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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저 침탄공정시 철과 흑연의 혼합 슬러리가 침탄특성에 미치는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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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ffect of Mixed Slurry of Fe and Graphite on the Characteristics of 
Laser Carburized Sur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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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Laser surface carburizing can be achieved by a laser alloying mechanism, which includes melting 
the graphite coated substrate and dissolution of the graphite in the liquid state. The drawback of laser 
carburizing is that process-induced cracks frequently form on the carburized surface as a result of carbon 
enrichment and the rapid re-solidification rates. Hence, in this study laser surface carburizing of a 
substrate coated with a mixed slurry of graphite and Fe powders was implemented to increase the surface 
hardness without surface cracking. The cracking susceptibility, carburized depth and the hardness of the 
carburized layer were investigated for various laser processing conditions. The results showed that a lower 
relative content of graphite powder in mixed slurry reduces the cracking susceptibility on the carburized 
surface without significantly decreasing hardness. From the analysis results, operational guides for laser 
surface carburizing processing are provided for achieving a crack-free carburized surface with desired 
hard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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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레이저 표면 경화(laser surface hardening)공정은 고밀도의 

레이저를 재료표면에 주사하여 표면을 국부적으로 용융시킨 

후 용융부의 빠른 냉각효과를 이용하여 표면을 경화시키는 

공정으로서 정밀하게 제어 된 레이저 빔을 이용한 레이저 표면 

공정이 활발히 연구되어왔다 [1-7]. 레이저 표면 경화와 다른 

방법으로, 레이저 표면 침탄(laser surface carburizing)공정은 

재료의 표면에 흑연분말을 도포한 상태에서 레이저를 주사

하여 모재 용융부를 통해 침탄층을 형성시켜 표면경도를 증

가시키는 방법이다. 저탄소강에 대한 레이저 표면 침탄 공정

의 주요 장점은 국부적인 침탄 경화가 가능하여 공정시간의 

감소와 전체 입열량의 감소로 모재의 변형이 적다. 그리고 표

면이 깨끗하게 유지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후 공정의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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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감되며 공정의 자동화가 가능하다 [8-11]. 또한, 레이저 

침탄 공정은 모재의 주요 특성을 변화시키지 않고 내마모성, 

내식성, 내산화성 등을 선택적으로 개선 시킬 수 있다 

[12-14].

반면에, 레이저 표면 침탄 공정의 단점으로는 공정에서 탄

소 집적 및 높은 응고 속도로 인해 침탄 표면에 균열이 형성

될 수 있다는 점이다 [15-18].

본 연구에서는 순수 흑연 분말만을 사용하는 종래의 레이

저 표면 침탄 공정과 구별하여, 흑연분말과 철분말을 기계적

으로 혼합하여 분말을 제작하고 이를 이용하여 레이저 표면 

침탄시험을 수행함으로써 균열감수성과 최종 경도분포에 미

치는 효과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레이저 표면 침탄 공정시 철

분말 함량의 영향을 조사하기 위해, 흑연분말의 함량을 1.5%

부터 7.5%의 중량 퍼센트로 철분말과 혼합하여 실험하였다. 

레이저 표면 침탄 된 시험편의 기계적-야금학적 특성을 분석

하기 위해 레이저 빔의 진행 방향에 수직으로 시험편을 절단

하여 특성을 분석하였다. 혼합 분말 내의 철분말 함량 및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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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chematic drawing of laser surface carburizing process

Fig. 2. Schematic drawing of slurry coating on the surface of 
substrate: (a) mixed slurry on substrate, (b) mixed slurry 
deposition by layer bar, (c) air dried mixed slurry.

Table 1. Chemical composition of AISI D2 (wt%)
Fe C Cr Mo Mn V Si

REM 1.5 12 1 0.45 0.35 0.25

포두께, 레이저 출력, 주사 속도에 따른 균열 감수성과 침탄

깊이 및 침탄층의 경도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를 토대로 균열 발생 없이 안정한 침탄층을 얻을 수 

있는 레이저 표면 침탄 공정의 적정 공정 범위를 제시하였다.

2. 실험 방법

2.1 실험 장치

레이저 표면 침탄 공정의 도식도를 그림 1에 나타내었다. 

파이버 레이저 출력장치로는 최대 출력 200 W, 파장 1.07 μm, 

빔의 직경 80 μm의 사양을 갖는 IPG사의 YLG-200 기종을 

사용하였다.

