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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산용액 및 질소가스 분위기에서 Ti-6Al-4V 합금의
레이저 표면질화 특성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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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Laser nitriding is a surface engineering technique that is being used on titanium alloys to improve

their surface hardness and wear resistance. It is an attractive process because of its simplicity and the

possibility of producing hard layers of substantial depth with minimum effect to the bulk of the material. The

current study characterized and compared laser surface nitriding of Ti-6Al-4V alloys in a nitric acid solution

and in a nitrogen gas atmosphere. The melt pool shape, microstructure, hardness, and cracking susceptibility

of the nitride layers processed at various nitrogen concentrations were investigated over a wide range of

processing variables. The results show that the hardness of the laser nitrided layer increases with increases

in both the concentration of nitrogen and the energy density of the laser. The hardness levels and hardened

areas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because nitrogen has a different diffusivity in the nitric acid solution

compared to a nitrogen gas atmosphere. When nitriding in a nitrogen atmosphere, the more energetic thermal

reaction and accelerated surface vaporization cause rougher nitrided surfaces. The laser surface nitrided in

a nitric acid solution significantly enhanced the hardening efficiency and hardness level without process-

induced cracks. The results of this study will be useful in process design for the laser nitriding of Ti-6Al-4V

alloy, which significantly enhances the surface performance of laser-processed pa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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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타이타늄 및 그 합금은 비강도(specific strength)가 높고

생체 적합성 및 내식성이 우수하므로 기능성 구조 부품,

수송기기부품, 생체의료부품용 재료로 다양한 산업 분야에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가장 널리 사용되는 Ti-6Al-4V

합금은 높은 비강도와 인성, 그리고 우수한 내식성을 가지

고 있으나 경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내마모성이 요구되는

부품용 소재 사용이 제한된다 [1-5].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해 타이타늄과 그 합금의 표면에 질화물을 형성시켜

마모 및 부식 성능을 향상시키는 방법을 많이 사용하여 왔

다 [6,7]. TiN을 형성하는 고상 질화(solid state nitriding)

방법으로는, 화학 증착(Chemical Vapor Deposition)[8,9]

플라즈마 질화(Plasma Nitriding) [10,11] 및 물리 증착

(Physical Vapor Deposition)[12] 등이 있다. 이러한 공정

들은 선택적으로 부위를 선별하여 공정을 진행하기 보다는

작업물 전체를 공정에 노출시키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

과정에서 원치 않는 물성 변화와 취성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반해, 레이저 질화공정은 전술한 공정기술과 비교시,

간단한 분위기 제어 하에서 레이저 조사(irradiation)를 통

해 저가의 비용으로 공정을 진행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전통적인 성형공법과 비교해 볼 때, 레이저 공정은 복잡한

금형, 제어기기, 기계시스템 등을 필요로 하지 않으므로 높

은 자유도와 유연성을 가지고 공정설계를 할 수 있다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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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레이저 공정 변수인 레이저 출력, 주사 속도, 빔 직경

(beam diameter) 과 질소 농도를 조절함으로써, 원하는 경

도, 내마모성, 부식 및 산화 특성을 얻을 수 있다 [20-24].

