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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the effect of mechanical polishing of carbon steel on the tribological properties of manganese
phosphate coating on carbon steel has investigated. The microstructure, surface morphology and chemical
composition were analyzed by SEM, EDS, and XRD. The surface roughness test was carried out in order
to calculate Rvk value by 3D laser microscopy. Also, the tribology property of manganese phosphate coating
was tested by ball-on disk. In the results of EDS analysis, coating layer consists of elements such in Mn,
P, Fe, and O. XRD showed that (Mn,Fe)5H2(PO4)4·4H2O in manganese phosphate coating layer was formed
by the chemical reaction between manganese phosphate and elements in carbon steel. As the mechanical
polishing degree increased, the friction coefficient was reduced. The rougher the mechanical polishing degree,
the better corrosion resistance was obtained.
Keywords : Manganese Phosphate coating, Tribology, Morphology, Corrosion Resistance, Mechanical Polishig

1. 서

론

인산염 코팅은 자동차 부품 산업, 가정용 전자기
기 산업 및 기타 산업에서 금속의 부식을 억제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대표적인 화학 전환 방법이다[1-3].
인산망간 코팅은 일반적으로 철을 인산 및 탄산
망간 수용액에 침지하여 피막을 형성시키는 방법으
로, 생성된 피막은 porous한 특성을 가지게 된다.
특히, 인산망간 피막은 경제성, 작업속도, 우수한 내
식성, 내마모성, 부착성 및 윤활특성으로 인하여 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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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기어 및 동력 전달 시스템 부품의 표면처리에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다. 인산망간 피막의 우수
한 오일 보유 능력은 마찰력을 저하시키고 갈링
(galling)과 스카핑(scuffing)을 저감시키는 중요한 역
할을 한다[4-6]. 이러한 연질 윤활 코팅은 마찰이
적고 마모가 적으며 여러 분야에 성공적으로 사용
되고 있다[7-9].
인산염 코팅 기술은 오랫동안 연구되어 왔으며,
피막액의 온도, pH, 침지시간 변화 및 다양한 첨가
제 사용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특히, 첨가
제에 대한 이전의 연구에서는 희토류[10] 첨가 또
는 triazolic 화합물[11] 사용 또는 금속염[12-14] 첨
가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이러한 첨가제 사용은 인산염 피막의 조직을 미
세화 시키고 치밀하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 첨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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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은 피막의 전처리 단계가 아닌 피막액에 직접
첨가하여 피막 조직 및 형상에 대하여 분석한 것으
로 전처리 단계에서의 기계적 연마가 피막 형상 및
윤활 특성에 대하여 연구한 논문은 많지 않다. 이
전의 연구에서는 인산망간 코팅에서 활성화 단계인
표면조정제의 배합 비율 변화가 피막에 미치는 영
향에 대하여 연구하였다[15].
본 연구에서는 인산망간 피막의 전처리 단계인
기계적인 연마 처리 정도가 인산망간 피막 형상, 피
막 두께, 윤활 특성 및 내식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
하여 연구하였다.

2. 실험방법
2.1 시험편 준비
본 연구에서 사용된 시편은 기계 구조용 탄소강
인 SM45C를 사용하였으며 시편 사이즈는
50 mm × 50 mm × 3 mm T의 크기로 가공하여 실험
을 진행하였다. 시험편의 화학조성은 표 1과 같다.
각 시험편은 SiC 연마지로 각각 #80, #400, #800,
#2000으로 연마한 다음, 증류수로 세척하고 초음파
세척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용액은 GR 등급의 시
Table 1. Chemical Composition of carbon steel.
C

