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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호설명 - 

 

Z : 감소 충격 임피던스 

I0 : 레이저 파워밀도 

α : 레이저 효율 

Le : 요소길이 

Pmax : 최대 압력파 

td : 압력파 지속시간 

tp : 해석시간 

xp : 레이저 스팟 크기 

n : 레이저 샷 횟수 

ρ : 밀도 

σ y
d  : 동적항복응력 

HEL : Hugoniot 탄성한계 

1. 서 론 

LSP(Laser shock peening)는 금속재료의 표면과 

깊이방향에 대해 효과적으로 압축잔류응력을 생성

시켜주는 표면처리기술이다.(1~3) 전통적인 금속재

료 표면처리기술인 SP(Shot peening)는 작은 구슬

(hammer)을 금속표면에 충격시켜 강제적인 압축잔

류응력을 생성시켜준다. 하지만 SP 는 복잡한 형

상에 대한 적용이 제한적이며, 피닝 후 생성된   

Key Words: FE Analysis(유한요소해석), LSP(Laser Shock Peening), SP(Shot Peening), Ablative Layer(용융층), 

Water Tamping Layer(물막층), Plasma(플라즈마), Dynamic Yield Strength(동적항복응력), Infinite 

Element(무한요소) 

초록: 본 논문은 레이저 샥 피닝(LSP) 유한요소 시뮬레이션 관련 변수들이 인코넬 alloy 600 합금의 잔류

응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특히, 레이저 피닝 공정 관련 변수인 최대 압력파, 압력파 지속시간, 

레이저 스팟 크기 및 다중 레이저 샷의 영향을 확인하였다. 최대 압력파 및 압력파 지속시간은 alloy 600 

재료물성에 따라 특정 범위에서 최대 압축잔류응력을 생성시켜 준다. 이 때문에 LSP 공정에서 최대 압

력파 및 압력파 지속시간은 중요한 선택 변수가 된다.  일정한 크기 이상의 레이저 스팟은 잔류응력에 

특별한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확인하였고, 다중 레이저 샷은 압축잔류응력 크기와 소성변형 발생깊이를 

동시에 증가시키지만, 증가량은 레이저 샷 횟수가 증가할수록 감소하였다. 

Abstract: The effects of parameters related to the finite element simulation of the laser shock peening(LSP) process on 

the residual stresses of Inconel alloy 600 steel are discussed. In particular, we focus on the maximum pressure, pressure 

pulse duration, laser spot size, and number of shots. It is found that certain ranges of the maximum pressure and pulse 

duration can produce the maximum compressive residual stresses near the surface, and thus proper choices of these 

parameters are important. The residual stresses are not affected by the laser spot size, provided it is larger than a certain 

size. The magnitudes of the compressive residual stresses and the plastically affected depths are found to increase with 

an increasing number of shots, but this effect is less pronounced for more shots. 

† Corresponding Author, kimy0308@korea.ac.kr 

© 2012 The Korean Society of Mechanical Engineers 



김주희 · 김윤재 · 김정수 

 

44 

딤플(Dimple)을 제거해야 하는 단점이 있다.(3) 

최근에는 레이저를 이용한 금속재료 표면처리기

술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지난 수년간 다양한 분

야에서 연구, 활용되고 있다. 특히, LSP 는 고온환

경에서 잔류응력 해소가 적고, 보다 정밀한 표면 

조도를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닌다. 이러한 이

유로 피로하중에 의해 파괴가 발생하는 원자력 발

전소 소구경 관통노즐 및 항공기 터빈 블레이드의 

피로 내구성능 향상을 위해 활용되고 있다.(1)  

LSP 는 전통적인 SP 보다 4~10 배까지 깊은 압

축잔류응력을 생성시켜 주며, 조사되는 레이저의 

특성만 잘 활용하면 보다 다양하고 광범위하게 금

속재료의 표면처리에 활용할 수 있다. 금속표면의 

압축잔류응력은 역학적으로 균열의 생성과 진행을 

억제시켜 금속의 피로 특성을 향상시키고, 응력부

식균열(SCC) 성장을 억제시킨다.(1~5) 

본 논문에서는 3 차원 유한요소해석 기법을 이

용하여 Inconel alloy 600 합금의 잔류응력 생성에 

영향을 미치는 LSP 시뮬레이션 변수의 특성을 확

인하였다. LSP 공정변수인 최대 압력파 및 압력파 

지속시간은 재료거동 특성에 따라 특정 범위에서 

최대 압축잔류응력을 생성시켜 주며, 레이저 스팟 

은 일정한 크기 이상에서 잔류응력에 특별한 영향

을 미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다중 레이저 샷은 

압축잔류응력 크기와 소성변형 발생깊이를 동시에 

증가시키지만, 증가량은 레이저 샷 횟수가 증가할

수록 감소하였다. 

