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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마그네슘은 1.74 g/cm3의 비중을 가진 모든 구조 금속 

중 가장 가벼운 금속으로 높은 생산성, 높은 비강도, 우수한 

가공성, 높은 감쇠능, 전자파 차폐, 그리고 높은 열전도성 

등의 매력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 [1]. 최근에는 주로 항공

기, 자동차, 컴퓨터, 휴대폰 등의 전기·전자 산업, 스포츠 

용품 등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 특히 자동차 배기가스의 규

제에 의해 차체 중량 감소가 요구되면서 자동차의 각종 부품

으로 다양하게 개발이 되고 있다 [2].

  그러나 마그네슘은 이종 금속이나 전해질과 접촉할 때 

갈바닉 부식이 일어나는 문제가 있다. 마그네슘의 표준 환

원 전위는 –2.363 V (vs 25 ℃ NHE (normal hydrogen 

electrode))로 산화물과 수산화물로 전환되는 것이 열역학

적으로 자발적인 반응이다 [3]. 이와 같은 이유로, 마그네슘 

활용은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마그네슘 합금의 표면 처리

와 함께 방청성을 위한 코팅 방법이 요구되고 있다. 대표적

인 것으로 chemical conversion coating, anodizing, plat-

ing, metal coating, e-coating, organic and inorganic 

coating 등의 많은 금속 표면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

들이 보고되었다 [4-9].

  Chemical conversion coating (화성피막)은 우수한 성능

을 가진 6가 크롬(Cr6+) 피막 및 생식독성이 적은 phosphate 

계열의 화성피막 코팅이 많이 사용되고 있으나, 코팅 층에 

crack 및 pore가 발생하기 때문에 방청 성능에 한계가 있

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화성피막 위에 방청성능을 보완하기 

위한  coating을 추가로 적용되고 있다 [10,11]. 

  Sol-gel coating은  chemical conversion coating층의 

마그네슘 합금의 방청을 위한 하이브리드 졸-겔 코팅제의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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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함을 해결 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로, 시료 자체의 독성이 

없고, 친환경적 공정을 가지며 열역학적으로 안정하면서도 

화성피막 보다 pore가 작으며 조밀한 층을 형성한다. 따라

서 화성피막 층에 존재하는 pore를 sol-gel coating이 

sealing하여 부식 인자의 침투를 막는 차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12]. 

  본 연구에서는 부식 인자로부터 substrate를 보호하기 위

해 작은 pore를 가지며 표면 부착력 및 방식성이 우수한 

sol-gel coating을 합성하여 화성피막과 함께 multi-layer

를 형성하였다. 각 층은 phosphate-permanganate로 제

조한 화성피막 층과 sol-gel method로 제조한 silicate 

coating층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코팅 층의 전기 화학적 특
성을 측정하여 방청성을 평가하였다.

2. 연구방법 

2.1 Materials

  시편의 전처리 과정에서 탈지 용액은 sodium hydroxide 

(NaOH, 97%, 대정화금)를 사용하였고, acid pickling은 

oxalic acid (99.5%, Junsei)를 사용하였다. Conversion 

coating 용액을 제조하기 위해 sodium phosphate dibasic 

anhydrous (NaH2PO4, 99%, 대정화금), phosphoric acid 

(H3PO4, 99%, 대정화금), Sodium dodecyl sulfate (SDS, 

34.5%, Junsei), Potassium permanganate (KMnO4, 

97%, Sigma-aldrich)를 사용하였다. Sol-gel coating 용

액 합성은 2-propanol anhydrous (IPA, 99.5%, Sigma- 

aldrich), aluminum tri-sec butoxide (ATSB, 97%, 

Sigma-aldrich), methyltrimethoxysilane (MTMS, 95%, 

Sigma-aldrich), 3-glycidylpropyltrimethoxysilane (GPTMS, 

97%, Sigma-aldrich) 및 acetyl acetone (acac, 99%, 

Sigma-aldrich) 시약들을 사용하였다. 전기화학 분석을 위

해 사용한 전해질은 sodium chloride (NaCl, 99.5%, 

Junsei)로 사용하였다. 위의 모든 시약은 추가적인 정제 없이 

사용하였다. AZ31B 시편은 POSCO사의 상용 AZ31B 시편

을 사용하였으며, 상세 조성은 energy dispersive spec-

trometer(EDS, HORIBA, Japan)로 측정하여 Table 1에 나

타내었다 [13].