Si

Mn

P

S

Fe

0.46

0.28

0.67

0.03

0.01

bal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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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과 3차 증류수를 이용하여 제조하였다.
초음파 세적 후, 시험편은 0.1 M NaOH 용액에 3
분간 침지하여 탈지처리 하였고, 산세처리 공정으
로 HCl + HNO3 용액에 1분간 침지하여 표면의 녹
및 이물질을 제거하였다. 탄산망간과 피로인산나크
륨으로 구성된 활성화액에 1분간 침지한 다음, 인
산망간 피막액에 5분간 침지하여 인산염 피막을 형
성하였다. 피막 전처리 및 공정은 그림 1과 같고,
사용한 피막액의 조건은 표 2와 같다.
2.2 실험 방법
피막층의 표면 형상, 미세조직 및 화학 조성은
Field Emission Scanning Electron Microscopy(FESEM, Hitachi, S4700), Energy Dispersive X-ray
spectroscopy(EDS)를 사용하여 분석하였고, 상분석
및 결정구조를 확인하기 위하여 XRD(X-ray
Diffraction, DMAX 2500, Rigaku)를 이용하여 분
석하였다.
기계적 연마 정도가 피막의 두께에 미치는 영향
을 확인하기 위하여 시험편 단면을 재취하여 전자
현미경으로 분석하여 두께를 측정하였다.
피막층의 윤활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오일 함침
후, 내마모 시험을 진행하였다. 내마모시험은 ‘1ball
on disk’ type 으로 건조 상태에서 Load 5(N),
Rpm 10, 마모 거리 15~30 m 조건으로 30 mm 직
경을 가지는 Stainless Ball을 사용하여 시험하였다
. 또한 피막층의 오일 함유 능력(oil reservoir
capacity)을 평가하기 위하여 3D 레이저 현미경
(Keyence, VR-5200)을 사용하여 표면 거칠기 Rvk
값을 측정하였다.
피막의 부식 특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전기화학
적 측정방법인 동전위 분극실험(Potentiodynamic
test)으로
Potentiostat/Galvanostat
(Bio-Logic,
Model SP-150)을 이용하였다. 시험 조건으로는 3.5
wt.%의 NaCl을 넣은 Flat cell kit에 노출 면적을
1 cm2으로 고정하였으며, Platinum mesh를 상대전
극(Counter electrode)으로 KCl 용액을 기준 전극
(Reference electrode)으로 하고 전위를 안정화시키
고자 Open Circuit을 1분간 진행한 후, 안정화된
Open Circuit 값을 바탕으로 scan rate를 10mV/s로
설정하여 Tafel plot으로 부식 전위 값을 측정하였다.
Table 2. Condition of manganese phosphate(Mn-P)
coating solution.
Solution

Fig. 1. Flow chart and treatment of manganese
phosphating.

Mn-P
solution

Total acid Free acid Acid ratio
(TA)
(FA)
(TA/FA)
90

12

7.5

pH

Temp.
(°C)

2.42 95 ~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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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Surface morphology images of manganese phosphate coatings at different polishing degree ; (a) #80, (b)
#400, (c) #800, and (d) #2000.

Table 3. The results of SEM-EDS analysis for concentration variation of O, P, Mn, and Fe.
Polishing degree of SiC

#80

#400

#800

#2000

Element

Weight%

Weight%

Weight%

Weight%

OK

42.30

42.11

40.01

41.82

PK

18.22

17.80

21.09

16.12

Mn K

23.51

25.47

25.01

24.43

Fe K

15.97

14.62

13.89

17.63

Totals

100.00

100.00

100.00

100.00

3. 실험 결과 및 고찰
3.1 인산망간 피막의 형상, 두께 및 결정구조 분석
그림 2는 각각 #80, #400, #800, #2000의 SiC 연
마지로 연마한 후, 인산 망간 피막 처리한 시험편
의 표면형상을 전자현미경을 사용하여 나타낸 것이
다. 그림 2에서 볼 수 있듯이 피막의 표면 형상은
기계적 연마 정도에 따라서 결정 입자 크기가 변화
하였다. 그림 2(a)는 #80 SiC 연마지로 연마한 후
피막 처리한 시험편의 표면 형상을 나타내었다. 그
림에서 볼 수 있듯이, 작은 결정 입자들이 결정 입
계를 따라 표면에 생성되어 있었고, 모든 표면이 인
산망간 결정들로 완전히 덮혀 있었다. 기계적 연마
정도가 #80에서 #2000으로 증가할수록 피막의 결
정 입자 크기가 증가하였고, 결정 입자 크기는 수
mm 에서 20 mm 이상으로 증가하였다. 이는 핵생
성 장소를 제공해주는 표면 활성화 단계에서 표면

이 거칠수록 핵생성 장소를 더 많이 제공하여 결정
수가 증가하였다고 판단되며, 많은 결정들은 결정
의 성장을 서로 방해하여 크기가 작아지는 것으로
사료 된다.
인산망간 피막층에 형성된 주요 성분을 분석하기
위하여 EDS 분석한 결과를 표 3에 나타내었다. 피
막층의 주요 성분은 Mn, P, Fe, O 로 분석되었으
며, 기계적 연마 정도에 따라 주요 성분의 조성 변
화는 두드러지게 관찰되지 않았다. 이는 기계적 전
처리 정도가 인산망간 피막의 주요 성분변화에는
영향을 미치는 않는다고 판단된다.
연마 정도에 따른 피막의 두께 변화를 분석하기
위하여 시험편의 단면을 절단하여 전자현미경으로
두께를 분석하였다. 그림 3에 연마 정도에 따른 피
막층의 두께를 나타내었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연마 정도에 따른 피막층의 두께는 크게 변화지 않
았으며, 이는 기계적 연마 정도가 피막 두께에는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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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SEM micrographs showing the cross-section of phosphate coatings at different polishing degree ; (a) #80, (b)
#400, (c) #800, and (d) #2000.

