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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자동차용 강판등에 사용되는 고품질의 지에이(GA: Galvannealed) 냉연강판의 제조에 관한 것으로, 합금

화열처리된 도금강판을 물대신에 냉각능이 우수한 흡열반응제 용액을 이용하여 50~350℃/sec의 냉각속도로 300℃

이하의 온도로 냉각시키므로써 내파우더링성 및 표면품질이 우수한 지에이 강판의 제조방법을 제공함에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본 발명의 지에이 강판의 제조방법은, 냉연소지강판을 도금조에 통과시켜 도금하고, 도금된 강판을 가열하여

합금화열처리시킨후 냉각시키는 용융아연 도금강판의 제조방법에 있어서, 상기 합금화열처리된 도금강판에 농도의 

흡열반응제 용액을 분사하므로써 50~350℃/sec의 냉각속도로 300℃이하의 온도까지 상기 도금강판을 초급속 냉각

시키는 것을 그 기술사상의 요지로 한다.

대표도

도 4

색인어

흡열반응제, 지에이 강판, 내파우더링성, 포그방식, 합금화처리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아연-철 합금화를 나타내는 상태도이며;

도 2는 지에이 강판 도금층중의 철함량에 따른 조직특성도이며;

도 3은 종래의 지에이 강판의 제조장치(100)의 개략구성도이며

도 4는 본 발명의 지에이 강판의 제조방법에 부합하는 장치(200)의 일예를 나타내는 개략도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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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5는 학대상세도로서,

도 5(a)는 용액스프레이바의 확대상세도이고,

도 5(b)는 초급속냉각대의 확대상세도이며;

도 6은 본 발명의 지에이 강판의 제조방법에 부합하는 또다른 장치(300)를 나타내는 개략도이다.

* 도면의 간단한 부호의 설명*

201.......도금강판 210.......도금조

220.......합금화열처리로 230.......초급속냉각대

240.......용액공급수단 250.......상부롤

260.......용액흡입섹션 270.......용액 스프레이바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자동차용 강판등에 사용되는 고품질의 지에이(GA: Galvannealed) 냉연강판의 제조에 관한 것으로, 보다 

상세하게는 연속식 용융아연도금 냉연강판의 제조에 있어 합금화열처리된 강판에 흡열반응용액을 분사하여 초급속

냉각시켜 내파우더링성 및 표면품질이 우수한 지에이 냉연강판의 제조방법에 관한 것이다.

지에이 강판은 도장성 및 도장후 내식성이 우수하여 최근 건재용이나 가전용 및 자동차용 강판으로 최근 그 수요가 

급증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지에이 강판의 제조에는 통상 연속용융아연도금공정에서 도금된 강판을 합금화열처

리하여 제조된다. 상세하게 설명하면, 지에이 강판은 소지강판이 1차로 아연도금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연속적으로 약

470~560℃의 온도범위로 가열하면 소지철의 철성분과 도금층의 아연성분이 상호확산되어 ζ상, δ1상 및 Γ상등의

Fe-Zn계 금속간화합물이 성장하여 합금화 용융아연도금층이 형성된다. 합금화 용융아연도금강판은 스폿용접성, 도

장후 내식성 및 도장밀착성이 우수하지만 상술한 합금화처리시 과합금화된 강판의 경우 가공시 도금층이 분말형으로

떨어지는 파우더링(powdewring)현상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으며, 이러한 파우더링은 합금철의 철농도가 상승함에 따

라 열화되나 밀착성 및 용접성은 반대로 향상된다.

