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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INFO ABSTRACT

Article history: In this study, the effect of laser shock peening on a titanium alloy was 

modeled using different confinements. Both liquid and solid confinement 

could be applied to laser shock peening, and solid confinement provided a 

dry laser shock peening process, which has the advantage of a corrosion-free 

effect. When a different confinement was applied to laser shock peening, 

a different peening effect would be expected. In our study, the peening effect 

was numerically modeled and simulated. The main effect of different 

confinements was a change in the impedances required to confine a shock 

wave from a plasma. The impedances were assumed with respect to different 

materials. Johnson-Cook’s plastic deformation modeling was applied to the 

simulation. The strains and residual stresses were calculated to evaluate the 

confinement effects. When solid confinement was used, the residual stress 

increased by 60–85%, compared to the case of liquid confinement. However, 

the depth of the residual stress was slightly deeper. The simulated results 

could be applied to estimate the peening effect when a different confinement 

was used in the laser shock peening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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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레이저 펄스 에너지를 이용한 재료처리는 레이저의 산업적 이용

이 제시된 후 부터 연구 개발되었다
[1,2]

. 레이저 쇼크 피닝은 레이저

가 금속표면에 조사되었을 때 발생되는 플라즈마를 통해 충격파 

발생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재료의 국부적 소성변형을 일으켜 재료

표면에서 압축잔류응력생성을 목표로 한다. 이렇게 생성된 압축잔

류응력은 금속재료에 있어서 피로 수명 및 마찰, 강도의 개선을 예

상할 수 있다
[3,4]

. 현재 레이저 쇼크 피닝은 항공 우주 산업의 터빈 

부품의 기계강도 및 수명 개선에 사용되고 있다
[5]

. 이러한 레이저 

적용 공정은 기존의 표면처리 기술인 숏피닝 보다 금속 재료에 압

축 잔류 응력이 더 효율적으로 생성시키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또

한, 레이저 쇼크 피닝 공정은 재료 표면의 균열의 발생과 성장을 

제어, 피로 성능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연구되었다
[6]

.

레이저 쇼크 피닝에 있어 레이저가 조사되었을 때 발생하는 충격

파의 효과적 제어를 위해 구속층으로 액체인 물을 일반적으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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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chematic of a laser shock peening process

한다(Fig. 1). 이러한 액체층은 최대 피닝 효과를 수배 증가시켜 

준다. 물 사용은 경제적인 측면이나 공정의 측면에서 많은 장점이 

있다. 하지만 재료표면이 물에 노출된다는 단점으로 인해 물로 인

한 부식 또는 피닝 주변 부품 또는 환경에 있어서 수분의 노출된다

는 단점으로 인해 물로 인한 부식 또는 피닝 주변 부품 또는 환경에 

있어서 수분의 노출 및 오염을 유발하는 단점이 존재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투명 필름과 같은 건식 구속층을 고려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일반 습식 레이저 쇼크피닝과 같은 효과를 건식 

재료 처리 환경에서 얻을 수 있다. 보호층의 물리적 성질이 바뀌면 

실제 레이저 쇼크 피닝에 있어서 잔류응력의 생성에 영향을 미치며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는 레이저 쇼크 피닝의 잔류응력의 

생성 예측을 위해 수치적 해석으로 수행될 수 있다. 이러한 수치적 

모델링 해석은 레이저 빔과 재료의 상호작용에서 발생되는 어블레

이션, 플라즈마, 또한 이 플라즈마로부터 나오는 충격파의 전파 등

의 다중물리의 해석이 필요하다. 하지만 전체의 공정을 처음의 레

이저 빔의 조사로부터 정확히 모델링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비현실

적인 일이다. 선행 연구에 있어서 레이저 쇼크 피닝 해석은 고 에너

지 밀도에서 파생된 현상을 펄스 압력으로 단순화시켜 재료 소성 

변형의 물리적 모델 등으로 연구되었다
[7,8]

