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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lasma Nitriding treatment was performed on STS 204Cu stainless steel samples at a temperature of 400oC
for 15 hours with varying N2 content as 10%, 15% and 25%. Regardless of the content of N2, S-Phase
which is a hardened layer of Nitrogen (N) supersaturated phase, was formed in the surface of plasma treated
samples. When N2 content was 25%, the thickness of the hardened layer reached up to about 7 μm and
the surface hardness reached a value of 560 Hv0.05, which is about 2.5 times higher than that of untreated
sample (as received 220 Hv0.05). From potentiodynamic polarization test, it was observed that compared to
as received sample, the corrosion potential and the corrosion current density of the plasma treated samples
were decreased regardless of the N2 content, but the corrosion resistance was not increased much due to
the precipitation of Cr2N. On the other hand, pitting potential of the samples treated with 10% and 15%
N2 was higher than that of as received sample, however, the samples treated with 25% exhibited a lower
pitting potential. Therefore, 10% N2 content was selected as optimum plasma nitriding condition and to further
increase both the thickness and surface hardness and the corrosion resistance of the hardened layer, different
CH4 content such as 1%, 3% and 5% was introduced into the plasma nitriding atmosphere. With 1% CH4,
the thickness of the hardened layer reached up to about 11 μm and the surface hardness was measured as
about 620 Hv0.05, which is about 2.8 times that of as received sample. And the corrosion resistance of the
plasma treated sample by using 1% CH4 was improved significantly due to much higher pitting potential,
and lower corrosion current density. When the CH4 content was more than 1%, the thickness and surface
hardness of the hardened layer decreased slightly and the corrosion resistance also decreased.

Keywords : S-Phase (Expanded Austenite Phase), Pitting corrosion, Surface hardness, Plasma nitrocarburizing,
Corrosion resistance

1. 서 론

Ni-Mn-N으로 구성된 스테인리스강은 오스테나이

트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UNS (Unified Numbering

System) 표기에 의하면 200계열 스테인리스강으로

불린다. 200계열 스테인리스강은 1950년대 초 미국

에서 Ni 부족 상태를 겪던 중 Ni 함량을 낮추기 위

하여 이를 대신할 수 있는 오스테나이트 안정화원

소를 찾기 시작하면서 주목받기 시작하였다. 이러

한 오스테나이트 안정화 원소로는 C, N, Mn, Cu와

Co가 있다. 본 연구는 200계열 오스테나이트 스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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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리스강 중 204Cu강을 이용하여 실험을 진행하였

다. 204Cu강은 Ni함량을 6 wt.% 이하로 낮추고 Mn

함량을 5.5-10 wt.% 함유하여 제조된 오스테나이트

계 스테인리스강이다. 그리고 안정화 원소로 Cu를

소량 함유함으로써 연성을 보완하고 가공성도 우수

하며, N을 소량 함유하여 기계적특성 및 내식성을

보완하였다[1].