따라서 상기의 제품특성을 고려할때 지에이 강판의 도금층의 최적 철농도범 위는 약 8~12%로 비교적 좁게 되어 주

상(MAIN PHASE)으로 δ1상을 갖도록 함이 보통이며, 이를 위하여 합금화열처리후 도금강판이 냉각대의 상부롤에 

도달시 300℃이하로 냉각제어하는 기술이 매우 중요하다. 즉, 도 1에 나타난 바와같이, 합금화온도에 따라서 상태도

를 고찰하면 통상 온도가 300℃에서 합금화가 시작하여 л상이 먼저 생기고, 425℃부터는 철함량이 8wt%이하인 ζ

상이 생기며 530~665℃구간에서는 도금층의 철함량이 8~12wt%인 δ, 그리고 665℃이상의 온도에서는 철함량이 1

2wt%이상의 Γ및 Γ1상이 형성됨을 알 수 있다. 또한 도 2에 나타난 바와같이, 각 상의 물성특징을 종합하여 볼때 가

장 품질적으로 바람직한 도금층중의 철함량은 8~12wt%라 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철함량비가 8wt%미만시에는 도

금층이 연하여(Hv=45) 프레스시 도금층이 밀리는 현상이 발생하는 반면에, 12wt%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도금층이 

경해져(Hv=421)가공성에 취약한 케피털 감마층 형성이 용이해지며, 또한 도금층 외피층이 분말형태로 떨어져 나가

는 단점이 있기 때문이다.

한편, 통상 지에이 강판의 제조시 δ상 생성온도로 아연도금층을 가열하여 일단 철함량을 8~12wt%로 유지시켰으나 

합금화열처리후 단순공냉을 시킬 경우 소재잠열의 영향으로 합금화가 계속 진행된다. 따라서 고합금화로 발전되어 

가공성에 취약한 조직인 케피털 감마조직이 생성되고, 가공시 도금층이 분말형태로 떨어져 나가는 파우더링 현상이 

발생되어 결국 수요가 가공성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치므로 합금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300℃이하의 온도로 도금강

판의 냉각을 요하는 것이다. 또한, 합금화열처리후 상부 톱롤까지 강판은 진행하는데 이때까지 도금강판이 300℃이

하로 냉각되지 않으면 아연입자의 밀착성이 완전하지 못하여 톱롤 표면에 도금층이 떨어져 나가 고착(이하, 아연 픽

업이라 한다)되고, 이에 따라서 제품에 픽업마크를 유발시켜 표면외관을 해치게 된다.

상술한 바와같이, 지에이 강판의 제조에 있어 합금화열처리후 도금강판이 상부 롤레 도달시 300℃이하로 냉각제어함

이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냉각을 위해 종래에는 단순히 공기냉각방식을 이용하였으나 상부롤에서의 강판온도가 400

℃정도밖에 이를 수 없다는 단점이 있었다. 또한 이 방법의 경우 대체로 1.0mm이하 두께의 박물재이거나, 또는 도금

부착량이 편면기준으로 약 60g/m 2 이하의 박도금 냉연강판의 제조에만 이용되었는바, 이는 냉각능력이 떨어져 소

지강판의 잠열영향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상기 공냉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또다른 방법으로 물과 공기를 혼합한 포그(FOG)냉각방식에 의해 지에이 강판을

제조하는 방법이 대한민국 특허 제 88580호에 제시되어 있으며, 이 방법에 부합하는 장치(100)가 도 3에 나타나 있

다. 상기 방법은 0.08~0.16wt%의 Al을 함유한 아연도금조(110)에서 후물재(2.0~4.0mm) 열연압연강판(120)을 용

융도금후 상기 도금조(110)의 직상부에 설치된 에어나이프(150)를 통해 도금량을 조절한다. 그리고 연속적으로 합금

화열처리로(130)에서 열연압연강판의 온도가 480~550℃가 되도록 가열하고, 공기 냉각대(140)에서 상기 온도 범위

로 일정시간 유지시킨 후 제 1포그냉각대(160)과 제 2포그냉각대(170)에서 공기와 물을 병행 고압분사하여 20~40

℃/sec의 냉각속도로 급냉시켜 상부 롤(180)에서 의 강판온도가 300℃이하가 되도록 합금열처리하는 방법이다. 그

러나 상기 방법은 종래의 공냉방식보다는 냉각효과가 우수하지만 분무입자의 크기가 30미크론(평균 20미크론)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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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매우 작기 때문에 냉각효과가 불충분하여, 만일 합금화열처리로(130)에서부터 상부 롤(180)까지의 거리가 짧거나

