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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저피닝 가공에 의한 Ti-6Al-4V 소재의 경도 변화
Hardness Variation of Ti-6Al-4V by Laser Peening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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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레이저 피닝(Laser Peening, LP)은 항공기 부품의 피로수명 

향상을  목표로 개발된 기술이다(1970s, Battelle Laboratories). 
일반적으로 항공기의 부품은 극심한 반복하중을 받으므로 피로

수명을 연장시켜야 하지만, 비행기의 성능을 결정하는 경량화 

측면에서 부품 설계에 많은 제약을 가지게 된다(1). 산업현장에서

는 부품의 피로수명을 높이기 위해서 숏 피닝(Shot Peening, SP)가
공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지만, 항공기의 부품은 더욱 높은 

정밀도가 요구되고 극심한 고온, 고압 및 부식 환경 속에서 사용

되어야 하므로 표면에서 더욱 깊은 곳까지 압축잔류응력이 형성

되는 레이저 피닝 가공이 사용되고 있다(1,2). LP(Figure 1(3))와 

SP는 그 방법에 있어서 매우 흡사하다. LP는 짧고 강한 레이저 

펄스 빔을 금속표면에 조사시킴으로써 금속 표면에 발생한 높은 

압력의 플라즈마(Plasma)에 의해 소성변형(Plastic Deformation)
을 일으키고, 이로 인한 압축잔류응력(Residual Compressive 
Stress)이 생성되어 금속의 피로수명을 향상시키는 방법이다(4). 
또한 효과적인 면에서 두 방법 모두 표면 근처에서 높은 압축잔류

응력이 발생하지만, 플라즈마에 의해 발생된 LP의 충격파는 

SP보다 약 3~10배 이상의 깊이까지 압축잔류응력이 생성되고, 
고온 환경에서 압축잔류응력의 해소가 매우 적고, 부식 환경에서

의 내구성도 현저히 개선되는 매우 우수한 표면개질 특성을 

나타낸다는 연구보고가 있다(1,4). LP는 레이저 빔을 사용하여 

spot의 사이즈를 결정하고 가공 하므로 spot-by-spot에 의한 정량

적으로 실험 진행과정의 조절(controlled)과 계산(engineered)이 

용이하고(5), 중첩률(Overlapping rate)의 계산으로 다양한 금속의 

적용에 있어서 레이저의 강도를 결정하고 효과적인 LP를 수행 

할 수 있다(6).
본 연구에서는 한국항공우주 산업(Figure 2)의 발전으로 앞으

로 국내 시장에서도 레이저 피닝에 대한 수요가 예상되어 LP의 

영향성을 검토하기 위한 선행 단계로 레이저 강도별 경도변화 

및 표면 조도 특성을 비교 평가하였다. 이를 위해 시험편 재료는 

항공용 엔진 블레이드(blade)소재(2)로 많이 쓰이고 있는 

Ti-6Al-4V 소재를 가지고 실험하였으며, 레이저 출력 에너지를 

200mJ, 400mJ, 600mJ, 800mJ로 변화시켜 레이저 피닝이 금속의 

경도, 표면조도분포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검토하였다.  

Fig. 1  Description of laser peening process

Fig. 2  T/A-50 fighter and KSLV-1 space rocket

2. Laser Peening의 원리

 레이저 피닝은 고에너지의 레이저 펄스 빔을 금속표면에 

조사하여, 이때 발생된 플라즈마에 의한 강한 충격파를 이용한 

방법으로 Figure 1에서처럼 플라즈마에 의해 발생된 고온의 열(7)

로부터 금속표면을 보호하기 위해 알루미늄 테이프 또는 검은색 

페인트를 불 투명층(Ablative Layer)으로 사용한다(5). 또한 물

(Inertial Tamping Layer)을 사용하여 생성된 플라즈마가 공기 

중으로 팽창되는 것을 막아주고 이렇게 집속된 플라즈마는 금속

표면에 고에너지의 밀도를 발생시켜 압력이 급격하게 상승하게 

되고 이로 인해 충격파가 금속 내부로 진행하게 된다. 노즐을 

이용해서 금속표면에 흐르게 하거나, 수조를 사용하여 레이저를 

조사 한다. 물은 플라즈마에 의해 발생된 고온의 열을 냉각시켜주

어 고온으로부터의 용융(melting)현상을 방지하는 기능도 한다(8).  

