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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1.

레이저 가 금속 표면에 조사될 때 금속표(laser) ,

면과 코팅막 사이에서 발생하는 충격파에 의한

소성 변형을 이용한 는LSP(laser shock peening)

금속표면의 내 피로성능이나 내 마모성능을 현저

히 향상시키는 표면경화방법으로 여러 연구를 통

해 소개되었다.(1,2)

기존의 표면경화방법인 쇼트피닝(shot peening)

에 비해 에 의해 생긴 압축 잔류응력은 그LSP

크기가 더 클 뿐 아니라 더 깊게 분포함이 실험

적으로 증명되었다 대부분의 실험에서 레이. LSP

저 시스템은 수 나노초의 펄스 지속 시간을 가지

며 표면에서 수, GW/cm
2의 레이저 출력밀도(laser

를 발생시킨다power density) .
(3) 표면에 고에너지

의 레이저 펄스가 가해지면 가열된 표면은 증기,

화 되어 플라즈마를 형성하며 이때 온도는, ,

에 이른다10,000 .℃ (4) 급속히 팽창된 플라즈마는

단위의 고압력을 발생시키고 이러한 고압력GPa ,

은 내부에 소성 변형과 압축응력을 야기하는 충

격파를 발생시킨다 고온의 환경이 만들어짐에.

따라 표면이 녹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검은색 페

인트 등으로 코팅을 하게 된다 이러한 코팅은.

급작스런 온도변화에 의한 표면의 과도한 열적

변형 문제를 해결해 줄 뿐만 아니라 내부에 더

큰 충격 압력을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4,5) 압력의

최대치가 동적항복응력의 배를 초과할 때 표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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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소성 변형의 포화가 일어나고 내부에는,

압축 잔류응력이 남게 된다.(4,5)

본 연구에서는 여러 가지 의 조건에 대해LSP

잔류응력의 분포와 그 크기를 상용 유한 요소 프

로그램인 를 이용하여 예측하였고 재료ABAQUS ,

의 물성치에 대해 에 의한 잔류응력이 어떤LSP

특징을 보이는지 연구하였다.

해석2. LSP

해석방법2.1

로 인한 잔류응력 예측을 위해 상용 유한LSP

요소 프로그램인 를 사용하였다 해석은ABAQUS .

두 가지 방법으로 수행되었다.

첫 번째 방법은 를 이용하여ABAQUS/Explicit

초기 과도해석을 하고 이 결과를 정적 해석 프,

로그램인 에 입력하여 응력이ABAQUS/Standard

안정화된 상태를 구현하여 잔류응력을 구하는 것

이다.

두 번째 방법은 초기 충격파에 의한 응력 과도

상태가 안정될 때까지 를 사용하ABAQUS/Explicit

여 해석을 수행하여 잔류응력의 분포를 구하는

것이다.

차 후 차 해석2.1.1 1 Explicit 2 Implicit

는 짧은 시간동안의 과도해석ABAQUS/Explicit

용 유한요소프로그램이다 초기 충격파의 전파는.

짧은 시간 동안에 일어나고 이는 내부에 소성(ns)

변형을 유발한다 충격파가 진행함에 따라 소성.

변형이 생기고 충격파가 가지고 있던 에너지는,

소성 변형에너지로 흡수되어 그 크기가 감소하게

된다 충격파가 감소하여 더 이상 소성 영역이.

존재하지 않을 때까지 해석은 계속된다Explicit .

이 후 과도해석 결과를 에 입력ABAQUS/Standard

하여 정적해석을 한다.