강판의 통판속도가 고속인 경우에는 상부 롤(180)에서의 강판온도가 350~400℃정도로써 300℃이하의 온도확보가 

곤란하였다. 또한, 통상 Γ층의 두께는 0.5미크론 정도로서 공냉시의 0.7미크론에 비해 향상되나 여전히 두꺼운 편이

며, 아울러 도금층내 과합금화 내지 합금화편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또한, 상기 방법은 냉각수 이용효율

이 50%이하로 낮기 때문에 냉각에 기여하지 못한 냉각수는 하부 열처리로로 낙하하여 합금화불량을 유발할 수 있으

며, 소재두께 3.0mm이상 후물재 내지 도금량 50g/m 2 이상 후도금재 생산시 상부 롤에서의 목표냉각온도인 300℃

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 만큼 냉각대의 길이가 50m이상으로 충분히 길어져야 하고 90mpm이상 고속생산이 불가능

하는 등의 문제가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따라서 본 발명은 상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안출된 것으로, 합금화열처리된 도금강판을 물대신에 냉각능이 우

수한 흡열반응제 용액을 이용하여 150~350℃/sec의 냉각속도로 300℃이하의 온도로 냉각시키는 내파우더링성 및 

표면품질이 우수한 지에이 강판의 제조방법을 제공함에 그 목적이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은, 냉연소지강판을 도금조에 통과시켜 도금하고, 도금된 강판을 가열하여 합금

화열처리시킨후 냉각시키는 용융아연 도금강판의 제조방법에 있어서, 상기 합금화열처리된 도금강판에 흡열반응제 

용액을 분사하므로써 50~350℃/sec의 냉각속도로 300℃이하의 온도까지 상기 도금강판을 초급속 냉각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고품질 지에이 강판의 제조방법에 관한 것이다.

이하, 본 발명을 설명한다.

종래의 지에이 강판의 제조에 있어서는 합금화열처리된 도금강판은 포그냉각방식으로 300℃이하로 냉각되었으나, 

그 냉각불충분으로 내파우더링성과 같은 도금특성의 열화를 초래하였다. 이에 본 발명자는 상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차례의 연구결과 냉매로서 물대신에 도금층에 영향을 주지않는 흡열반응제 용액을 도금강판에 분사하므로써 

우수한 냉각효과가 있음을 발견하고 본 발명을 제안하게 된 것이다. 즉, 본 발명은 지에이 강판의 제조에 있어서, 합금

화처리된 도금강판에 흡열반응제 용액을 분사하므로써 300℃이하의 온도로 150~350℃/sec의 냉각속도로 냉각시키

는 것을 그 특징으로 한다.

고온의 강판에 흡열반응제 용액을 분사시 강판의 과냉도가 증가되는데, 그 원리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즉, 강판의 

냉각을 위한 냉각 구동력은 냉매에 따라서 그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데 공기에 의한 공냉보다는 물에 의한 수냉이, 그

리고 일반적인 물에 의한 수냉보다는 냉매인 흡열반응제 용액을 이용하는 것이 냉각구동 력이 크므로 과냉도가 증가

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냉각속도가 빠른 냉매를 선택시 목표 냉각온도까지 급냉이 가능하게 된다. 예를들어 냉매

로서 흡열반응제 인산수소암모늄(2NH 4 H 2 PO 4 )용액을 고려하면, 상기 인산암모늄은 먼저 탈 2NH 3 반응으로 

인산(2H 3 PO 4 )가 되고, 이 인산은 강판의 온도가 200℃, 300℃ 및 500℃근처로 상승됨에 따라 물(H 2 O)을 증발

시키면서 각각 Pyrophoric Acid, Meataphosphoric Acid 및 Phosphorous Pentoxide로 되면서 강판의 과냉도를 증