2. 유한요소해석 

2.1 해석과정 

높은 에너지의 레이저 파를 이용하는 LSP 표면

처리기술은 금속재료의 표면과 깊이 방향으로 소

성변형을 발생시켜 압축잔류응력을 생성시켜 준다.  

Fig. 1 은 LSP 원리와 플라즈마 생성 및 압력파의 

전달과정을 보여준다. 일정한 레이저 파워밀도의 레

이저 빔이 금속표면에 조사되면, 금속표면에서 강한 

압력의 플라즈마가 형성되고, 이때 발생한 압력에 

의해 금속 내부로 충격파가 전달되면서 금속의 표면

과 깊이 방향으로 압축잔류응력이 생성된다.(1~5) 

LSP 는 아주 짧은 시간에 발생하는 충격파 전달을 

포함하는 동역학적 해석을 수반하기 때문에 외연적

(explicit) 시간 적분 해석코드를 활용하여 유한요소

해석을 수행해야 한다.(1,2,7,8) 본 연구에서는 상용 유

한요소해석 프로그램인 ABAQUS를 사용하였다. (9) 

Fig. 2 는 유한요소해석 상용 프로그램인 ABAQUS

를 이용한 LSP시뮬레이션 해석과정을 보여준다. 

 
Fig. 1 Schematic of one-sided LSP 

 

 
Fig. 2 Procedure of LSP simulation 

 

단충격파에 의한 동역학적 해석은 고주파에 의한 

국부 진동 발생으로 정역학적 평형상태에 도달하는데 

상당한 해석 시간이 필요하다. 따라서 충격파의 반사

와 교란에 의한 불안정한 응력상태를 안정화하기 위

해 1)동해석과 정해석을 혼합한 ABAQUS Explicit/ 

Implicit 를 이용하는 방법과 2) ABAQUS Explicit 에서 

보다 많은 해석 시간을 부여해 주는 방법이 있다.(7,8) 

LSP 유한요소해석을 위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은 ABAQUS Explicit/ Implicit 를 이용하는 방법

이다.(2,3) 이는 충격파에 의해 불안정한 응력상태인 

동적 해석 대상물을 ABAQUS Implicit 로 전환

(export)하여 보다 빨리 정적 평형상태에 도달시켜 

결과값을 도출하는 방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방법

1)을 사용하여 해석을 수행하였다. 

 

2.2 최대압력파 결정 

레이저에 의해 발생되는 플라즈마는 높은 압력의 

충격파로 재료내부로 전파되면서 압축잔류응력을 생

성시킨다. 따라서 특정 레이저 시스템으로부터 발생

되는 충격파의 최대값은 유한요소해석 시 입력하중으

로 중요한 변수가 된다. 레이저에 의해 발생되는 압

력파의 크기는 조사되는 레이저 파워밀도와 관련이 

있다. 일정한 레이저 파워 밀도에 의해 결정되는 충

격파의 최대 압력값은 식 (1)과 같다.(1,2,4,6~8,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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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Pressure-time history for LSP simulations 

 

 max(GPa)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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α

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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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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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 Z Z
= +                                (2) 

 

여기서 Z(Zi=ρiDi (ρi: 재료 밀도, Di: 충격파 속도)

는 reduced acoustic impedance 이다. Z1 은 투명층(물

막층) 재료의 임피던스 값이며, Z2 는 금속재료의 

임피던스값이다.(8) α 는 레이저에 의해 생성되는 

압력에 대한 효율로 일반적으로 0.1~0.5 범위의 값

으로 가정한다. 

레이저에 의해 발생되는 압력파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LSP 적용 시 금속 표면에 불투명층(ablative 

layer)과 물막층(water tamping layer) 처리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LSP 과정을 WCM(Water Confined 

Mode)이라고 하며, 식 (1)을 다음과 같이 간략화하여 

최대 압력파를 예측한다.(1,2,10 ) 

 

max(GPa) 1.02 oP I=                         (3) 

 

Fig. 3 은 레이저에 의해 발생하는 압력파의 시

간이력을 보여준다. 실제 압력파는 가우시안 펄스

(Gaussian pulse)형태이지만, 압력파 지속시간이 수~

수백 ns 정도로 매우 짧기 때문에 삼각 파형으로 

가정하여 입력한다.(1,2,7,8) 

 

