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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Ti-6Al-4V 합금은 높은 비강도, 뛰어난 내식성, 생체 적합성, 
낮은 밀도 등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 소재로, 항공 우주, 자동차, 
국방, 바이오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다[1]. 하지

만 Ti-6Al-4V 합금은 경도가 낮고 마모에 취약하여, 내마모성을 

요구하는 분야에서의 사용이 제한되어 왔다[2,3]. 이러한 문제를 해

결하기 위해 anodizing[4], 질화법[5], ion implantation[6], vapour 
deposition[7], 레이저 클래딩 등 다양한 표면처리 방법이 연구되어 

왔다.

레이저 클래딩은 모재의 표면에 복합재료 층을 형성하는 공정으

로 공정이 복잡하지 않고, 이미 완성된 부품에 사용할 수 있으며, 
표면을 보수하는 역할도 한다[8]. 티타늄 합금의 표면에 이루어지는 

레이저 클래딩은 추가하는 재료를 변경하여 복합재료 층의 조성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경도, 마모저항 등 모재의 표면 성능을 

선택적으로 향상시키는데 활용될 수 있다. 
SiC 세라믹 입자를 이용한 티타늄 합금의 클래딩은 티타늄 합금

의 단점이었던 낮은 경도와 내마모성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으로 

많은 학자에 의하여 연구되어 왔다[9]. Lin 등은 티타늄 합금에 SiC 
파우더를 클래딩하여 TiC, Ti5Si3 등의 입자를 합성하였고, 모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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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도와 내마모성을 향상시켰다[10]. Pei 등은 SiC 입자를 레이저 

빔 뒤쪽에 분사하여 Ti-6Al-4V 표면에 기능성 경사재료

(functionally graded material)를 생성하였고, 계면 반응과 반응 

층에 대한 분석을 통해 기능성 경사재료의 형성 메카니즘을 연구

하였다[11]. 하지만 SiC 파우더의 레이저 클래딩에 따른 티타늄 합

금의 표면 마찰에 대한 연구는 아직 드물며, 앞서 기술한 Lin 등의 

연구에서는 클래딩 후 모재의 마찰 특성이 오히려 나빠짐을 보고

하기도 하였다[10].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티타늄 합금의 적용을 확

대하기 위해서는 레이저 클래딩 후 티타늄 합금의 표면 마찰성능

에 대한 올바른 이해 및 개선이 필수적이다[12].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Ti-6Al-4V 합금에 SiC 나노파우더를 

레이저 클래딩하는 실험을 수행하였다. 외기 조건을 변경하여 모재 

표면의 마찰 성능을 향상시키고자 하였으며, 레이저 클래딩 환경, 
레이저 스캐닝 속도, 가압 하중이 모재의 미세조직, 경도 및 마찰계

수에 미치는 영향을 관찰하였다. 또한, 코팅 층의 마찰 계수와 표면 

조성 사이의 정량적 상관관계에 대해서도 연구를 진행하였다.

2. 실험방법
본 연구에서는 디스크 형태로 가공된 40 mm 지름의 Ti-6Al-4V 

합금(조성(wt%): Al 6.0, V 3.5, Fe 0.30, C 0.10, B 0.05, Ti 
balance)을 모재(substrate)로 사용하였다. 레이저 클래딩 전 모재

의 표면을 사포로 연마한 후, 잔여물질은 아세톤 용액으로 세척하

였다. 레이저 클래딩을 위하여 평균 100 nm 크기의 SiC 파우더를 

PVA (polyvinyl alcohol)와 혼합하여 모재 표면에 0.1 mm 두께

로 도포하였고, 수분을 제거하기 위해 100℃ 온도에서 1시간 동안 

건조시켰다.
레이저 클래딩은 파장 10.6 µm, 출력 60 W의 연속발진 CO2 

레이저(JG10060, K2 laser)를 이용하여 수행되었다. 레이저 빔은 

발진 후 반사경과 포커싱 렌즈를 거쳐, 지름 0.1 mm 크기로 모재 

표면에 집속되었다. CNC 유닛을 통해 빔의 이송을 제어하였으며, 
Fig. 1과 같은 경로로 약 8 cm2 면적에 대하여 레이저 클래딩을 

수행하였다. 
레이저의 스캐닝 속도는 에너지 밀도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3 및 5 mm/s의 두 가지 조건에서 실험을 실시하였고, 스캐

