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군사과학기술학회지 제13권 제2호, pp. 275～282, 2010년 4월

한국군사과학기술학회지 제13권 제2호(2010년 4월) / 275

학술논문 소재․공정 부문

Cr-Mo-V강의 친환경 염욕질화처리에 의한 표면특성 연구

A Study on Surface properties of Cr-Mo-V Steel by Eco-friendly 

Salt Bath Nitriding Trea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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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il-Bong Jung

Abstract

  The improved properties of surface layer can be achieved by so-called “new salt bath nitriding(NSBN)”, which 
has been developed by a domestic company. This process based upon modified traditional salt bath nitriding 
process, increased hardenability with minimum toughness deterioration. This process also offers not only less white 
layer surfaces but also more eco-friendly one. That is, NSBN is the new eco-friendly surface treatment technology 
removing harmful CN- and toxic gas. According to the research of applying NSBN to Cr-Mo-V steel which has 
been used in defense industry, showed the improved result of wear resistance and surface hardening than 
non-coated condition. In further, we expect NSBN to curtail expenses and productivity improvement applied to the 
various defense industry parts.

Keywords :  Eco-Friendly(친환경), Hardenability(경화층), Salt Bath Nitriding(염욕질화), White Layer(백색층)

1. 서 론

  최근 탄소 녹색성장의 국가 정책에 부응하여 자

동차, 기계, 조선, 우주․항공 산업 련 기업체마다 친

환경 그린정책으로 경 방침을 바꾸고 있다. 이는 국

제  표 의 엄격한 환경규제를 만족시키고, 치열한 

국제간 생존경쟁에서 살아남기 한 불가피한 조치임

을 간 으로 말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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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의 기술수 이 고도화됨에 따라 부품의 종류도 

다양해지고 있으며, 동시에 요구되는 기능이 고 화되

는 추세이다. 이에 부합하기 한 가장 경제 이고 실

용 인 방법이 표면처리임을 부인할 수 없는 실이

며 재료의 기본 물성 외에 내구성, 내마모성, 내식성 

등을 얻기 한 표면처리기술의 발 이 더욱 가속화

되고 요성이 증 되고 있다. 특히, 국가방 산업인 

국방부품 산업에 있어서 친환경 , 경제 인 기술개발

이 실히 필요하며 아울러 높은 설계사양의 요구에 

부응하기 해서는 표면처리분야의 기술개발이 실히 

요구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최근 가스질화  이온질화의 국산화  

기술발 이 속히 진 되어, 이들 방법이 방산부품 

총열소재의 내구성 향상을 한 공정으로 채택되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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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된 바 있거나 사용되고 있는 이다. 하지만, 가스질

화의 경우 이온질화에 비해 질화층의 깊이를 깊게 할 

수 있고, 각 부 별 질화층의 분포를 비교  균일하게 

할 수 있는 상  장 이 있으나, 처리시간이 길어 

질소확산의 증가로 인해 화합물층(Compound Layer)  

확산층(Diffusion Layer)이 증가하고 입자 조 화 상
[1]

이 나타난다. 한, 가스질화의 경우 다량의 암모니아 

가스(NH3)가 사용됨에 따라 환경오염의 문제를 안고 

있다. 한, 가스질화법은 기체 상태의 매체를 이용하

는 특성상, 액체 매체를 이용하는 염욕질화법에 비하

여 분 기의 N의 농도가 낮고 복잡한 형상 는 실린

더의 내경 부분 등으로 강제 류가 상 으로 어려

운 문제가 있어, 균일한 코 층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소구경 포열 등에는 용상의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

이며, 유럽  미국 등에서는 소구경의 총열에 염욕법

을 이용한 경화열처리를 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해외의 염욕질화법은 통상 으로 Tufftride 
(Tenifer, Melonite  Kolene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

우고 있음)의 염욕(침탄)질화법과, Sursulf 등의 침류질

화가 사용되고 있는데, 국내의 경우 이들 방법은 리 

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열처리를 한 염을 

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그 수 이 불안정하고, 
일부 국내 개발된 염은 특정온도  조건에만 한정되

