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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xi-nitrocarburizing treatment was performed to improve the anti-corrosion and anti-wear

properties of low carbon steels. The oxi-nitrocarburizing was carried out in 2 steps: a gas nitrocarburizing step

at 560 oC and an oxidation step at 550 oC for 30 min with steamed water. The mechanical and chemical

properties of the samples were then measured using nanoindentaion test  with a load of 10 mN and salt spray

test. Investigation on the surface hardening layer with scanning electron microscopy (SEM), X-ray diffraction

(XRD) analysis and electron prove microanalysis (EPMA) were also carried out. The thickness and

nanohardness of the oxide layer were about 4 µm and 470 Hv, respectively. The oxi-nitrocarburized sample

fabricated by gas nitrocarburizing for 50 min followed by oxidation for 30 min showed much better anti-

corrosion property than the sample prepared by the conventional gas nitrocarburizing method for 100 min.

The improved anti-corrosion property of the oxi-nitrocarburized samples was due to the formation of a dense

magnetite (Fe3O4) layer during the oxidation process on the porous nitride layer. These results indicate that

oxi-nitrocarburizing is effective for surface treatment of low carbon steels with high anti-corrosion and high

wear resis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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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산업사회의 고도화와 함께 강재(steel)의 표면열처리는 부

품소재의 고급화와 내구성 향상을 위한 필수적 기술로 인

식되고 있다. 표면열처리는 적은 비용으로 부품소재가 요

구하는 다양한 물리적, 화학적 특성을 용이하게 향상시킬

수 있는 장점 때문에 산업적 효용성이 증가되고 있다. 특

히, 질화(nitriding)와 침탄(carburizing)은 대표적인 표면열

처리용 화학열처리 기술로 강재의 표면 특성을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우수한 내마모 특성이 요구되는 수송기계

용 부품소재 등에 폭넓게 적용되고 있다 [1-3]. 

강재의 표면열처리 방법으로 사용되는 질화와 침탄은 비

슷한 점도 있지만, 공정온도와 열처리 후 강재의 미세조직

측면에서 큰 차이가 있다. 강재의 질화는 페라이트(ferrite)

영역인 550~590 oC의 저온에서 수행해서, 질소화합물층

(nitride compound layer, 질화물층)과 확산층(diffusion

layer)을 시편의 표면에 형성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반면,

강재의 침탄은 오스테나이트(austenite) 영역인 A1변태점

이상의 고온으로 가열하여 탄소를 시편의 내부로 확산시킨

후, 급냉시켜 시편의 표면을 마르텐사이트(martensite) 조직

으로 변태시켜 표면경도를 높이는데 목적이 있다 [4-6].

질화(경질화)의 방법에는 가스질화, 염욕질화, 플라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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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화 등이 있지만, 현재 가스질화가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다 [3]. 가스질화는 표면경화층의 깊이를 수백 μm까지

두껍게 만들 수 있는 장점은 있지만, 처리시간이 수십 시

간 정도로 길고, 사용 가능한 강종이 고급강으로 제한이

있고, 질화물층을 제거하고 사용해야 하는 단점이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스연질화(gas nitrocarburizing) 기

술이 개발되었다. 가스연질화는 처리시간이 수 시간 이내

로 짧고, 탄소강을 비롯한 저급강의 표면열처리에 적합해

서 우수한 내마모성이 요구되는 부품소재의 개발에 널리

적용되고 있다. 그런데, 가스연질화로 형성시킨 강재의 표

면은 주로 2층의 질화물(다공질의 ε상과 치밀한 γ 상)과 2

μm 이하의 두께를 갖는 산화물층이 나타나기도 하는데, 내

마모성은 우수하지만 내식성이 충분하지 못한 단점이 있다

[7-9].

가스연질화가 가지는 단점인 내식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해 산질화(oxi-nitrocarburizing) 기술이 개발되었으며, 산질

화는 시편의 표면을 연질화시키는 1단계 공정과 시편의 표

면을 산화물층(oxide layer)으로 형성하는 산화공정인 2단

계로 구성된다 [8-11]. 강재의 연질화후 산화공정을 적용하

면 다공질의 ε상 질화물층에 추가로 치밀한 산화물층이 형

성되기 때문에 내식성이 향상된다고 알려져 있다 [10]. 그

런데, 산화물층의 두께가 수 μm 이하로 얇기 때문에 표면

경화층에 대한 미세조직의 분포, 기계적, 화학적 특성 평가

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는 부족한 편이다.