닝 속도가 클래딩 품질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또한, 외기 

조건이 클래딩 표면의 산화층 생성과 코팅 물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기 위하여 아르곤 가스 및 공기 환경에서 실험을 실시하였

고, 그 차이를 분석하였다. 레이저 패스 간 간격은 클래딩 표면의 

중첩도(overlapping ratio)를 결정하는 중요 인자로, 코팅 층의 표

면거칠기, 희석률(dilution rate), 기계적 성질에 영향을 미치게 된

다[13].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이를 0.1 mm로 고정하였으며, 레이

저 패스 간 간격이 클래딩 품질에 미치는 영향은 고려하지 않았다.
레이저 클래딩 후 시편은 레이저 조사 방향과 수직하게 절단하였

고, 연마 후 Kroll 용액(HF:HNO3:H2O=1:6:7)으로 에칭하여 단면

을 관찰하였다. 마이크로 비커스 경도계(Matsuzawa MXT-70)를 

이용하여 코팅 깊이에 따른 경도의 변화를 관찰하였고, 주사전자

현미경(SEM, Hitachi SU8010)과 에너지 분광 분산 분석(EDS, 
Thermo Scientific ARL QUANT’X) 기법을 통해 코팅 층의 미

세구조와 성분을 분석하였다. 클래딩 시편의 마찰 및 마모 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ball-on-disk 방식의 실험을 실시하였다. 클래딩 

시편을 지그에 고정하고 일정한 속도로 회전시키면서, 직경 10 
mm의 Si3N4 볼을 표면에 가압하여 클래딩 표면에 접촉하중을 부

가하였다. 볼과 시편의 미끄럼 속도는 약 2 mm/s로 고정하였고, 
접촉 하중은 8.5 및 16.5 N의 두 가지 조건을 고려하였다. 

3. 실험결과
3.1 미세구조

단일 트랙 레이저 클래딩 시편의 전형적인 단면 형상을 Fig. 2에 

나타내었다. SiC 나노 파우더와 Ti-6Al-4V 모재의 반응에 의해 

형성된 코팅 층과 모재가 레이저의 열영향에 의해 변화한 열영향

부(HAZ, heat affected zone)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었다. 모든 

공정 조건에서 코팅 층과 모재의 견고한 금속결합(metallurgical 
bonding)도 관찰할 수 있었다. 

클래딩 조건에 따른 코팅 층의 세부적인 미세구조 및 성분 차이

는 Fig. 3과 Fig. 4에 도시하였다. 아르곤 환경에서 레이저 클래딩

을 실시한 경우 코팅 층의 상부 영역(Fig. 3(a))에서는 많은 수의 

구형 입자를 관찰할 수 있었고, 하부 영역(Fig. 3(b))에서는 육각 

모양의 입자와 막대 형태의 공정(eutectic) 구조를 확인할 수 있었

다. Table 1의 EDS 분석 결과 구형 입자(영역 A)는 TiC, 육각 

모양 입자(영역 B)는 Ti5Si3임을 알 수 있었으며, 이는 이전 연구 

Fig. 1 Schematic of the laser cladding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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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14]와 일치한다.
공기 환경에서 클래딩을 실시한 경우 코팅 층 하부 영영(Fig. 

4(b))의 미세구조는 아르곤 환경의 경우와 큰 차이가 없었으나, 상
부 영역에서는 TiC 구형 입자 층(영역 D) 위쪽에 또 다른 층이 

존재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Table 1의 EDS 분석 결과 이 

영역(영역 C)에서만 60% 가량의 산소 성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공기 환경에서 레이저 클래딩 시 지속적으로 산소가 공급되

어 코팅 층 표면에 산화층이 형성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Ti 기반 소재와 Si 기반 파우더의 산화 반응을 고려하면 산화층의 

주성분은 TiO2와 SiO2인 것으로 판단된다[15,16]. 
레이저 스캐닝 속도가 미세구조에 미치는 영향은 Fig. 5에서 확

인할 수 있다. Fig. 5의 SEM 관찰 결과를 Fig. 3(b) 및 Fig. 4(b)
의 결과와 비교했을 때, 레이저 스캐닝 속도가 3 mm/s로 감소한 

경우 결정립(grain)의 크기가 증가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레이저 스캐닝 속도가 느릴 때 냉각 및 응고 속도가 감소하여, 핵 

생성의 임계 반경이 커지지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이다[17]. 