해석2.1.2 Explicit

충격파로 인한 소성 변형상태가 완료되고 소
성영역이 사라진 후 시편내의 응력상태는 불안정
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안정된 값을 갖는다, .
충격파의 반사와 교란으로 인한 불안정한 응력상
태를 안정화하기 위해서는 소성 변형상태를 완료
하기까지 필요한 해석시간보다 긴 해석시간을 필
요로 한다.(5,6)

Elements Application Remarks

4node

axisymmetric
Hole body

continuum,

Reduced-

integration

infinite Boundary no reflection

Table 1 Elements for LSP model

해석모델2.2

축대칭 모델2.2.1

로 인한 잔류응력 예측을 위해 축대칭 모LSP

델을 선택하여 레이저가 원형모양으로 작용한다,

고 가정하였다 반경 방향과 축 방향으로 충격파.

가 진행하는 동안 소성변형이 완료되어 반사파가

잔류응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석모델은 충

분히 크다고 가정하였다 해의 정확성을 위해 해.

석모델의 크기는 충격파가 소성변형을 일으키고

감소하여 탄성변형을 일으키기 직전의 상태까지

진행하도록 정하였으며 반경방향과 축방향의 끝,

에는 경계에서의 충격파의 반사를 무시하고 응력

상태를 보다 정확하게 예측하기 위해 무한요소

를 사용하였다(infinite element) .

무한요소는 동적해석에서 해석모델이 경계에

의한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며 일반적으로 무한

한 경계나 전체모델크기에 비해 해석하고자하는

해석모델의 크기가 작을 때 사용한다.

사용요소는 절점 차원 축대칭 요소로써 적분4 2

점의 개수를 줄인 형태 로 굽힘(reduced integration)

에 대한 강성이 부족해지는 에러 가(hourglassing)

있을 수 있으나 인공변형에너지(artificial strain

를 구한 결과 이는 무시할 수 있을 정도energy) ,

임을 확인하였다.

시간증분2.3

해석과정에서 해가 안정을 이루기 위한Explicit

최소한의 시간 증분 값은 해석결과에 중대한 영

향을 미친다 시간증분이. ∆보다 클 경우에

는 수치적인 불안정성이 발생한다.

에서ABAQUS/Explicit ∆은 다음의 식에

의해 결정된다.(10)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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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여기서, 는 웨이브 속도,  는 요소의 최소크

기, 는 탄성계수, 는 밀도이다.

에서는ABAQUS/Explicit ∆을 초과하지 않

는 범위 내에서 시간증분을 결정한다.

경계조건2.4

하중조건2.4.1

레이저 에너지는 표면 코팅 막을 통과하여 시

편과 코팅 막의 경계에서 플라즈마를 형성한다.

플라즈마가 레이저 펄스에 의해 가열되고 증기,

화 됨에 따라 플라즈마는 팽창한다 레이저가 꺼.

진 상태에서도 플라즈마는 단열냉각과정을 거치

면서 감소하면서 압력을 시편에 전달한다.(7,8) 플

라즈마 팽창속도는 플라즈마 압력과 재료의 충격

파 임피던스 와 관련 있다(shock wave impedance) .

압력의 최대치는 레이저 펄스의 지속시간이나 레

이저의 파장 길이와는 무관하지만 레이저 펄스,

세기의 루트 값에 비례한다.(5)

 ≃ ⋅   (3)

여기서 는 레이저 펄스 세기이다I .

본 연구에서는 매우 짧은 시간동안 압력 펄스

가 지속되므로 압력의 파형을 삼각 파형으로 적

용하였다.

무한경계조건2.4.2

일반적인 에서 레이저의 펄스 주기는 잔류LSP

응력이 안정화되는 시간에 비해 충분히 길다 따.

라서 본 연구에서는 두 번째 레이저 펄스가 첫

번째 레이저 펄스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가정

하였고 사용된 모델은 반경방향과 축 방향으로,

무한하다고 가정하였다 따라서 초기 표면에 작.

용한 충격파는 반경방향과 축 방향으로 무한 진

행하게 되며 잔류응력분포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다 이를 위해 무한요소 를 사용하. (infinite element)

였다.

재료2.5

레이저에 의해 발생한 플라즈마로 인해 금속

표면은 고온 고압의 상태에 놓이게 되고 이로 인

해 변형률 이 매우 높은 상태에 있게(strain rate)

된다 일반적으로 변형률이 높아짐에 따라 항복.

