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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연구에서는 인산-망간 피막처리 공정 중에 생성되는 슬러지를 방지하기 위하여 인산-망간 화성처리액에 유기첨
가제인 Tartaric acid를 첨가하여 내마모성 및 방청성 향상을 목적으로 슬러지를 방지하기 위한 인산-망간 화성피막의 특성
을 연구하였다. Tartaric acid의 농도에 따른 표면 Morphology를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SEM)과 Energy Dispersive 
X-ray spectroscopy (EDS)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EDS 분석을 통해 Mn, P, Fe. O, C의 성분을 확인 할 수 있었으며, 인
산-망간 화성피막의 상(phase)을 확인하기 위하여 X-ray diffraction (XRD)을 분석을 통하여 (Mn,Fe)5H2(PO4)44H2O으로 구성
된 인산-망간 화성피막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Tartaric acid의 농도에 따른 인산-망간 피막의 내마모 시험(Ball on disc) 
및 경도시험을 실시하여 기계적인 특성 및 슬러지의 양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1. 서론 

  철강재료의 표면처리에 있어서 화성처리 중 하나인 인산염 화성처리는 도장하지용, 내식성, 냉간가공 용, 내마모성 등을 
목적으로 여러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다. 특히 인산염 화성처리 중 인산-망간 화성피막은 철강 표면에 치밀한 피막을 형성
하여 방청성, 내마모성 및 내윤활성을 향상시켜 피니언 기어, 피스톤, 실린더 밸브 등의 자동차 부품에 적합한 화학 공정 
처리법이다.  하지만 인산-망간 피막처리 공정에 있어서 인산염은 용해성이 있으므로 온도와 농도가 높을 경우 불용성 슬
러지 형태로 침전되는데 이는 인산-망간 화성피막에 대한 밀착성 및 내마모성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된다. 따라서 본 연구
는 슬러지 방지를 위하여 인산-망간 화성처리액에 유기첨가제인 Tartaric acid를 첨가하여 화성피막의 처리과정에서 생성
된 슬러지의 양과 인산-망간피막의 화학적 조성 및 형상, 밀착성에 따른 내마모도의 특성을 연구하였다. 

2. 본론 

 본 연구에서 사용된 실험 소재로는 두께 2.5mm인 SM45C 탄소강을 3mm X 3mm로 가공하여 실험하였으며, 모든 시험편
은 먼저 기계적인 연마방법으로 #2000으로 표면을 연마한 후 화학적 전처리를 통하여 시험편 가공시 소재 표면에 부착될 
수 있는 산화물 및 기타 오염물을 제거하였다. 이후 표면조정공정을 수행한 후 유기첨가제인 Tartaric  acid의 농도에 따른 
화성처리액을 각각 제조하여 인산-망간 화성처리 실험을 진행하였다. 

3. 결론

 본 연구에서는 인산-망간 화성처리 피막에서 생성되는 슬러지의 양을 최소로 하여 기계적인 특성인 경도 및 내마모도의 

향상을 위한 연구를 하였다. 유기첨가제인 Tartaric acid를 첨가한 결과 기존 인산-망간 화성피막의 구성 원소와 동일한 C, 

O, Mn 그리고 Fe를 확인 하였으며, XRD를 통한 상(Phase)분석 결과 (Mn,Fe)5H2(PO4)44H2O으로 인산-망간 화성피막을 확인
할 수 있었다. Tartaric의 첨가시 인산-망간 화성처리 공정에 생성되는 슬러지의 양을 감소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으며 
이는 Tartaric acid로 인하여 모재 Fe 성분을 억제하는 반응과 화학적 산화반응에 기인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Tartaric 
acid의 농도에 따른 슬러지의 양과 기계적인 특성인 경도 및 내마모성 분석결과 슬러지의 양의 차이는 있지만 슬러지의 
감소로 인하여 기계적인 특성이 향상된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따라서 Tartaric acid를 첨가하여 인산-망간 화성처리를 
할 경우 슬러지의 감소로 인하여 자동차 및 산업용 기계 구동부의 부품과 같이 금속과 금속이 직접 접촉하는 부분기계적
인 특성을 향상시키는데 효과적인 방법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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