STS 204Cu강은 요리기구, 싱크대, 창틀, 철도차

량 트레일러, 호스 클램프, 스프링, 케이블 등에 주

로 이용된다. 그러나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강

은 해수에서 공식 (Pitting Corrosion)에 취약한 단

점이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여러 가지 표면경

화 처리 중 플라즈마를 이용한 표면처리법에는 플

라즈마 질화, 플라즈마 침탄, Radio-frequency 질화,

Plasma Source Ion-Implantation, Plasma Immersion

Ion Implantation 등이 있다[2]. 그 중 플라즈마 질화

처리를 이용하면 염욕 및 가스를 이용한 처리법과

비교하여 친환경적이고, 플라즈마를 이용하여 스퍼

터링 처리 시 표면에 산화막을 효과적으로 제거하여

질소 원자가 소재 내부로 효과적으로 확산, 침투가

가능한 장점이 있다. 그러나 기존의 플라즈마 질화

처리를 적용한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강은 Cr질

화물 (CrN 및 Cr2N)의 석출로 인한 Cr고갈 영역으

로 인해 스테인리스강의 가장 중요한 성질인 내식성

이 저하되는 단점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Sun

등은 저온 (350oC~450oC)에서 플라즈마 질화처리를

하면 Cr질화물을 생성을 억제시켜서 표면경도 및 내

식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2]. 그래서 저온

에서 처리조건을 적절히 조절하여 플라즈마 질화 및

침질탄화 처리를 진행하면 표면에는 질소 및 탄소

(N 및 C)가 과고용된 Expanded Austenite Phase (γN

및 γC)인 경화층 (S-Phase)이 형성된다. 이러한 S-Phase

는 오스테나이트상이 격자가 변형되어 발생한 잔류

응력에 의하여 표면경도 증가 및 내마모성을 향상시

킬 수 있고, 동시에 Cr결핍층 형성을 억제하여 내식

성이 저하되는 것을 방지한다[3-5]. 따라서 저온 플

라즈마 질화처리는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강의

장점인 내식성을 유지하면서 표면경도 또한 증가시

킬 수 있는 기술이다. 현재 국내 및 국외에서는 300

계열의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강에 대한 연구는

진행되고 있지만 200계열의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

리스강에 대한 연구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

서 본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다.

2. 실험방법

본 연구를 위하여 봉재 형태의 시편을 Wire Cutter

를 이용하여 디스크 형태의 시편(Φ16 mm × h3 mm)

으로 가공하였다. 표 1은 STS 204Cu의 화학조성이

다. SiC 사포를 이용하여 연마 후 다이아몬드 연마

재 (Diamond Suspension)로 경면처리를 실시하고

이물질 제거를 위해 초음파세척을 실시하여 시편

준비를 한다. 준비된 시편을 플라즈마 진공 장비에

장입시킨 후 배기를 시킨다. 배기압력은 20 mTorr

이하까지 실시 후 승온하였다. 플라즈마 질화 및 플

라즈마 침질탄화처리 전 스퍼터링 (Sputtering)처리

하였다. 스퍼터링처리는 처리온도 400oC에서 질량

이 크고 화합물을 형성하지 않는 Ar 가스와 플라

즈마를 안정화 시키는 H2 가스를 혼합하여 처리하

였는데 스퍼터링처리하면 스테인리스강 표면에 산

화막을 효과적으로 제거하여 표면 Fe원자층에 미세

결함을 만들어서 N 및 C 원자를 재료내부로 확산

을 원활하게 한다.

플라즈마 질화처리는 처리온도를 400oC 및 처리

시간을 15 Hr로 유지 후 N2 가스 함량 (10%, 15%,

25%)을 변수로 처리하였다. 플라즈마 침질탄화처리

역시 처리온도를 400oC 및 처리시간을 15 Hr로 유

지 후 플라즈마 질화처리의 최적 조건인 N2 가스

함량 (10%)에 CH4 가스 함량 (1%, 3%, 5%)을 첨

가하여 처리하였다.

플라즈마 질화 및 침질탄화처리 후 미세조직 및

경화층의 두께를 관찰하기 위해 시편을 절단 및 경

면처리 후 에칭용액 왕수 (50% HCl+30% HNO3

+20% H2O)를 이용하여 약 1분간 부식 후 광학현

미경 (Olympus-BX51M)을 이용하여 관찰하였다. 표

면경도 측정은 마이크로비커스경도계 (Matuzawa

MMT-X)를 이용하여 하중시간 10 sec 및 하중 50gf

로 10회 측정하여 최대값과 최소값을 제외한 산술

평균값으로 측정하였다.

