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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

 알루미늄 양극산화 피막의 내마모성 향상 및 염료 침지의 봉인을 위해 다양한 봉공처리법이 개발되고 상용되어왔다. 현

재, 주로 사용되는 방법들은 에너지 소비량이 많고, 유독성의 용액을 사용해야하며 봉공처리의 품질 자체가 좋지 못하다는 

단점이 있다. 이에 저에너지 소비 및 친환경적이고 무독성의 용액을 사용하는 봉공처리를 고안하고자 한다.

 1. 서론 

 기존 봉공처리법들의 장, 단점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봉공처리법 장점 단점

물 봉공 친환경적 고온사용

니켈-아세트산 봉공 실링성능우수
고온사용

유독성 용액

니켈 상온 봉공 상온처리로 인한 에너지절감
실링성능나쁨

유독성 용액

Table 1. 기존 봉공처리 방법 비교

이를 비롯하여 본 실험에서는 위와 같은 단점들을 극복할 수 있는 봉공처리 방법을 고안하였고, 동종의 음이온계 용액을 

통하여 봉공처리가 가능할 수 있음을 주사 전자 현미경을 통해 확인하였다.

 2. 본론

본 연구에서는 독성이 적고 상온에서도 다공성 알루미나와 쉽게 반응할 수 있는 알루미늄 음이온 용액을 봉공처리에 이용

하였다. 알루미늄 음이온 용액을 이용한 봉공처리는 알루미늄의 양극 산화를 진행한 이후에 알루미늄 음이온을 포함하는 

알루미늄산나트륨 수용액에 일반적인 침지를 하는 것으로 봉공처리를 진행하였고, 온도, 시간 및 pH 등의 변수에 따라서 

여러 가지 실험을 진행하였으며, 이 용액으로 봉공처리가 가능한지 먼저 주사 전자 현미경 분석을 통해 평가하였다.

             

    Fig1. (a) 저온 및 고온환경 봉공처리                        (b) 장시간 및 단시간 봉공처리

 Fig1. (a)는 저온 및 고온 환경에서 알루미늄산나트륨 용액으로 봉공처리한 모습이며 (b)는 장시간 및 단시간에 봉공처리

를 진행한 모습이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하여 저온 환경에서도 단시간에  충분히 봉공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그리하여 저온에서 단시간에 pH를 변화시켜 적정 pH를 찾기 위해 봉공처리를 Fig2.와 같이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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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2. 저온에서 단시간에 pH를 변화하여 봉공처리

 3. 결론

본 실험에서는 반응속도가 충분한 저온 및 단시간에도 봉공처리가 가능하다는 것과, 봉공처리의 적정 pH 범위를 주사 전

자 현미경을 통하여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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