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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stract
  In this study, effect of laser power on hardness and microstructure of SKD61 Hot Die steel of which 
surface was melted and hardened with Yb:YAG disk laser was investigated. Beam speed was fixed at 70 
mm/sec and distance between them was 0.8 mm about Laser surface melting. The only thing that was 
changed laser power. Laser powers were 2.0, 2.4 and 2.8 kW. No defect was found under all conditions. 
As the laser power increased, the penetration depth were deepened and the bead width was also widened. 
There was no hardness deviation of fusion zone at same laser power and it was higher than that of heat 
affected zone. In addition, the more laser power increased, the more hardness in fusion zone decreased. 
Fusion zone was macroscopically dendrite structure. However, core matric in dendrite was lath martensite 
of 100 nm size. There were M23C6 of 500 nm and the VC and Mo2C of a nano meters on boundary of 
dendr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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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자동차산업에서 경량화를 한 첨단고강도강 차

체의 용증가에 의해 단용 형의 수명감소와 단

부의 품질 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첨단고강

도강의 단용 형문제를 해결하기 해 기존 형소

재에 경화 원소인 Mo, Cr, V 등을 첨가하여 고성능의 

형을 개발하고 있지만 기존 형강에 비해 생산단가

가 증가하여 경제성이 떨어지는 단 이 있다1). 따라서 

소재자체 개발의 단 을 해결하기 해 형 표면에 

CVD, PVD, 질화처리를 이용하여 표면 특성을 향상시

키기 한 연구가 진행 이지만2,3) 이 경우 경화층의 

두께가 얇고, 모재와 경화층의 결합력이 낮아 계면에서 

박리가 되는 문제 발생한다4).

  최근에는 기존 형강  고속공구강의 성능향상을 

한 방안으로 이  열원을 이용하여 형표면에 국

부 인 경화층을 형성시켜 표면성능을 향상시키기 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5-9). 이  열원을 이용

하여 형 표면을 경화시키는 방법에는 모재를 용융시

키지 않고 표면 열처리를 통해 경화하는 방법과 표면을 

용융시켜 이 의 빠른 냉각속도를 이용하여 경화시키

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자의 모재를 용융시키지 않고 표면을 경화시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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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chematic illustration of laser hardening

SKD61

Chemical composition (wt.%)

C Mn Si Cr Ni Mo V Fe

0.40 0.28 0.80 4.90 0.06 1.12 0.80 Bal.

Table 1 Chemical composition of SKD61

방법은 다이오드 이 와 펄스 이 를 이용하여 모

재 표면에 이 를 조사, 모재 표면의 온도를 순간

으로 A3온도 이상으로 상승시킨 후 이 의 빠른 냉각

속도를 이용하여 마르텐사이트 변태와 미세 복탄화물 

(M23C6, M7C3, MC 는 M2C)이 경화층에 분산되어 

경도가 증가한다고 보고하고 있다7). 하지만 Choi의 연

구결과에 의하면
10)

, 다이오드 이 를 이용하여 모재 

표면을 A3온도 이상으로 가열하여 모재를 경화시킨 

형의 경우, 충분한 경화층 깊이(400~500 ㎛)를 확보

하지 못해 트리 시 형에 소성변형이 일어나는 문제

가 발생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후자의 이  열원을 이용하여 모재를 용융시켜 표

면을 경화시키는 경우, 경화층의 깊이는 600 ㎛ 이상

으로 확보할 수 있고 경화층과 모재의 용융에 의한 결

합으로 인해 박리 상이 발생하지 않아 신기술로 각

받고 있지만, 경화층 깊이를 확보하기 해 출력조건

에서 이  속도를 속으로 조사하여 경화시키기 때

문에 생산성이 떨어지는 단 이 발생한다8). 이처럼 

이  열원을 이용하여 형표면을 용융시켜 경화하는 

경우 1.0 kW 이하의 출력과 최  10 mm/s 이  

속도로 표면을 경화하는 연구는 많지만6-9) 고출력과 빠

른 이  속도로 표면을 용융시켜 경화시킨 연구는 

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최  출력 8 kW CW(Con-

tinuous Wave)의 고출력 디스크 이 를 이용하여 

빠른 이  속도(70 mm/s)로 트리  형에 요구되

는 충분한 경화층 두께(400~500 ㎛)를 확보할 수 있

는 표면을 용융시켜 경화시키는 이  열처리공정에 

해 체계 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한 이  출력변

화에 따른 경화층의 형상변화  미세조직과 경도분포

와의 상 계를 검토하고자 한다.