X-선 회절시험기 (Rigaku D/Max-200)를 이용하여

처리 후 시편의 상분석을 실시하였다. 시험조건은

Cu-Kα의 단색광 필터를 이용하였으며, 40 kV

30 mA의 전력 (Power)에서 FT모드로 0.01o를 1 스

텝으로 하여 정지시간을 1초로 설정하였으며, 회절

각 (2θ)은 30-80o로 하였다. 표면에서 깊이에 따른

N 및 C의 농도분포를 확인하기 위해 GDOS (Glow

Discharge Optical Emission Spectrometery) 분석을

Table 1. Chemical compositions of AISI 204Cu stainless steel (wt.%).

Fe C Si Mn P S Ni Cr Mo Cu N

Bal 0.040 0.464 14.105 0.0249 0.0048 0.305 13.107 0.079 2.072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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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하였으며 분석 방법은 Zn도금 층 정량분석 프

로그램인 Zn method를 이용하였으며, 700 V, 20 mA

로 측정하였다.

플라즈마 질화 및 침질탄화처리 후 내식성을 평

가하기 위하여 동전위분극 시험을 실시하였다. 실험

장비는 3극 Cell 내에서 PC로 제어되는 Potentiostat

(VersaStat3)를 이용하여, 기준전극 (Reference Electrode)

으로는 3.5% KCl Ag/AgCl 전극을 사용하였다. 상

대전극 (Counter Electrode)으로 Pt 망을 사용하고

스캔속도는 1 mV/s로 고정하였다. 상온의 3.5%

NaCl 수용액을 전해액으로 사용하였으며, 노출면적

은 1 cm2으로 설정하였다. 동전위분극 시험 후 시

편을 실체현미경 (Olympus SZ61)을 이용하여 표면

의 부식상태를 관찰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플라즈마 질화

처리온도 400oC 및 처리시간 15 Hr로 유지한 후

N2 함량 (10%, 15%, 25%)을 변화시켜 플라즈마 질

화처리를 진행하였다. 그림 1은 플라즈마 질화처리

후 N2 함량에 따른 단면 미세조직사진이고, 그림 2

는 경화층의 두께 및 표면경도 그래프이다.

처리 후 표면에는 질소 (N)가 과고용된 경화층

인 S-Phase (γN)가 생성되었다. 최대로 형성되는

경화층의 두께 및 표면경도는 N2 함량 25% (그림

1 (d)) 일 때 각각 약 7 μm 및 약 560 Hv0.05로

미처리재와 비교하여 약 2.5배 증가되었다 (미처

리재의 경도 약 220 Hv0.05). N2 함량이 증가할수

록 경화층의 두께 및 표면경도가 증가하였다 (그

림 2). 그러나 N2 함량에 관계없이 경화층 (γN) 내

부에서 국부적으로 검게 변한 영역이 있는데 표

면에 Cr2N이 석출되었기 때문이다. Cr2N이 석출

Fig. 1. Optical microstructures of AISI 204Cu samples plasma nitrided with variation of N2 content at fixed 400oC.

Fig. 2. Surface hardness and S-Phase layer thickness
of AISI 204Cu samples plasma nitrided with variation
of N2 content at fixed 400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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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면 그 주변에 Cr이 고갈돤다. 고용된 Cr이 충

분하지 않으면 표면에 부동태 피막인 아주 얇은

Cr2O3 피막의 생성에 지장을 준다. 즉 불안정한

Cr2O3 피막이 존재하여 내식성이 저하되어 부식이

쉽게 일어난다. 따라서 Cr2N 석출물 주변 영역은

에칭용액에서 쉽게 부식이 일어나서 검게 변한 것

을 알 수 있다[5].

그림 3은 플라즈마 질화 처리 후 N2 함량에 따른

시편표면의 N의 분포를 나타낸 GDOS 그래프이다.

N2 함량 25%일 때가 N2 함량 10% 보다 농도와 침

투깊이가 더 크다. 따라서 N2 함량이 증가할수록 N

의 표면 농도와 침투깊이가 더 커진다. N이 확산된

깊이는 그림 2의 경화층의 두께와 거의 일치 한다. 