2.2 Substrate preparation and coating procedure

  AZ31B 마그네슘 합금에 샘플은 400, 600, 1000 grit의 

sand paper를 순서대로 사용하여 시편의 표면 roughness

가 0.3 ㎛ 되도록 연마하였다. 연마 된 시편은 증류수로 1분

간 충분히 세척하여 150 ℃의 air heating gun으로 건조시

켜 사용하였다. 

  화성피막 코팅은 NaH2PO4 150 g/L, KMnO4 40 g/L, 

Table 1 Composition of AZ31B magnesium alloy measured by EDS

composition Al Zn Mn Si F Mg

wt% 2.47 0.93 0.33 0.17 1.47 94.63

Fig. 1 Diagram of procedure for preparation of conversion 
coating and sol-gel coating specimens.

Fig. 2 Thickness of multi-layer measured by optical microscopy 
(magnification x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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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S 0.8 g/L를 D.I. water에 충분히 녹도록 30분 동안 

교반한 후 pH를 5.5가 되도록 H3PO4를 첨가하여 용액을 

제조하였다. 이 후, 마그네슘 시편을 NaOH 탈지제에 50 ℃

로 2분동안 침지시켜 탈지 처리하고 상온에서 oxalic acid

로 산세정을 30초, 제조된 화성피막 용액 에 50 ℃로 5분간 

침지하여 화성피막 코팅 처리를 하였다. 각 과정 후에는 D.I. 

water로 1분간 충분히 세척 되도록 수세처리 하였다.

  Sol-gel coating 용액은 ATSB와 acac를 혼합하여 ace-

tyl acetonate를 제조하였고, solvent인 IPA와 precursor

로 사용한 GPTMS와 MTMS를 혼합 한 용액에 첨가하였

다. 이 후, 60 ℃에서 5시간 동안 reflux하며 반응시키고 

24시간 동안 aging하여 제조하였다. 각 성분은 GPTMS, 

MTMS, ATSB, IPA, acac및 증류수를 0.5 : 1 : 0.28 : 

3.4 : 0.18 : 10.5의 몰 비로 혼합되었다. sol-gel 코팅은 

No.40 Bar coater로 제조된 용액을 도포 한 후 80 ℃에서 

1시간 동안 경화하였다 [14]. 시편 제조 과정들은 Fig. 1에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었다.

  multi layer는 총 40 ± 2 ㎛의 두께로 형성되었고 각 

층인 화성피막 층과 sol-gel coating은 20 ± 1 ㎛의 두께

가 되도록 조절하였다. Fig. 2에서와 같이 광학현미경 

(Sometech vision, SV-35, Korea)를 통해 확인하였다.