혼합슬러리의 도포두께는 승하강 실린더 (build cylinder)

에 의해 10 μm단위로 조정이 가능하며 적층 바 (layer bar)를 

이용하여 분말의 도포두께를 일정하게 할 수 있다. 레이저 선

간 간격 (line spacing)은 스캐너 (scanner)를 이용하여 10 μm

단위로 조정이 가능하며, 아르곤 가스를 보호가스로 사용하

여 레이저 침탄 공정 시 산소의 접촉을 차단하였다.

2.2 혼합분말 및 모재

실험에 사용된 철 분말의 평균 입자크기는 2 μm, 흑연분말

의 평균 입자크기는 4 μm이며 철 분말에 흑연분말을 1.5%~ 

7.5%의 중량 퍼센트로 기계적 혼합(mechanical mixing) 하였

으며, 혼합분말을 얻기 위해 KMD-1B볼 밀링기를 사용하였

다. 기계적 혼합은 600 rpm으로 10분간 수행하였으며 제작된 

혼합분말은 알코올과 3:1 의 질량비로 혼합하여 슬러리를 제

작하였다.

침탄대상 모재로는 AISI D2 금형강을 사용하였으며 화학

적 조성은 표 1에 나타내었다.

레이저 주사 실험 전에 모재의 표면은 3 μm의 다이아몬드 

페이스트를 이용하여 연마한 후 알코올로 세척하였다.

모재에 슬러리를 도포하는 과정을 그림 2에 나타내었다. 

모재 위에 슬러리를 놓고(a) 적층 바를 이용하여 일정하게 도

포하고(b) 레이저 주사 전에 공기 중에 60초 동안 완전 건조

시킨 후(c) 실험을 수행하였다.

실험 후 레이저 침탄 시편의 기계적- 야금학적 특성분석을 

위해 레이저 빔의 진행 방향에 수직으로 절단하여 분석을 수

행하였다. 시편을 1 μm의 다이아몬드 페이스트를 이용하여 

연마한 후 5%의 나이탈(nital)로 에칭(etching)한 시료를 광학 

현미경으로 관찰하였다. 균열 거동에 대한 공정 변수의 효과

를 분석하기 위해서 침탄층의 폭 및 깊이, 미세조직 분석, 경

도 측정을 하였다. 경도 측정의 압입 하중은 0.01N으로 일정

하게 수행하였다.

2.3 선형 비드 및 면형 비드 실험 방법

레이저 표면 침탄 공정의 선형 및 면형 실험 방법을 그림 3

에 나타내었다. 선형 실험은 슬러리가 도포되어 있는 모재에 

레이저 빔을 선형으로 1회 주사하여 선형 비드의 형상 및 특

성을 분석하였다. 선형(singe line) 실험을 통해 얻은 공정 조

건을 바탕으로 면형(multiple line) 실험을 수행하였다. 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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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Schematic drawing of experimental method: (a) single
line, (b) multiple line.

Fig. 4. Schematic drawing of single line bead shape of laser 
melted zone

Table 2. Experimental conditions for single bead laser carburizing.

Scan rate
(mm/s)

Laser power
(W)

Graphite coating
Thickness

(μm)
18 200 10~300

Fig. 5. Measured hardness distribution of laser melted sample 
without graphite coating

저의 선간 간격은 60 μm로 고정하고 50회 주사하여 3 mm의 

면형비드를 제작하였다.

표 2는 선형실험 조건을 나타내었으며 레이저 출력과 주사

속도를 고정하고 흑연 슬러리의 도포두께를 변수로 실험을 

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레이저 침탄 공정 시 선형 비드 특성 분석

흑연 슬러리의 도포두께에 따른 선형 비드의 폭(W) 및 깊

이(D), 경도를 분석하기 위해서 선형비드특성을 분석하였다. 

레이저 표면 침탄공정의 대조군으로 모재에 흑연분말을 도

포하지 않고 레이저를 주사하는 레이저 표면 경화실험도 병

행하여 수행하였다. 레이저 표면경화 및 표면 침탄 공정을 통

해 얻어진 용융부의 폭(W) 및 깊이(D)를 그림 4에 도식적으

로 나타내었다.

표 2의 실험조건으로 레이저 표면 경화실험을 실시하였다. 