가시켜 고온의 강판을 급냉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합금화처리된 도금강판의 초급속냉각을 위하여, 본 발명의 흡열반응제 용액은 70~100wt%의 NH 4 H 2 PO 

4 와, Na 2 HPO 4 또는 Na 4 P 2 O 7 중 어느 하나를 첨가제로써 30wt%이하로 포함한 흡열반응제에 의해 마련됨

이 바람직하다.

또한, 본 발명의 흡열반응제는 70~100wt%의 Na 2 HPO 4 와 첨가제로서 Na 4 P 2 O 7 을 30wt%이하로 포함하여

이루어진 것임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흡열반응제는 또한, 첨가제 없이 CuSO 4 또는 NaNO 3 중 어느하나를 흡열반응제로 이용함이 바람직하다

.

상술한 바와같이, 본 발명의 흡열반응제에 있어 첨가제를 포함하는 경우 30wt%이하의 구성비로 첨가되는데, 그 이유

는 다음과 같다. 즉, 본 발명의 흡열반응제중 첨가제는 주 흡열반응제( 즉,NH 4 H 2 PO 4 , Na 2 HPO 4 )를 활성화

시키는 촉매열할을 하는데, 30wt%를 초과하여 첨가되는 경우 더이상 첨가에 따른 반응활성화의 실익이 없기 때문이

다.

한편, 상기의 흡열반응제는 물과 혼합하여 본 발명의 흡열반응제 용액을 이루는데, 이때 상기 흡열반응제의 농도를 0.

05~30.0%로 제한함이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만일 그 농도가 0.05%미만이면 소정의 냉각속도를 확보할 수 없어 도

금강판의 초급속냉각이 불가능하여 우수한 도금특성과 표면품질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농도가 30.0

%를 초과하면 상기 NH 4 H 2 PO 4 를 기본흡열반응제로 한 경우 NH 4 가스에 의해 도장시 pin hole이 발생하며 

인산염석출로 강판표면에 얼룩이 발생하고, 상기 Na 2 HPO 4 를 기본흡열반응제로 한 경우 Na잔류로 후처리시(Chr

omate)시 내식성이 열화되기 때문이다. 또한, 첨가제 없이 CuSO 4 나  NaNO 3 를 흡열반응제로 이용한 경우에도 

나내식성의 열화와 Na의 강판표면석출를 초래할 수 있기때문이다.

상기와 같이 조성된 본 발명의 흡열반응제 용액은 합금화처리된 도금강판에 분사되므로써 300℃이하의 온도로 냉각

시킬 수 있는데, 이때 그 냉각속도를 50~350℃/sec로 제한함이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만일 그 냉각속도가 50℃/sec

미만이면 소정의 냉각속도를 얻을 수 없어 도금강판의 내파우더링성 및 아연픽업성 열화를 초래하며, 350℃/sec를 

초과할 경우 도금강판의 표면품질은 양호하나 큰 과냉에 의하여 도금강판의 형상이 뒤틀려서 판 편평도가 나빠지기 

때문이다. 도금강판의 표면품질 및 판 편평도의 동시확보라는 측면에서 보다 바람직하게는 상기 냉각속도를 1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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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sec로 제한하는 것이다.

한편, 상기에서와 같이 냉각처리된 도금강판은 2차적으로 200℃이하의 온도 로 포그냉각방식으로 냉각됨이 보다 바

람직하다. 이는 도금강판을 2차 냉각시키므로써 1차냉각시의 과냉에 따른 도금 강판의 판 뒤틀림을 완화하고 아울러 

도금강판상에 잔존하는 흡열반응제 용액을 크리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상술한 바와같이, 본 발명은 흡열반응제 용액를 이용하여 합금화처리된 도금강판을 소정의 냉각속도로 300℃ 또는 2

00℃이하의 온도로 냉각시킴으로써 도금특성이 우수한 고품질의 지에이 강판의 제조가 가능한 것이다.