2. 실험 방법

2.1 실험 방법

  Table 1은 본 연구에 사용한 두께 15 mm인 SKD61 

소재의 화학조성을 나타낸 것이다. 이  경화는 최  

출력 8 kW와 빔 직경이 0.3 mm인 CW Yb:YAG 

이  용 장치를 사용하 다. 이  경화조건은 이

 속도, 보호가스와 이  빔간격을 각각 70 mm/s, 

Ar가스(8 L/min)와 0.8 mm으로 고정하고 이  출

력만을 2.0~2.8 kW(Step: 0.4)로 변화시켜 표면을 

경화하 다.

  Fig. 1은 이  경화 방법의 개략도를 나타낸 것으

로 지그재그 방법을 이용하여 연속 이  경화를 실시

하 다.

  이  경화층의 형상과 미세조직은 Vilela 용액

(CH3OH(100 mL)+HCl(4 mL)+Picric(1 g))을 이

용하여 조직을 출하여 학 미경과 SEM으로 찰하

다. 용융부내 편석 상은 FE-EPMA 면분석을 사용

하여 측정하 다.

  용융부내 형성된 석출물은 증류수와 HCl 혼합액으로 

기지조직을 용해시키고 석출물만 걸러낸 분말을 이용하

여 XRD분석을 실시하 으며, 석출물 분포 치와 용융

부내 존재하는 상 분석은 각각 카본 리카(Carbon 

Replica)법과 FIB(Focus Ion Beam)로 TEM시편을 

제작하여 TEM으로 분석하 다.

  이  출력변화에 따른 경화층의 경도는 마이크로 

비커스 경도를 사용하여 하  300 kgf, 유지시간을 10

로하여 측정하 다.

3. 결과  고찰

3.1 용융부의 형상
  

  본 연구에서는 비실험 결과로부터, 생산성 측면을 

고려하여 빔 이동속도를 가능한 빠르게 하기 해 70 

mm/s로 고정하고, 빔간 간격을 0.8 mm로 고정하

다. 공정변수로는 이  출력만을 변화시켜 표면경화

를 실시하 다.

  Fig. 2는 학 미경을 이용하여 이  출력 변화에 

따른 용융 비드형상 이미지를 나타낸 것으로, 왼쪽이 

최종 으로 형성된 비드이다. 용입 깊이는 이  출력

이 증가할수록 히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F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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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Schematic illustration of hardening layer (a) and 
Variation of maximum (Open mark) and minimum 
(Close mark) average penetration depth and bead 
width(△) in the hardening layer (b) and aspect 
ratio(⃞) and Penetration Depth max/min layer (c) 
with laser power.

(a)

(b) (c)

1mm

1mm 1mm

Fig. 2 Cross-section of hardening layer by various laser 
power(kW) of (a) 2.0 kW, (b) 2.4 kW, (c) 2.8 kW.

3은 이  출력 변화에 따른 용융부 형상을 악하기 

해 각 조건별 5개 비드의 비드 폭(BW), 최  용입 

깊이(PDmax)와 비드가 겹치는 곳의 깊이(PDmin)를 정

량화하여 나타낸 것으로, (a)는 용융부 측정 치를 모

식화한 것이며, (b)는 출력변화에 따른 최  용입 깊이

(●), 비드가 겹치는 곳의 깊이(○)와 비드폭(▲)을 측

정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그리고 (c)는 이  출력

에 따른 용융부 깊이/폭의 비(⃞), 비드가 첩되는 곳

의 깊이(PDmin)와 최  용입깊이(PDmax)의 비(⃟)를 

나타낸 것이다. (b)의 결과로부터, 비드폭은 이  출

력이 증가할수록 직선 으로 증가하고, 용입 깊이도 직

선 으로 증가한다. 한 (c)의 결과로부터 빔간 간격

을 0.8 mm으로 일정하게 유지하 음에도 불구하고, 

비드폭에 한 용입깊이의 비(Aspect ratio)는 이  

출력이 증가할수록 증가하며, 첩된 역의 깊이도 증

가한다.