레이저 조사 후 얻어진 비드 폭은 평균 270 μm이며 깊이는 

평균 50 μm로 측정되었다. 경도는 모재의 표면에서부터 깊

이 방향으로 10 μm에서 측정을 시작하여, 폭 방향으로 30 μ

m, 깊이 방향으로 15 μm의 간격으로 일정하게 측정하였다.

측정된 경도값의 분포를 그림 5에 나타내었다. 비드의 구

역은 용융부(A), 열영향부(B), 모재(C)으로 나뉜다. 용융부의 

경도는 평균적으로 400 HV로 측정되며 모재의 경도에 비해 

약 2배 정도 상승한 것을 볼 수 있다.

레이저의 표면경화에 대비하여, 철분말을 함유하지 않는

100% 순수 흑연 슬러리 의 도포두께에 따른 레이저 표면 침

탄의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모재에 흑연 슬러리를 도포하여 

건조한 후 레이저를 주사하여 도포두께에 대한 레이저 빔의 

거동을 분석하였다. 흑연 슬러리의 도포두께에 따른 레이저 

표면 침탄공정을 수행한 비드의 폭 및 깊이를 그림 6에 나타

내었다. 비드의 폭 및 깊이는 흑연 슬러리를 도포하지 않은 

표면 경화와는 달리 흑연 슬러리의 도포두께가 두꺼워질수

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도포두께가 증가하면서 레이저에 의해 가열된 흑연

분말이 용융부의 급랭을 방지하여 반응시간이 늘어나면서 

열전도 시간이 늘어나는 데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흑연 슬러리의 도포두께가 180 μm 이상부터 폭 및 

깊이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며 이는 높은 흑연 슬러리의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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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Variations of bead shape of laser surface carburized 
sample: (a) Depth , (b) Width

Fig. 7. Measured hardness distribution of laser surface carburized 
sample with pure graphite coating

Fig. 8. Vickers hardness distribution with inward distance from 
carburized surface

Fig. 9. Microstructure of laser carburized zone at graphite coating 
thickness of 70 μm

포두께가 레이저 열원의 침투를 방해하여 나타난 결과로 판

단된다.

흑연 슬러리를 70 μm로 도포한 후 레이저 침탄 처리된 시

편을 대상으로 폭 및 깊이 방향으로 일정한 간격으로 측정된 

경도분포를 그림 7에 나타내었다. 레이저 침탄처리된 비드는 

강 침탄부(A), 약 침탄부(B) 열영향부(C), 모재(D)로 구분하

였다. 강 침탄부의 경도는 평균적으로 850 HV로 측정되어 

모재에 비해 약 4배 정도 높았다. 약 침탄부의 경도는 평균적

으로 570 HV로 측정되었으며 표면 경화된 시료(400 HV)보

다 높은 경도를 가지며 열영향부의 경도도 510 HV로 측정되

어 모재보다 약 2.5배가 증가하였다. 이는 용융부의 탄소가 

고체확산과정을 거쳐 열영향부로 이동하여 레이저 표면경화

에 비해 높은 경도를 보인 것으로 판단된다.

흑연 슬러리의 도포두께가 40 μm, 70 μm, 100 μm일 때 레

이저 표면 침탄된 표면에서 시료내부 방향으로의 경도변화

를 그림 8에 나타내었다. 40 μm의 도포두께에서는 낮은 도포

두께로 인하여 70 μm의 도포두께일 때 보다 전체적으로 경

도가 낮은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100 μm의 도포두께에서는 

높은 도포두께로 인하여 탄소의 확산이 많아 표면 쪽의 경도

가 높다. 하지만 레이저 열원이 두터운 흑연층으로 인해 모재

에 집중되지 않아 탄소의 확산이 표면으로부터 깊게 침투하

지 못해 표면에서부터 내측으로 10 μm 이후의 구간에서는 

70 μm의 도포두께일 때 보다 낮은 경도를 나타내었다. 그림 

9에 흑연 슬러리를 70 μm로 도포한 후 레이저 침탄 처리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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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Experimental conditions for multi-beads
Graphite in

mixed slurry 
(wt%)

Scan rate
(mm/s)

Laser power
(W)

Graphite coating
Thickness (μm)

1.5~7.5 18~109 100~200 70

Fig. 10. Schematic drawing of hardness measuring points in 
carburized zone

250 um

Fig. 11. Cross-sectional view of laser hardened layer without 
graphite coating. (Use scan rate=18 mm/s, power=200 W)

Fig. 12. Depth of hardened layer after laser surface hardening 
without graphite coating

시편을 대상으로 침탄부 미세조직을 나타내었다. 높은 경도

를 나타내는 강 침탄부(A)에는 미세한 침상의 마르텐사이트 

조직이 생성되어 있으며 상대적으로 경도가 낮은 약 침탄부

(B)에는 조대한 마르텐사이트 조직을 보이고 있다.