본 연구는 표면열처리 기술을 적용해서 저탄소강 소재로

제조한 중화요리용 프라이팬의 내식성과 내마모성을 동시

에 향상시킬 목적으로 수행하였다. 표면열처리 기술로는 산

질화를 선택하였으며, 저탄소강을 산질화할 때 형성되는 표

면경화층인 얇은 산화물층과 질화물층에 대한 다양한 특성

평가를 실시하였다. 특히, 표면경화층에 대한 나노경도, 미

세조직, 상분석 등을 통해서 산질화시 형성된 산화물층 자

체의 물리적 특성과 산화물층이 강재의 내식성 향상에 미

치는 영향에 대해 체계적으로 연구하였다. 

2. 실험 방법

본 연구의 표면열처리에 사용된 시편은 중화요리용 음식

을 볶거나 요리할 때 사용할 목적으로 제조한 프라이팬의

일종인 웍(wok)이다. 웍의 소재로는 가볍고 열전도 특성이

우수한 3중(ply) 구조를 갖는 클래드메탈이 사용되었다

[12-14]. 3중 클래드메탈은 순수한 알루미늄(Al1050)이 중

간에 위치하고, 내열강의 일종으로 포스코에서 제조한 냉

간압연용 극저탄소강의 일종인 SPCC(steel plate cold

commercial)가 양쪽에 위치하는 샌드위치형 단면구조를 갖

는다. 표 1은 본 연구에 사용된 SPCC의 주요 조성을 나

타내는데, 철(Fe)에 미량의 망간(Mn)과 구리(Cu)가 합금원

소로 존재한다. 

표 2는 산질화 공정의 세부단계인 가스연질화와 산화

공정시 유지온도와 분위기 가스의 비율을 표시한 것이다.

표 2에서 Normal은 가스연질화 이전의 무처리 시편을

의미하고, NC50은 50분 동안 가스연질화한 시편이고,

ONC50은 50분 동안 연질화후 30분 동안 산화시켜 산질

화까지 완료한 시편을 의미한다. 산질화 공정은 시편의

표면에 존재하던 각종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 숏피닝

(shot peening)한 후 수행하였다.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

이, 산질화는 2단계로 수행하였다. 1단계는 560 oC에서

′

Table 1. Chemical composition of SPCC steel (wt%).

Fe C Mn P S Cu

Bal. 0.0018 0.206 0.092 0.0040 0.051

Table 2. Notation and condition of surface heat treatment for each sample. 

Sample

Nitrocarburizing Oxidation

Temperature

(oC)

Input gas ratio

(NH3:N2:CO2)

Time

(min)

Temperature

(oC)
Input gas

Time

(min)

Normal - - - - - -

NC50

560 5:4:1

50 - - -

NC100 100 - - -

ONC50 50
550

Steam

(H2O)
30

ONC100 100

※NC50 : nitrocarburizing for 50 min without oxidation
※ONC50 : oxi-nitrocarburized for 50 min [nitrocarburinzing for 50 min with oxid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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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연질화처리를 하고, 2단계는 550 oC에서 산화처리를

진행하였다. 가스연질화는 암모니아(NH3), 질소(N2), 이산

화탄소(CO2)의 분위기에서 유지시간을 50분과 100분으로

변화시켜 수행했으며 열처리 후 공냉시켜 표면열처리를

완료하였다. 주입된 가스의 순도는 모두 99% 이상이며,

산화는 고온의 수증기(steam)를 주입시켜 30분 동안 진

행하였다. 1단계 이전의 공정인 560 oC까지 승온에는 50

분이 소요되었으며, 2단계 공정인 산화가 끝나면 질소를

주입시켜 100 oC 이하로 냉각시켜 산질화처리를 완료하

였다.

산질화처리로 인해 시편(SPCC)에 형성된 표면층의 단면

조직 연구를 위해, 시편의 단면을 폴리싱해서 경면 가공한

후 4%의 나이탈(nital)을 사용해 부식시켜 주사전자현미경

(SEM) 관찰을 하였다. 또한, 표면경화층인 질화물층과 산

화물층의 상분석과 분포 등을 연구하기 위해 전자탐침미량

분석(EPMA)도 수행하였다. 