그림 4는 플라즈마 질화 처리 후 XRD 회절상

(pattern) 분석 결과이다. 처리 후 모두 N2 함량에

관계없이 γN상 피크 (Peak)및 Cr2N이 검출되었다.

γN상 피크 (Peak)는 γ상 피크 (Peak)보다 2-Theta 값

이 더 작은 쪽으로 이동하였고 피크 (Peak)의 폭도

증가하였다. 그 이유는 N 원자 침투에 의해 γ상의

격자팽창이 일어나서 면간거리가 증가하여 2-Theta

값이 작은 쪽으로 피크 (Peak)가 이동하였고 결정

성이 떨어져서 피크 (Peak) 폭이 넓어졌다고 사료

Fig. 3. GDS analysis of AISI 204Cu samples plasma
nitrided with variation of N2 content at fixed 400oC.

Fig. 4. XRD analysis of plasma nitrided samples with
variation of N2 content at fixed 400oC.

Fig. 5. Potentiodynamic polarization test of plasma nitrided samples with variation of N2 content at fixed 400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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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격자변형으로 인해 잔류응력이 형성되어서 플

라즈마 질화처리 후 미처리재와 비교하여 표면경도

가 증가하였다. N2 함량이 증가할수록 격자가 팽창

을 더 하므로 γN상 피크 (Peak)는 2-Theta가 더 낮

은 쪽으로 이동하였다. 그림 5는 플라즈마 질화처

리 후 동전위분극 시험결과이다. 시험 후 부식전위

(Corrosion Potential), 부식전류밀도 (Corrosion

current density)를 각각 측정하였다. 미처리재와 비

교하여 N2 함량에 관계없이 부식전위 및 부식전류

밀도는 동시에 감소하였다. 하지만 N2 함량에 관계

없이 플라즈마 질화처리시 초기에 부동태 피막이

파괴되어 공식이 어느 정도 진행되었으나, 10% 및

15% 경우는 2차 부동태피막이 즉시 생성되었서 공

식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러나 25%일 경우 Cr2N이 이미 생성되어서 Cr이 부

족하여 파괴된 부동태 피막을 대체할 수 있는 안정

한 부동태피막이 생성되지 않아서 바로 공식이 발

생하였다.

그림 6은 동전위분극 시험 후 실체현미경을 이용

하여 표면을 관찰한 사진이다. 미처리재(그림 6 (a))

와 비교하면 N2 함량 10% (그림 6 (b))의 경우 중

심부에서만 미세한 피팅 (Pitting)이 국부적으로 존

재하여 내식성이 향상되었다. 하지만 N2 함량 15%

(그림 6 (c)) 및 N2 함량 25% (그림 6 (d))의 경우

표면에 피팅의 크기가 크고 많이 존재 하면서 내식

성이 크게 저하되었다. 이는 표면에 Cr2N이 심하게

석출되었기 때문이다 (그림 4).

따라서 처리온도 400oC 및 처리시간을 15 Hr로

유지 한 후 플라즈마 질화처리 시 최적조건은 N2

함량 10%이다. 이 때 형성된 경화층의 두께 및 표

면경도는 각각 약 5 μm 및 약 470 Hv0.05로 미처리

재와 비교하여 약 2.1배 증가하였다. 경화층의 두

께 및 표면경도 그리고 내식성을 더욱 향상시키기

위해 CH4 함량을 1%, 3%, 5%로 변화시켜서 주입

하여 플라즈마 침질탄화처리를 진행하였다.

3.2 플라즈마 침질탄화

처리온도 400oC 및 처리시간 15 Hr 및 N2 함량

10% 고정 후 CH4 (1%, 3%, 5%)를 주입하여 플라

즈마 침질탄화처리를 진행하였다. 그림 7은 플라즈

마 침질탄화처리 후 CH4 함량에 따른 단면 미세조

직 사진이고 그림 8은 경화층의 두께 및 표면경도

그래프이다.