3. 실험장비 및 실험방법

본 실험에 사용한 시험편 재료는 고강도 티타늄 합금인 ASTM 
F 136, Ti-6Al-4V를 사용하였다. 재료의 화학적 성분과 피닝 조건

을 Table 1과 Table 2에 나타내었고, Figure 3은 시험편의 형상을 

나타낸 것이다. 레이저 실험 장치는 Figure 4에 보는 바와 같이 

금속시편을 회전 지지대에 고정하고 수조 내에 잠기게 하여 

X-Y 이송기(THORLABS) 위에 이 수조를 설치하여 이송기의 

모터구동에 의해서 레이저 빔이 금속표면에 조사되도록 제어해 

주었다. 회전속도는 약 1mm 레이저 빔의 80%이상의 중첩률로 

결정 하였고, 한 점에서 약 4번의 레이저 펄스가 중첩 될 수 

있도록 하였다.  X축 이송에 있어서는 약 50%의 중첩률이 될 

수 있도록 이송속도를 결정  하였다. 사용된 레이저는 펄스형 

Q-switched ND:YAG레이저로 실험조건은 Table 2와 같다. 

Table 1 Chemical composition of Ti-6Al-4V alloy(wt%)

Ti Al C H Fe N O V

Bal. 6.0 0.1 0.015 0.2 0.03 0.13 4.0

Table 2 Condition of Laser Peening

Condition(mJ) 200 400 600 800

Intensity(GW/㎠) 2.55 5.09 7.64 10.19

Laser Q-switched ND:YAG

Ablative Layer Black Paint

Pulse width 8nsec

Repetition Rate 10㎐
Spot size Approx. 1mm

Coverage 400%

Overlapping rate Approx. 82%

Fig. 3 Specimen shape of Ti-6Al-4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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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Experimental equipment and process

피닝 후 재료표면으로부터 경도 분포를 측정하기 위하여 시험

편의 중앙부를 컷팅기를 이용하여 절단, 채취한 후 절단면을 

#2000 sand paper로 표면 평균 조도값(Ra)이 0.03㎛ 까지 되도록 

연마 하였으며 마이크로 비커스 경도계(Micro Vickers Hardness 
tester, JP/FM-7)를 사용하여 표면으로부터 시험편의 중심부 방향

으로 20㎛간격으로 측정하였다. 측정조건으로 시험압입하중은

(Test Load) 25gf, 압입시간(Dwell time) 15sec로 설정하여 경도를 

측정하였고 표면으로부터 0.8㎜지점까지 0.02㎜간격으로 측정

하였다(9). 시험편의 표면조도의 변화를 관찰하기 위해 표면조도

계(SJ-400)를 이용하여 환봉시험편을 약 90도 간격으로 측정하였

으며, 중심선 평균거칠기(Ra)를 측정하였다(9)

4. 실험결과

Figure 5는 시험편의 표면에서부터 깊이별 경도 분포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레이저의 출력 에너지가 높아질수록 레이저 피닝 

가공한 시험편의 표면 경도값의 증가(Table 3)를 보였고 레이저 

출력 에너지가 가장 높을 때와 가장 낮을 때의 표면에서의 경도값

을 비교해 보면 약 16% 차이를 보였다. 또한 약 0.6㎜의 깊이에서 

수렴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플라즈마에 의해 발생된 충격파가 

시험편의 표면으로부터 재료의 극 표면부에만 가공경화가 일어

났고 내부로 갈수록 레이저 피닝에 의한 에너지 전달이 작아져서 

수렴하는 것으로 사료된다(9). 

Figure 6은 레이저 출력 변화에 따른 표면조도 변화를 알아보기 

위하여 시험편을 약 90도 간격으로 측정한 그래프이다. 레이저 

출력 에너지가 높아질수록 시험편 표면의 중심선 평균 거칠기

(Ra)는 감소(10)하였고, 또한 일반적인 숏 피닝과의 비교를 통해 

레이저 피닝의 높은 표면 가공성을 확인 할 수 있었다(1,4).

Table 3 Hardness values for specimens with different LP densities

Condition 200mJ 400mJ 600mJ 800mJ

max 349.9 349.9 360.8 371.8

min 294.5 302.9 302.9 294.8

Average 310.2 318.2 325.4 326.7

Fig. 5  Micro-hardness distribution by laser peening of Ti-6Al-4V 
cross section

Fig. 6  Comparison of surface roughness 
SP and LP with various laser power densities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레이저 출력 에너지 변화에 따른 금속의 경도, 

표면조도 분포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Ti-6Al-4V소재를 

가지고 Peening가공하여 200mJ, 400mJ, 600mJ, 800mJ 조건에서 

실험한 결과 레이저의 출력 에너지가 높아질수록 경도값이 증가 

하였고, 표면 조도 측정결과 중심선 평균 거칠기(Ra)는 감소하였

다. 앞으로 레이저 피닝 공정의 최적화 연구 수행의 필요성이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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