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기계적 연마 정도
에 따른 피막 형성 두께를 관찰한 결과, 10 mm 내
외의 피막 두께를 얻을 수 있었다.
피막층의 결정 구조를 분석하기 위하여 XRD 분
석을 실시하였다. 그림 4의 결과에 따르면 기계적
연마 정도에 상관없이 동일한 결정구조를 가지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가장 뚜렷하고 강한 피크는
(Mn,Fe)5H2(PO4)4·4H2O (Hureaulite) 였고, 몇 개의
작은 피크는 Fe 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인산망간 피막 결정의 화학 반응 메커니
즘은 아래와 같다. 초기 화학 반응 (1)과 같이 철
시편이 인산염 용액에서 용해되어 수소 이온이 소
모되기 시작하면, 그와 동시에 욕 중 Mn2+, Fe2+,
PO43- 의 반응이 진행되어 식 (2)와 같이 불용성의
제2인산염과 인산을 생성하게 된다. 그 후 식 (2)의
반응이 지속되면, 식 (3)의 MnFe(PO4)2·4H2O 의 휴
롤라이트(Hureaulite)가 피막 주성분으로 형성된다.
Fe + 2H3PO4 → Fe(H2PO4)2 + H2↑
Mn + 2H3PO4 → Mn(H2PO4)2+H2↑
3Mn(H2PO4)2 ↔ Mn(PO4)2 + 4H3PO4

이러한 인산망간 피막의 결정 구조 분석 결과는
다른 연구자의 결과와 일치하였다[9,16].

(1)

(2)

2Mn(H2PO4)2 + Fe(H2PO4)2 + 4H2O
→ MnFe(PO4)2·4H2O + 4H3PO4

Fig. 4. XRD analysis; (a) Bare metal(SM45C), (b)
Manganese phosphate coating.

(3)

3.2 인산망간 피막의 윤활 특성 분석
인산망간 피막의 오일 함침 후에 기계적 연마 정
도에 따르는 내마모 시험을 수행하였다. 내마모시
험 결과는 그림 5와 표 4에 나타내었으며, 피막의
마찰계수는 기계적 연마 정도가 증가할수록 두드러
지게 감소하였으며, 마찰계수는 연마 정도가 #80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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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0.32, #2000에서는 0.05로 가장 낮은 마찰 계수
를 얻을 수 있었다. 이는 피막 결정 크기가 증가할

Fig. 5. Friction coefficient for phosphate coatings at
different polishing degree.

Table 4. The results of friction coefficient.
Specimen

Friction coefficient

#80

0.32

#400

0.25

#800

0.15

#2000

0.05

수록 결정 사이의 오일 함침 공간이 넓어져 오일
함침량이 증가함으로써 마찰계수가 감소하였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인산망간 피막의 오일 함침량을
확인하기 위하여 3D 레이저를 이용하여 피막 표면
의 Rvk(오일 저장 깊이)값을 측정하여 그림 6에 나
타내었다. 그림 6에서 볼 수 있듯이 기계적 연마
정도가 증가할수록 Rvk값이 1.241 µm에서 3.527 µm
로 증가하였으며, 이는 오일을 함유하는 공간이 넓
어졌음을 의미하며, 이러한 결과는 피막의 마찰 계
수 결과와 잘 일치하였다.
그림 7은 Rvk 값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표
면 분석값인 Rk, Rpk, Rvk을 도식화한 그림으로
ISO 13565-2, Geometrical Product Specifications
(GPS)—Surface texture: Profile method; Surfaces
having stratified functional properties—Part2: Height
characterization using the linear material ratio
curve,에 따르면 표면 3개의 부분은 각각 peak, core
와 valleys를 나타낸다. 즉, Rk 는 중심 거칠기 프
로파일의 깊이, Rpk 는 중심 거칠기 프로파일 위로
돌출된 산의 평균 높이, Rvk 는 중심 거칠기 프로
파일에서 제거된 골의 평균 깊이를 의미하며. 표면
의 오일 함침 능력을 나타낸다[17]. 즉, Rvk 값이
증가할수록 오일이 침투할 수 있는 공간이 많아짐
을 의미한다.