이하, 첨부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을 상세히 설명한다.

본 발명의 지에이 강판의 제조에 부합하는 지에이 강판의 제조장치(200)의 일예가 도 4에 나타나 있다. 도 4에 나타

난 바와같이, 상기 장치(200)는 크게 도금조(210), 합금화열처리로(220), 초급속냉각대(230) 및 상기 초급속냉각대(

230)에 연결되어 냉각용액을 공급하는 용액공급수단(240)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상기 초급속냉각대(230)는 상

기 합금화열처리로(220)와 상부롤(250)사이에 설치되어 있으며 공기를 가압하여 이송하기 위한 송풍기(235)가 상기

초급속냉각대(230)에 연결되어 있다. 또한, 상기 초급속냉각대(230)내부에는 용액흡입섹션(260)과 용액스프레이바(

270)가 구비되어 있다. 한편, 미설명부호 285, 295는 각각 분리기와 열교환기를 나타낸다.

상기 용액스프레이바(270)는 도 5(a)에 나타난 바와같이, 내측관(271B)과 외측관(271A)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내측

관에는 용액이 외측관에는 공기가 공급된다. 그리고 노즐(273), 리플부(275)가 분사구(277A, 277B)에 볼팅되어 체

결되어 있 으며 상기 분사구는 구멍이 일치되도록 형성되어 있다. 또한 상기 노즐(273)내에는 공기와 용액인입구(27

9A, 279B)가 내부에 내장되어 공기와 용액이 혼합되어 도금강판에 분사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상기 초급속냉각대(230)내에는 도 5(b)에 나타난 바와같이, 노즐로부터 강판에 분사되는 용액의 냉각편차를 최소화

하기 위해 그 중심을 기점으로 분사용액이 상호 중첩되도록 노즐간 피치배열이 조정되어 있다. 그리고 강판의 두께 및

통판속도에 따라 초급속냉각대에서의 용액분사량과 분사속도를 조절하고 공기공급배관중 이물질제거를 위해 오토밸

브(233A,233B)가 구비되어 있다. 또한, 도금강판의 냉각에 기여하지 않은 용액은 자연낙하하여 초급속냉각대(230)

하부에 위치한 합금화열처리로에 침투하여 합금화불량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용액흡입섹션 직하부에 드립펜(235)가

구비되어 있으며, 그 곳에 집수된 용액은 드레인배관(237)을 통해 피트(239)에 모아지도록 하는 구조를 하고 있다.

먼저, 냉연소지강판은 상기 도금조(210)에서 침적되어 도금되고, 도금된 냉연강판(201)은 에어나이프(205)를 통해 

도금량이 제어된 후 합금화열처리로(220)로 이송된다.

그리고 상기 합금화열처리로(220)에서는 도금강판(201)을 470~560℃의 온도범위로 가열하며, 가열된 도금강판(20

1)은 초급속냉각대(230)로 이송된다.

상기 초급속냉각대(230)으로 이송된 도금강판(201)은 용액스프레이바 (270)로부터 분사된 흡열반응제 용액에 의해 

300℃이하로 냉각된다. 이때 그 냉각속도는 강판의 두께 및 통판속도에 달라질 수 있으나, 본 발명에서는 50~350℃/

sec범위로 그 냉각속도를 제어함이 바람직하다.