특히, 레이저 빔의 선택적인 주사(selective scanning)를 통

해 원하는 부위에서만 표면 경화층을 얻을 수 있다. 타이

타늄 합금의 레이저 질화는 일반적으로 질소 가스 분위기

에서 타이타늄 및 타이타늄합금 표면을 레이저 빔으로 조

사시키는 방법으로 진행된다. 용융부(molten pool) 내부로

확산된 질소가 질화 타이타늄(TiN)을 형성시켜 경도, 내마

모성 및 내식성을 향상시킨다 [25]. 하지만 질화 타이타늄

형성으로 인해 표면의 경도는 증가하지만 질소가 과다할

경우 취성이 강해져 균열이 발생할 수 있다 [26,27]. 이러

한 경향은 침탄공정에서도 관찰된다 [28]. Mridha는 질화

공정시 희석된 질소 분위기에서 질화 하거나 레이저 입열

량 및 가스 유량을 제어하여 표면의 균열을 감소 또는 제

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였으나, TiN 상분율의 감소로

인해 경화층의 경도가 크게 줄어드는 문제점을 남겼다

[29]. 레이저 질화공정에 관한 이전의 연구들은 주로 질소

분위기하에서 레이저 조사를 통해 질화된 표면을 얻는 공

정을 대상으로 하였다. 근래에 Hwang 등은 용액 분위기에

서의 레이저 질화 방법으로 질산 용액 속에 시편을 침지

시킨 후 레이저 빔을 조사함으로써, 질산용액에서 분해된

질소 원자를 용융 영역으로 침투시키는 방법을 시도하였으

며 [30], 질산 용액 분위기에서 레이저 질화 공정시 질소

가스 분위기에서와는 다른 여러 특성이 보고된 바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질소 가스분위기를 이용한 레이저

질화공정과 질산 용액을 이용한 질화 공정을 비교분석함으

로써, 레이저 질화공정에 미치는 질소공급원의 영향도를 분

석하였다. 질산 용액을 이용한 질화 공정시, 질산 용액 농

도의 영향에 따른 영향도 분석을 위해 10%, 40%, 70%의

질산 용액을 이용하였으며, 질소분위기를 이용한 질화 공

정시, 아르곤과 질소를 혼합시켜 10%, 40%, 70% 질소혼

합 가스를 만들어 실험에 사용하였다. 각 공정에서 질산

농도 및 질소의 함유량에 따른 미세조직, 용융 특성, 미세

경도 분포 등은 물론, 레이저 빔 조사시 화염(flame) 반응

에 대해서 분석하였으며, 공정 조건별 표면의 평균 거칠기

를 표면 조도 분석기를 통해 측정하여 표면상태를 비교하

였다. 레이저 표면 질화된 시험편의 기계적 특성을 분석하

기 위해 레이저 빔의 진행 방향에 수직으로 시험편을 절단

하여 특성을 분석하였으며, 각 공정에 따른 레이저 공정변

수(레이저 출력, 주사속도, 질산 용액의 농도 및 질소 가스

함유량)가 질화층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 분석하였다. 질화

층의 폭과 깊이는 OM(optimal microscope)을 통해 측정

하였으며, 질화물의 크기 및 분포 거동은 SEM(Scanning

Electron Microscope)으로 측정하였다. 또한 비커스(Vikers)

경도계를 사용하여 질화층의 경도 분포를 분석하였다.

2. 실험방법

2.1 실험 장치 및 재료

본 연구에 사용된 직접 레이저 용융(direct laser

melting system) 시스템의 개략도를 그림 1에 나타내었다.

실험에 사용된 레이저는 IPG사의 파이버(fiber) 레이저

YLR-200을 사용하였으며, 레이저 용융 시스템은 최대 출

력 200 W, 빔 직경 80 µm, 파장 1070 nm의 사양을 가지

고 있다. 레이저의 집속 및 이송을 제어하는 스캐너

(scanner)는 SCANLAB사의 hurrySCANTM을 사용하였다.

DLM 공정시 산화 방지를 위해 N2 및 Ar 분위기 조성이

Fig. 1. Schematic drawing of the direct laser meltin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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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한 챔버(chamber)를 설치하였으며, 레이저, 스캐너 및

다른 모든 요소시스템은 산업용 PC를 통해 제어된다. 

본 연구에 사용된 모재는 5 mm 두께의 Ti-6Al-4V 합

금을 사용하였으며, 모재의 화학적 조성은 표 1에 나타내

었다. 정밀한 모재 표면을 얻기 위해 SiC Paper #200부

터 #2000까지 연마 후 초음파 세척기를 이용하여 세척하

였다. 