  일반 아크에 의한 속의 용융은 아크열로 1차로 

속이 용융되고, 그 후 아크열이 용융 속을 통하여 열

도에 의해 용융한다. 반면, 이  빔에 의한 속의 

용융기구는 이 빔의 에 지가 높기 때문에 속의 

용융과 더불어 증발이 발생하므로, 속은 홀이 생기고, 

이 빔이 이 홀 내로 들어가 직  속과 반응하여 

용융하는 키홀 상에 의해 용융된다. 따라서 출력(입

열)이 높을수록, 키홀 상이 잘 일어나므로, 비드 폭

의 증가보다 용입깊이가 증가한다. 동일한 이유로 오버

랩된 부 의 깊이도 증가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3.2 경도 분포

  비드 형성과정에서 비드가 첩되게 되면, 후행 이

 빔에 의해 선행 비드의 일부가 재용융(Remelt)되

고, 열 향(HAZ)을 받게 된다. 이러한 역들은 순수 

용융부 경도와 다를 수 있으므로, 비드 폭 방향의 경도

는 Fig. 4의 (a)와 같이 모재 표면에서 100 ㎛ 아래

에서 용융부, 재용융부(Remelted zone), 열 향부

(HAZ)를 100 ㎛ 간격으로 측정하 다. 한 비드 깊

이 방향의 경도는 용융부와 모재에 형성된 HAZ, 모재

의 경도를 비교하기 해 Fig. 4 (a)와 같이 마지막 

비드 심 표면에서 깊이 방향 100 ㎛ 간격으로 측정

하 다.

  Fig. 4의 (b)와 (c)는 각각 이  출력 변화에 따

른 비드 폭 방향과 깊이 방향의 경도 변화를 나타낸 것

이다. 폭 방향 경도분포(b)는 동일 이  출력에서 

치에 따른 경도 변화는 거의 없고, 이  출력 증가에 

반비례하여 경도는 감소한다. 한 용융부 깊이 방향의 

경도분포(c)로부터, 동일 이  출력에서 치에 따른 

용융부 경도편차는 거의 없다. 한 열 향부(HAZ)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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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Optical microstructures and hardness in fusion 
boundary with laser power of 2.0 kW

Fig. 4 Schematic illustration for measurement method of 
hardness test (a) and the hardness distributions of 
width (b) and depth (c) direction with increase of 
laser power, respectively

SKD61
Quenching Temperature

950°C 1000°C 1050°C 1100°C

Hv 510Hv 540Hv 590Hv 610Hv

Table 2 Average hardness of SKD61 with various air 
quenching temperature 

Fig. 6 Variation of average hardness in the fusion zone 
with  increase of laser power, respectively경도는 용융부 경도보다 낮으며, 모재에 가까워질수록 

낮아진다. 

  Fig. 5는 모재와 용융부사이에 형성된 열 향부(HAZ)

의 경도분포와 용융부의 경도 차이를 정확히 악하기 

하여, 하 을 0.3 kgf/㎟로 열 향부의 경도를 측정

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용융부 경계에 존재하는 열

향부의 경도는 595 Hv인 반면, 용융부는 710 Hv인 

것으로부터 용융부의 경도가 열 향부의 경도보다 115 

Hv 이상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Table 2는 SKD61강을 냉(공랭) 열처리한 경우의 

경도를 나타낸 것으로, 열처리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경도는 증가하지만, 최고경도는 약 610 Hv 경도를 갖

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1).
  HAZ의 최고 경도는 Table 2와 비교하면, 고온에서 

냉 열처리한 것과 유사한 것으로 단된다.