고 있어, 다양한 강종  용도에 따른 맞춤형 경화열

처리의 용에는 무리가 있는 상황이다.
  그 로, 침류질화의 경우 해외에서는 그 침투 깊이

가 약 0.5mm로 성공 으로 용되고 있는 상황에도 

불구, 국내 용에서는 0.3mm를 넘지 못한 사례가 있

으며
[2], 침탄질화의 경우에도 다양한 조건에 응하는 

다양한 염의 국내개발이 무하여, 아직까지 그 용

분야가 은 실정이다.
  한편, 염욕질화는 그 공정 특성상 앞의 가스질화 

는 이온질화에 비해, 질화층의 깊이를 깊게 할 수 있

을 뿐만 아니라, 실린더 형태의 내경 방향으로도 균일

한 경화층을 얻을 수 있는 장 이 있다. 하지만, 기

의 통  방법은 사용염인 알칼리 속의 시아나이트

(MCNO)나 시안염류(CN-)의 사용에 의한 환경오염 물

질 배출  표면의 백층(White Layer)형성 등이 문제

가 되어 그 수요가 상당히 어든 상황이다.
  이들 문제 이 해결된 새로운 염욕질화법도 공정 

처리용 염을 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거나, 이들을 

모방하는 수 에 그치고 있어 다양한 재료의 특성에 

한 신뢰성 있는 공정설계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가운데, 국내의 한 소기업에서 기존의 염

욕질화시 발생되는 유해한 CN-가스가 없는 새로운 염

욕질화법을 개발(이하 NSBN : New Salt Bath Nitriding
이라 함)하 다. 이는 염욕시 의(擬) 기분해과정을 통

해 시안화염을활성화시켜 독성이 거의 없는 암모니아

(NH3)와 유해 속이 없는 염으로 처리된다. 이 처리방

법에 의한 제품의 특성은 백색층(White Layer)생성이 

거의 없고, 열처리 변형도 다는 것이다. 따라서, 
형업체에서 형의 내구도를 향상시키고 생산성을 증

시킬 목 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이미 일부 산업분

야에서는 특수 공구 등의 내구성이 1.5～3배 이상 증

가된 사례  기존의 가스질화 처리하던 제품을 이 

공정으로 체하는 경우가 보고
[3]되고 있다.

  따라서, NSBN을 방산부품에 사용되는 강재의 일종

인 Cr-Mo-V강에 도입하여 그 확 용 가능성을 알아

보고자 주사 자 미경(SEM)과 XRD분석을 통해 표

면의 미세조직과 석출상을 분석하고, 질화층의 깊이를 

측정하기 해 비커스 경도를 측정하 으며, 질화효과

를 간 으로 알아보기 해 내마모성도 측정하 다.

2. 실험방법

  본 실험에 사용된 시편은 방산부품용 소재인 Cr-Mo 
-V강으로 ∅40mm×10mm환 을 사용하 다. 사용 소

재 화학조성과 기계  성질을 Table 1과 2에 나타내었

다. 한, 소재 가공상태의 열처리조건을 Table 3에 나

타내었다.
  본 실험에서는 상기의 소재를 이용하여, Fig. 1과 같

은 열처리로에서 NSBN를 용하여 표면 경화 열처리

를 실시하 다.
  열처리가 끝난 시료는 표면과 내부의 조직변화, 질

화물석출, 경도변화를 학 미경(OM), 주사 자 미

경(SEM)  비커스경도기를 사용하여 조사하 고, 경

도변화를 확인하기 해 표면층으로부터 깊이방향으로

의 경도 측정을 실시하 다. 이때 질화층의 유효 경화

깊이는 HV 370을 나타내는 깊이까지 측정하 다.
  내마모성을 알아보기 해 25℃와 450℃에서 Wear 
Test를 실시하여 마찰계수를 조사하 다. 이때 마찰마

모시험기는 왕복구동 방식의 마찰마모시험기(TE77 
AUTO, Plint & Partner)를 사용하 으며, 상 재로는 

직경 9.525mm인 스테인 스 볼(STS304, HV 227)을 사

용하 고, 무윤활 상태로 거리 16mm, 2.5Hz, 0.161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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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N, 10min의 조건하에서 마찰마모가 일어나도록 하

으며, 시험 에 발생되는 마모입자는 제거 하지 않

았다.