질화처리 분위기 조성을 위해 질산 용액과 질소 가스를

사용하였으며, 70%, 40%, 10% 순으로 일정한 비율에 따

라 증류수와 희석하여 질산 용액을 얻었고, 질소 가스 또

한 아르곤과 일정한 비율로 혼합하였다. 

2.2 실험방법

본 연구에서는 질산 용액 및 질소 가스 분위기에서의 질

화 반응에 따른 질화 영역의 물성 및 면적을 비교 분석하

기 위해 단일 선형상 실험을 수행하였으며, 세부적인 실험

조건은 표 2에 나타내었다. 

그림 2(a)는 질소 가스를 이용한 질화처리 방법으로, 차

폐된 챔버 내부에 연속적인 질소 가스 주입으로, 질소 기

체 분위기를 형성한 후 레이저 빔을 조사하여 질화처리를

하는 방법이다. 그림 2(b)는 질산을 이용한 질화처리 방법

이며, 시편을 질산 용액이 채워진 실린더 내부에 침지 시

킨 후 레이저 빔을 조사하여 질화처리를 하는 방법이다.

질산 용액으로부터 시편의 침지 깊이는 1 mm로 고정하였

으며, 침지 도식도를 그림 3에 나타내었다. 

실험 분위기 조성 후 각 공정에 레이저 빔을 조사하여

얻어진 질화물을 단면방향으로 절단하여 에폭시 수지로 마

운팅하였다. 마운팅된 시편은 SiC Paper로 #100부터

#2400까지 연마 후 1 µm diamond paste를 이용하여 경면

연마를 수행했다. 금속 미세 조직을 관찰하기 위해 Keller

에칭용액을 사용하여 10초동안 에칭시켰으며, 초음파 세척

기를 이용하여 시편 세척 후 열풍으로 건조시켰다. 

질화물의 상 분율을 측정하기 위해 Olympus 사의 GX-

51 광학 현미경과 이미지 분석 프로그램(TDI Plus 5.0)을

사용하였으며, 수지상 조직(dendritic structure)은 SEM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미세 경도 측정은 비커스 경도기를

이용하였으며, 100 g의 압입자를 10초동안 압입하여 경화

부의 미세 경도를 측정하였다.

2.3 단층 선형상 실험

레이저 공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인자인 레이저 출력

200 W, 주사 속도 3.66~10.98 mm/s 및 본 연구의 비교

대상인 질소 가스 혼합 비율 및 질산 용액의 농도에 따른

질화 영역의 표면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그림 4와 같이

Table 1. Chemical composition of Ti-6Al-4V alloy

Element Ti Al V Fe N O C

wt% Bal. 6.53 3.89 0.12 0.13 0.13 0.01

Table 2. Process conditions for laser surface nitriding

Type
Laser 

power (W) 
Environment

Scan rate

 (mm/s)

Nitrogen

 gas
200 

70% N2 + 30% Ar 

40% N2 + 60% Ar 

10% N2 + 90% Ar 3.66~10.98

Nitric 

acid
200

10, 40, 70% 

nitric acid

Fig. 2. Schematic drawing of laser nitriding experiments in (a)
nitrogen atmosphere, and (b) nitric acid solution

Fig. 3. Immersed specimen for laser surface nitriding in a nitric acid
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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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mm 직선 길이의 선형으로 레이저를 조사하였으며, 그

림 5에 질화 영역의 폭 및 침투 깊이에 따른 질화 영역

단면을 개략도로 나타내었다.

3. 결과 및 고찰

질산 및 질소 가스 분위기에서의 레이저 질화시 용융 영

역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하기 위해서 다양한 레이저 공정

변수를 이용하여 실험을 수행하였다.

