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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1.  

고속회전과 반복적인 하중을 받는 기어 크랭, 

크 축 피스톤 등과 같은 기계장치 부품들은 반, 

복적 부하에 주로 노출되어 있으며 기계장치의  

핵심 부품들로 이러한 부품들의 파괴는 곧 제품

의 고장을 초래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안. 

하기 위해서 피로강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으

로 표면경화처리가 사용되고 있다.

재료의 표면특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

법들이 개발되어 적용되고 있으며 열처리와 관련

된 표면 경화법은 물리적 표면 경화법과 화학적 

표면 경화법으로 구분된다 질화 와 침. (nitrizding)

탄 은 모재의 화학적 성분을 변화시켜 (carburizing)

경화시키는 대표적인 화학적 표면경화법이다 질. 

화처리는 모재에 질소의 확산을 통해 높은 경도, 

를 가지는 화합물층을 형성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데 다른 표면경화법보다 모재의 변형이 매, 

우 적으며 경화층의 내마모성 내식성 열적 안정, , 

성이 우수하다고 알려져 있다.(1) 

질화처리의 종류는 다양하지만 대표적으로 연질화

법과 이온질화법이 있다 연질화법은 액체 침질법의 . 

한 종류로서 염욕조에 재료를 넣어서 질소를 재료 

내에 확산시키는 방식으로 차량용 부품에 많이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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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고장력 강은 이온질화와 연질화 두가지 질화처리를 수행하였다 각 질화처리의 특징을 비교: Cr-Mo . 

하기 위해서 분의 공정시간을 가지고 질화처리를 하였다 표면강도의 변화를 비교하기 위해서 비커스 30 . 

경도 시험이 수행되었으며 피로시험은 켄틸레버 회전굽힘 피로시험기 를 이용하여 (Yamamoto, YRB 200)

수행되었다 초고주기영역. (N > 107cycle)의 특징을 알아보기 위해서 피로시험은 피로한도 이후까지 진행

하였다 피로 시험 후 주사전자현미경 을 이용해서 파단면을 분석하였으며 고주기영역과 초고주기 . (SEM)

영역의 파괴기구를 관찰하였다.

Abstract: CrMo alloy steel was nitrided using two types of processing methods, ion-nitriding processing and 

nitrocarburizing. Both processes were conducted for a duration of 30 min. To compare the surface hardness 

of the alloys created by the different processes , microhardness tests were conducted, and fatigue tests of 

each material were performed by a cantilever rotary bending fatigue test machine (Yamamoto, YRB 200) in 

the very high cycle regime (N 10＞ 7cycle). Fractography of the fractured surfaces was conducted by 

scanning electron microscopy - to observe the fracture mechanisms of very high cycle fatigue and the effect 

of the nitriding process on the fatigue character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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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방법이다 그리고 이온질화법은 고온의 플라즈. 

마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재료의 변형이 거의 없는 

것과 무공해 작업방식이라는 것이 특징이다.(2)

최근에는 고속회전을 하는 기계장치들이 등장

하면서 기존의 피로한도 이상의 영역에서 피로파

괴가 일어나며 이들의 거동이 기존의 피로파괴와 

다른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피로한도 이후 영역. 

을 초고주기피로(very high cycle fatigue : VHCF,  

N > 107cycle 영역으로 구분하였고 이에 대한 연)

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3)

본 연구에서는 강인 에 대한 연Cr-Mo SCM440

질화처리와 이온질화처리가 재료의 피로거동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였으며 기존의 고주기피로 

영역과 초고주기 피로영역에서의 피로거동을 비

교 하였다. 

재료 및 시험 방법2. 

재료 및 시험편2.1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재료는 강 중 하나Cr-Mo

인 으로 자동차 선박의 크랭크 축 기어SCM440 , , , 

캠축과 같은 고속회전 축에 널리 사용되는 고장

력강이다 는 의 화학 조성비를 나. Table 1 SCM440

타낸 것이며 는 인장시험을 통해서 얻은 Table 2

기계적 특성이다 은 본 연구의 피로시험에 . FIg. 1

사용된 시편의 형상이며 경도측정과 파단면 분석 

모두 같은 시험편으로 이루어졌다.

질화 처리 조건2.2 

질화처리는 이온질화 연질화 가지 조건을 이, 2

용하였다 이온질화는 의 압력 하에. 500 , 5 torr℃

서 N2 : H2 = 80 : 의 가스조성비 조건으로 질화20

처리가 수행되었고 연질화는 의 염욕조에 570 ℃

재료를 넣어두는 방식으로 수행되었다 동일한 . 

공정시간에서 각 방법을 통한 재료의 특성변화를 

찾기 위해 공정시간은 모두 분으로 설정했다30 .