2.3 동적 재료거동 모델 

레이저에 의해 발생하는 플라즈마는 금속 표면

을 고온 고압 상태로 만들고, 아주 짧은 시간에 

수 GPa 의 압력파를 생성하게 된다. 이로 인해 금

속표면은 고 변형률(high strain rate) 상태가 되어 

동적 재료거동을 한다. 금속재료는 일반적으로 변

형률이 높아지면 재료의 항복응력도 증가한다.(7) 

이와 같이 동적 재료거동에서 소성변형은 가해지

는 압력파의 최대값이 Hugoniot 탄성한계(Hugoniot 

Elastic Limit ; HEL)를 초과할 때 발생하며, 식 (4)

와 같이 재료가 갖는 고유의 재료물성인 동적 항

복응력(Dynamic yield strength)과 관계가 있다.(1,2,4~8) 

  
(a) 

  
(b) 

Fig. 4 (a) Geometry of LSP and (b) 3D FE mesh (quarter model) 

 

2 (1 )

2 (1 2 )

dyn dyn

Y YHEL
λ µ ν

σ σ
µ ν

+ −
= =

−
               (4) 

 

여기서 λ, µ 는 재료의 Lame’s constants 이고, ν 는 

푸아송 비이다.  

3. LSP 시뮬레이션을 위한 민감도 해석 

3.1 형상 및 FE 요소 

LSP 과정을 유한요소모델로 구현하기 위해 Fig. 

4(a)와 같이 사각형 레이저 스팟(xp)을 가정하였으

며, Fig. 4(b)와 같이 3 차원 1/4 유한요소모델로 형

상화하였다. 충격파에 의한 경계부 반향효과를 없

애고, 무한평판 경계조건을 구현하기 위해 무한요

소(infinite element)를 혼합 사용하였다.(1,2,7,8) 유한요

소 영역은 레이저 스팟(xp) 길이의 2 배까지 모델

링하였으며, 요소형태는 C3D8R 일차 요소를 사용

하였다. 무한요소는 유한요소의 2 배로 모델링하였

으며, 요소형태는 CIN3D 요소를 사용하였다. 

 

3.2 재료물성 

유한요소해석을 위한 재료는 Inconel alloy 600 이

며, 재료거동은 탄성-완전 소성체(elastic-perfectly 

plastic)로 가정하였다. 재료의 항복응력은 식 (4)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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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Mechanical properties of the Inconel alloy 600 steel 

ρ (kg/m3) ν E (GPa) σy
d (GPa) HEL (GPa) 

8,470 0.324  214 0.667 1.3 

 

Table 2 Parameters and their ranges for sensitivity analysis 

Parameter Reference Ranges 

Mesh size, Le (mm) 0.125 0.25-0.1 

Solution time for dynamic analysis, tp (ns) 5,000 200-5,000 

Dynamic yield strength, σy
d (GPa) 0.67 0.6-0.8 

Maximum pressure, Pmax (GPa)  2xHEL 
1.5xHEL  
~ 3xHEL 

Pressure duration, td (ns) 50 10 ~ 50 

Laser spot size, xp (mm) 2.5 0.5 ~ 2.5 

Multiple LSP, n (shot) 1(single) 1~ 5 

 

동적항복응력을 사용하였다. 기타 재료 물성은 

Table 1 과 같다.(12,13) 

 

3.3 민감도 해석을 위한 변수 범위 

LSP 시뮬레이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매

우 다양하다. 압력파에 의해 발생되는 압축잔류응력

은 유한요소해석 적용기법뿐만 아니라, 재료의 물성

과 레이저 공정변수에 의해 결정된다.(8)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유한요소해석 관련변수(요

소크기: Le, 해석시간: tp, 동적항복응력: σy
d)와 레이저 

시스템 관련변수(최대 압력파: Pmax, 압력파 지속시간: 

td, 레이저 스팟 크기: xp, 레이저 샷 횟수: n)로 구분

하여 Table 2 와 같이 민감도 해석을 수행하였다. 민

감도 해석 결과는 참조값(reference value)을 기준으로 

비교하였으며, 모든 변수는 설정된 범위 내에서 결

과를 도출하였다. 

 

3.4 유한요소해석 검증 

LSP에 의한 유한요소해석 결과는 표면(y=z=0)과 깊

이(x=y=0) 방향의 잔류응력을 비교하였다(Fig. 4 참고). 