Table 1. Chemical composition of Cr-Mo-Vsteel

구분 C Si Mn P S Cr Mo V

규격
0.32～

0.40
0.10～

0.35
0.45～

0.70 0.01↓ 0.01↓ 2.7～
3.2

0.8～
1.1

0.25～
0.35

시편 0.35 0.24 0.54 0.009 0.003 2.78 0.85 0.27

Table 2. Mechanical properties of Cr-Mo-V steel

구분
Y.S

(kgf/mm2)
T.S

(kgf/mm2)
El
(%)

R.A 
(%)

Impact  
value
(-40C, 
ft-lbs)

Hardness
(HRC)

규격 85↑ 100↑ 15↑ 40↑ 15↑ 35↓

시편 89 105 21.0 67.0 37.0 31.5

Table 3. Heat treatment of Cr-Mo-V steel

proc
ess

Heat treatment condition Hard
ness

Micro
structureQuenching Tempering S. R. A

920℃×4Hr,
Oil quenching

630℃×8Hr,
Air cooling

580℃×4Hr,
Air cooling

HRC 
32

Tempered 
martensite

*S.R.A : Stress Relief Annealing(응력제거 풀림처리)

Fig. 1. New salt bath nitriding equipment

  열처리로는 내경 500mm까지 장입할 수 있는 수직

상로이며, 열처리로 상부는 기와 해 있는 구

조로 되어 있다. 통상 인 열처리로와 다른 은 본 

공정에서는 열처리 공정에서 소  활성제라고 불리는 

것을 침지하는 것을 포함하는데, 이는 Tufftride에서 

CNO-를 효율 으로 발생시키기 하여 로(爐) 하부에 

산소발생장치를 두는 것과 유사하다.
  본 공정의 경우 기존의 염욕질화 방법이 독성 물질 

발생으로 로 내부를 기와 차단한 상태에서 작업을 

진행하는 데 반하여, 기 에 노출된 상태에서 작업

이 진행 가능하며, 작업 도  발생하는 독성 물질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기존 염욕질화법 비 

월등히 환경 친화 이며, 이는 최신 Tufftride법보다 유

사 는 우월한 수 이다. Table 4에 NSBN으로 처리

시 유해물질 발생여부에 한 검출결과를 나타내었다.

Table 4. Inspection data on harmful heavy metal of 

working place

hazard
standard

(㎎/ℓ)

measures

(㎎/ℓ)

Pb or its compound 3 0.012

Cu or its compound 3 0.024

As or its compound 1.5 non-detection

Hg or its compound 0.005 non-detection

Cd or its compound 0.3 non-detection

6+Cr or its compound 1.5 non-detection

cyanide(CN-) 1 non-detection

  본 열처리 방법을 통하여 염욕질화처리 온도는 480 
℃, 530℃, 580℃의 세 가지 온도를 택하여 각 각 3개

의 시편을 4∼60시간 범 에서 표면경화 처리하 다. 
그 이유는 가  템퍼링취성(Tempering Embrittle Ment)
을 피하기 한 것으로, Cr-Mo-V 합 강의 템퍼링 

취성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Záhumenský  Janovec 등

[4]에 3Cr-Mo-V 합 의 템

퍼링 취성은 350℃에 가장 심하고, 500℃까지 향이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따라서, 시편 내부의 탄

소 확산 등을 통한 탄화물 성장  편석 등에 의한 

재료의 열화를 최 한 억제하기 하여 가  낮은 

온도에서의 열처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상기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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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0℃ 530℃ 580℃

20hr

(a) (b) (c)

40hr

(d) (e) (f)

   Fig. 3. SEM micrographs of the surface layer after NSBN at (a) 480℃, 20hr, (b) 530℃, 20hr, 

(c) 580℃, 20hr, (d) 480℃, 40hr, (e) 530℃, 40hr, (f) 580℃, 40hr

항을 반 하여, 최  처리온도를 480℃로 정하 으며, 
최고 처리온도인 580℃는 Fe-N diagram상의 공석변태 

온도인 590℃이하인 580℃부근을 그 임계 으로 정하

다.

3. 실험결과  고찰

가. 조직 찰

  본 실험에 사용된 시편의 표면경화 처리  조직을 

Fig. 2에 나타내었는데, 찰된 미세조직은 형 인 

tempered martensite 조직을 나타내고 있으며, 시편 

체에 걸쳐 거시편석이 없는 비교  균일한 조직을 가

지고 있으며, 아주 미세한 결정립을 보이고 있다. Fig. 
2의 (a)는 표면 열처리 의 표면 부분을 나타낸 것으

로 표면 체에 걸쳐 경화층  화합물층 형성이 

찰되고 있지 않다. 하지만, NSBN이후인 (b)에는 표면

에 얇은 막의 화합물층이 찰되고 있다.
  Fig. 3은 화합물층이 가시 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20시간과 40시간의 표면층의 단면을 SEM으로 찰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20시간 처리한 경우 (a) 480℃와 

