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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the wear performance of manganese phosphate coating on SM45C with addition agent of
Tartaric acid and Citric acid were investigated. The Surface morphology of manganese phosphate coating
was examined by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SEM) and Energy Dispersive X-ray spectroscopy (EDS).
It is found that Mn, P, Fe, O and C. The crystal structure and thee composition was analysis and determined
by using XRD. The XRD results indicated that manganese phosphate coatings are mainly composed of
(Mn,Fe)5H2(PO4)44H2O and consists of a lot of close packed lump crystalline. Based on the time dependence
of morphology and the weight of manganese phosphate coating, it shows that the phosphating process mainly
includes three stages: corrosion of the substrate, creation and growth of phosphate crystal nucleus and thick-
ening of manganese phosphate coating. The wear tests were performed in a ball on disc apparatus as per
ASTM G-99 Standard. It was showed that the initial wear was quite high followed by low slu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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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오늘날 자동차 및 각종 기계 부품들은 소형화, 간

소화 되어가며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구동부 관련 부품들은 상대 부품들간의 접촉으로

동력을 전달하고 있기 때문에 내마모성, 방청, 외관

미화, 전기절연 및 전도성 등이 요구된다. 이러한

이유로 각종 부품 표면상에 전기적, 물리적, 화학적

처리방법으로 보호 피막을 형성하는 각종 표면처리

가 행해지고 있다1).  

화학적 처리방법은 금속 표면에 다양한 화학 반

응으로 피막이 형성되는 표면처리 방법의 한 종류

로서 피막 두께는 수 백 nm 범위를 나타내며, 화

성처리 용액 성분에 따라 다양한 종류가 있다. 이

러한 처리법은 전기도금과는 달리 외부에서 전기를

가해주지 않고 금속 표면과 화성처리 용액간 화학

반응을 이용하여 피막을 얻을 수 있다. 화성처리 방

법 중 대표격인 크로메이트 처리 기술은 액 제조

및 공정이 간단하고, 적은 비용으로 우수한 내식성

과 도막 밀착성을 구현하므로 아연 및 알루미늄계

도금강판의 후처리 코팅기술로서 널리 사용되어 왔

다. 그러나 독성이 강한 6가 크롬이 주성분인 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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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트 처리법은 EU의 RoHS 제정과 같은 환경 규

제에 의해 그 사용이 제한되고 있다. 그 결과 환경

과 인체에 유해한 크롬 도금의 대체 기술로서 고성

능 인산염 피막처리 기술이 주목을 받고 있다2-6). 

인산염 피막처리는 초기에는 주로 철강의 방청을

위해 개발되었지만 최근에는 아연, 알루미늄, 마그

네슘 등과 그 합금 금속에도 적용되며, 다른 표면

처리법에 비해서 간단하고 복잡한 장치를 요하지

않아 매우 경제적인 처리법이다4). 인산염 피막처리

는 탄소강과 같은 금속 모재 표면을 화학적으로 고

착성과 안정성이 높은 인산염 또는 산화피막 화합

물 층을 표면에 형성시키고, 이때 형성된 표층의 물

리화학적 성질을 이용하여 내마모성, 내열성, 금속

표면 부식을 방지하는 방식성, 색채 및 광택을 향

상시키는 장식성, 경도 등을 향상시키는 대표적 금

속 표면처리법으로 처리제의 구성 성분에 따라 인산

-아연처리, 인산-철처리 및 인산-망간처리가 있다7). 인

산-아연 및 인산-철 처리의 경우 피막의 성질이 치

밀하고 균일한 엷을 막을 형성하여 주로 도장공정

에서의 하지 공정으로 이용되며, 인산-망간의 경우

피막이 두껍고 망간 입자로 인해 경도가 향상되어

내마모성, 내마멸성을 요구하는 분야에 적용된다.

또한 방청력은 막의 두께에 비례하여 두껍게 될수

록 양호하며 망간계가 가장 우수하고 철계가 부식

에 가장 취약하며, 막의 두께는 얇을수록 결정이 균

일하고 치밀화되어 밀착성이 양호하다8-11). 