산질화처리가 SPCC 시편의 표면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기 위하여 나노경도와 내식성에 대한 실험도 수행하

였다. 표면경화층에 대한 나노경도는 시편의 단면을 경면

가공한 후 Fischer사의 나노인덴터(모델명: Fischerscope

HM2000)를 사용해서 측정하였다 [15,16]. 나노인덴테이션

측정에는 비커스 압입자를 사용하였으며, 10 mN의 작은

하중을 사용해서 7회 측정후 산술평균해서 나노경도를 구

했다. 

산질화처리한 시편의 내식성을 평가하기 위해 염수분무

시험도 실시하였다. 시편으로는 지름이 30 cm인 웍을 8등

분으로 절단해서 사용하였으며, 모서리부분은 테이핑 처리

해서 진행하였다. 염수분무 시험은 KS D 9502 규격에 의

거하여, 3.5%의 염수를 사용해서 37 oC의 온도에서 진행하

였으며, 시험시간의 증가에 따른 시편의 표면부식 면적의

변화로 평가하였다 [17,18]. 또한, 산질화처리로 인해 생긴

표면층의 상분석을 위해 X-선회절(XRD) 분석을 수행하였

다. 이때 사용한 입사빔은 Cu K-alpha였으며, 회절각

(diffraction angle)이 25~55° 범위에 집중해서 미세한 상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3. 실험결과 및 고찰

3.1. 표면경화층의 현미경 분석

그림 1은 표 2의 방법으로 표면열처리한 시편의 미세조

직을 SEM으로 관찰한 사진을 나타낸다. 그림 1의 (a)와

(b)는 각각 560 oC에서 50분과 100분 동안 가스연질화시킨

NC50과 NC100 시편을 나타내고, (c)와 (d)는 각각 50분

과 100분 동안 가스연질화후 550 oC에서 30분 동안 산화

시켜 제조한 ONC50과 ONC100 시편의 표면경화층 단면

을 나타낸다. NC100과 ONC100 시편에서는 3가지(SL1,

SL2, SL3)의 층이 관찰되었다. 강재를 산질화한 표면경화

층의 미세조직에 대한 종래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11], 최

외각에 존재하는 SL1은 산화물층, SL2는 다공질의 ε상 질

화물층, SL3는 치밀힌 γ 상 질화물층으로 사료된다. ε상과

γ 상의 질화물층은 각각 조밀육방(hcp) 구조와 면심입방

(fcc)구조를 갖는데, 산업체에서는 2가지의 질화물층을 합

쳐서 화합물층(compound layer)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강재를 산질화하는 이유는 내식성과 내마모성을 동시에

향상시키기 위함이고, 이들 특성은 산화물층과 질화물층의

두께에 영향을 받는다 [6]. 그림 2는 그림 1의 SEM 사진

에 나타난 각 시편에 대해 산화물층, 질화물층 및 전체 표

면경화층(산화물층+질화물층)의 두께를 측정한 후 결과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그림 1(a)와 (b)를 비교해보면, 가

스연질화시 유지시간이 50분(NC50)에서 100분(NC100)으

로 길어질 때, 산화물층과 질화물층의 두께는 각각 3.2

μm과 2.56 μm에서 3.5 μm과 8 μm으로 증가하였다. 또한,

그림 1(a)와 (c)의 비교에서, 가스연질화 시간을 50분으로

고정시키고 추가로 30분 동안 산화시킨 ONC50 시편에서

는, 산화물층과 질화물층의 두께는 각각 5.1 μm과 6.7 μm

으로 나타났다. 이때 형성된 질화물층은 모두 γ 상으로 보

인다. 가스연질화 시간을 50분으로 짧게 처리한 시편에서

다공질의 ε상 질화물층이 관찰되지 않은 이유는 가스연질

화시 SL3로 표시한 치밀힌 γ 상 질화물층이 우선적으로

형성된 후, γ 상 질화물층이 분위기 가스로부터 질소를 추

가로 공급받으면 다시 다공질의 ε상 질화물로 변화하기 때

문이다. 또한, 산화처리시 산화물층의 성장에 비해 질화물

′

′

′

′

′

Fig. 1. SEM images of cross sectional view for samples : (a) NC50,
(b) NC100, (c) ONC50, and (d) ONC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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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의 성장이 크게 나타난 이유는 산화시 주입된 수증기에

서 분해되어 나온 수소가 질화물 성장의 촉매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19]. 그림 1(d)에서 보듯이, ONC100 시편의 경

우 산화물층과 질화물층의 두께는 각각 5.9 μm과 9.2 μm

으로 전체 표면경화층의 두께는 15.1 μm으로 나타났다. 