  Fig. 6은 이  출력 변화에 따른 용융부의 평균경

도 변화를 나타낸 것으로, 이  출력 증가에 반비례

하여 용융부 경도는 감소하는 것을 볼수 있다. 이는 입



이  ․최 성 원․강 정 윤

272 Journal of Welding and Joining, Vol. 33, No. 3, 2015

58

(a) (b)

(c) (d)

(e) (f)

10㎛

10㎛

10㎛

1㎛

1㎛

1㎛

Fig. 7 SEM micrographs in fusion boundary (a), (c), (e) at 
regions denoted as Fig. 5 F, H, B and enlarged 
SEM micrographs (b), (d), (f) at regions denoted as 
F1, H1, B1 in (a), (c), (e), respectively

HAZ
Chemical composition

C Fe Cr V

X1
wt.% 25.43 32.46 37.10 5.01

at.% 61.03 13.97 22.00 3.00

Y1
wt.% 25.87 50.02 - 24.11

at.% 52.09 36.89 - 11.02

Table 3 Chemical composition measured at region denoted 
as X1 and X2 in Fig. 7 (d)

Phase Solubility Temp.

M23C6(Cr-Rich) Carbide 800°C

M7C6(Cr-Rich) Carbide 920°C

MC(V-Rich) Carbide 1100°C

Table 4 Type of carbide and solidification temperature in 
SKD61

열이 증가할수록, 냉각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미세조직

의 차이에 의해 일어나는 것으로 생각되며, 자세한 것

은 다음 3.4에서 후술하고자 한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동일 이  출력에서 치에 따

른 경도 편차는 발생하지 않으며 균일한 경도값을 가지

고, 용융부의 경도가 열 향부의 경도보다 높다는 것과 

이  출력 증가에 반비례하여 용융부 경도는 감소하

는 것을 볼 수 있다. 한 이 공정으로 일반 고상상태 

냉 열처리공정보다 경도가 65 Hv (경화깊이 1.75 

mm)∼100 Hv (경화깊이 1.25 mm)의 높은 경화층

을 얻을 수 있다.

3.3 역 별 미세조직 특징

  술한 바와 같이 용융부와 열 향부의 경도 차이는 

미세조직 차이에 의해 기인한 것으로 생각되어, 각 

역의 미세조직을 검토하 다.

  Fig. 7는 각각 Fig. 5의 ⃞로 표시된 F(용융부), 

H(열 향부), B(모재)의 역을 확 한 SEM 조직을 

나타낸 것이다. 용융부 조직((a), (b))은 형 인 응

고조직인 덴드라이트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는 반면, 열

향부((c), (d))와 모재((e), (f))는  미세한 석출물

들이 균일하게 분포하고 있다. 한 열 향부 조직(d)

과 모재 조직(f)으로부터, 열 향부의 기지조직은 라스

(lath) 형상인 마르텐사이트인 반면, 모재의 기지조직

은 다각형의 페라이트임이며, 석출상(탄화물)의 크기는 

모재의 것이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용융부

는 모재와 열 향부에서 보이는 석출물은 보이지 않지

만, 덴드라이트 경계와 코어에서 석출물들이 아주 미세

하여 명확하게 별할 수 없다.

  먼  열 향부에 형성된 석출물의 상을 별하기 

해, Fig. 7의 (d)에 X1와 Y1으로 표시한 상을 EDS 

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Table 3에 나타낸다. EDS 결

과로부터 X1는 Cr이 다량 함유된 탄화물이며, Y1는 V

이 다량 함유된 탄화물인 것으로 상된다. 

  SKD61 형강은 Table 4에 나타낸 3종류의 탄화

물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2). 열 향부는 모

재 역이 A3온도(875°C) 이상의 온도로 가열된 역

이고, 역에 따라 가열된 온도가 다르므로, 탄화물의 

고용거동도 다르다. 용융부 근방의 열 향부(1100°C 

이상 역)에서는 이들 탄화물이 모두 고용되어야 하지

만, 이  가열의 특성상 가열 시간과 유지시간이 수

 이하이기 때문에, 완  고용하지 못하고, 탄화물의 

크기가 약간 작아지는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용융부의 SEM조직(Fig. 7의 (b))에서는 탄화

물 정출/석출 여부를 명확히 악할 수 없어, EPMA로 

면분석을 실시하 다.