인산-망간처리는 금속간 직접 접촉을 방지하는 목

적으로 이용되며, 결정 생성 제어 기술에 의해 자

동차 부품뿐만 아니라 산업용 기계 부품 전반에 걸

친 광범위한 접동부 분야에 사용되고 있으며 인산

-망간 화성처리 피막이 희생적으로 마모해 보다 평

평한 접동 표면을 만든다12-19). 이 효과에 의해 마찰

계수가 저감되어 표면처리를 하지 않은 것과 비교

해 마찰열 발생이 억제되어 금속 표면 경도 감소와

윤활유를 열화 시키는 등 각종 트러블의 원인이 되

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인산-망간 피막처리를 함

으로 접동 표면으로부터 생성된 마모입자인 인산-

망간피막 입자가 윤활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내마

모성을 요구하는 구동부 및 각종 기계 부품 류에

많이 사용되고 있다3-4). 이처럼, 자동차 부품

Tribology(마찰,마모)용 경계면 윤활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표면처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나 인

산-망간 피막처리시 인산염의 용해성 때문에 온도

와 농도가 높을 경우 슬러지 형태로 침전되어 밀착

및 내마모성 낮아져 기계적인 특성이 저하된다고

알려져 있다14-21). 

본 연구에서는 인산-망간 피막처리에서 생성되는

슬러지 방지를 위해 화성처리액에 Tartaric acid 및

Citric acid를 첨가하여 피막처리 과정에서 슬러지

변화, 화성피막의 조성과 형상, 두께 및 밀착성에

따른 내마모도의 상관관계를 연구하였다. 

2. 실험방법

본 연구에서는 사용된 실험 소재로는 두께 2.5 mm

인 SM45C 탄소강을 3 × 3 mm 크기로 가공하여 사용

하였으며, 소재의 화학조성을 표 1에 나타내었다. 

모든 시험편은 먼저 기계적 연마 방법인 SiC 연

마지 #2000으로 연마하여 소재 표면에 부착된 산

화물, 오염물 등을 1차로 제거하였으며, 이후 전처

리, 표면조정을 수행 후 화성처리를 하였다.  

또한 첨가제의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인산-망

간 화성처리 공정에서 Tartaric acid와 Citric acid를

첨가하여 생성된 화성처리 피막의 슬러지 양을 확

인하였다. 이때 각 공정 사이에는 D.I. Water로 충

분한 수세를 통한 표면 잔류 용액이 후 공정에 영

향을 주지 않도록 제거하였다. 이러한 실험과정을

그림 1에 나타내었다.

SM45C 시편의 표면 및 계면 분석은 scanning

electron microscopy (SEM), energy dispersive X-ray

spectroscopy (EDS)를 사용하여 화성 피막의 형태,

Table 1. Chemical compositions of SM45C. (wt.%)

C Si Mn P S Fe

0.46 0.28 0.57 0.03 0.01 balance

Fig. 1. Flow chart of surface treatment process for

SM45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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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원소의 조성을 확인하였고, X-ray diffraction

(XRD)을 Cu-Kα의 단색광 필터를 이용, 40 kV,

30 mA 조건에서 0.02o를 간격으로 X-ray 회절을 시

켰으며, 회절 각은 10 ~ 80o으로 사용하여 피막의 결

정 구조 등을 분석하였다. 

각 조건에서 형성된 인산-망간 화성피막과 원소

재인 SM45C의 기계적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 경도

시험과 마모시험을 하였다. 경도시험은 마이크로 비

커스를 이용하여 980 mN의 하중으로 각 시편당 10

회를 하여 평균값을 나타내었고, 마모시험은 ‘1 Ball

on Disk’ Type으로 건조 상태에서 Load 20(N),

Rpm 200으로 SiC Ball을 이용하여 실험 시간은 30

분으로 하였다. 그리고 Load를 먼저 정상 Load까

지 가하고 Rpm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마모시험을

행하였으며 정상 Rpm까지 상승하는데 약 40s정도

소요되었다.

3. 실험 결과 및 고찰

3.1 인산-망간 화성피막의 형상 

그림 2는 첨가제를 넣지 않은 인산-망간 처리법

으로 SM45C에 생성된 화성피막의 형상이다. 표면

망간입자의 사이즈는 2 ~ 10 µm 크기로 형성되어

있으며 이때 피막의 두께는 3 ~ 4 µm이다. 이때 표

면에 형성된 피막을 EDS분석한 결과 주 성분은

Mn, P, Fe, O, C이다. 