그림 1과 그림 2에서 특이한 점은 가스연질화만 실시한

NC50과 NC100 시편에서도 3~4 μm 두께의 산화물층이

관찰된 것인데, 이 산화물층의 생성 원인에 대해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표 2에서 보듯이 가스연질화시 사용한 가

스로는 암모니아(NH3), 질소(N2), 이산화탄소(CO2)이며, 주

입한 비율은 부피비로 5:4:1 이었다. 가스연질화시 주입한

가스의 반응 거동은 대략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20].

2NH3 ==> 3H2 + 2N (1) 

CO2 + H2 <==> CO + (2)

2CO ==> CO2 + C (3)

식 (1)에서 보듯이, 암모니아는 분해되어 강의 표면에 질

소(N)를 공급해 주는 역할과 분위기 가스 중에 수소(H2)를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 이산화탄소는 식 (2)에서 보듯이,

수소와 반응해서 수분(H2O)을 공급해 주는 동시에 분위기

가스 중에 일산화탄소(CO)를 공급해 준다. 식 (3)에서 보

면, 일산화탄소는 분해되어 강재의 표면에 탄소(C)를 공급

해주고, 나머지는 다시 이산화탄소로 변화한다. 즉, 가스연

질화시 주입 가스중 암모니아는 강재에 질소를 공급하며,

이산화탄소는 수분과 탄소를 공급한다. 따라서, 가스연질화

시 형성되는 그림 1의 (a)와 (b)의 산화물층은 이산화탄소

에서 생긴 수분의 분해에 의한 산소 때문으로 생각되지만,

또 다른 가능성은 연질화처리후 500 oC이상의 고온에서 바

로 공냉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3.2. 표면경화층의 상분석

그림 1의 SEM 이미지에 나타난 표면경화층이 어떤 결

정구조를 갖는 상으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3가지 시편에 대해 XRD 분석을 하였다. 그림 3의 (a)는

가스연질화하기 이전의 Normal 시편에 대한 것으로, 회

절각이 44.6° 부근에서 α철의 (110)면에 해당하는 피크가

나타난다. 그림 3의 (b)와 (c)는 각각 NC100 시편과

ONC100 시편에 대한 XRD 결과를 나타내는데, NC100

시편과 ONC100 시편에서 나타나는 주요 피크는 6개 정

도로 보인다. 마그네타이트(Fe3O4)에 의한 피크는 회절각

이 30.2°, 35.2°, 43.2°에서 나타나며, γ 상의 피크는

41.2°와 47.8°에서 나타난다. 반면, 회절각이 43~44°에서

는 43.2°와 43.8°에서 피크가 관찰되는데, 43.2°의 피크

는 Fe3O4상 또는 ε상에 의한 것으로 해석된다. 미세하지

만 43.8°에서 나타난 피크는 Fe2O3상에 의한 피크로 판

단된다 [5].

그림 3에서 가스연질화한 NC100 시편에 비해 산질화한

ONC100 시편의 경우, 회절각이 41.2°와 47.8°에서 나타나

는 γ 상의 질화물층 피크는 약해지고, 회절각이 30.2°,

35.2°, 43.2°에서 나타나는 Fe3O4상의 산화물층의 피크는

더욱 강해졌다. 따라서, 가스연질화한 시편을 산질화하게

되면 강재의 표면에 존재하던 다공질의 ε상의 Fe가 산소

와 결합하여 Fe3O4의 구조를 갖는 산화물층으로 변화됨을

알 수 있다. 표면층에 존재하는 Fe3O4상은 화학적으로 안

정한 세라믹 재료의 특성을 가지며, 다공성의 ε상의 표면

H2O

′

′

Fig. 2. Thickness of each layer for surface heat treated samples. 

Fig. 3. XRD spectra of samples : (a) Normal, (b) NC100, and (c)
ONC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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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치밀하게 피복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내식성을 증가

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된다 [10]. 