3.2 레이저 침탄 공정 시 면형 비드 특성 분석

선형 비드의 특성 분석을 토대로 흑연 슬러리의 도포두께

에 따른 면형 비드의 깊이, 경도 및 철 분말의 함량에 대한 표

면 침탄의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서 면형 비드를 얻기 위한 레

이저 표면 침탄 실험을 수행하였다.

면형 실험 조건을 표 3에 나타내었다. 흑연 슬러리의 도포

두께를 고정하고 레이저 출력과 주사속도 그리고 철분말과 

흑연분말의 혼합 슬러리 내의 흑연분말의 중량 퍼센트를 변

수로 실험을 수행하였다.

레이저 표면 침탄을 수행한 용융부의 경도 측정 위치를 그

림 10에 나타내었다. 경도 측정은 경화층의 표면에서 10 μm 

깊이에서 50 μm의 간격을 두어 7번의 측정한 경도의 평균값

을 분석하였다.

3.2.1 흑연 미사용 레이저 경화부

레이저 표면 침탄공정의 대조군으로 모재에 흑연분말을 

도포하지 않고 레이저를 주사하는 레이저 표면경화 실험을 

수행하였다. 모재에 흑연 슬러리를 도포하지 않고 레이저를 

주사하여 면형비드를 얻은 후 도포두께에 대한 레이저 빔의 

거동을 분석하였다. 레이저의 선간 간격은 60 μm로 고정하

여 실험을 수행하였다.

그림 11에 흑연 슬러리의 도포없이 레이저 표면경화를 수

행한 경화층의 단면을 나타내었으며 균열이 없는 경화층을 

확인할 수 있다. 

레이저 출력과 주사속도에 따른 표면 경화층의 비드 깊이

를 그림 12에 나타내었다. 레이저 출력이 증가하고 주사속도

가 감소할수록 입열량이 증가하게 되어 경화층의 깊이가 증

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실험 조건에 따라 경화층의 깊이는 

최소 20 μm에서 최대 60 μm까지 측정되었다. 같은 조건인 

레이저 출력 200 W 주사속도 18 mm/s 인 조건의 깊이는 선

형보다 면형의 비드 깊이가 약 10 μm정도 높았다. 이는 레이

저 선간 간격이 60 μm로 선이 겹치면서 입열량의 증가가 비

드 깊이의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레이저 출력과 주사속도에 따른 표면 경화층의 경도를 그

림 13에 나타내었다. 최대 경도는 400 HV로 선형 비드와 유

사한 경도를 보였으며, 이는 레이저 표면경화를 이용한 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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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3. Average hardness at various scan rate and laser power 
after laser surface hardening without graphite coating

250 um

Fig. 14. Surface cracks in laser carburized layer with pure 
graphite powder without Fe. (Scan rate=18mm/s, power=200 W 
with coating thickness of 70 μm)

250 um

Fig. 15. Crack-free cross-sectional view of laser carburizing layer 
with mixed powder having graphite contents of 6%. (Scan 
rate=18 mm/s, power=200 W with coating thickness of 70 μm)

Fig. 16. Depth of laser carburizing layer with mixed powder 
having graphite contents of 6%.

효과는 뚜렷한 한계가 있는 것을 보여준다.

3.2.2 흑연 분말을 이용한 레이저 침탄공정

철이 혼합되지 않은 100% 흑연분말을 이용한 표면 침탄의 

단면을 그림 14에 나타내었다. 그림에 보이는 것과 같이 침탄

층 표면에 균열이 다량 발생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선형비

드의 경우와 달리, 면형비드에서는 인접비드의 냉각시 발생

되는 횡방향 수축에 의해 상대적으로 취성이 큰 침탄층에서 

균열이 발생하게 된다.