Fig. 2 Cross section morphology of the single track laser cladding 
in air at the laser scanning speed of 5 mm/s

(a) Upper region

(b) Lower region

Fig. 3 SEM micrographs of the laser-clad coating layer in argon 
at the laser scanning speed of 5 mm/s

(a) Upper region

(b) Lower region

Fig. 4 SEM micrographs of the laser-clad coating layer in air 
at the laser scanning speed of 5 mm/s

Table 1 EDS results of the coating layer at the positions indicated 
in Fig. 3 and Fig. 4

Point or 
region

Atom %
C O Al Si Ti

A 45.47 0 0.50 9.69 44.33
B 4.58 0 5.11 32.78 57.52
C 10.23 58.92 3.83 3.20 23.83
D 45.10 0 1.52 5.38 48.9
E 6.80 0 4.59 33.40 5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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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경도
레이저 클래딩 후 코팅 층의 미세경도를 측정하였으며, 표면으로

부터의 깊이에 따른 평균 경도 값을 Table 2에 나타내었다. 
Ti-6Al-4V 모재의 경도 값이 약 330 HV인 것을 고려하면, 모든 

공정 조건에서 코팅 층의 경도가 크게 향상되었음을 볼 수 있다. 
코팅 표면과 가까울수록 경도 값이 컸으며, 최대값은 약 930 HV
로 측정되었다. 이는 주요 강화상(reinforcement phase)인 TiC와 

Ti5Si3가 코팅 층 표면에 집중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TiC

와 Ti5Si3 입자의 경도가 각각 약 1980, 930 HV[14]임을 고려하면 

레이저 클래딩 후 코팅 층 표면의 경도 향상을 쉽게 유추할 수 있

다. 공기 중에서 클래딩 한 시편의 경우 표면에 산화층이 존재하지

만, 두께가 얇아 자체적인 경도 측정은 어려웠다. 하지만, 산화물 

상 TiO2, SiO2도 경도 값이 티타늄 모재보다 높기 때문에[18,19], 
코팅 층의 경도 향상에 기여하게 된다. 

반면 레이저 스캐닝 속도는 코팅 층 경도 값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외기 조건에 관계없이, 레이저 스캐닝 속

도가 증가하였을 때 경도 값의 증가가 더 두드러졌다. 이는 Fig. 
3, Fig. 4, Fig. 5에 도시한 것처럼 결정립의 크기가 큰 영향을 미

친 것으로 판단된다. 레이저 스캐닝 속도가 빠를수록 결정립 크기

가 감소하는데, 이는 전위 이동을 방해하는 결정립계를 증가시키

는 효과가 있어 소재의 경도를 증가시키게 된다. 
또한, 깊이가 증가할수록 레이저 스캐닝 속도에 따른 경도 값의 

변화가 줄어들었는데, 이는 코팅 층 하부와 열영향부에 유사한 형

태의 공정구조와 침상 마르텐사이트가 공통적으로 존재하기 때문

이다.

3.3 마찰 및 마모
아르곤 환경에서 레이저 클래딩 한 경우 시간에 따른 마찰계수 

변화를 Fig. 6에 나타내었다. 세라믹 볼과 시편 표면 사이의 접촉

하중은 약 8.5 N이었다. Ti-6Al-4V 모재의 경우 마찰계수 값이 

시간에 따라 일정하게 유지되었으나, 아르곤에서 클래딩 한 시편

은 마찰계수가 점진적으로 증가하다가 안정상태에 도달하는 모습

을 보였다. Ti-6Al-4V 모재의 평균 마찰계수가 0.40임을 고려하

면, 아르곤 클래딩 시편의 마찰계수가 크게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레이저 스캐닝 속도가 3 및 5 mm/s 일 때 안정상태에서

의 평균 마찰계수 값은 약 0.70, 0.98로 각각 74% 및 144% 증가

하였다. 이는 코팅 층 표면에 형성된 TiC와 Ti5Si5 입자들이 모재

에서 탈락하면서 표면에 마모분을 형성시키기 때문인 것으로 보

인다. 높은 경도를 가진 TiC, Ti5Si5 마모분이 연마 입자(abrasive 
particle) 역할을 하게 되면 낮은 경도의 모재 표면을 마모시키면서 