그림 1에 나타낸 산화물층과 화합물층의 두께를 검증하

기 위해, NC100 시편과 ONC100 시편 각각에 대해 시편

의 표면에서 내부 방향으로 산소와 질소 원소의 존재 비율

을 EPMA로 분석하였다. 그림 4의 (a)와 (b)는 각각

NC100 시편과 ONC100 시편에 대한 결과를 나타낸다.

NC100 시편의 경우, 산소는 표면에서 40%로 높지만 급격

하게 감소하며, 질소는 표면에서 낮지만 3 μm 지점까지 급

격하게 증가하여 대략 10%까지 높아진다. 반면, OCN100

시편의 경우, 산소는 표면에서 30%로 나타나다가 3 μm

깊이까지 감소한 후, 다시 증가해 깊이가 3~7 μm 범위에

서 대략 60%로 높게 나타난다. 이 결과는 산질화처리로

인해 시편의 내부 3~7 μm 지점에 산화물층이 추가로 형성

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림 4의 (a)와 (b)에서 뚜렷하게 나타나는 차이는 화합

물층의 깊이와 산소와 질소 및 탄소의 농도 변화라고 보인

다. NC100 시편의 경우, 산화물층과 질화물층의 깊이는

각각 2.5 μm과 10.0 μm으로 전체 표면경화층의 두께는

12.5 μm으로 관찰된다. 한편, ONC100 시편의 경우는 산

화물층과 질화물층의 깊이가 각각 5.0 μm과 11.0 μm으로

표면경화층의 두께는 16.0 μm까지 존재한다. 표면경화층

의 두께를 그림 4의 EPMA와 그림 1의 SEM 사진에서

측정한 값을 비교해 보면, NC100 시편의 경우 각각 12.5

μm과 12.1 μm이고, ONC100 시편에서는 16.0 μm과

15.1 μm으로 6% 이내로 전체적으로 잘 일치한다. 그림 3

의 XRD 결과로 볼 때, 그림 1의 SEM 사진에서 시편의

가장 표면에 존재하는 3.7~5.9 μm 두께의 치밀한 산화물

층은 Fe3O4상으로 판단된다. 또한 그림 4의 결과와 종합해

볼 때, 산질화처리시 산화물층은 더욱 치밀하고 두껍게 성

장됨을 알 수 있다.

3.3. 표면경화층의 나노경도

표면열처리한 강재의 내부식성과 내마모성을 포함한 여

러 가지 물리적 특성은 표면경화층의 경도와 미세구조 등

에 영향을 받는다 [21-24]. 그림 5은 클래드재 시편의 단

면을 노출시켜 마운팅한 후 경면 가공하여 10 mN의 작은

하중을 사용해서, 표면에서 내부로 나노인덴테이션법으로

측정한 나노경도 변화를 나타낸다. 미처리한 시편인

Normal 시편의 경우 240 Hv 정도로 작은 나노경도를 나

타낸다. 그런데, NC100 시편은 표면에서 2.5 μm까지 495

Hv로 나타나다가 깊이가 11 μm 지점에서 최대값인 840

Hv를 나타낸 후 감소해서, 20 μm 이상의 깊이에서는 360

Hv를 나타낸다. 반면에 ONC100 시편의 경우, NC100 시

Fig. 4. EPMA results measured from surface to inside of samples : (a) NC100 and (b) ONC100. 

Fig. 5. Nanohardness for samples as a function of depth measured
by load of 10 m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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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과 비슷한 경향을 나타내지만 표면경화층의 나노경도는

20~40 Hv 낮게 나타나는 반면, 전체적인 나노경도의 커브

는 깊이가 3 μm 정도 시편의 내부 쪽으로 이동했다. 이는

산화처리시 질화물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도가 작은

Fe3O4층의 두께가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그림 3와 그림 5의 결과로부터, 강재의 산질화로 인해

생긴 Fe3O4 산화물층의 나노경도는 대략 460~490 Hv로

측정됨을 본 연구를 통해 알아냈으며, 질화물층의 나노경

도는 780~840 Hv로 측정되었다. 표면에서 20 μm 이상으

로 깊은 곳의 나노경도는 거의 일정한 값을 나타냈는데, 표

면열처리한 시편의 경우 350 Hv정도로 나타났다. Normal

시편에 비해 표면열처리한 시편에서 나노경도가 높게 나타

난 이유는 내열강의 일종인 SPCC 시편에 포함된 미량의

합금원소가 표면열처리 과정에서 미세한 화합물을 형성해

서 모재에 압축응력을 유발하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10].