경도 시험2.3 

경도시험은 질화처리에 의한 재료의 표면 강도

변화와 경화 깊이를 파악하기 위해서 수행되었

다 경도는 시험편의 단면 외각에서 중심으로 . 50 

간격으로 측정하였다 경도는 각 위치에서 . 2㎛ 

번씩 측정 후 평균값을 그래프로 표현하였다 시. 

험은 마이크로 비커스 경도시험기 를 (JP/HM -124)

이용하였고 압입하중은 으로 하였다500 g . 

Material C Cr Mn Mo Si

SCM440 0.41 0.85 0.72 0.21 0.15

Table 1 Chemical Compositions of specimen  (wt%)

Material σys (MPa) σuts (MPa) E(GPa) E.L.(%)

SCM440 683 807 187 16

Table 2 Mechanical properties of specimen

Fig. 1 Fatigue specimen geometry

Fig. 2 Cantilever rotary bending tester

Fig. 3 Chart of stress concentration design factors(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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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로 시험2.4 

피로시험은 모재 연질화재 그리고 이온질화재 , 

총 가지에 대하여 수행되었으며 초고주기 피로3

영역에 대한 평가를 위해서 피로한도 이후의 영

역에서도 시험을 수행하였다 본 실험에 사용된 . 

피로시험기는 종래의 단순지지보식 오노(Ohno) 

피로시험기와는 달리 네 개의 시험편을 동시에 

장착가능하고 각각 다른 하중을 적용할 수 있는 

켄틸레버식 피로시험기 이(Yamamoto, YRB200)

다.(4) 는 본 연구에 사용된 켄틸레버식 피로 Fig. 2

시험기를 보여주고 있다.

추를 이용해서 하중을 적용하는 시험장비의 특

성상 다음과 같은 식을 통해서 적용응력을 추의 

무게로 변환하여 시험을 진행하게 된다. 

 


               (1)

여기서 는 응력집중부의 직경, 는 중력가속

도, 은 응력집중부와 하중작용점의 거리, 는 

추 무게, 는 응력집중계수, 는 작용응력이다. 

은 시험편 형상에 따른 응력집중계수를 Fig. 3

나타내고 있다 피로시험편의 응력집중계수는 . 

에서 나온 형상정보를 이용해서 얻어진다Fig. 3 .(5) 

피로시험은 상온의 온도조건 피로시험 주파수는 , 

그리고 응력비는 완전교번조건에서 수행되60 Hz 

었다. 

파단면 분석2.5 

주사전자현미경 을 이용해서 시험편의 피(SEM)

로 파단면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질화처리 종류에 

따른 파단면의 특징을 관찰하고 기존 고주기 피

로 파단면과 초고주기 피로 파단면의 관찰을 통

해서 각 영영의 피로파괴기구를 비교하였다.

실험 결과 및 고찰3. 

경도 시험 결과3.1 

는 상온에서 모재 이온질화재 및 연질화Fig. 4 , 

재의 표면으로부터 중심부까지 깊이 방향으로 경

도변화를 각각 측정한 결과이다. 

모재는 시편의 표면에서 내부까지 모두 Hv 

평균 정도의 경도242.2 ~ Hv 247.3 ( Hv 243.5 ) 

를 보인다. 

연질화재의 경도는 이며 모재보다 약  Hv 372.3

높았다 표면경도의 크기는 연질화재가 가53 % . 

장 높고 다음으로 이온질화재로 나타났다 두 가. 

Fig. 4 Hardness values of specimens from surface 
to depth direction

지 질화처리재의 경도는 시편의 표면으로부터 내

부로 갈수록 작아진다 이온질화재의 경우 . 350 

연질화재의 경우는 의 깊이에서부터 , 600 ㎛ ㎛

모재와 동일한 경도를 보인다 이를 통해서 연질. 

화재가 이온질화재 보다 더 깊이 재료를 경화시

키는 것을 알 수 있다.

선도와 피로수명3.2 S-N 

피로시험을 통하여 모재와 가지 질화처리재 2

에 대한 선도를 얻었다 질화처리 조건에 따S-N . 

른 선도를 이용해서 피로수명이 가장 높은 질S-N

화처리 조건을 도출하였다 초고주기에 대한 평. 

가도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초고주기영역에 대

해서도 실험을 수행하였다. 

는 모재의 선도이다 피로한도는 약 Fig. 5(a) S-N . 

이 나왔으며 그림에서 화살표는 각 수명378 MPa , 

에서 시편이 파단되지 않은 것을 의미한다. Fig. 

는 이온질화처리재의 선도이며 피로한도5(b) S-N

는 약 정도로 나타나며 모재보다 약 600 MPa 1.6

배 높게 나타났다 는 연질화처리재에 대. Fig. 5(c)

한 선도이고 약 의 피로한도를 지니S-N 795 MPa

고 있으며 모재 대비 약 배 높게 나타났다2.1 . 