마찰계수를 증가시키게 된다.
한편, 공기 조건에서 레이저 클래딩을 수행한 경우에는 Fig. 7과 

같이 마찰 성능이 크게 향상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레이저 스캐닝 

속도가 3 mm/s 일 때는 0.06의 매우 작은 마찰계수가 관찰되었고, 
스캐닝 속도가 5 mm/s 일 때는 초기에 낮은 마찰계수 값을 유지하

다 점진적으로 증가하여 약 0.27에서 안정화 되는 모습을 보였다. 
공기 중에서 레이저 클래딩을 수행한 경우 생성된 산화층은 코팅 

층 표면의 마찰계수 감소에 크게 기여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

다. 5 mm/s 조건에서 나타난 마찰계수의 증가는 산화층의 두께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mm/s 조건의 경우 5 mm/s 조건에 

Table 2 Vickers microhardness of the laser-clad coating along 
the depth at different laser scanning speed and 
environmental gas conditions

Atmosphere
Laser 

scanning 
speed

Hardness (HV)
Depth

10 µm 20 µm 30 µm

Argon
3 mm/s 751 572 590
5 mm/s 930 611 513

Air
3 mm/s 812 589 547
5 mm/s 909 666 544

(a) Argon environment laser cladding

(b) Air environment laser cladding

Fig. 5 SEM micrographs for the lower region of the laser-clad 
coating at the laser scanning speed of 3 mm/s and 
different environmental gas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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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해 높은 에너지 밀도를 가지기 때문에 보다 두꺼운 산화층이 형

성된다. 5 mm/s 조건에서 상대적으로 얇게 형성된 산화층은 시간

이 지나면서 마모되기 때문에, 경화층의 일부에도 마모가 발생하

는 것으로 판단된다.
산화층과 코팅 층의 마찰계수 사이의 관계를 추가적으로 고찰하

기 위하여 접촉하중을 16.5 N으로 증가시킨 조건에서 마찰계수를 

측정하였으며, 그 결과를 Fig. 8에 도시하였다. Fig. 7과 비교했을 

때 고하중 조건에서 마찰계수가 빠르게 증가하였고, 평균 마찰계

수 값도 커졌다. 레이저 스캐닝 속도 3 및 5 mm/s 조건에서 평균 

마찰계수 값은 각각 0.44와 0.30으로 측정되었다. 이는 고하중 조

건에서 모재의 표면 산화층이 빠르게 마모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으로 보이며, 향후 접촉면의 마찰 상태에 따라 최적 두께의 산화

층을 생성시키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마찰 성능이 두드러지게 향상된 공기 조건 레이저 클래딩의 경

우 마찰실험을 실시한 후, 마모 트랙의 형상을 Fig. 9와 같이 나타

내었다. Ti-6Al-4V 모재(Fig. 9(a))의 경우와 비교해 보면, 클래딩 

시편의 마모 트랙 너비가 크게 감소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가장 

작은 마찰 계수 값을 얻을 수 있었던 3 mm/s의 경우 마모 궤적을 

Fig. 6 Fiction coefficient versus sliding time curves for the 
Ti-6Al-4V substrate and laser-clad specimens in argon 
at the laser scanning speeds of 3 and 5 mm/s (load = 
8.5 N)

Fig. 7 Fiction coefficient versus sliding time curves for the 
laser-clad specimens in air at the laser scanning speeds 
of 3 and 5 mm/s (load = 8.5 N)

Fig. 8 Fiction coefficient versus sliding time curves for the 
laser-clad specimens in air at the laser scanning speeds 
of 3 and 5 mm/s (load = 16.5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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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의 찾을 수 없었고, 산화층 마모가 일부 진행된 5 mm/s의 경우 

좀 더 분명한 마모 트랙의 형태를 관찰할 수 있었다. 하지만, 마모 

트랙의 폭은 여전히 매우 좁고, 표면이 파괴되거나 심하게 변형된 

흔적을 찾을 수 없었다.
16.5 N의 접촉하중을 부가한 경우(Fig. 10)에는 Fig. 9에 비해 

마모 트랙의 형태가 비교적 선명해졌다. 부분적으로 심한 눌림이

나 변형의 형태도 볼 수 있었고, 마모 트랙의 폭도 증가하였다. 마
모 트랙의 폭은 Figs. 7~8에서 측정한 평균 마찰계수 값에 비례하

여 증가하는 모습이었다.
공기 환경 레이저 클래딩의 경우 산화층의 마모가 표면 마찰계

수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코팅 층 표면과 마모 트랙 사이

의 산소 함유량 변화는 시편의 마찰 계수 값을 결정하는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다. Figs. 9~10에 표시된 영역에 대하여 EDS를 

통해 원소 조성 비율을 분석하였고, 그 결과를 Table 3에 나타내었

다. F, H, J, L은 마모가 일어나지 않은 코팅 층의 표면 영역이고, 
G, I, K는 마찰 실험 후 생성된 마모 트랙의 내부 영역이다. 모든 

실험 조건에서 마모 트랙 내부의 산소 함유량이 코팅 층 표면에 

비해 감소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마모 트랙의 형상이 명확하지 않은 Fig. 9(a)의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세 가지 경우에 대하여 산소 감소량을 다음의 식으로 정량

화 하였다. 