2.3 Measurements

  합성한 sol-gel coating의 정성 분석을 위해 FT-IR 

(Nicolet Is10, Thermoscientific, U.S.A)을 사용하여 

4000 ~ 450 cm-1 범위를 4 cm-1의 resolution으로 측정

하였다. 전기화학 측정으로는 electrochemical impedance 

spectroscopy (EIS)는 SP240, Biologic science in-

strument, Korea를 사용하여 impedance를 측정하였고 

potentiodynamic polarization test (동전위 분극)는 

PARSTAT2273 (EG&G applied research, USA)로 부

식전위 및 부식전류밀도를 측정하였다. 전기화학 측정은 3

전극 셀 구성으로, 기준 전극은 saturated calomel elec-

trode (SCE), counter 전극은 carbon rod를 사용하였고, 

working 전극은 시편에 연결하여 측정하였다. 측정 조건은 

0.35 wt% NaCl 용액에 시편을 각각 침지 초기인 0시간과 

2시간, 6시간 그리고 12시간 동안 침지한 뒤, 각 시편을 

측정 면적이 9.7 cm2인 kit에 전해질을 0.35 wt%의 NaCl 

용액으로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EIS는 100 mV의 AC 

wave에 100 kHz부터 10 mHz의 범위로 측정하였고, 동전

위 분극은 1.0 mV/s의 스캔 속도와 –0.5 V ~ 0.5 V (vs 

open circuit potential)의 범위로 측정하였다. 모든 측정은 

상온(25 ℃) 조건의 Faraday cage 안에서 측정하였다.

3. 실험결과 및 고찰 

3.1 Synthesis of sol-gel coating solution

   Fig. 3은 합성한 sol-gel coating 용액의 구조식을 나타

Fig. 3 Synthesis of aluminum acetyl acetonate and sol-gel 
coating.

Fig. 4 FT-IR spectra of sol-gel coating.(a-coating solution, b-cured fil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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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었다. 산화 경향성이 큰 ATSB를 chelating agent인 

acac가 안정화시켜 aluminum acetyl acetonate를 형성한

다. Aluminum acetyl acetonate는 epoxy ring의 개환 촉

매로 작용하며, 물에 의한 가수분해 후 축합 반응에 의해 

코팅이 형성된다. Fig. 3에서는 합성한 sol-gel coating 용

액과 형성 된 도막의 구조를 관찰하고자 FT-IR을 측정하

여 spectrum을 나타내었다. Fig. 4a에서는 GPTMS가 가

지는 epoxy group의 흡수 피크 3개인 asymmetric ring 

deformation이 나타나는 965-875 cm-1, symmetric 

ring deformation이 나타나는 880-810cm-1와 –CH2 

rocking deformation의 800 – 750 cm-1에서 관찰되지 않

는다. 이는 aluminum acetyl acetonate의 개환 촉매 작용

으로 인한 epoxy 작용기가 모두 개환된 것으로 3418cm-1

에서는 epoxy기의 ring opening에 의해 생성 된 O-H기와 

silanol의 O-H기 흡수 피크가 관찰되었다 [15]. 1111 

cm-1 와 1050 cm-1에서 나타난 siloxane 흡수 피크들은 

선형 구조의 siloxane기를 나타내며, 작은 체인 길이를 가

지는 선형 siloxane은  1050 cm-1에서 주로 나타나는 경향

을 보인다. 특히 cyclic siloxane은 오직 하나의 강한 피크

Fig. 5 Electrical equivalent circuit of specimens. (a-chemical 
conversion coating (MC specimen), b-sol-gel coated on chemical 
conversion coating layer(MCS specimen)). 

Fig. 6 EIS spectra, during immersion in NaCl soluiton, of chemical conversion coating on AZ31B (a-bode plot, b-nyquist plot).

Fig. 7 EIS spectra, during immersion in NaCl soluiton, of chemical conversion coating after sealed with sol-gel coating on AZ31B 
(a-bode plot, b-nyquist pl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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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가지므로 제조 된 coating 용액은 ring 구조가 아닌 선형 

구조의 siloxane이며 짧은 체인을 가지는 oligomer로 판단

된다. Fig. 4b에서는 경화시킨 도막을 측정한 spectrum으

로 1085 cm-1와 1009 cm-1에서 폭이 넓고 강한 intensity

의 피크는 선형구조의 siloxane 형성을 나타낸다. 위의 결

과로 코팅용액 및 필름은 silsesquioxane 또는 cyclic si-

loxane 구조보다는 주로 선형구조의 고분자로 형성됨을 알 

수 있다 [16]. 