Fig. 6. Surface roughness(Rvk) values of phosphate coatings at different polishing deg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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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al 인 SM45C의 -479 mV 에서 -304 mV 로 약
175 mV 증가하였고, 부식전류값도 -4.6 mA 에서 5.1 mA 로 감소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전기화학적
분극 시험을 통하여 기계적 연마 정도가 #80인 경
우에 가장 우수한 내식성을 얻을 수 있었으며, 이
는 피막 결정이 가장 미세하고, 치밀함으로써 부식
전류가 표면에서 분산되어 우수한 내식성을 가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Fig. 7. Schematic illustrating the terms of Rk, Rpk and
Rvk.

Fig. 8. Potentiodynamic polarization curves
phosphate coatings at different polishing degree.

Table 5. The results of Ecorr &
potentiodynamic polarization behavior.

Icorr

of

from

Specimen

Ecorr (mV)

Icorr (µA)

Bare metal (SM 45C)

-479.805

-4.603

#80

-304.584

-5.111

#400

-353.752

-4.494

#800

-369.226

-4.573

#2000

-383.342

-4.886

3.2 인산망간 피막의 전기화학적 특성 분석
그림 8은 동전위 분극실험(Potentiodynamic test)
을 이용하여 Tafel plot으로 분석한 결과를 나타내
었다. 그 결과 인산 망간 피막의 내식성은 소재인
Fe에 비해 내식성이 우수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Fe의 내식성이 인산망간 피막 처리에 의하여
향상됨을 알 수 있었다. 피막 처리된 시험편의 부
식 전위값은 연마 정도가 증가할수록 점차적으로
감소하였다. 분극 시험으로부터 얻어진 결과값은 표
5에 나타내었다. 기계적 연마 정도가 #80인 경우에
가장 높은 부식 전위값(Ecorr)과 가장 낮은 부식 전
류값(Icorr)을 얻을 수 있었으며, 부식 전위값은 bare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인산망간 피막에서의 기계적 연마
처리가 피막 형상, 윤활성 및 내식성에 미치는영향
에 대하여 연구하였고,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
였다.
1. 기계적 연마 처리 정도에 따라 다양한 크기의
결정을 가지는 인산망간 피막을 형성할 수 있었다.
연마 정도가 #80 인 경우에 가장 작은 결정 크기
를 얻을 수 있었고, 연마 정도가 증가할수록 결정
입자 크기가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핵
생성 장소를 제공해주는 표면 활성화 전처리 단계
에서 표면이 거칠수록 핵생성 장소를 더 많이 제공
하여 결정 수가 증가하였다고 판단되며, 많은 결정
들로 인하여 성장이 억제되어 크기가 작아진 것으
로 판단된다.
2. 인산망간 피막층의 EDS 분석 결과 주요 성분
으로 Mn, P, O, Fe 가 검출되었으며, 기계적 연마정
도에 따른 주요 성분 변화는 관찰되지 않았고, XRD
분석 결과 인산망간과 탄소강의 주요 원소들의 화학
작용으로 인하여 피막에 (Mn,Fe)5H2(PO4)4·4H2O
(Hureaulite) 화합물이 형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3. 기계적 연마 정도에 따른 피막 형성 두께를 관
찰한 결과, 10 mm 내외의 피막 두께를 얻을 수 있
었으며, 연마 정도에 따른 피막 두께의 차이는 관
찰되지 않았다.
4. 인산망간 피막의 윤활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오
일 함침 후의 내마모성 시험 결과 #2000 에서 가
장 낮은 마찰 계수를 얻을 수 있었으며, 3D 레이
저 현미경 분석 결과 가장 높은 Rvk 값을 얻을 수
있었다. 이러한 Rvk 값은 표면 valley에서 오일을
함유할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값으로 내마모 시
험 결과와 일치하였다.
5. 인산망간 피막의 내식성 시험 결과 연마정도
가 #80인 시험편이 내식성이 가장 우수하였으며,
이는 결정 입자가 미세하고 밀집되어 있어, 표면에
서 부식 전위가 입계로 분산되어 우수한 내식성을
나타내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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