표면방향은 레이저 스팟 중심으로부터 x 축을 따라, 

깊이방향은 레이저 스팟 중심에서 z축을 따라 측정하

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유한요소해석 결과의 타당성

을 검증하기 위해 기존 문헌에서 제시된 실험값(14)을 

비교해 보았다. 검증을 위한 LSP 적용 대상 재료는 

35CD4 50HRC합금으로 동적항복응력 σy
d=1.24GPa이며, 

사용된 레이저 공정변수는 최대 압력파 Pmax=3GPa 

(=1.433HEL), 압력파 지속시간  td=50ns, 레이저 스팟 크

기 xp=2.5mm인 사각형 단일 LSP이다.(1,2,14) 

  
(a) 

  
(b) 

Fig. 5 Comparison of simulated FE residual stress results 

with experimental data 

 

Fig. 5 는 문헌에서 제시하는 실험결과와 유한요

소해석 결과를 비교한 그래프이다. 표면과 깊이방

향에 대한 σx, σy 가 실험결과와 잘 일치한다. 따라

서 본 연구에서 적용된 유한요소해석 기법은 일반

적인 LSP 특성을 잘 예측하고 있다. 

4. 민감도 해석 결과 

4.1 요소크기 결정 

LSP 에 대한 유한요소해석 시 요소크기는 레이

저 스팟 크기(xp)의 약 5% 이내일 때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15) 이를 검증하기 위해, 

요소 크기가 다른 3 가지 모델을 선정하여 결과를 

비교하였다. 인코넬 alloy 600 합금에 대하여 

Pmax=2GPa,  td=50ns를 적용하였으며, Fig. 6 을 보면 

Le=125µm, Le=100µm 의 결과는 유사하게 나오지만, 

Le=250µm 결과값은 상당한 차이를 보임을 알 수 

있다. 충격파에 의한 동적 해석 시 결과값 수렴을 

위해 많은 해석 시간이 필요하며, 특히, 요소수가 

많아지면 기하급수적인 해석시간이 요구된다. 따

라서 해석의 효율성을 위해 Le=125µm 의 요소크

기를 선정하여 해석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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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6 Effect of the mesh size on simulated residual 

stress profiles 
 

  
(a) 

  
(b) 

Fig. 7 Effect of the solution time for dynamic analysis on 

simulated dynamic stress profiles 

  
(a) 

  
(b) 

Fig. 8 Effect of the dynamic yield strength on simulated 

residual stress profiles 

 
4.1 동적해석을 위한 해석 시간 결정 

LSP 유한요소해석은 ABAQUS explicit 을 통해 과

도 응력 및 변형률 정보를 ABAQUS implicit 으로 전

달하여 정적해석으로 얻어진다. 하지만 ABAQUS 

explicit 의 동적해석이 충분하지 못하면정확한 잔류

응력을 도출할 수 없다.(8) 따라서 충격파에 의한 소

성변형이 충분히 수렴하는 구간까지 해석을 수행해

야 한다. 이는 전체적인 해석시간과 도 밀접한 관련

이 있으며, 동적해석시간 tp 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Fig. 7 은 동적해석시간 tp 를 변화시켜 표면과 깊이 

방향의 잔류응력을 확인한 그래프이다. 표면에서의 

잔류응력은 2,000ns 에서 다소 불안정함을 알 수 있

고, 깊이방향 잔류응력은 충분히 수렴하는 것을 확

인할 수 있다. 따라서 두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동

적해석시간 tp=5,000ns 를 설정하여 해석을 수행하면 

동일한 잔류응력 결과를 얻을 수 있다. 

 

4.2 동적항복응력 영향 

변형률 속도가 106s-1 에 이르는 LSP 의 경우 충격

파가 재료내부로 전달되면서 HEL 을 초과하는 범위

까지 소성변형 발생된다. Fig. 8 은 Pmax=1.8GPa,  

td=50ns 를 적용한 경우, 인코넬 alloy 600 합금의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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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9 Effect of the peak pressure on simulated residual 

stress profiles 

 

적 항복 응력(σy
d) 변화에 따른 잔류응력 변화를 보

여준다. 동적 항복응력이 증가함에 따라 표면과 깊

이방향 잔류응력은 감소하고, 소성변형 발생깊이도 

감소한다. 이는 재료의 강성이 증가하기 때문에 외

력에 대한 저항성이 커지고, 충격파가 안정화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단축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충격파

가 영향을 미치는 범위도 작아진다.(7, 8) 

 

4.1 최대 압력파 영향 

금속표면에 가해지는 압력파 크기는 레이저 파

워 밀도에 의해 결정된다. 실제 유한요소해석에서

는 단충격파의 함수로 입력되며, 최대 압력파의 

크기에 따라 잔류응력 결과가 달라진다.  