  Fig. 8는 용융부의 SEM조직(a)과 탄화물 형성원소

인 Fe, C, Cr, Mo, V에 해 EPMA로 면분석한 결

과((b)∼(f))를 나타낸 것이다. EPMA 면분석 결과로

부터 탄화물 형성원소인 Cr, Mo, V과 C은 덴드라이트 

경계에 농화되어 있고, 특히 Mo과 V은 주로 3 에 

농화되어 있다. 

  용융부의 덴드라이트 경계의 폭은 1 ㎛ 이하로, 일반

인 XRD 분석으로는 탄화물 동정이 어렵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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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a) Schematic illustration for observation of SEM 
micrographs and SEM micrographs of melting 
zone(a), remelted layer(b), HAZ(c) with increase 
of laser power, respectively.  [1-2.0 kW, 2-2.4 kW, 
3-2.8 kW]

Fig. 8 SEM micrograph (a) and EPMA mapping results 
showing distribution of Fe (b), C (c), Cr (d), Mo 
(e) and V (f) in fusion zone with laser power of 
2.0 kW

Fig. 9 XRD patterns of the fusion zone with laser power 
2.0 kW

Fig. 11 Dendrite arm spacing with increase laser power

용융부만 도려내어 증류수와 HCl 혼합액으로 기지조직

을 용해시키고 석출물만 해 추출하여 XRD을 분석하

고, 그 결과를 Fig. 9에 나타낸다. XRD 분석결과로

부터 용융부에는 M23C6, VC  Mo2C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3.4 경도와 미세조직의 상 계

  이  출력의 증가에 따라 용융부의 경도가 감소하

는 이유를 악하기 해, 이  출력에 따른 미세조

직의 차이를 검토하 다.

  Fig. 10은 이  출력에 따른 용융부의 각 역(순

수 용융부(a), 재용융부(b), 용융부의 열 향부(c))의 

미세조직을 나타낸 것이다. 동일 출력조건에서 각 역에 

따른 미세조직, 즉 덴드라이트 암 간격(arm Spacing)의 

차이는 거의 없지만, 이  출력이 증가함에 따라 덴

드라이트 암 간격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11는 이  출력과 암 간격과의 계를 정량화 한 것

으로, 덴드라이트 암 간격은 이  출력의 증가함에 

따라 직선 으로 증가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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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3 Area fraction of dendrite boundary phase with 
increase laser power

Fig. 14 TEM micrographs (a) in fusion zone and enlarged 
micrograph at region denoted as (a) with laser 
power of 2.0 kW

Chemical composition

C Fe Mo V Cr Mn Cu

X1
wt.% 4.02 24.56 1.39 9.70 48.81 1.26 10.28

at.% 15.71 20.63 2.03 8.93 44.04 1.06 7.59

X2
wt.% 15.16 - 16.19 52.21 6.57 - 49.43

at.% 46.10 - 6.16 37.44 4.62 - 25.80

X3
wt.% 18.01 - 41.56 - - - 40.43

at.% 49.73 - 29.47 - - - 20.80

Table 5 Chemical composition measured at region 
denoted as X1, X2 and X3 in Fig. 12 

Fig. 12 TEM micrograph of carbon extracted replica with 
melting layer. (a) bright field image, (b) X1 area 
diffraction pattern, (c) Y1 select area bright field 
image (d) X2 area diffraction pattern, (e) Y2 select 
area bright (f) X3 area diffractio patten

이는 입열이 증가할수록 냉각속도가 느려져 덴드라이트

가 조 하여진다는 선행 연구결과와 잘 일치한다
13-15)

.