그림 6은 서로 다른 분위기에서 단일 선형상 실험에 따

른 비드 (bead)의 단면 형상을 비교하였다. 그림 6(a)는

70% 질산용액 분위기에서의 단면 형상을, 그림 6(b)는

70% 질소 가스 분위기에서 얻어진 단면 형상이다. 200

W의 레이저 출력, 3.66 mm/s의 주사속도로 실험을 진행

하였을 때, 질산 분위기에서의 질화 영역이 질소 분위기에

서 보다 훨씬 크게 나타났다. 표 3에 나타낸 바와 같이,

질산 용액은 질소 가스에 비해 열전도 능력이 월등하며 레

이저 조사시 분해된 질산에서 분리된 질소가 용융영역으로

넓게 확산함으로써 질화층이 크게 나타났다. 

그림 7은 레이저 빔의 굴절 특성을 도식도로 나타내었다.

대기 분위기에서의 레이저 빔으로 그림 7(a)에 보인 바와

같이 빔의 굴절이 발생하지 않는다. 레이저 빔이 대기에서

밀도가 높은 용액으로 조사되면 빔의 굴절이 감소하여 빔

의 직경이 증가한다. 굴절 정도는 매질의 밀도에 의존적이

며, 빔의 굴절 정도에 따라 빔의 직경이 변하여 용융 영역

의 폭과 침투 깊이가 달라진다. 그림 7(b)는 질산 용액 속

에서의 빔 굴절율을 나타낸 도식도이며, 물보다 밀도가 높

은 질산 용액에서는 입사각보다 굴절각이 감소하여 굴절율

증가로 인해 조사되는 면적이 증가하여 단일 선형상의 폭

이 증가한다 [31]. 또한 표 3에 나타낸 바와 같이 질소보

다는 질산 용액 분위기에서 열전도도가 높게 나타나며, 질

산 용액 분위기에서의 높은 열전도도는 레이저 흡수율을

증가시켜 레이저 빔의 침투 깊이를 증가시킨다. 

그림 8은 다양한 분위기에서 주사 속도의 차이에 따른

질화폭 및 침투 깊이에 대해 비교하였다. 레이저 출력은

Fig. 4. Schematic drawing of single-track surface nitriding

Fig. 5. Schematic drawing of a single-track molten bead

Fig. 6. Cross-sectional view of molten beads: laser melted in (a)
70% nitric acid solution, and (b) 70% nitrogen atmosphere

Table 3. Comparison of thermal conductivities

Element Thermal conductivity (W/m·K)

Nitrogen gas 0.0260

Nitric acid 0.2940

Water 0.0187

Fig. 7. Schematic drawing of (a) a straight beam in nitrogen
atmosphere; (b) the reflected beam in nitric acid 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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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W로 고정하였으며, 낮은 레이저 주사 속도에서 질산

농도 및 질소 함량의 증가에 따라 질화 영역의 폭과 침투

깊이는 증가한다.

레이저 주사 속도가 감소함에 따라 침투 깊이와 질화 영

역의 폭이 증가하는 것은 에너지 밀도가 증가하여 에너지

흡수가 높아지기 때문이다. 레이저 입열량을 결정하는 에

너지 밀도(H) 계산식[32]을 식(1)에 나타내었으며, 레이저

출력(P), 진동수(f), 빔 직경(D)은 각각 200 W, 50 Hz,

0.08 mm로 고정하였다.

(1)

H = energy density (J/mm2)

P = Laser power (W)

f = Pulse frequency (Hz)

D = Beam spot diameter (mm)

v = scan rate (mm/s)

그림 9는 위와 동일한 레이저 출력과 다양한 주사속도

(v)에서 질화 영역의 넓이 분포를 나타내었다. 그림에 나타

낸 바와 같이 질화 영역은 질산 및 질소의 농도 증가 또

는 주사속도의 감소에 따라 증가한다. 