(b) 530℃에서는 표면에 화합물층이 생성되어 보이기 

시작하 으나. (c) 580℃에서는 화합물층에 계면분리

상(화살표 표시)이 나타나기 시작하 다. 한, 40시간 

처리한 경우 (d) 480℃에서는 화합물층과 계면사이에 

불균일한 조직이 나타나기 시작하 으며, (f) 580℃에

서는 상 으로 화합물층이 무 두껍고 (c)에서 나

타난 계면이 더 두꺼워 졌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e) 

(a)

Surface

 

(b)

compound layer

 Fig. 2. SEM micrographs of showing surface layer 

(a) before NSBN (b) after NSBN(480℃, 20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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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0℃에서는 화합물층도 얇고, 계면분리 상도 나타나

지 않았다.
  여기서 다른 온도조건에 비해 화합물층이 얇은 것

은 속 기지내의 탄소량의 변화에 따라 화합물층  

확산층의 두께가 다른데 일반 으로 온도에 비례하여 

증가하며, 화합물층은 속내부의 탄소량 증가에 따라 

감소하며 이러한 사실은 탄소의 존재가 질소의 확산

을 방해하여 화합물층의 두께가 감소하는 것으로 생

각된다. 이러한 경향은 온에서는 뚜렷하지 않고 온

도가 올라감에 따라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5].

  Fig. 4에 온도별 처리시간에 따른 탄소함량을 측정

한 결과 530℃, 40시간에서의 화합물층의 탄소함량이 

가장 높게 나타나 화합물층의 두께가 하게 감소

한 것으로 추정된다. 즉, 혼합가스 에 탄소량이 증

가하면 질소가 침입할 site를 주지 않아 ε상(Fe2-3N)은 

감소되고 γ’(Fe4N)+Fe3C의 혼합조직이 되어 결과 으

로 화합물층이 감소한다. 이런 상은 표면에 질소와 

탄소가 동시에 존재할 때 Cr과 C의 결합력이 Cr과 N
에 비교하여 작아서 탄소의 확산이 빨리 진행되고, 질

소는 탄소의 활동도(activity)를 증가시켜 탄소의 확산

을 가속화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6]. 이후, 탄소량

이 계속 증가되면 탄소는 ε상(Fe2-3(C, N)이나, γ’(Fe4 

(C, N)상으로 고용되거나 Fe3C 는 크롬탄화물의 성

장에 기여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Fig. 4. Carbon atomic percent of compound layer by 

EDS area analysis

  한, 계면분리 상은 질소가 침투확산과정에서 나

타나는 ε상이 먼  생성되고 질소의 농도 구배에 따

라 Fe4N(γ‘)상이 나 에 생성됨에 따라, 두 상이 각각 

성장하면서 그 경계에서 channel type의 hole이 생성된

다고 보고[7]되고 있다. 결국 이 hole이 계면분리 상으

로 나타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 계면사이의 hole에는 산화물이 충진된다는 보고

[8]

가 있는데 Fig. 3의 (c)와 (d)에서 나타난 계면사이의 

충진물을 EDS Point 분석으로 확인해본 결과를 Fig. 5
에 나타내었는데 Fe산화물(Point A)과 Cr산화물(Point 
B)로 추정된다.

A

 

B

Point A

Element Weight% Atomic%

O K 11.80 68.17

Cr K 0.76 1.34

Fe K 18.42 30.48

Totals 30.98
 

Point B

Element Weight% Atomic%

C K 3.82 45.02

O K 1.88 16.63

Cr K 3.20 8.73

Totals 8.90

Fig. 5. EDS point pattern of cross-sectional layer after 

NSBN at 580℃, 20hr and 480℃, 40hr

 

Fig. 6. XRD peak of surface layer (a) as received, (b) 

NSBN at 530℃ for 40hr

  Fig. 6은 질화 처리 , 후의 XRD 분석 결과이다. 
질화 처리 에는 Fe의 결정상만 보 으나 표면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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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Depth profiles hardness after NSBN at (a) 480℃, (b) 530℃, (c) 580℃

처리 후에는 CrN, Fe3N, MoN의 질화물과 Cr3C2, Fe3C
의 탄화물이 나타났다. 이는 질소와 탄소의 확산 침투

에 의해 생성된 석출물임을 보여 다. 한, 크롬함량

이 높은 소재특성상 CrN이 크게 나타났으며,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질소는 Fe보다 Cr과의 친화력이 더 강

하기 때문에 CrN이 더 많이 생성된 것으로 보인다.
  일반 으로 질소화합물이 결정입계를 따라 형성하

면서 침투하기 때문에 결정입도가 미세하여야 침투확

산이 활발할 것으로 기 된다.