Fig. 9 는 압력파 증가에 따른 표면 및 깊이 방

향에 대한 잔류응력 결과이다. 표면 잔류응력은 

최대 압력파 Pmax=2xHEL 에서 최대 압축잔류응력

이 생성되며, 2xHEL 을 초과할 경우 잔류응력은 

다시 감소한다. 이는 과도한 압력파에 의한 국부

적인 역전소성변형(reverse plastic strain)과 레이저 

스팟 가장자리에서 발생한 2 차 충격파에 의한 중

심부 응력 집중현상 때문이다.(1,11,16) 깊이방향 잔

류응력은 2xHEL, 2.5xHEL 에서 최대 압축잔류응력

이 발생한다. 이는 문헌의 내용(11)과 일치하지만,  

  
(a) 

  
(b) 

Fig. 10 Effect of the pressure durations on simulated residual 

stress profiles 

 
2xHEL 이후 중심부에서 압축잔류응력의 약화현상

은 두드러지게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

서 레이저 공정간 최적의 압력파는 2xHEL 을 설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2 압력파 지속시간 영향 

압력파 지속시간과 잔류응력과의 관계를 확인하

기 위해 td=20ns~80ns 의 결과를 비교하였다. Fig. 

10 에서 보듯이, 표면과 깊이방향 잔류응력은 레이

저 스팟 중심부에서 압력파 지속시간 td=20ns~40ns

까지는 압축잔류응력이 증가하고, td=50ns 이후에는 

감소한다. 최대 압축잔류응력은 표면에서 td=50ns, 

깊이방향에 대해서는 td=80ns 에서 생성되지만, 중

심부에서 인장잔류응력이 발생한다. 따라서 레이

저 스팟 크기 2.5mm 에 대한 압력파 지속시간은 

50ns 에서 최적의 압축잔류응력이 생성됨을 확인

하였다. 

 

4.3 레이저 스팟 크기 영향 

레이저 스팟 크기에 따른 잔류응력 변화를 확인

하기 위해 xp=1mm~2.5mm 의 해석결과를 비교하

였다. Fig. 11 에서 보는 바와 같이, 표면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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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11 Effect of the laser spot size on simulated residual 

stress profiles 
 

  
(a) 

  
(b) 

Fig. 12 Effect of the multiple laser impacts on simulated 

residual stress profiles 

압축잔류응력은 레이저 스팟 크기가 증가할수록 

압축잔류응력 영향 범위는 증가한다. 하지만 중심

부에서의 잔류응력 크기는 일정하며 최대 압축잔

류응력 크기도 큰 변화가 없다. 

깊이방향 압축잔류응력도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레이저 스팟의 크기와 무관함을 알 수 있다.  마

찬가지로 소성변형 발생깊이도 항상 일정하다. 따

라서 레이저 스팟 크기는 압축잔류응력의 크기와 

생성 깊이와는 무관하며, LSP 처리영역에만 영향

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4.4 다중 레이저 샷 영향 

다중 LSP 에 의한 압축잔류응력 경향을 확인하

기 위해 동일한 지점에 1~4 회까지 LSP 처리 결과

를 비교해 보았다. 

Fig. 12 를 보면, 표면에서의 압축잔류응력은 레

이저 빔의 조사 횟수에 비례하여 증가하지만, 잔

류응력 증가량은 서서히 감소한다.  

깊이방향 압축잔류응력도 조사 횟수 증가에 따

라 증가하며, 마찬가지로 증가량은 조사횟수가 증

가할수록 감소한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LSP 시뮬레이션 변수가 Inconel 

alloy 600 합금의 잔류응력에 미치는 영향을 유한

요소해석 기법을 이용하여 평가하였다. 유한요소 

해석을 위해 잔류응력에 미치는 영향 변수를 유한

요소 해석기법 관련 변수와 LSP 최적 공정 변수

로 구분하였으며, 민감도 해석을 통해 적절한 변

수값의 범위를 제시하였다.  

유한요소 해석기법 관련 변수는 요소 크기

(Mesh refinement), 해석시간(Solution time), 동적 항

복응력(Dynamic yield stress)으로 구분하여 결과값

을 비교하였으며, LSP 최적 공정 변수는 최대 압

력파(Peak pressure(Laser power density)), 압력파 지

속시간(Pressure duration), 레이저 스팟 크기(Laser 

spot size), 다중 레이저(Multiple laser)로 구분하였다. 

최대 압력은 HEL 의 2 배 정도의 크기에서 최대 

압축잔류응력이 생성되며, 압력파 지속시간은 약  

50ns 에서 최적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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