레이저 출력 200 W, 주사 속도 3.66 mm/s, 70%의 질

산용액 분위기에서 얻어진 경화영역에서 0.1 mm 간격으

로 표면으로부터 질화영역에 걸친 측정한 경도 분포를 그

림 10에 나타내었다. 질화영역은 경도 분포에 따라서 다섯

가지로 구분하였다. A는 상부 질화영역으로 평균경도 1650

HV, B는 중간부 질화영역으로 평균경도 1450 HV, C는

하부 질화영역으로 평균경도 950 HV, D는 마르텐사이트

영역으로 평균경도 740 HV, E는 열영향부로 평균경도

410 HV로 측정되었다. 

그림 11은 그림 10의 상부질화 영역을 0.1 mm 간격으

로 측정하여 평균 경도로 나타내었다. 주사속도 3.66 mm/s

일 때, 질소 분위기에서 실험한 결과로 혼합 가스 내부의

질소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경도가 각각 830, 920,

1050 HV로 증가하였으며, 이와 유사하게 질산 분위기에서

의 실험 결과 또한 질산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경도는 각

각 1080, 1400, 1650 HV 로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이러

한 결과로 동일한 레이저 출력에서 주사 속도가 감소하면

레이저 에너지 입열량이 증가하게 되고, 높은 농도의 질산

과 반응하여 용융부에서 질화물의 형성이 활발하게 진행되

어 경도값이 증가하게 된다. 또한 질산 용액과 혼합 질소

가스의 비율이 각각 70%일 때, 질산 용액으로부터 얻어진

질화 영역의 경도는 질소 가스를 이용한 질화 영역의 경도

보다 약 1.57배 높게 나타난다. 질산 이온의 질소 원자는

액체 이온 상태에서 보다 빠르고 효율적으로 확산되며, 또

한 액상에서의 빠른 냉각효과도 경도의 증가에 기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여러 공정변수에서 얻어진 표면경화부의 표면 거칠기를

분석하기 위해 그림 12에 경화층의 표면 평균 거칠기 값

H
Pf

Dv
-------=

Fig. 8. Comparison of bead shapes: (a) hardening width; (b) penetration depth

Fig. 9. Variations of hardened area with scan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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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을 나타내었다. 동일한 공정 조건에서 질소를 이용한

공정보다 질산을 이용한 공정에서의 표면 조도가 상대적으

로 낮게 나타난다. 이러한 표면조도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

해, 그림 13에 보인 바와 같이 레이저 조사시 화염을 비

교 분석하였다. 그림 13(a)는 100% 아르곤 분위기에서의

화염 열 반응으로 매우 안정적인 화염을 형성한다. 그림.

13(b), (c), (d)는 각각 10%, 40%, 70% 농도의 질소 가

스 분위기에서의 화염을 나타내고 있는데 질소농도가 증가

함에 따라 화염이 격렬해지고 불안정해짐을 보여주고 있으

며 강한 화염반응으로 인한 표면 기화가 촉진되게 되어 표

면이 거칠어지게 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13(e), (f), (g)는 각각 10%, 40%, 70% 농도의

질산 용액 분위기에서의 화염 열 반응 결과로, 질산 농도

가 증가함에 따라서 화염 열 반응이 증가하며 표면 또한

거칠어진다. 동일한 공정 조건 및 농도에서 얻어진 화염

열 반응 결과를 볼 때, 질산 용액을 이용한 분위기에서의

화염 열 반응이 보다 안정적으로 나타나며, 이러한 결과로

질소 가스 분위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표면 거칠기가 낮게

나타난다. 

또한 레이저 질화 반응이 수행되는 동안, 레이저 빔 조

사 점과 표면의 고체-액체 계면의 교차 선 사이의 용융영

역에서 급격한 온도 구배가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온도

구배는 질소가 증가함에 따라 대류 유체 흐름의 발열에 기

인하여 높아지게 되며, 이는 레이저 빔 조사 점으로부터

액체를 쓸어내어 표면 장력 구배를 발생시킨다 [2,33]. 이

로써 레이저 빔이 지나간 자리는 고체화되어 거칠어진 표

면을 만든다. 이러한 이유로 낮은 농도의 질산 및 질소 분

위기에서는 용융부 표면의 온도 구배가 비교적 작기 때문

에 표면 거칠기가 감소하게 된다.