 

  
×   (1) 

여기서  는 마모가 진행되지 않은 코팅 층 표면의 산소 함유량

이고, 는 마모 트랙 내부 영역의 산소 비율이다. 위의 식을 바탕으

(a) Ti-6Al-4V substrate

(b) 3 mm/s laser scanning speed

(c) 5 mm/s laser scanning speed

Fig. 9 SEM micrographs of the worn surfaces for the Ti-6Al-4V 
substrate and laser-clad specimens in air at the laser 
scanning speeds of 3 and 5 mm/s (load = 8.5 N)

(a) 3 mm/s laser scanning speed 

(b) 5 mm/s laser scanning speed

Fig. 10 SEM micrographs of the worn surfaces for the laser-clad 
specimens in air at the laser scanning speeds of 3 and 
5 mm/s (load = 16.5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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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계산한 산소 감소량과 평균 마찰계수 값의 관계를 Fig. 11에 나타

내었다. 산소 감소량이 증가할수록 평균 마찰계수 값은 커졌으며, 
그 관계는 비교적 선형적이었다. 코팅 층 표면 마찰계수와 산소 감소

량 사이의 보다 일반적인 상관관계를 수립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공

정 조건에서의 추가적인 실험이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공기 환경 

레이저 클래딩의 경우 표면 산화층 존재가 코팅 층 마찰계수 값의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절의 실험을 통하여 SiC 나노파우더의 공기 환경 레이저 클

래딩이 아르곤 환경 레이저 클래딩에 비해 티타늄 모재의 경도와 

마찰 성능을 동시에 향상시킬 수 있는 보다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향후 레이저 클래딩 공정에서 외기 가스의 산소 

함유량 및 공정 변수 제어를 통한 산화층의 두께 조절, 다양한 하중 

조건에서의 마찰 및 마모 실험 등을 통해 Ti-6Al-4V의 다중 물성 

구현 및 적용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4. 결 론
SiC 나노파우더의 레이저 클래딩을 통해 Ti-6Al-4V 모재의 표

면 특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다양한 외기 조건, 

레이저 스캐닝 속도 및 하중 조건에서 레이저 클래딩을 수행하여 

코팅 층의 미세 구조, 경도 및 마찰 특성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아르곤 환경 레이저 클래딩에서는 TiC, Ti5Si3와 같은 강화 상의 

생성으로 코팅 층 표면에 높은 경도를 구현 할 수 있었다. 레이저 

스캐닝 속도가 증가함에 따라 결정립 크기가 감소하였고 경도 값

도 증가하였다. 하지만, 코팅 층의 마찰 특성은 미끄럼 접촉 시 탈

락된 고경도 강화입자의 마모 작용으로 인해 티타늄 모재에 비해 

저하되었다.
공기 환경 레이저 클래딩은 아르곤 환경 레이저 클래딩과 유사

하게 TiC 및 Ti5Si3 강화 상을 생성하였고, 코팅 층의 경도를 향상

시켰다. 또한, 코팅 층 표면에 아르곤 환경에서 발생하지 않은 

TiO2 및 SiO2 산화물 층을 형성시켜, 마찰 성능도 크게 향상되었

다. 마찰계수는 기존 티타늄 모재 대비 최대 91% 까지 감소하였

다. 마찰계수가 증가함에 따라 마모 트랙의 폭이 증가하였고, 마찰

계수 값은 코팅 층 표면과 마모 트랙 내부 영역 사이의 산소 함량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이 연구의 결과는 SiC 나노파우더의 공기 조건 레이저 클래딩이 

기존의 아르곤 환경 레이저 클래딩에 비해 티타늄 합금 표면의 경

도와 마찰 특성을 동시에 향상시키는 보다 효과적인 방법임을 보

여준다. 낮은 표면경도와 마찰 특성으로 인해 한계가 있는 티타늄 

합금의 사용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레이저 클래딩 외기 조건 및 공

정 변수 제어를 통한 산화층 두께 제어, 다양한 하중 조건에서의 

마찰/마모 시험 등의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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