흑연분말의 함량이 6%인 혼합 분말을 사용한 침탄 표면의 

단면을 그림 15에 나타내었다. 순수 흑연분말을 이용한 경우

와 달리, 균열이 없는 침탄층을 볼 수 있으며 이는 철분말과 

흑연분말의 혼합으로 레이저 침탄 공정 시 균열방지가 가능

함을 보여준다.

이 경우, 레이저 출력과 주사속도에 따른 침탄층의 비드 깊

이를 그림 16에 나타내었다. 표면 경화공정과 마찬가지로 레

이저 출력이 증가하고 주사속도가 감소할수록 입열량의 증

가로 인해 침탄층의 깊이가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실험 

조건에 따라 침탄층의 깊이는 최소 20 μm에서 최대70 μm까

지 나타났다.

레이저 출력과 주사속도에 따른 표면 침탄층의 경도를 그

림 17에 나타내었다. 최대 경도는 550 HV로 순수 흑연분말

을 이용한 침탄부 경도보다 낮은 경도를 보이며, 레이저 표면

경화의 최대 경도값 400 HV보다는 높은 값을 나타낸다. 하

지만 순수 흑연분말을 이용한 침탄시 발생되었던 표면균열

이 발생되지 않으므로, 철과 흑연분말을 혼합한 슬러리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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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7. Microhardness of laser carburizing layer with mixed 
powder having graphite contents of 6%.

Fig. 18. Process windows for laser carburizing: graphite contents 
in mixed slurry are (a) 1.5%, (b) 4.5%, (c) 6%, (d) 7.5%
(●: 550-600HV, ±: 500-550HV, ○: 450-500, △: 350-400, Χ: 
crack)

용하면 균열 없는 침탄층의 확보가 가능하며 흑연분말의 함

량을 조정하여 원하는 표면 경도를 얻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3.2.3 적정 레이저 침탄 공정조건

70 μm 두께를 갖는 혼합 슬러리 내의 흑연분말의 함량을 

1.5%, 4.5%, 6.0%, 7.5%로 변화시킨 후 실험을 통해 얻은 적

정 공정도를 그림 18에 나타내었다. 레이저 출력과 주사속도

에 따른 경도 분포를 나타내었으며 각 조건의 경도 범위를 표

시하였다.

침탄층의 경도가 450 HV이상인 구간을 침탄영역

(carburized zone)으로 간주하여 실선으로 나타내었다. 그림 

18(a), (b), (c)의 공정도를 보면 동일 공정조건에서 혼합 슬러

리 내에 흑연분말의 함량이 증가할수록 침탄영역이 늘어나

며 경도도 증가함을 보여준다. 이는 혼합 슬러리 내에 흑연분

말 함량이 증가할수록 적은 입열량으로도 침탄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18(d)의 흑연분말 함량 7.5%의 경우를 보면, 레이저 

출력 100 W 주사속도 109 mm/s의 최소 입열영역을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균열이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상대

적으로 높은 흑연분말 함량으로 인해 낮은 입열조건에서만 

균열없는 침탄층을 얻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4. 결     론

레이저 침탄처리시 철과 탄소분말의 혼합 슬러리가 침탄

특성에 미치는 효과를 연구한 결과 다음의 결론을 얻었다.

1) 혼합슬러리 내에 흑연분말 함량이 증가할수록 균열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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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가능성이 증가하며, 균열 없는 안정한 침탄층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혼합슬러리의 함량조정과 함께 레이저 출력, 주사

속도, 혼합분말의 도포두께 등의 공정 변수를 동시에 고려해

주어야 한다.

2) 혼합 슬러리내 흑연분말의 상대적 함량이 높아질수록 

레이저공정의 입열량을 낮추어 주어야만 균열 없는 침탄층

을 얻을 수 있다.

3) 동일 레이저 공정조건에서 혼합 슬러리 내에 흑연분말

의 함량이 증가할수록 침탄영역이 늘어나고 경도도 증가하

며, 혼합 슬러리 내에 흑연분말 함량이 증가할수록 적은 입열

량으로도 침탄층을 얻을 수 있다.

4) 혼합 슬러리를 이용한 레이저 침탄 공정을 수행하기 위

해 본 연구에서 제시한 공정도 (process window)는 원하는 경

도를 갖는 안정적인 침탄층을 얻기 위한 공정설계에 활용가

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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