이러한 인산염 피막의 형성에 대해 A. Neuhaus,

E.Janperty 및 M. Gebhardt의 인산피막 구조에 관

한 연구에 의하면, 그림 3(a)와 같이 Fe 표면에 (b)

와 같은 인산염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Etching 반응

과 중금속 제3인산염 석출이 기본반응으로 이루어

져 있는데, 우선 Fe 표면이 유리화 인산에 의해

Etching을 받아 용해를 하여야 하며 그 반응은 다

음과 같다3-4). 

Me(H3PO4)2 MeHPO4 + H3PO4 + H2 ↑ (1)

이 반응에 의해 가용성 염이 생성됨과 동시에 수

소 이온이 수소 gas로 환원되기 때문에 금속표면과

처리욕의 계면에서 pH가 상승한다. 반응을 더욱 촉

진시키기 위해서는 확산 과정이 필요하게 되므로

반응액을 교반 하여야 한다. 이러한 반응에 의해 생

성된 인산이 (1)식과 같이 철에 의해 중화되어 반

응계 전체가 연속적으로 진행되는데, 인산-망간 및

반응기 중에 존재하는 중금속 염의 평형반응 과정

은 다음과 같다. 

3MeHPO4 Me(PO4)2 + H3PO4 (2)

3Me(H3PO4)2   Me(PO4)2 + 4H3PO4 (3)

즉, 인산-망간 반응 초기에 생성된 가용성의 중금

속 제일인산염이 2차 반응에 의해 불용성 중금속인

Fig. 2. Morphology images of Manganese-Phosphate conversion coating on SM45C.

Fig. 3. Surface morphology images of SM45C: (a)

Bare metal, (b) Mn-P conversion coa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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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인산염으로 변화한다. 이때의 반응 생성물의 일

부는 반응액 내부에서 슬러지화 되어 반응계 외로

불순물화 되어 침적된다. 

표 2는 슬러지를 방지하기 위해 화성처리액에

Tartaric acid 와 Citric acid를 각각 첨가하였을 때

생성되는 산비(Acid ratio)이다. 이러한 산비는 액중

상대농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유기성분을 슬러지로

소실하고, 피막은 초기의 것이 형성된다3,6). 산비가

작을 때는 소지 Etching이 행해져 슬러지의 형성을

막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4은 인산-망간 화성처리액에 Tartaric acid를

첨가하여 생성된 피막을 분석한 결과이다. 표면의

입자 사이즈는 7 ~ 10 µm로 균일하게 증가하고 피

막의 두께도 4 ~ 5 µm로 증가하였다. 특히 표면 EDS

분석 결과 Fe의 중량이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는데, 이것은 Tartaric acid가 화성

처리액에서의 산비를 낮추어 피막 형성과정에서 슬

러지 생성을 억제하는 것이다.  

반면 Citric acid의 경우 그림 5에서와 같이 표면

및 계면의 인산-망간피막 형성은 유사하나 EDS분

석 결과 Fe의 함량에는 첨가제 없이 화성처리한 피

막과 별다른 차이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첨가제의 영향으로 인산-망간 화성처리 피막이 형

성될 때 Fe함량이 변화하는 것에 대하 화성처리 전,

후의 무게 변화를 통한 값을 그림 6과 같이 나타내

었다. Tartaric aid의 경우 3배정도 Fe 무게가 증가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Table. 2. Conditions of Manganese-Phosphate solution
with addition agent.

Total acid Free acid Acid ratio

Non-addition 32.0±2.0 4.2±0.5 7.62

Tartaric acid 33.0±2.0 10.0±0.5 3.30

Citric acid 35.0±2.0 8.0±0.5 4.38

Fig. 4. Morphology images of the Manganese-Phosphate conversion coating with addition tartaric acid.

Fig. 5. Morphology images of the Manganese-Phosphate conversion coating with addition citric ac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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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는 첨가제에 따른 인산-망간 피막에서의 슬

러지 양을 나타내었다. Tartaric acid의 경우 슬러지

는 1/3가량 줄어든 반면, Citric acid의 경우에는 오

히려 슬러지 양이 2배이상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

었고 이러한 것들이 마모도에 영향을 주는 것을 확

인 할 수 있었다.  