 

3.2 Electrochemical impedance spectroscopy 

  코팅의 부식 저항성은 EIS를 통해 측정하였다. Fig. 5는 

각각 시편의 electrical equivalent circuit으로 각 요소는 

다음의 특성을 가진다. Re 전해질의 저항; Rc 화성피막 층의 

저항; Cc 화성피막 층의 캐패시턴스; Rs sol-gel coating 

층의 저항; Cs sol-gel coating의 캐패시턴스; Rpol 시편과 

코팅 층 사이의 분극 저항; Cpol 시편과 코팅 층 사이의 캐패

시턴스를 나타낸다.

  Fig. 6과 Fig.7에서는 각각 AZ31B 시편 위에 화성피막 

코팅을 한 MC 시편과 화성피막 층을 sol-gel coating으로 

sealing한 MCS 시편을 Bode plot과 Nyquist plot로 나타

내었다. NaCl 염수에 침지한 시간에 따라 시편들의 im-

pedance 변화를 관찰하였다. Fig. 6의 MC 시편은 염수에 

침지한 시간에 따라 impedance가 줄어드는 것이 관찰된다. 

침지 초기와 2시간 때 낮은 주파수에서 impedance가 약간 

줄어드는 것은 pitting corrosion에 의한 pinhole이 존재할 

때 나타나는 현상으로 화성피막 만으로는 시편 보호가 제대

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Fig.7에서의 MCS 

시편도 염수 침지 시간에 따라 impedance가 줄어드는 것이 

관찰되나, 낮은 주파수에서 pinhole에 의한 impedance 감

소 현상은 나타나지 않았다. 화성피막에 sealing 된 sol-gel 

coating이 pitting corrosion 발생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판

단된다. Table 2에서 나타낸 전기 등가회로에서도 각 layer

의 높은 impedance 이외에도 시편의 표면에서 형성되는 

Rpol값이 sol-gel coating으로 sealing 하였을 때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어 방청 성능이 매우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다.

3.3 Potentiodynamic polarizationtest 

  Fig. 8은 NaCl용액에 12시간 동안 침지한 뒤의 MC와 

MCS 시편의 potentiodynamic polarization curve를 나타

내었다. Table 3에서는 부식전류밀도 (Icorr)와 부식전위 

(Ecorr) curve를 Tafel plot으로 fitting하여 계산 값을 나타

내었다. 각 시편의 부식전위는 비슷한 수치를 가지지만 부

식전류밀도는 각각 MC는 3.309 x 10–5A, MCS는 6.670 

x 10–7A로 sol-gel coating으로 sealing한 시편은 상대적

으로 낮은 값을 가진다. 부식 속도는 부식전류밀도를 따르

므로, equation (1)에 따라 부식전류밀도로부터 부식속도

Table 2 Calculated values of the electrical equivalent circuit components of conversion coating　＆ sol-gel coating double layer

Sample Re

(Ω)
Cs

(F)
Rs

(Ω)
Cc

(F)
Rc

(Ω)
Cpol

(F)
Rpol

(Ω)

MC0 90.7 1.04x10–4 518.4 3.99x10–3 372.2

MC3 88.7 1.68x10–4 824.5 6.08x10–2 114.8

MC6 82.4 1.15x10–4 290.4 1.80x10–2 82.41

MC12 99.1 1.05x10–4 319.9 4.31x10–4 200.4

MCS0 89.82 1.51x10–8 8.60x105 4.08x10–8 1.32x106

MCS3 100.2 3.26x10–8 2.47x105 4.78x10–7 4.66x105 3.77x10–5 2.63x105

MCS6 102.8 1.82x10–8 6.65x104 7.13x10–7 3.13x105 2.41x10–5 2.55x105

MCS12 113.6 6.12x10–9 7.30x103 1.90x10–6 9.79x104 4.67x10–5 1.12x105

Fig. 8 potentiodynamic polarization curve with specimen 
immersed in NaCl 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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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계산할 수 있다 [17,18].