는 본 연구에서 실시한 가지 조건에 대Fig. 5(d) 3

한 피로시험 결과이며 연질화처리재의 피로강도

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질화처리. 로 

인해 재료의 표면에 압축잔류응력이 형성되어 피

로강도가 증가하기 때문이다.(6) 그리고 모든 조건 

에서 피로한도 이후의 수명에서 재료의 파단이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하지만 선도의 기. 

울기가 평행한 직선에 가까워서 전형적인 피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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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ase metal(σmax = 454 MPa, Nf =
141,590 cycle)

(b) Ion nitriding(σmax = 693 MPa, Nf = 
198,060 cycle)

Fig. 6 Fracture surfaces of specimens

도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7,8)

파단면 분석3.2 

파단면 분석은 각 조건의 파단면을 관찰하여 

질화처리 조건에 따른 특징을 비교하였다 또한 . 

고주기와 초고주기 영역의 파단특징을 비교하였

다 와 는 모재와 이온질화처리재의 피. Fig. 6(a) (b)

로시험 후 파단면을 촬영한 것이다 두 조건 SEM . 

모두 특정 지점에서 초기균열이 발생하고 진전하

여 최종 파단에 이르는 전형적인 피로파괴 특징

을 보이고 있다 와 는 이온질화처리재. Fig. 8(a) (b)

의 초기균열영역과 최종파단 영역을 관찰한 사진

이다 에서는 피로파괴의 흔적인 스트라. Fig. 8(a)

이에이션 이 관찰되었으며 에서(striation) Fig. 8(b)

는 연성파괴의 흔적인 딤플 이 관찰 되었(dimple)

다 이와 같은 특징들은 모든 조건의 피로시험에. 

서 동일하게 관찰되어 전형적인 피로파괴기구를 

보여주고 있다.

와 는 고주기 초고주기 영역에서 연Fig. 7(a) (b) , 

질화 처리재의 파단면 사진이다 두 시편의 모든 . 

면에서 초기균열이 발생하고 진전되며 시편의 내

(a)

  

(b)

  

(c)

  

(d)

Fig. 5 Results of fatigue test for (a)Base metal, (b) Ion nitriding, (c) Soft nitriding and (d) All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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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igh cycle fatigue region(σmax = 838
MPa, Nf = 172,856 cycle)

(b) Very high cycle fatigue region(σmax = 
   765 MPa, Nf = 75,986,950 cycle)

Fig. 7 Fracture surfaces for soft nitriding

(a) Striation

(b) Dimple

Fig. 8 Fractographs of fatigue fracture(Ion nitriding, 
σmax = 693.84 MPa, Nf = 168,060 cycle)

(a) N2 = 11.7%

(b) N2 = 0%

Fig. 9 Results of EDS for soft nitriding

부에서 최종 파단이 이루어지는 것이 특징이다. 

이는 회전 굽힘 피로에서 초기 균열이 여러 위치

에서 발생하였으며 힘의 균형이 잡혀있을 때 나

타나는 현상이다.(9) 

또한 연질화처리재의 파단면에서 과 같이 Fig. 9

얇은 층이 발견되었고 층의 경계면에서 초기 균

열이 발생되었다 와 같이 얇은 층에 . Fig. 9(a), (b)

대해 로 성분을 분석한 결과 질소침입으로 EDS

인해 발생된 질화 층으로 확인되고 있다 질소층. 

의 경계에서 초기균열이 발생하는 원인은 불연속

층에 의해서 경계면이 표면보다 상대적으로 약하

기 때문이다.(8)

결 론4. 

본 연구는 고장력 강인 의 이온Cr-Mo SCM440

질화와 연질화처리재의 고주기 및 초고주기 피로

시험 평가를 수행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

다.

표면경도는 연질화처리재가 가장 높고 다음(1) 

으로 이온질화처리재이다 또한 연질화처리재의 . 

경화깊이는 이온질화처리재보다 더 깊다250 .㎛ 

연질화처리재의 피로한도는  약 로 (2) 795 M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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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높다 또한 모든 조건에서 전형적인 피로한. 

도의 형태를 나타낸다.

모재와 이온질화처리재의 피로파면은 전형(3) 

적인 피로파괴기구를 보인다 반면에 연질화처리. 

재는 모든표면에서 균열이 발생하고 진전하여 중

앙에서 최종파단이 발생하며 초기균열은 질화층

의 경계에서발생된다.

동일한 공정시간에서 질화처리를 했을 때  (4) 

연질화처리재의 피로강도가 이온질화처리재에서 

보다 더 우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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