본 연구의 질화층에 대한 미세조직분석결과 관찰된 TiN

수지상 조직을 그림 14(a)에 도식적으로 나타내었다. 주어

진 레이저 출력 200 W, 주사속도 3.66 mm/s에서 다양한

농도의 질소 가스 공정 및 질산 용액에 따른 레이저 질화

처리 실험을 수행하였으며, 주사전자현미경(Scanning

Electron Microscope)을 이용하여 TiN 수지상 조직의 크

기를 측정하였다. 그림 14(b)에 40% 농도의 질소 가스 분

위기에서 얻어진 수지상 조직을 나타내고 있다. 10% 질소

가스 분위기에서의 TiN 수지상 조직의 평균 결정립의 크

기(DCS)는 2.5 µm 이며, TiN의 상분율은 22% 이었다.

40% 와 70% 질소 가스 분위기에서의 DCS는 각각 3.2

µm, 3.7 µm 이었고 TiN의 상분율은 각각 35%, 68% 이

었다. 10%, 40% 와 70%의 질산용액 분위기에서의 DCS

는 각각 3.6 µm, 4.1 µm, 4.8 µm 이었고, TiN의 상분율은

각각 38%, 71%, 78% 이었다. 질소 농도가 증가함에 따

라서 DCS 와 TiN 상분율이 증가하는 것은, 타이타늄은

질소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용융된 Ti가 액체 상태로 머무

는 시간이 길어지게 되며, 용융부 내에서 활발한 대류현상

이 일어난다. 또한 질소가 액체에 용해되었을 때 용질 한

계에 의해 결정된 최대값까지 TiN 상분율이 증가하게 된

다 [18-20]. 동일한 70% 농도의 질소와 질산 용액을 비교해

볼 때 질산용액에서의 상분율이 6%정도 높게 분포하며, 이

러한 상분율 차이로 인해 질산 용액 분위기에서의 경도값

이 더 높게 나타난다. 

레이저 질화처리 공정시 질화층의 표면을 XRD로 분석

Fig. 10. (a)Hardness distribution of nitrided layer with 70% nitric
acid solution; (b) sample view of hardness measuring points; (c)
hardness variation with distance from the surface

Fig. 11. Comparison of hardness val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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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결과를 그림 15에 나타내었다. 질산용액 분위기에서 레

이저 질화처리 공정시 레이저를 주사하는 동안 질산용액에

서 아래와 같은 해리 및 이온화가 진행된다 [34]. 

(4)

(5)

(6)

질산 이온 (HNO3-)은 열 화학 활성화에 의해 N, N+,

e 및 O2 로 해리되며, 질산용액에 Ti-6Al-4V 합금을 침지

시킨후 레이저를 주사하면 해리된 질소가 용융영역으로 확

산하여 타이타늄 화합물의 TiN수지상조직이 형성된다. TiN

수지상조직이 형성된 결과로, 질산 용액 분위기에서의 TiN

peak 가 36.8°, 42.7°, 62.1°, 74.4°, 78.3°에서 나타났다.

레이저 질화처리시 10%, 40% 질소농도에서는 균열이

HNO3 H
  +

NO
3  –

+→

Ti N TiN→+

Ti N  + +  e TiN→+

Fig. 12. Comparisons of surface roughness (laser power: 200 W, scan rate: 3.66 mm/s):(a) measured roughness profiles and (b) the average
of roughness (R

a
)

Fig. 13. Photographic view of laser irradiation flame (laser power: 200 W, scan rate: 36.6 mm/s): (a) 100% argon, (b) 10% nitrogen, (c) 40%
nitrogen, (d) 70% nitrogen, (e) 10% nitric acid, (f) 40% nitric acid, (g) 70% nitric ac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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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하지 않았으나, 그림 16에 보인 바와 같이 70% 질소