나. 경도 시험

  Fig. 7에 각 온도에 한 처리시간별 경도분포를 나

타내었는데, 480℃, 40시간 처리한 시편의 표면경도가 

850Hv로 가장 높았으며, 질화층 최  깊이는 530℃와 

580℃의 40시간에서 약 325㎛로 나타났다. 하지만 530 
℃, 40시간의 경도구배가 가장 완만하고 양호하게 나

타났다. 이는 XRD분석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표

면에 생성된 질화물과 탄화물에 의한 분산강화 효과

에 의한 것으로 사료되며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경도

가 감소한 것은 이러한 석출물의 조 화에 의한 것으

로 단된다. 즉, NSBN 공정이 새로운 상의 생성  

기존 상의 성장 등에 의한 경화 효과보다 N와 C의 

확산에 의한 고용효과와 매우 미세한 Mo, V, Fe이 포

함된 질화물 는 Cr, Mo, V이 포함된 탄화물 등의 

생성에 의한 것으로 추정된다.

다. 내마모시험

  화합물층이 상 으로 얇고 질화층 깊이가 깊은 

530℃, 40시간에서 표면경화 처리 된 소재와 질화처리 

안 된 소재를 마모시험을 한 결과 Fig. 8에 나타내었

는데, NSBN처리를 한 시편이 상온, 고온 모두 마찰계

수가 더 낮게 나타나 내마모성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

났다.
  Fig. 9의 마모흔을 비교해보면 상 으로 NSBN처

리를 한 상온과 고온 450℃에서의 마모흔이 처리를 

안 한 상온과 고온에 비해 훨씬 작게 나타나 Fig. 7의 

경도분포 결과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경도가 높을수록 

마모흔이 작음을 알 수 있다. 한, Fig. 10의 300배율

로 마모면을 찰한 결과, 상온에서의 질화처리를 하

지 않은 시편은 마모면이 거칠고 debris의 입자의 크

기가 큰 severe wear양상을 보인 반면에, NSBN 처리

를 한 시편은 마모면이 매끄럽고 상 으로 미세한 

debris가 증가하는 양상을 보여 mild wear 양상을 보

다. Rabinowicz에 의하면 표면경도와 마모와의 계에

서 표면경도가 클수록 debris의 크기가 상 으로 작

다고 보고
[9]하고 있다.

  한, 고온에서는 질화처리를 하지 않은 시편은 마

모면에 delamination에 의한 마모가 일어난 반면에, 
NSBN 처리를 한 시편은 고온에 의한 표면산화가 일

어나 표면이 검게 보이며 약간의 debris가 떨어져 나

간 흔 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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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Friction coefficient (a) non-coated, (b) NSBN at 

25℃ and 450℃ of 530℃, 40hrs specimen

non-coated NSBN

25℃

450℃

Fig. 9. Wear trace of non-coated and NSBN(530℃, 

40hrs) at 25℃ and 450℃(×35)

non-coated NSBN

25℃

450℃

delamination

debris

Fig. 10. Wear trace of non-coated and NSBN(530℃, 

40hrs) at 25℃ and 450℃(×300)

  일반 으로 마모시험시 화합물층에서 마모가 먼  일

어나고 화합물층이 마모되는 동안 떨어져나온 abrasive 
particle이 확산층의 마모를 진시키므로 표면경도가 

마모량에 큰 향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된다.

4. 결 론

  본 연구는 최근 국내 기술로 상용화된 신염욕질화 

처리법에 한 Cr-Mo-V강에 한 용가능성을 검토

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NSBN 처리 후의 표면 XRD 찰 결과 CrN과 Fe3N
의 질화물과 Cr3C2, Fe3C의 탄화물이 나타났으며, 
이 생성상이 경도향상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2. 최  표면경도는 480℃, 40시간에서 HV 850으로 

나타났으며, 최  질화층 깊이는 530℃, 40시간에서 

약 325㎛를 나타내었다.
3. 처리시간 비 화합물층도 얇고, 질화층 깊이가 깊

은 530℃에서 40시간 NSBN처리 한 소재와 질화를 

하지 않은 소재와 비교하 을 때, 상온  고온 모

두 NSBN 처리한 시편이 미처리재보다 마찰계수 

값이 작고 내마모성도 우수하 다.

  이상의 NSBN처리는 공정간  후처리시 유해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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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발생이 거의 없는 친환경 인 표면처리법으로 향후 

응용  용분야를 확 해 볼 가치가 있을 것으로 사

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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