조직사진을 보면 플라즈마처리 후 표면에는 질소

및 탄소 (N, C)가 과포화된 경화층인 S-Phase (γN,

γC)가 생성되었다. 플라즈마 질화처리와 비교하여

경화층 (γN) 내부에 검은 영역이 존재하지 않고 깨

끗하기 때문에 Cr2N이 석출되지 않고 내부식특성

이 향상된 것을 알 수 있다. 플라즈마 질화인 CH4

= 0% (그림 7 (a)) 와 비교하여 플라즈마 침질탄화

처리가 전반적으로 경화층의 두께가 더 증가하였고

표면경도 역시 더 증가하였다. 그 이유는 플라즈마

침질탄화 처리 시 N 및 C 가 플라즈마 분위기 속

에서 확산 침투 시 C원자가 N원자 보다 확산속도

가 빨라서 침투를 더 잘하기 때문에 N의 농도가 높

은 영역 (γN)보다 C의 농도가 높은 영역 (γC)이 내

부로 더 침투한 것을 알 수 있다. 최대로 형성되는

경화층의 두께 및 표면경도는 1% (그림 7 (b)) 일

때 각각 약 11 μm 및 약 620 Hv0.05로 미처리재와

비교하여 약 2.8배 증가되었다. CH4 함량이 1% 이

Fig. 6. Macroscopic view after potentiodynamic polarization test of plasma nitrided samples with variation of N2 content

at fixed 400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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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으로 증가할수록 경화층의 두께는 미약하게 감소

하며 표면경도 역시 감소한다. 이는 CH4 함량이 증

가할수록 C원자가 많아져서 N원자 활성을 더욱 방

해하여 깊게 침투를 못하고, 특히 CH4 함량 5%이

상일 경우 soot가 형성되기 시작하여 C원자 침투도

방해받는다고 알려져 있다[3-5].

그림 9는 플라즈마 침질탄화처리 후 CH4 함량에

따른 시편표면의 N 및 C의 분포를 나타낸 GDOS

그래프이다. 플라즈마 질화 (CH4 = 0%)와 비교하

여 플라즈마 침질탄화처리가 N 및 C의 침투깊이가

더 크다. 그리고 N 및 C의 표면 농도와 침투깊이

는 CH4 함량 1% 및 3%는 거의 비슷하며, CH4 함

량 5%는 이보다 작았다. 따라서 N 및 C가 확산된

깊이는 그림 8의 경화층의 두께와 거의 일치 한다.

그림 10은 플라즈마 침질탄화처리 후 CH4 함량

에 따른 XRD 회절상 분석결과이다. 처리 후 γN상

및 ε ((Fe,Cr)2-3N)상이 검출되었다. γN상의 피크

Fig. 7. Optical microstructures of plasma nitrocarburized samples with variation of CH4 Content at fixed N2 10% and

400oC.

Fig. 8. Surface hardness and S-Phase layer thickness

of plasma nitrocarburized samples with variation of CH4

content at fixed N2 10% and 400oC.

Fig. 9. GDS analysis of plasma nitrocarburized samples

with variation of CH4 content at fixed N2 10% and 400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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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ak)는 γ상의 피크 (Peak) 보다 2-Theta 값이 작

은 쪽으로 이동하였고 피크 (Peak)의 폭도 증가하

였다. 플라즈마 질화 (CH4 = 0%)의 경우 Cr2N이 석

출되었지만, 플라즈마 침질탄화처리는 Cr2N이 석출

이 되지 않고 ε ((Fe,Cr)2-3N)상 만 검출되었다. CH4

함량이 증가할수록 γN상 피크세기 (Peak Intensity)도

증가하고 피크 (Peak)의 폭이 감소하였서 결정성이

좋아졌다. 따라서 과고용된 N원자가 격자외부로 방

출하여 γN상의 2-Theta 값이 증가하였다고 판단된다.

