지 않은

시편(Fe 100%)과 내식성을 비교하였다. 부식전위가 감소

할수록 모재강판에 대한 용사코팅제의 부식성이 증가하

며 부식전류밀도 값이 감소할수록 부식속도가 감소한다.

Fig. 4는 각 용사두께에 대한 결과를 비율별로 나타

낸 결과 그래프이며 Table 4는 부식전위를 수치상으로

나타낸 결과표이다. 먼저 Zn 100%의 조성에서는 용사

두께가 50 μm일 때 부식전위가 −0.3815 V로 모재강판

인 Fe의 부식전위 −0.4270 V보다 높았으며 30 μm에서

도 비슷한 결과값을 나타내었다. 하지만 60 μm 이상에

서는 두께가 증가할수록 부식전위가 −0.9247 V 등으로

현저히 낮아져 모재강판와의 부식전위차가 약 0.5 V로

써 용사코팅제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조건임을 확인하였

다.1) Zn 95%로 용사를 하였을 때의 부식전위는

30 μm에서 −0.4192 V, 100 μm일 때는 −0.4774 V로 두

께가 증가할수록 부식전위가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모재의 부식전위와 비슷한 값을 나

타내었다. Zn 85% 및 Al 100% 역시 두께가 증가할

수록 부식전위가 감소하였으며 Zn 95%보다는 모재와

의 부식전위차이가 증가한 것을 확인하였다. 

Table 5는 부식전류밀도의 값을 표로 나타낸 것이며

Fe의 부식전류밀도는 4.296 × 10−3A이다. Zn 100%에서

Table 3. Equivalent weight and density of specimen

Fe Zn 100% Zn 95% Zn 85% Al 100%

density (g/cm3) 7.86 7.14 6.918 6.474 2.7

equivalent weight (g/eq.) 27.925 32.695 28.888 23.432 8.993

Fig. 4. Variation of tafel plot of various thickness ; (A) : Zn 100%, (B) : Zn 95% - Al 5%, (C) : Zn 85% - Al 15%, (D) : Al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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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전체적으로 Fe보다 높은 부식전류밀도를 보이고 있

어 부식속도가 증가함을 확인하였으며 Zn 95%로 구성

된 코팅제 역시 모재에 비해 부식속도가 증가하였다.

Zn 85%의 용사조건에서는 두께가 증가할수록 부식전류

밀도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100 μm에

서의 부식전류밀도는 6.149 × 10-4A로 모재에 비해 약

1/7배의 부식속도를 나타내었다. Al 100%를 용사하였

을 때에도 Zn 85%와 마찬가지로 두께가 증가할수록

부식전류밀도의 값이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Fig. 5는 각 용사두께에 따른 비율별 부식속도를 그

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0 μm는 용사를 하지 않은 모재

의 부식속도이며 그래프의 값은 Fe 부식속도를 1로 하

여 각 조건에 따라 비교한 값이다. Zn 100% 및 Zn

95%를 용사한 시편의 부식속도는 모든 두께에서 모재

의 시편보다 부식속도가 증가하며 특히 Zn 100%를

80 μm 용사시킨 시편의 경우 약 10.5배의 부식속도를

나타내고 있어 부식 분위기에 노출이 된다면 코팅층이

빠르게 산화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Zn 85% 및

Al 100%의 경우 80 μm 이상에서 약 1/5의 부식속도

를 보여 Zn 100%의 부식속도보다 최대 약 50배정도

감소하였다. 이러한 이유는 일반적으로 Zn이 부식된 자

리에 Al의 산화피막이 형성되면서 부식에 대해 안정적

인 부동태를 형성하기 때문에 부식속도가 감소되는 것

으로 판단할 수 있다.10)

3.2. 두께별 Zn-Al 비율에 따른 결과 비교

Fig. 6은 각각의 합금 조성에 따른 측정결과를 두께

별로 비교한 결과 그래프이며 Table 6은 두께별 부식전

위를 나타낸 표이다. 먼저 코팅제를 30 μm 용사했을

경우의 결과를 비교한 결과 Zn 85%에서의 부식전위가

−0.4901 V로 가장 낮아 음극방식의 성질을 가장 잘 보

여주고 있으며 반면에 용사두께가 50 μm에서는 Al

100%의 부식전위가 비약적으로 감소하여 Zn 85%보다

낮은 부식전위를 보여주고 있다. 60, 80, 100 μm의 두

께로 비교하였을 경우 Zn 100%의 부식전위가 급격히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특히 100 μm의 두께

Table 4. Corrosion potential of various thickness                   (Unit : V)

Thickness (μm) Zn 100% Zn 95% Zn 85% Al 100% Fe

30 −0.3882 −0.4065 −0.4901 −0.4360

−0.4270

50 −0.3841 −0.4246 −0.5083 −0.5266

60 −0.9231 −0.4233 −0.5744 −0.5780

80 −0.9403 −0.4307 −0.5669 −0.5665

100 −0.9541 −0.4535 −0.5666 −0.5437

Table 5. Corrosion current density of various thickness              (Unit : A)

Thickness (μm) Zn 100% Zn 95% Zn 85% Al 100% Fe

30 1.300 × 10−2 1.913 × 10−2 4.979 × 10−3 3.665 × 10−3

4.296 × 10−3

50 2.900 × 10−2 1.490 × 10−2 3.979 × 10−3 3.654 × 10−3

60 3.267 × 10−2 1.412 × 10−2 2.725 × 10−3 7.325 × 10−4

80 3.489 × 10−2 1.191 × 10−2 7.434 × 10−4 7.152 × 10−4

100 2.115 × 10−2 1.214 × 10−2 6.149 × 10−4 6.383 × 10−4

Fig. 5. Corrosion rate at condition.



60 강명식 · 엄성현 · 조연철 · 안재우 · 김성수 · 이정배

J. of Korean Inst. Resources Recycling Vol. 25, No. 3, 2016

로 용사를 하였을 경우 부식전위가 −0.9541 V까지 낮

아져 모재의 내식성을 증가시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Zn 85%, Al 100% 역시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

며 Zn 95%를 용사하였을 경우 두께에 따른 부식전위

감소 경향이 크지 않아 음극방식 효과가 미미함을 확인

할 수 있다. 

용사 비율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전체적으로 두께가

증가함에 따라 부식전위가 낮아지는 경향을 나타내었으

며 따라서 모재에 비해 부식이 보다 먼저 발생하여 용

사코팅제의 효율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4. 결  론

용사를 이용한 코팅제를 Zn-Al 비율 및 두께별에 따

라 부식전위를 측정한 결과 다음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1. Zn 100%의 용사조건에서 두께가 60 μm이상일 때

Fig. 6. Variation of tafel plot of various ratio ; (A) : 30, (B) : 50, (C) : 60, (D) : 80, (E) : 100 µ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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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재강판과 약 0.5V의 부식전위차를 나타내어 용사코

팅제로 적합한 것을 알 수 있었다.

2. Zn 95%의 조건에서는 두께가 증가할수록 부식전

위가 감소하였지만 차이가 크지 않고 부식속도가 증가

하여 효과가 미미하였다.

3. Zn 85% 및 Al 100%에서는 Zn 100%에 비해

두께에 따른 부식전위의 감소율이 크지 않지만 부식전

류밀도가 감소하여 부식속도를 단축시키는 것을 확인하

였다.

4. 용사조건에 관계없이 두께가 증가할수록 부식전위

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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