한편, 상기와 같이 냉각처리된 도금강판은 포그냉각방식으로 200℃이하로 2차냉각시킴이 보다 바람직한데, 이에 부

합하는 지에이 강판의 제조장치(300)이 도 6에 제시되어 있다. 도 6에 나타난 바와같이, 상기 장치(300)는 크게 도금

조(310), 합금화열처리로(320), 초급속냉각대(330) 및 상기 초급속냉각대(330)에 연결되어 냉각용액을 공급하는 용

액공급수단(340)으로 구성되어 있어 기본적으로 도 4에 나타난 장치(200)과 동일한 구성을 가지고 있다. 다만, 도 6

에는 상기 초급속냉각대(330)의 상부에 포그방식냉각대(350)가 추가하여 설치되어 있음을 그 특징으로 한다.

이하, 실시예를 통하여 본 발명을 상세히 설명한다.

(실시예 1)

소재두께가 약 1.0mm이고 폭이 약 1219mm인 냉연강판을 편면도금 부착량이 각각 60g/m 2 이 되도록 용융아연도

금한 후, 470~560℃의 온도범위에서 약 12초동안 합금화반응시켰다. 상기와 같이 합금화처리된 도금강판시편중 일

부는 공냉시켰으며, 일부는 종래의 포그냉각방식으로 냉각시켜 지에이 강판을 제조하였다. 그리고 나머지 도금강판 

시편은 70~100wt%의 NH 4 H 2 PO 4 와 30wt%이하의 Na 2 HPO 4 또는 Na 4 P 2 O 7 로 이루어진 흡열반응제

냉매를 이용한 흡열반응제 용액을 분사시켜 냉각시켰으며, 이때 그 용액의 농도를 각각 달리하면서 지에이 강판을 제

조하였다.

한편, 상기 공냉의 경우 노즐 한개당 공기 분사량은 0.1~0.5Nm 3 /min이었으며, 상기 포그냉각의 경우 노즐당 공기

분사량은 0.1~0.5Nm 3 /min이었으며 냉각수분사량은 0.1~5.0ℓ/min이었다. 그리고 상기 흡열반응제 용액을 분사

한 경우는 노즐당 공기분사량이 0.1~0.5Nm 3 /min였으며 흡열반응제 용액분사량은 0.05~6.0ℓ/min였다.

상기와 같이 제조된 지에이 강판의 내파우더링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제조된 강판에 테이프를 붙이고 180°굽힘시험

을 실시한 후 테이프에 묻어나온 도금분말량을 측정하여 1~5등급으로 평가하여 하기 표 1에 나타내었다.

또한, 가공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만능시험기에 의해 최대가공깊이를 측정하여 평가하였으며, 아울러 아연픽업마크성

은 상기 강판의 표면에 픽업마크흔적의 단위면적당 발생정도를 측정하여 평가하였다. 그리고 합금화균일성은 합금화

도의 편차를 비교하여 평가하여 하기 표 1에 나타내었다.

하기 표1에 나타난 바와같이, 종래법의 경우 그 냉각효과가 좋지 않아 전반적으로 측정된 도금특성이 나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비교예 1,4의 경우는 냉매인 흡열반응제의 농도가 너무 낮아서 원하는 수준의 도금특성을 얻을 수 없음

을 알 수 있으며, 비교예 2,3의 경우는 측정된 도금특성은 우수하나 냉매인 흡열반응제의 농도가 너무 높아 강판 표면

에 얼룩등 결함이 발생함을 알 수 있다.

[표 1]

구분 처 리 조 건 합금화도 측 정 결 과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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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 매

용액 

농도 

(%)

냉각속도 

(℃/sec)

냉각

방식

내파우

더링성
가공성 아연픽업성 합금화균일성

발

명

예

1

NH 4 H 2 PO 

4 (70~100wt

%) Na 2 HPO 

4 (30wt%이하)

0.05

~30
200~350 S 9.5~10.3 1 1 1 1

2

NH 4 H 2 PO 

4 (70~100wt

%) Na 2 HP 2

O 7 (30wt%이

하)

