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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이 기준은 제설제의 강재 부식 영향을 측정하는 방법에 대한 것이다.
이 기준의 일부는 기술적 성질을 가진 특허권, 출원공개 이후의 특허출원, 실용신안권 또
는 출원 공개 이후의 실용신안등록출원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주의하여야 한다.
환경부장관은 이러한 기술적 성질을 가진 특허권, 출원공개 이후의 특허출원, 실용신안권
또는 출원공개 이후의 실용신안등록출원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한 확인의 책임을 지지 않
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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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설제의 성능 평가 - 강재 부식 영향 시험 방법
Performance Assessment on De-icing Chemicals - Test Method of Corrosion
Effect on Steel

1

적용 범위

이 기준은 제설제 사용이 자동차나 도로 주변의 강재 시설물의 부식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
하는 방법에 대하여 규정한다.

2

인용 표준

다음의 인용표준은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이 기준의 적용을 위하여 필수적이다. 발행연도가
표시된 인용표준은 인용된 판만을 적용한다. 발행연도가 표시되지 않은 인용표준은 최신판
(모든 추록을 포함)을 적용한다.
KS D 3512, 냉간 압연 강판 및 강대
KS M 1665, 산업용 아세톤
KS M 8403, 시트르산수소이암모늄 (시약)

3

용어와 정의

이 기준의 목적을 위하여 다음의 용어와 정의를 적용한다.
3.1 기준 물질
제설제의 강재 부식 영향을 상대 평가할 때 제설제의 비교 기준으로 사용하는 물질
3.2 제설제
화학반응 또는 증기압 변화를 유발하여 어는점을 낮추어 눈‧얼음을 녹이는 기능을 하는 물질
비고

성상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a) 고상 제설제
b) 액상 제설제

4

시험 방법

4.1 개요
이 기준은 제설용으로 사용되는 염화나트륨 대비 특정 제설제의 강재 부식 영향을 시험실에
서 표준화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상대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이 기준은 강재 부식 영향에
대한 절대 평가를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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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재료 및 장치
4.2.1 기준 물질
순도 98 % 이상의 염화나트륨을 사용한다.
4.2.2 시험 용액
시험 용액은 4.2.1의 기준 물질이나 3.2의 제설제를 각각 탈이온수에 녹이거나 희석시켜 질
량분율로서 3.0 % 농도로 제조한 수용액을 사용한다. 시험 용액을 제조할 때 수화물 함유
여부는 고려하지 않고 제시된 상태 그대로의 제설제 질량을 기준으로 한다.
비고

고상 제설제는 조성 성분 분포가 시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충분한 양을 녹여 사용한
다. 일반적으로 1 kg 이상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4.2.3 시험편
4.2.3.1 시험편 재질
KS D 3512에 따른 광택 마무리된 표준 조질의 일반용 강판(SPCC/S/B)을 사용하며, 시험편
은 도금이나 도장처리가 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4.2.3.2 시험편 크기
두께 1 mm × 나비 70 mm × 길이 150 mm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표면적 (210 ±
10) cm2의 범위 내에서 나비와 길이를 변경할 수 있다. 시험편은 매달 수 있도록 구멍을 뚫
는 등의 적당한 방법으로 처리하되, 동시에 사용되는 시험편간 표면적의 차이는 ±1 % 이내
이어야 한다.
4.2.3.3 시험편 세척
시험편은 KS M 1665에 따른 아세톤으로 탈지, 세척한 후 시험 실시 전까지 녹이 발생하지
않도록 건조시켜 보관한다.
4.2.4 시험 장치
시험편을 시험 용액에 10분 동안 완전히 담그고 50분 동안 시험 용액 밖으로 꺼내는 동작
을 자동으로 반복해서 실시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비고

1회 시험에 최소 6개의 시험편에 대하여 동일한 조작을 할 수 있어야 하므로 여유분을 고려한
설계가 바람직하다.

