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세대 아연도금 기술, 혁신적인 친환경 도금

■ 특성

1. SST 700hr ~ 1500hr의 고내식 도금입니다.

2.  친환경 전처리 / 무기질 도금 / 친환경 후처리로 유해 VOC, 중금속이 없는 친환경 코팅입니다.

3. 전처리 공정에서 염산을 사용하지 않아, 폐수발생이 적고, 수소취성 발생이 전혀 없습니다.

4. 표면이 미려하고, 전기도금 형태로 스크래치 등 물리적 충격에 강합니다.

5. 완전 자동화가 시스템이 가능하여, 설비의 구성에 따라 생산가격이 경제적이고,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습니다.

6. 전기아연도금, 용융아연도금, 고내식 금속도료 등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INNOZINC는 KEMP의 독자적인 친환경 전처리와 무기 도금, 후처리로, 폐수와 대기오염 물질 발생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기존 도금의 경제적이고, 강력한 물성의 장점과, 금속도료의 고내식 장점만을 합친 새로운 패러다임의 아연도금 방식입니다.

기존 전기 아연도금의 약한 내식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도금 과정에서 KEMP에서 개발한 아연도금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반응형 Si를 아연과 전기화학적으로 결합시켜, 아연을 안정화시키고, 소재를 우수한 성능으로 보호합니다.

Si 아연도금층에 깊숙히 침투되어, 아연과 연속적인 축합 반응으로 생성된 치밀하고, 견고한 망상구조 피막층 입니다. 

부식인자의 침투를 막아, 내식성을 향상시킵니다.

초박막 형태의 무기피막층으로, 물리적 충격에도 문제발생이 없고, 자외선, 화학물질에 내성을 가지는 층입니다.

■ 메카니즘

철[Fe]

Si 아연 도금층

Si - O - Zn 화학적 결합 층

대기중 수분과 반응하여 형성된 도막

도막두께

1Cycle Time

내식성

코팅방법

컬러

8㎛, 15㎛ (평균 도막 두께)

최소 37min [소재의 사이즈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SST 700hr ~ 1500hr

친환경 전처리 -> Si 아연도금 -> 활성화 처리 -> 친환경 후처리

실버



■ 내식 성능 [툴링 장비를 이용한 물리적 충격 2회 후 내식성 테스트 ASTM B117]

■ 적용처

1. 전처리 : 기존 아연도금 대비 폐수 발생을 1/3로 줄입니다. 녹과 아연에만 반응하는 친환경 제품으로, 안전과 수소취성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2. 아연도금 : 반응형 Si를 첨가하여, 아연의 활성화를 줄이고, 안정적인 성능을 확보합니다.

3. 활성화처리 : 질산을 대체하는 친환경 활성화 물질을 사용하거나, 제품에 따라 생략할 수 있습니다.

4. 후처리 : 크롬화합물(Cr6+, 3+)을 사용하지 않으며, 수세공정이 추가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5. 전체 공정 시간이 최소 37분으로 축소되어, 생산량을 증대시킬 수 있습니다.

기존의 아연도금 공정은 적청 발생시 까지 전기아연도금은 SST 200hr, 용융아연도금은 SST 480hr 이나, INNOZINC는 SST 
1500hr 에도 적청 발생이 없으며, 2회 툴링 테스트(물리적 충격) 후에도 적청 발생 없이 내식력을 유지합니다.

■ 이노징크 도금 양산 공정

포장
활성화
(친환경)

건조
(물기제거)

후처리제
(친환경, 침지 또는 스프레이)

수세 2회
건조

(상온 또는 60℃ 5분)

입고 수세 2회 수세 2회중화
아연도금
(성능향상)

유분 + 녹제거
(친환경)

전처리

활성화 처리 후처리

아연도금

Before Test SST 880hrSST 240hr SST 408hr SST 1070hr SST 1500hr

자동차 : 전기아연, 니켈도금, 금속코팅 대체 조선 : 패스너, 케이블 트레이 등 도로엔지니어링 : 철탑, 가드레일, 교통지주 등

Innozinc Erectro Galvanizing

Before Test
[After Tooling 2times] 

SST 700hr
[After Tooling 2times]

Hot-dip Galvanizing 2C 2B Al Zn Coa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