0.05

~30
200~350 S 9.6~10.4 1 1 1 1

비

교

예

1

NH 4 H 2 PO 

4 (70~100wt

%) Na 2 HPO 

4 (30wt%이하)

0.05

미만
20~25 S 12.2~13.5 3 3 3 3

2

NH 4 H 2 PO 

4 (70~100wt

%) Na 2 HPO 

4 (30wt%이하)

30~ 

40
250~400 S 10.6~11.9 1 1 1 1

표면얼룩

및 핀홀

발생

3

NH 4 H 2 PO 

4 (70~100wt

%) Na 2 HP 2

O 7 (30wt%이

하)

0.05

미만
25~35 S 12.7~13.9 3 2 3 2

4

NH 4 H 2 PO 

4 (70~100wt

%) Na 2 HP 2

O 7 (30wt%이

하)

30 ~

40
230~400 S 9.6~10.7 1 1 1 1

표면얼룩

및 핀홀

발생

종

래

예

1 공 기 - 15~25 A 12.9~13.9 4 4 4 4

2 공기 + 물 - 20~30 F 13.6~15.1 2 2 2 3

* 품질평가방식 : 1(우수) ↔ 5(불량)

냉각방식 : A는 공냉, F는 포그냉각을, S는 초급속냉각을 의미한다.

한편, 흡열반응제의 농도가 0.05~30%범위에 있는 발명예 1,2 및 3은 모두 우수한 도금특성을 가짐과 아울러 표면품

질도 우수함을 알 수 있다.

(실시예 2)

상기 실시예 1과 동일한 조건으로 합금화처리된 도금강판 시편을 70~100wt% 의 Na 2 HPO 4 와 30wt%이하의 Na

4 P 2 O 7 로 이루어진 흡열반응제 냉매를 이용한 흡열반응제 용액을 분사시켜 냉각시켰으며, 이때 그 용액의 농도

를 각각 달리하면서 지에이 강판을 제조하였다. 이때 노즐에서의 공기 및 용액의 분사량은 실시예 1과 동일하였다.

상기와 같이 제조된 강판에 대한 내파우더링성등을 측정하기 위하여 실시예1과 동일한 실험을 하였으며, 그 결과를 

하기 표 2에 나타내었다.

[표 2]

처 리 조 건

합금화도

측 정 결 과

비고
냉 매

용액 농

도(%)

냉각속도 (

℃/sec)
내파우더링성 가공성

아연 

픽업성

합금화

균일성

발명예 1

Na 2 HPO 4

(70~100wt%)

Na 4 P 2 O 7

(30wt%이하)

0.03~30 300~350 9.7~10.4 1 1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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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예

1

Na 2 HPO 4

(70~100wt%)

Na 4 P 2 O 7

(30wt%이하)

0.05미만 27~33 10.5~11.6 2 2 3 2

2

Na 2 HPO 4

(70~100wt%)

Na 4 P 2 O 7

(30wt%이하)

30~40 320~420 9.9~10.8 1 1 1 1

표면얼룩

및 핀홀

발생

* 품질평가방식 : 1(우수) ↔ 5(불량)

상기 표 1에 나타난 바와같이, 비교예 1은 냉매인 흡열반응제 농도가 너무 낮아 급속냉각을 꾀할 수 없어 측정된 도금

특성이 나쁨을 알 수 있으며, 비교예 2의 경우는 흡열반응제의 농도가 너무 높아 측정된 도금특성은 양호하나 냉각처

리된 강판의 표면에 얼룩이나 핀홀이 발생함을 알 수 있다.

이에 반하여, 본 발명예1의 경우는 우수한 도금특성을 가짐과 아울러 표면품 질도 우수함을 알 수 있다.

(실시예 3)

상기 실시예 1과 동일한 조건으로 합금화처리된 도금강판 시편을 흡열반응제 냉매인 CuSO 4 나 NaNO 3 를 이용한 

흡열반응제 용액을 분사시켜 냉각시켰으며, 이때 그 용액의 농도를 각각 달리하면서 지에이 강판을 제조하였다. 이때

노즐에서의 공기 및 용액의 분사량은 실시예 1과 동일하였다.