  용융부에 존재하는 M23C6, VC  Mo2C 탄화물의 

분포 치를 악하기 해 카본 리카(Carbon 

Replica)법을 이용하여 석출물만을 추출하여 TEM 회

패턴 분석한 결과와 석출물의 성분분석 결과를 각각 

Fig. 12와 Table 5에 나타낸다. Fig. 12의 (a)에서 

알 수 있듯이 덴드라이트 입계에는 조 한 탄화물이 

찰되고, 조 한 탄화물의 회 패턴(b)과 성분분석 결과

(Table 5의 X1)으로부터 덴드라이트 입계의 석출상은 

M23C6상이다. 덴드라이트 입내를 확 하여 나타낸 (c) 

((a)의 Y1 역)와 (e)((c)의 Y2 역)의 이미지로부터 

입내에는 20~50 nm 크기의 석출상((c)의 X2)와 10 

nm 이하 크기의 석출상((e)의 X3)이 찰된다. X2와 

X3의 탄화물을 TEM 회 패턴((d),(f))과 성분분석 결

과(Table 5의 X2, X3)으로부터 덴드라이트 입내의 탄

화물은 각각 VC와 Mo2C상인 것으로 단된다.

  Fig. 13은 덴드라이트 경계의 면 분율 측정하여, 

출력에 따라 정리한 것이다. 출력이 증가할수록 면 이 

직선 으로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출력이 

낮을수록 덴드라이트 조직이 미세해져, 덴드라이트 경

계의 면 (탄화물이 존재하는 역)이 증가하고, 미세

한 탄화물의 양이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탄

화물의 크기가 미세해짐에 따라 경도가 증가한다는 선

행연구결과와도 잘 일치한다16).

  Fig. 14는 FIB(Focus Ion Beam)을 사용하여 TEM 

시편을 제작하여, 덴드라이트 기지의 TEM 조직을 

찰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이 사진으로부터 기지 조

직은 100 nm 정도의 라스 마르텐사이드 조직으로 되

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라스 마르텐사이트 조직의 크기

도 냉각속도가 빠를수록 작아진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이  출력(입열)이 감소할수록, 

경도가 증가하는 것은 냉각속도가 빨라서, 덴드라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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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이 미세해지고, 이로 더불어 덴드라이트 코어 조직

인 라스 마르텐사이트도 미세해질 뿐만 아니라, 덴드라

이트 경계에 존재하는 미세한 탄화물의 양도 증가하기 

때문인 것으로 단된다. 

  한  HAZ의 경도가 용융부보다 낮은 것은 탄화물

의 크기가 용융부보다 크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4. 결    론

  Yb:YAG 이  빔을 이용하여 표면을 용융시켜 경

화시킨 SKD61 고온 형강의 표면경화층(용융층)의 

경도와 미세조직에 미치는 이  출력의 향을 검토

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동일 출력에서 용융부의 경도분포는 거의 비슷하

고, HAZ보다 높았고, 출력의 증가할수록 용융부의 

경도는 직선 으로 감소하 다. 이  표면 용융 경화

로세스에서 얻은 경화층은 일반 고상상태 랭 열처리

공정보다 경도가 65 Hv(경화깊이 1.75 mm)∼100 

Hv (경화깊이 1.25 mm) 정도로 높았다.

  2) 용융부는 거시 으로 덴드라이트 조직이지만, 코

어의 기지는 100 nm 크기의 라스마르텐사이트이고, 

경계는 500 nm의 M23C6, 수십nm의 VC  Mo2C가 

존재하 다. 반면에 HAZ에서는 M23C6와 VC이 존재

하고, 탄화물의 크기는 용융부보다 조 하 다. 한 

마르텐사이트의 크기도 컸다. 이러한 이유로 용융부의 

경도가 HAZ보다 높았다. 

  3) 이  출력이 증가할수록 경화층(용융부)의 경도

가 감소하지만, 경화 깊이는 증가하 다. 이것은 출력

(입열)이 높을수록 냉각속도가 느려, 덴드라이트 크기

가 커지고, 기지의 라스마르텐사이트 크기도 커질 뿐만 

아니라, 덴드라이트 경계에 존재하는 탄화물의 양이 감

소하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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