4.2.5 시험용 용기
시험편을 시험 용액에 완전히 담글 수 있고 시험용 용기 벽체와 시험편 사이 그리고 시험편과
시험편 사이의 간격이 1 cm 이상 확보되는 충분한 부피를 가진 유리재질의 것을 사용한다.
4.2.6 저울
0.001 g 이하까지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4.3 시험 실시
비고

시험은 기준 물질 수용액과 제설제 수용액에 대하여 각각 동시에 진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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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 시험편 질량 측정
시험편 질량을 0.01 g 이하까지 측정하고 이를 시험편의 초기 질량으로 한다.
4.3.2 시험 용액 준비
4.2.2의 시험 용액을 시험편 표면적 1 cm2당 4.8 mL의 비율로 시험용 용기에 투입한다.
4.3.3 침지 및 건조 시험
4.2.4의 시험 장치를 이용하여 시험편을 시험 용액에 10분간 완전히 담근 후, 시험용 용기
밖으로 꺼내어 50분간 방치한다. 이 조작을 168시간(7일) 동안 반복하되, 시험 기간 동안
시험용 용기 벽체와 시험편 사이의 간격이 1 cm 이상 확보되어야 한다.
4.3.4 시험 환경
시험 기간 동안 시험실 내의 온도는 23 ℃ ± 2 ℃, 상대습도는 65 % ± 5 %를 유지하여야 한
다.
4.4 침지 및 건조 시험 후 처리
4.4.1 시험편에서 부식 생성물 제거
4.3.3의 침지 및 건조 시험이 끝난 시험편을 KS M 8403에 따른 시트르산수소이암모늄 20
% 수용액에 넣어 70 ℃에서 30분간 담가 부식 생성물을 제거한다. 부식 생성물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을 때는 부식 생성물을 제거하는 시간을 추가한다. 다만, 시험 용액에 포함된
접착성 물질 등이 부식 생성물 제거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을 때는 미리 시험편에 대하여
탈이온수, 스팀 등을 사용하여 적절한 방법으로 세척을 실시한다.
4.4.2 부식 생성물 제거 후 질량 측정
4.4.1의 부식 생성물 제거가 완료된 시험편은 탈이온수로 세척하고 종이 타월로 깨끗이 닦
아낸 후 80 ℃ 이상의 건조기 내에서 충분히 건조시킨다. 이후 0.01 g 이하까지 질량을 측
정하고 이를 시험편의 부식 생성물 제거 후 질량으로 한다.
4.5 부식에 따른 시험편의 질량 감량 계산
4.5.1 시험편의 질량 감량 계산
시험편의 질량 감량은 초기 질량(mg)에서 부식 생성물 제거 후 질량(mg)을 뺀 값을 시험편
의 표면적(cm2)으로 나눈 값으로 산출한다.
W  W
Wl  
A

여기서, Wl : 시험편의 질량 감량 (mg/cm2)
W : 시험편의 초기 질량 (mg)
W : 부식 생성물 제거 후 시험편의 질량 (mg)
A: 시험편의 표면적 (cm2)
4.5.2 질량 감량 평균 계산
4.5.1에 따라 계산한 각 시험편의 질량 감량 값이 전체 시험편의 질량 감량 평균값에서 ±10 %
이상 벗어날 때는 해당 시험편의 질량 감량 값을 버린 후, 유효한 시험편의 질량 감량 값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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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하여 이를 침지 및 건조 시험에서의 질량 감량 평균으로 한다. 다만, 유효한 시험편의
질량 감량 값이 2개 이하일 때는 4.3의 시험을 다시 실시하여야 한다.

5

시험 결과의 표현 및 표시

5.1 시험 결과의 표현
시험 결과는 제설제와 기준 물질에 대한 시험편의 질량 감량 평균을 기준으로 한 시험편의
상대 부식성으로 하며 다음 식에 따라 산출한다.
Wlad
C   ×
Wlas
여기서, C : 상대 부식성(%)
W lad : 제설제에 따른 질량 감량 평균 (mg/cm2)
W las : 기준 물질에 따른 질량 감량 평균 (mg/cm2)
5.2 시험 결과의 표시
시험 결과는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까지 표시한다.

6

시험 결과의 보고

시험 결과를 보고할 때는 다음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a) 이 기준에 대한 언급
b) 시험 시료의 확인에 필요한 사항
c) 시험편 및 시험 용액 준비 및 특성에 관한 사항
d) 시험으로부터 얻은 결과
e) 이 기준에서 규정하지 않은 조작이나 부가적으로 수행된 조작
f)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상황에 대한 세부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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