상기와 같이 제조된 강판에 대한 내파우더링성등을 측정하기 위하여 실시예1과 동일한 실험을 하였으며, 그 결과를 

하기 표 3에 나타내었다.

[표 3]

처 리 조 건

합금화도

측 정 결 과

비고
냉 매

용액 농

도(%)

냉각속도 (

℃/sec)

내파우

더링성
가공성 아연픽업성 합금화균일성

발명예

1 CuSO 
4

0.05~30 250~300 9.9~10.7 1 1 1 1

2
NaNO

3
0.05~30 250~300 10.2~11.0 1 1 1 1

비교예

1 CuSO 
4

0.05미만 15~20 12.3~13.3 3 3 2 3

2 CuSO 
4

30~40 250~400 10.6~11.3 1 1 1 1 나내식성열화

3
NaNO

3
0.05미만 15~20 12.2~13.0 3 2 2 3

4
NaNO

3
30~40 250~400 10.0~11.0 1 1 1 1 표면 Na석출

* 품질평가방식 : 1(우수) ↔ 5(불량)

상기 표 3으로 부터 알수있는 바와같이, 비교예 1과3은 그 냉매인 흡열반은 제의 농도가 너무 낮기때문에 우수한 도

금특성을 얻을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비교예 1은 도금특성은 양호하나 나내식성이 열화되며, 비교예 4의 경우

는 강판 표면에 Na석출로 표면품질이 열화됨을 알 수 있다.

이에 반하여, 본 발명예1과 2의 경우는 모두 도금특성이 우수할 뿐만아니라 표면품질도 우수함을 알 수 있다.

발명의 효과

상기한 바와같이 본 발명은, 합금화처리된 도금강판에 흡열반응제 용액을 분사하므로써 내파우더링성등과같은 도금

특성뿐만 아니라 우수한 표면품질을 담보할 수 있으며, 또한 초급속냉각에 따라 종전법 대비 우수한 생산성을 갖는 

지에이 강판의 제조에 유용한 효과가 있는 것이다.

(57) 청구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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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
냉연소지강판을 도금조에 통과시켜 도금하고, 도금된 강판을 가열하여 합금화열처리시킨후 냉각시키는 용융아연 도

금강판의 제조방법에 있어서, 상기 합금화열처리된 도금강판에 흡열반응제 용액을 분사하므로써 50~350℃/sec의 

냉각속도로 300℃이하의 온도까지 상기 도금강판을 초급속 냉각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고품질 지에이 강판의 제

조방법

청구항 2.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흡열반응제 용액은 70~100wt%의 NH 4 H 2 PO 4 와, Na 2 HPO 4 또는  Na 4 P 2 O 7 중

어느 하나를 첨가제로써 30wt%이하로 포함하여 이루어진 흡열반응제에 의해 마련된 것임을 특징으로 하는 제조방법

청구항 3.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흡열반응제 용액은 70~100wt%의 Na 2 HPO 4 와 첨가제로서 Na 4 P 2 O 7 을 30wt%이하

로 포함하여 이루어진 흡열반응제에 의해 마련된 것임을 특징으로 하는 제조방법

청구항 4.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흡열반응제 용액은 CuSO 4 또는  NaNO 3 중 어느 하나의 흡열반응제에 의해 마련된 것임을 

특징으로 하는 제조방법

청구항 5.
제 2항 내지 4항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흡열반응제는 0.05~30%의 농도로 상기 흡열반응제 용액을 구성함을 

특징으로 하는 제조방법

청구항 6.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냉각처리된 도금강판을 포그냉각방식으로 200℃이하의 온도까지 2차냉각시키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제조방법

도면

도면1

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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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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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a

도면5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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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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