3.4. 표면경화층의 내부식성

그림 6은 각 시편에 대한 염수분무 시험결과를 요약한

것으로, 그림 6(a)는 염수분무 시간 증가에 따른 시편의

표면부식 상태를 나타낸다. 미처리한 Normal 시편의 경

우, 1시간 이내의 짧은 시간에 부식이 시작되었으며, 3시

간이 경과하면 거의 전체 면적으로 부식이 진행되었다. 반

면, ONC100 시편은 30시간이 경과해도 거의 부식은 발생

하지 않았다. 그림 6(b)는 염수분무 시간 증가에 따라 각

시편에서 발생한 부식면적을 전체 표면적 대비 부식이 발

생한 부분(rust)의 면적 비율로 나타낸 그래프이다 [18]. 예

측한 바와 같이, 내식성은 Normal 시편은 약하고, NC100

시편은 보통이고, ONC100 시편은 아주 강하게 나타났다. 

그림 6(b)의 결과를 자세히 보면, 100분 동안 가스연질

화한 NC100 시편에 비해 50분 동안 가스연질화후 30분

동안 산화시킨 ONC50 시편의 경우가 내식성이 더 우수함

을 볼 수 있다. 즉, 염부분무 시간이 20시간일 경우

NC100 시편은 표면에 40%정도가 부식이 발생했는데,

ONC50 시편은 표면에 6%정도로 작은 면적에만 부식이

발생했다. 또한, 그림 4에서 ONC50 시편의 경우, 전체 표

면경화층 두께는 11.8 μm으로 NC100 시편의 12.1 μm

보다 작은데 비해, 내부식 특성이 우수한 이유는 화학적으

로 안정하고, 치밀한 미세조직을 갖는 Fe3O4상의 산화물층

이 시편의 내부를 잘 보호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그림 2에서 산화물층의 두께는 NC50, NC100, ONC50,

ONC100의 순서로 직선적으로 증가하는데, 그림 6(b)에서

부식된 면적비율은 NC50과 NC100에 비해 ONC50과

ONC100의 경우가 훨씬 작게 나타난다. 이 결과는 가스연

질화시 공냉으로 인해 형성된 산화물층과 고온의 수증기를

주입시켜 고의로 형성시킨 산화물층의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550 oC의 고온에서 수증기를 주

입시켜 수행하는 산질화처리는 연질화한 저탄소강의 표면

에 화학적으로 안정하고 미세조직이 치밀한 Fe3O4 산화

물층을 형성시켜 내식성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한다고 판단

된다. 

4. 결 론

저탄소강 강재의 내식성과 내마모성을 동시에 향상시키

Fig. 6. Results of salt spray test for samples as a function of time : (a) photo images of sample surface and (b) area of rust versus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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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한 목적으로 각각 가스연질화와 산질화로 표면열처리

한 후, 표면경화층에 대해 나노경도, 미세조직, 상분석 등

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강재의 가스연질화후 고온의 수증기를 주입시켜 산질

화하면, 강재의 표면에 나노경도가 470 Hv 정도인 마그네

타이트 산화물층이 추가로 2 μm 정도 형성되었으며, 내식

성도 현격하게 향상되었다. 산질화처리한 시편에서 내식성

이 현저하게 증가한 이유는 다공성의 ε상 질화물층 위에

마그네타이트 산화물층이 치밀하게 피복되기 때문이다.

2. 저탄소강 강재에 대해 짧은 시간 표면열처리를 수행

해서 내마모성과 내식성을 동시에 향상시켜야할 경우, 연

질화처리를 길게 하는 것보다 30분 정도로 짧지만 산화공

정을 포함하는 산질화처리를 하는 것이 강재의 내식성 향

상에 더욱 효과적이다.

3. 강재의 가스연질화 공정시 반응가스로 암모니아, 질소

및 이산화탄소를 사용하였을 때, 질화물층의 형성과 함께

표면에 3 μm 이하로 얇은 산화물층도 형성되었다. 이 산화

물층은 대부분 마그네타이트로 확인되었으며, 암모니아의

분해로 생긴 수소가 이산화탄소와 반응해서 만들어진 수분

에 의해 생긴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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