Properties Value Unit

Density

Elastic Modulus

Poisson ratio

7800

210

0.29

kg m
-3

GPa

Table 2 Material

응력도 증가한다.(6) 충격파가 진행하는 방향의 탄

성한계응력은 탄성한계 로 정의된Hugoniot (HEL)

다.(6) 즉 적용된 압력이 보다 작으면 소성변, HEL

형이 일어나지 않는다 상태에서의 변형률은. LSP

에 이른다고 알려져 있고 이때 압력의 최106s-1 ,

대값이 값에 도달한다고 하면 단축 응력조HEL ,

건에서 동적항복응력은 다음과 같은 식으로 나타

낼 수 있다.(6,9)


  

 
(4)

여기서, 는 푸아송 비이다.

본 연구에서는 재료의 거동을 완전탄소성체

로 가정하고 항복응력을(elastic-perfectly plastic) ,

위 식 의 동적항복응력으로 가정하였다 본 연(4) .

구에서 사용된 재료의 물성치는 와 같다Table 2 .

해석결과3.

적용된 모델의 크기는 가로 세로 각각 이6mm

고 요소는 개다 레이저 스폿 크기는 반경, 40,000 .

로 했고 압력 최대값은 압력 지속시4mm , 2.8GPa,

간은 총 로 초기 는 선형증가 나중100ns 50ns ,

는 선형감소의 삼각 형태로 하였다 해석 방50ns .

법 항복응력의 영향 레이저 스폿 크기 표면 압, , ,

력 지속시간에 따라 각각 비교하였다 깊이방향.

의 잔류응력계산 지점은 반경의 지점으로 하1/2

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요소는 절점 차원 축대칭4 2

요소로써 적분점을 감소시킨 형태이다 이러한.

종류의 요소를 사용할 때에는 굽힘에 대한 강성

이 부족해지는 에러 가 발생하고 전(hourglassing) ,

체 해에 대한 영향력은 인공변형에너지(artificial

로 측정할 수 있다 에서 나타strain energy) . Fig. 1

난 바와 같이 총 내부에너지(total internal energy)

에 대한 인공변형에너지는 약 이고 잔류응0.03% ,

력분포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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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omparison of internal, artificial,

plastic dissipation energy

Fig. 2 Comparison of residual stresses of

in-depth in model size

반경 방향과 축 방향 경계에 사용한 무한요소

와 해석모델의 크기가 적당한지 시험해 보았다.

가로 세로 각각 인 모델과 가로 세로6mm 6mm,

인 모델의 해석 후 잔류응력을 비교한 결과12mm

에서와 같이 거의 일치함을 보였다 따라서Fig. 2 .

본 연구에서 적용한 가로 세로 각각 인 해석6mm

모델은 적당하다고 볼 수 있다.

해석방법 비교3.1

앞 선 연구들에서 에 의한 잔류응력 예측LSP

에 사용된 해석방법들의 차이점을 비교해 보았

다 해석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방. ,

법은 충격파에 의한 소성변형이 완료되어 모델내

에 더 이상 소성변형이 없을 때까지 해석explicit

을 한 후 그 결과를 입력 값으로 정적해석을 수

행하여 잔류응력을 구하는 것이고 두 번째 방,

Fig. 3 Comparison of residual stresses of in-depth

in analysis method

법은 초기 충격파에 의해 발생한 응력의 분포가

안정될 때까지 해석을 수행하여 잔류응력explicit

을 구하는 것이다.(1)

첫 번째 해석방법의 경우 해석시간은explicit

소성소산에너지 곡선이(plastic dissipation energy)

포화되어 더 이상 소성변형이 일어나지 않는 시

간까지로 정하였고 에 의하면 후부, Fig. 1 2020ns

터는 소성소산에너지 값이 로 더 이상 증감120mJ

이 없이 포화상태가 됨을 알 수 있다.