가스 분위기에서는 폭의 가로 및 세로방향으로 균열이 발

생하였다. 전술한 바와 같이, 레이저 질화 반응이 수행되는

동안 레이저 빔 조사 점과 표면의 고체-액체 계면의 교차

선 사이의 용융영역에서 급격한 온도 구배가 발생하게 된

다. 질소함량이 높아질수록 증가된 온도구배로 인한 수축

응력이 냉각이 진행되는 동안 증가하게 되어 균열을 발생

시키는 것으로 판단된다 [31,32]. 이에 반해, 70%의 질산

용액 분위기에서 동일한 레이저 입열로 질화시 균열이 발

생하지 않는 것은 질산용액이 용융영역의 과도한 온도구배

를 억제해줌으로써 냉각시 발생될 수 있는 수축응력을 줄

여주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서로 다른 분위기에서 질화된 영역의 마모저항을 평가하

기 위해 나노인텐터 (nano-indenter)를 이용하여 미세경도

를 측정하였다. 100 mN 하중 적용에 따른 부하-무부하

(loading-unloading) 곡선의 예를 그림 17에 나타내었다.

적용된 하중은 제거되기 전까지 탄소성 거동을 보여준다. 

시편 단면의 질화 영역을 100 mN의 하중을 적용하여

20 µm의 수평 압입 간격에 따라 경도를 측정한 결과를 그

림 18에 나타내었으며, 질산 및 질소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하중에 대한 저항이 증가함을 보여준다. 질산 용액과 혼합

질소 가스의 비율이 각각 70%일 때, 질산 용액으로부터

얻어진 평균 경도는 질소 가스를 분위기에서 얻어진 평균

경도 보다 약 1.29배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질산 용액의

경우가 상대적으로 우수한 내마모성을 나타냄을 의미한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Ti-6Al-4V 합금에 대해 질산용액 및 질

소가스 분위기에서의 질화 특성을 비교 분석하였으며 다음

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질산의 농도 및 질소 가스의 비율이 증가하고 조사

되는 레이저 빔의 에너지가 증가함에 따라 용융부로의 질

소확산이 증가되어 질화영역이 증가하였다. 고경도의 질화

Fig. 14. (a) Schematic drawing of dendritic cell size, (b) SEM image showing TiN dendrite formed under 40% of nitrogen atmosphere

Fig. 15. XRD pattern of the nitrided layer

Fig. 16. Cross-sectional view of cracks generated in 70% nitrogen
atmosp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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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을 얻기위해서는 질화시 균열이 발생하지 않는 질산용액

이, 상대적으로 낮은 경도의 질화층은 공정이 단순한 질소

가스 분위기가 바람직하다. 

(2) 질소 가스를 이용한 질화 영역보다 질산 용액을 이

용한 질화 영역의 경도가 우수한 것은 질산 용액내 액체

이온 상태의 질소 원자는 보다 빠르고 효율적으로 확산되

어 질화반응을 통해 TiN 상분율을 증가시키기 때문이며,

액상에서의 빠른 냉각효과도 경도의 증가에 기여하는 것으

로 판단된다.

(3) 질소농도가 증가함에 따른 강한 레이저 화염반응으

로 인한 표면 기화가 촉진되게 되고 질소농도의 증가에 따

른 표면장력 구배가 심화되어 상대적으로 표면 거칠기가

증가하였다.

(4) 질소함량이 높아질수록 증가된 온도구배로 인한 수

축응력이 냉각이 진행되는 동안 증가하게 되어 균열을 발생

하게되며, 질산 용액 분위기에서는 질산용액이 용융영역의

과도한 온도구배를 억제해줌으로써 냉각시 발생될 수 있는

수축응력을 줄여주어 균열이 방지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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