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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저 열처리 온도에 따른 SCM440H의 피로 수명 연구
Effect of laser heat treatment temperature on fatigue life of SCM440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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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고 효율 제품의 수요 증대에 따라 제품을 구성하

는 부품들의 경량화와 피로 수명에 대한 개선이 

필수적이다. 특히 피로 수명은 부품의 손상과 직결

되는 문제이므로 매우 중요하며, 이를 위해 소재 

단위에서의 개선을 통한 부품 수명 향상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소재 

수명 향상 연구 중 레이저를 이용한 표면 열처리 

연구를 통해 레이저 열처리 온도가 피로 수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2. 실험 방법

시편의 재료는 금형 및 구조용 부품의 재료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크롬몰리브덴 합금강인 

SCM440H로 선정하였고, 열처리 부위의 조절이용

이하고, 별도의 퀜칭 공정이 필요 없는 레이저 열처

리 공법을 적용하였다. 또한 열처리된 시편의 피로 

수명을 확인하기 위하여 고주파 (20kHz) 피로 시험

기를 사용하여 초 고주기의 수명을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시편은 중앙부에 곡률반경 

14.5mm의 노치가 있는 총길이 76.53mm인 환봉형

상으로 제작하였으며, 초음파 피로 시험기에 공진

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Fig. 1 SCM440H test specimen

열처리에 사용된 레이저 시스템에서 사용된 레

이저는 Laserline사의 1kW급 다이오드 레이저( 

LDM-1000-100)이다. 다이오드 레이저는 다양한 

빔 형상의 적용이 가능하며, 현재 널리 사용되고 

있는 다른 레이저에 비해 파장이 짧아 다양한 금속

에 적용이 가능하며 별도의 레이저 흡수처리가 

필요 없는 장점이 있으므로 본 연구에 적용이 되었

으며 특히, 측정 범위가 400℃~2100℃인 Pyrometer
를 이용한 온도 제어를 통해 정확한 온도 영향 

실험을 진행 하였다.   
레이저 열처리 시스템은 초점 거리가 138mm이

며 정초점 크기는 3mm이나, 시편 제작을 위해 5mm
로 out focusing 하여 실험을 실시하였고 초점 부위

의 온도 제어를 통해 600℃, 700℃, 800℃로 시편의 

중앙부 표면에 레이저 열처리를 진행 하였다. 

Fig. 2 Laser heat treatment system

피로 수명을 측정하기 위하여 초음파 피로시험 

장치가 사용되었다.  초음파 피로시험 장치는 전기

적인 에너지를 기계적인 에너지로 변환하는 20kHz
의 압전 세라믹 진동부와 진동의 전달 및 증폭을 

위한 혼을 이용하며, 시편을 공진시켜 시편 끝단에 

최대 변위가 발생하여 중앙부에 최대 응력진폭이 

발생하는 원리를 응용한 것이다. 초음파 피로 시험

을 위한 조건으로 응력비는 R=-1로 인장 및 압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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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변위는 약 20μm로 상온에서 시험을 진행하였

다. 다만, 시험 중 발생하는 열에 의한 영향을 최소

화하기 위하여 시편 중심부에 압축 공기 (0.5 MPa)
를 이용한 냉각을 진행하였고, 일정 시간 가진 후 

휴지기를 가졌다가 다시 가진 하는 형태로 실험을 

진행하였다. 

Fig. 3 High frequency fatigue test system

3. 실험 결과

본 연구에서는 SMC440H 소재에 대해 레이저를 

조사하지 않은 대조군 시편과 600℃, 700℃, 800℃
로 레이저 열처리한 시험군 시편에 대한 피로 수명

측정 결과를 비교하였다. 레이저를 처리하지 않은 

시편의 경우 305.55MPa의 응력에서 ×

Cycle의 피로 수명이 확인 되었다. 레이저를 조사한 

시험군 시편에서는, 600℃ 열처리 시편의 경우 

305.44MPa에서 ×Cycle, 700℃ 열처리 시

편은 307.44MPa에서 ×Cycle의 수명을 확
인할 수 있었다. 반면 800℃로 열처리한 시편의 

경우 307.72MPa에서 ×Cycle, 즉 Gigacycle로 
진입했음에도 파단이 일어나지 않았다. 이는 

307.72MPa의 응력에서는 반복 응력을 부여해도 

파괴되지 않는 피로한도 이거나 피로한도 이하의 

응력값이라고 판단 할 수 있다.  
피로 시험의 결과 약 306.5MPa의 응력대에서 

600℃ 시편의 경우 레이저를 조사하지 않은 시편에 

비해 1.48배, 700℃시편의 경우 173배, 800℃의 경

우 거의 무한대로 피로수명이 증가하였음을 확인 

하였다. 
레이저를 이용한 열처리 공정은 Self-Quenching 

이라는 본 공정만의 특성이 나타나며 이로 인해 

금속 표층의 내부 조직은 경도가 높고 치밀한 마르

텐사이트 조직으로 변화 한다. 이로 인해 시편의 

표면 경도는 증가하며, 더불어 마르텐사이트화가 

발생하면서 생긴 체적의 팽창 영향으로 표면에는 

압축 잔류응력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조직 변화

의 영향으로 본 실험의 피로 수명이 증가 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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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Number of fatigue cycle 

 600℃시편의 경우에는 열전달량이 충분치 못하

여 조직의 변화가 발생하지 않아, 레이저를 조사하

지 않은 대조군 시편과 비슷한 피로수명을 나타내

게 된 것이라 사료된다. 
    

4. 결론

SCM440H소재를 이용한 다이오드 레이저 열처

리의 피로 수명 영향에 대한 실험 결과  일정 온도 

이상에서 레이저를 조사하지 않은 시편 대비 무한

대의 수명이 증가함을 확인 하였다. 이는 중요 기계

부품 등에서 레이저 열처리를 통한 후처리가 내구

성 및 안정성 확보에 순기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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