3.2 인산-망간 화성피막의 조성 

앞서 EDS분석의 결과 피막의 주된 구성 성분은

C, O, P, Mn 그리고 Fe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SM45C 합금 원소 산화물과 인산-망간 화성처리액

속 염과의 반응으로 생성된 것이다. 보다 자세히 그

림 8에서와 같이 XRD 분석에서도 첨가물에 따라

슬러지 억제 효과만 있고 기본적인 피막의 형성 화

합물인 (Mn,Fe)5H2(PO4)44H2O는 모두 구성하고 있

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3.3 경도 및 내마모 특성 

인산-망간 화성처리 피막의 기계적 특성을 확인

하기 위해 경도를 그림 9과 같이 측정하였다. 화성

처리 전 SM45C의 경도는 233(Hv)이지만 인산-망

간 화성처리를 한 피막의 경도는 280(Hv)으로 향

상이 되었다. 또한, Tartaric acid와 Citric acid를 첨

가한 경우 각각 350(Hv)와 270(Hv)를 나타내며 두

첨가제 모두 경도 향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Tartaric acid의 경우 화성처리 피막에서의 Fe 무게 증

가와 슬러지 제거 효과로 인해 경도 값이 기존 인산

-망간 화성처리 피막보다 70(Hv)이상 향상되었다. 

이러한 피막의 기계적 특성을 보다 자세히 확인

하기 위해 마모실험을 하였고, 인산-망간 화성피막

과 원소재인 SM45C 시편을 시간에 따른 마찰계수

변화를 관찰하기 위해 매초마다 마찰계수에 대한

출력 값을 비교하기 위해 그림 10과 같이 그래프

로 표시하였다. 전체적으로 인산-망간 화성피막 형

성으로 인해 내마모성은 향상되었고, 특히 슬러지

함량이 가장 적은 Tartaric acid를 첨가한 화성피막

의 경우 내마모성이 가장 우수함을 확인할 수 있었

다. 이것은 표면에 생성된 마모입자 보다 많은 인

Fig. 6. Fe contents in Manganese-Phosphate conversion

coating layer of SM45C.

Fig. 7. Sludge weight of Manganese-Phosphate con-

version coating of SM45C with non-additive,

Tartaric acid and Citric acid at applied load of

20N against hardened SiC ball.

Fig. 8. XRD patterns of Manganese-Phosphate con-

version coating layer : (a) Bare metal, (b)Non-

addition, (c)Tartaric acid, (d)Citric acid.

Fig. 9. Hardness : base metal, non-additive, tartaric

acid and citric ac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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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망간피막 입자가 윤활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내

마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인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인산-망간 화성처리 피막에서 생

성되는 슬러지를 첨가제를 통한 감소로 경도, 내마

모등의 특성 향상을 위한 실험을 하였고, 이때 형

성된 피막의 주된 구성 성분은 C, O, P, Mn 그리

고 Fe으로 나타났다. 이는 SM45C 합금 구성 원소

의 산화물과 인산-망간염의 반응으로 생성된 것이

다. 보다 자세히 (Mn,Fe)5H2(PO4)44H2O로 구성되어

있으며, 슬러지가 감소할수록 피막에서 Fe함량이 감

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피막 조

성은 기존 인산-망간 화성처리로 형성시킨 피막과

유사하며, 첨가제인 Tartaric acid이 Fe모재에서 슬

러지가 형성되는 것을 억제하는 반응과 화학적 산

화반응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각 조건에서 형성된 인산-망간 화성처리 피

막과 원소재인 SM45C의 기계적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 마모시험을 한 결과 인산-망간 화성처리 피막

에서 Tartric acid 첨가제의 경우 슬러지 감소로 마

모성이 17%이상 향상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따라서 Tartaric acid를 첨가하여 인산-망간 화성처

리를 할 경우 자동차 및 산업용 기계의 구동부 부

품과 같이 금속끼리의 직접 접촉을 하는 부분의 표

면 마모도를 향상시켜 내구성을 높이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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