이 방출된 N원자가 ε ((Fe,Cr)2-3N) 상을 더 많이 생

성하여 ε ((Fe,Cr)2-3N) 상 피크세기 (Peak Intensity)

의 증가에 기여하였다고 사료된다.

그림 11은 플라즈마 침질탄화처리 후 동전위분극

시험결과이다. 미처리재 및 플라즈마 질화 (CH4 =

0%)와 비교하여 CH4 함량 1% 일 때 부식전위는

거의 비슷하나, 부식전류밀도도 감소하였고 특히 공

식전위가 월등히 증가되어서 내식성이 매우 향상

되었다. 내식성이 향상되는 원리는 γN상의 경우 부

식이 발생할 때 과고용된 N이 금속표면에 용출되

어 부식속도를 늦추면서 NH+기를 형성하여 pH를

증가시켜 부동태능력을 향상시키기 때문이라고 알

려져 있다[6]. 그러나 CH4 함량 3% 이상으로 증가

할 때 부식전위 및 부식전류밀도 그리고 공식전위

가 플라즈마 질화 (CH4 = 0%) 보다 저하되어 내식

성이 저하되었다.

그림 12는 동전위분극 시험 후 실체현미경을 이

용하여 표면을 관찰한 사진이다. 미처리재 (그림 12

(a)) 및 플라즈마 질화인 CH4 = 0% (그림 12 (b))

와 비교하면 CH4 함량 1% (그림 12 (c))인 경우 피

팅은 거의 존재하지 않으며, 표면이 매우 우수하여

내식성이 매우 향상되었다. CH4 함량 3% (그림 12

(d)) 및 CH4 함량 5% (그림 12 (e)) 경우는 피팅은

존재하지 않으나 표면에 부식이 매우 심하게 발생

하였서 내식성이 저하되었다.

4. 결 론

본 연구는 200계열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중

하나인 STS 204Cu강을 표면경도 및 내식성을 향

Fig. 10. XRD analysis of plasma nitrocarburized sam-

ples with variation of CH4 Content at fixed N2 10% and

400oC.

Fig. 11. Potentiodynamic polarization test of plasma nitrocarburized samples with variarion of CH4 Content at fixed N2

10% and 400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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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키기 위해 플라즈마 질화 및 침질탄화 처리 후

얻어지는 경화층인 S-Phase (γN, γC)를 분석하여 다

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1. 플라즈마 질화처리 시 최적조건은 처리온도

400oC 및 N2 함량 10% 이다. 이 때 형성된 경화층

의 두께는 약 5 μm, 표면경도는 약 470 Hv0.05로 미

처리재와 비교하여 약 2.1배 향상되었다 (미처리재

의 경도 약 220 Hv0.05). 동전위분극 시험결과 부식

전류밀도 및 공식전위는 처리 전과 비교하여 향상

되었지만 부분적으로 피팅이 존재하였다.

2. 플라즈마 침질탄화처리 시 최적조건은 처리온

도 400oC 및 N2 함량 10% 그리고 CH4 함량 1%

이다. 이 때 형성된 경화층의 두께는 약 11 μm, 표

면경도는 약 620 Hv0.05로 미처리재와 비교하여 약

2.8배 향상되었다.

3. CH4 함량 1%로 플라즈마 침질탄화처리 후 미

처리재와 비교하여 부식전위는 거의 비슷하나, 부

식전류밀도도 감소하였고 특히 공식전위가 월등히

증가하여서 내식성이 매우 향상 되었다. 표면을 관

찰한 결과 미처리재와 비교하면 피팅(Pitting)이 존

재하지 않으며 표면특성이 매우 우수하다. 

4. 플라즈마 침질탄화처리 시 CH4 함량이 3% 이

상 증가할수록 경화층의 두께 및 표면경도는 미약

하게 감소하고 내식성도 저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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