두 번째 해석방법은 해석으로explicit 20,000ns,

후에 응력상태를 비교하였다 에100,000ns . Fig. 2

나타난 바와 같이 와 후의 응20,000ns 100,000ns

력상태가 일치함을 알 수 있다 즉 후에. , 20,000ns

는 응력상태의 변화가 없으므로 이 때의 응력을

잔류응력으로 볼 수 있다.

두 가지 해석방법에 의해 깊이 방향의 잔류응

력을 계산한 결과 에서와 같이 결과 값은Fig. 2

거의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본 논문의 해석.

에서는 해석을 한 후 정적해석을 하는 방explicit

법을 적용하였다.

항복응력의 영향3.2

본 연구에서 적용된 재료는 완전탄소성체

로 가정하였고 변형률이약(elastic-perfectly plastic) ,

10
6
s
-1인 의 경우에 항복응력은 재료의 과LSP HEL

푸아송비에 의해 결정된다 다른 물성치가 일정.

하다고 가정하면 항복응력이 증가함에 따라 깊,

이 방향의 잔류응력의 크기와 그 깊이가 와Fig. 4

같이 감소함을 보인다 그 이유는 항복응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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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Influence of yielding stress on the generation

of in-depth residual stresses

Fig. 5 Comparison of total internal energy for

various spot size (R=0.5, 1.0, 2.0, 4.0mm)

크면 소성변형에 대한 저항이 커지게 되고 응력, ,

이 안정화되는 시간도 단축되어 잔류응력의 크,

기와 충격파가 영향을 미치는 범위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보인다.

레이저 스폿 크기의 영향3.3 (spot)

레이저 스폿 크기는 잔류응력의 크기뿐만 아니라

그 분포에도 영향을 미친다 스폿 크기는 해석모델.

로 유입되는 총 에너지의 크기와 관련 있고 따라서,

스폿의 크기가 크면 에너지의 크기가 커지므로 압축

잔류응력의 크기가 커지고 깊이도 깊어진다 스폿.

크기에 따른 내부에너지의 변화를 에 나타내Fig. 5

었다 본 해석에서는 에서와 같이 스폿 반경. Fig. 6

인 경우 압축 잔류응력 깊이는 약 표면4mm 0.8mm,

에서의 압축 잔류응력은 최대 압축 잔류응300MPa,

력은 약 인520MPa 것으로 계산되었다.

Fig. 6 Influence of spot size on the generation of

in-depth residual stresses

Fig. 7 Influence of pressure duration on the generation

of in-depth residual stresses

표면압력 지속시간의 영향3.4

레이저로 인한 플라즈마로 인해 발생한 압력의

지속시간이 길수록 압축 잔류응력의 영향을 받는

깊이가 깊어진다 상대적으로 지속시간이 짧으면. ,

표면에서 국부적인 빠른 소성변형이 일어나고 깊이,

방향으로 충격파의 전달이 용이하지 않음으로 인해

급격한 충격파의 감소현상으로 압축잔류응력의 깊

이가 깊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본 해석에서는.

에서와 같이 표면압력 지속시간이 인 경Fig. 7 20ns

우 압축 잔류응력의 깊이는 약 인 것으로 계0.3mm

산되었고 표면압력 지속시간이 인 경우 압축, 200ns

잔류응력의 깊이는 약 인 것으로 계산되었다1.6mm .

결 론4.

레이저가 금속표면에 조사될 때 발생하는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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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파에 의한 잔류응력을 유한요소법을 사용하여

예측하였다 잔류응력은 레이저의 조사 조건이나.

재료의 물성치에 따라 그 크기와 깊이가 다르게

계산되었다 플라즈마로 인한 압력의 지속시간. ,

레이저 스폿의 크기 고 변형률 하에서 재료의,

동적 항복응력 등이 에 의한 잔류응력 예측LSP

에 영향을 주었으며 위의 변수들을 조절함에 따,

라 에 의한 최적의 표면경화 효과를 얻을 수LSP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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