   
  (1)

E.W = equivalent weight of the corroding species, g.
d = density of the corroding species, g/cm2.
mpy = milli-inches per year, 10-3in/year.

  equation (1)에 따라 MC는 30.03 mpy, MCS는 0.61 

mpy로 부식속도에서 많은 차이가 나타난다. 이는 MC 시편

의 impedance 결과에서 관찰된 짧은 시간 안에 pitting 

corrosion에 의한 pinhole 생성과 같이 화성피막 층에 존재

하는 crack 및 pore를 통해 부식인자들이 쉽게 침투가 가능

하여 부식속도가 빠른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반해 sol-gel 

coating으로 sealing한 시편은 각 pore 및 crack을 sealing

한 sol-gel coating이 효과적으로 부식 인자를 차단하여 

시편 표면의 부식 속도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3.4 SEM image of specimens 

  Fig. 9에서는 침지 시간에 따른 시편의 변화를 관찰하고자 

Sample Ecorr
(V)

Icorr
(A/cm2)

βa
(mV/
dec)

βc
(mV/
dec)

Corrosion rate
(mpy)

Fit range
(V)

MC12 –1.339 3.309 x 10–5 212 1226 30.03 –1.394 ~ –1.239

MCS12 –1.341 6.670 x 10–7 163 258 0.61 –1.450 ~ –1.279

Table 3 Potentiodynamic polarization parameters with various specimen

Fig. 9 SEM image of surface morphologies of chemical conversion coating and sol-gel coating (magnification of 3000x). 

Fig. 10 Sol-gel coating sealed with chemical conversion coatingg 
measured by SEM(magnification x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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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anning electron microscope (SEM, S-2700, HITACHI, 

JAPAN)를 사용하여 각각 3000배의 배율로 촬영하여 나

타내었다. conversion coating이 된 MC 시편은 NaCl 

solution에 침지하기 전부터 crack이 다수 관찰되나 위에 

sol-gel coating으로 sealing한 MCS는 crack이 관찰되지 

않는다. 12시간 침지 이후 시편에서 또한, MC 시편에서는 

피막의 파괴 현상에 의해 crack들이 더 커지는 것이 관찰되

나 MCS 시편은 원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부식 인자에 대해 sol-gel coating은 화성피막보다 상대적

으로 안정적으로 코팅 막을 유지하여 Fig. 10 과 같이 화성 

피막의 sealing을 통해 방청성 향상을 기대 할 수 있다.  

4. 결론

  화성 피막과 sol-gel coating을 통해 마그네슘 합금의 

부식 방지를 하고자 하였다. Non-chromate 계열인 man-

ganese/phosphate 화성피막제를 제조하였고, 화성피막의 

큰 pore와 crack을 보강하고자 sol-gel법을 이용하여 이

용한 Si와 Al의 혼합 coating제를 합성하였다. 이를 각각 

single layer 및 이중 코팅하여 마그네슘 합금이 부식인자

에 노출 되었을 때의 부식 거동과 방식 특성을 조사하였다.

Ÿ EIS를 통해 측정한 각 시편의 분극 저항은 염수 침지 12

시간 후 MC 200.4Ω, MCS 1.12x105Ω으로 sol-gel 

coating을 sealing한 MCS 시편이 매우 높은 저항 값을 

가진다. 

Ÿ 표면 부식의 경향을 보기 위한 potentiodynamic po-

larization test에서 시편을 12시간 동안 염수에 침지하

였다. MCS는 부식 파괴 전위인 Ecorr과 부식 전류 밀도

인 Icorr이 낮게 유지되어 화성피막만 처리하는 시편보다 

부식이 늦게 발생하며 부식속도가 느려 방청 성능이 우

수함을 알 수 있다.

Ÿ SEM 이미지에서 MC 시편은 코팅 층의 파괴가 일어나며 

시편이 노출 되나,  MCS는 염수에 침지되어도 표면이 

정상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sol-gel coating의 sealing

은 염수에 노출되어도 부식인자를 지속적으로 차단하여 

방청성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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