. 이러한 단순화된 물리

적 모델을 통해 공정의 수치적 해석이 가능하다. 이러한 연구결과

의 예로 Fabbro 등은 레이저 빔의 특성에 따라 레이저 유도 충격파

의 전파 및 유도가 재료의 기계적 성질을 향상시킨다는 것을 수치

적 모델을 통해서 증명하였다
[9]

. 또한 금속 재료에 기계적 반응에 

따른 매개 변수를 설정하였고, 구속층이 레이저 충격파를 극대화시

킨다는 것을 검증하였다
[10]

. 본 연구에서는 고체층이 충격파의 구

속층으로 레이저 쇼크 피닝에 있어 사용될 때 마이크로 충격파에 

의해 재료의 피닝효과를 수치적으로 모델링하였고, 다양한 구속층

의 임피던스의 관계에서 레이저 유도 충격파에 의한 재료의 변형률

과 압축 잔류 응력에 대한 고찰을 수행하여 실제 레이저 쇼크 피닝

에 있어서 구속층의 영향을 비교 분석하였다.

2. 유한요소 모델링

레이저 쇼크 피닝 시 압축잔류응력에 대한 효과를 수치적으로 

예측하기위해 레이저 쇼크 피닝의 물리적 현상에 대한 가정과 단순

화가 필요하다. 실제 공정에서는 앞선 그림에서 나타나 있듯이 레

이저 에너지를 흡수하는 흡수층(Absorber)과 어블레이션에 의한 

플라즈마가 발생하여 그 충격파가 나올 때 재료방향으로 효과적인 

전달을 위한 충격파 구속층(Confinement layer)으로 나누어져 있

다. 이러한 공정단계는 실제 수십 나노초부터 수십 마이크로초까지

의 시간 스케일을 가지고 있는 다중물리의 현상이 복합적으로 연결

되어 있으며 이를 모델링하기 위해 실제 레이저빔의 조사로부터 

재료가 소성변형까지 전체를 해석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다. 이에 이

러한 레이저 쇼크 피닝 시의 수치모델의 연구에서는 최종적인 압축

잔류응력의 생성에 초점이 맞추어진 모델링을 수행한다.

가우시안 형태의 레이저 빔의 스폿을 가정하여 이에 의해 만들어

지는 재료표면에서의 충격파의 압력분포를 플랫탑 형태로 가정할 

수 있다. 이러한 압력분포는 시간에 따른 함수로 예측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시간적 압력 프로파일로 가정할 수 있다. 여기서 고려해

야할 문제는 실제 레이저 빔의 조사로부터 압력프로파일에 대한 

관계를 정의하는 일이다. 레이저 파장, 에너지, 펄스폭 등이 실제 

충격파의 압력 프로파일에 대한 함수가 될 수 있다. Fabbro 등
[7]
은 

처음 레이저 어블레이션에 발생된 충격파의 압력을 정량화하기위

해 레이저 빔에너지 밀도와 충격파의 압력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고 다음과 같은 식으로 그 관계를 해석하였다. 







  (1)

여기서, I0는 레이저의 에너지 밀도, α 는 상호작용에 따른 에너

지 변환 효율, Z 는 금속 재료와 구속층 사이에 발생된 충격파의 

임피던스이다. 임피던스(Z)는 충격파의 매질의 밀도와 상대 속도

의 함수로 정의될 수 있다. 이때 그 임피던스에 따라 충격파 압력의 

크기가 결정된다. 이는 컨파인먼트의 재료 물리적 특성인 밀도 및 

상대 변형 속도에 따라 임피던스가 결정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관계식에서 레이저빔에 의해 발생되는 충격파의 압력의 크기는 에

너지 변환효율이 일정할 때는 구속층사이의 루트승의 임피던스에 

비례하는 것을 나타낸다. 이상기체의 가정에서 압력과 충격파의 속

도는 비례하며 열역학적 평형에서 임피던스와 비례관계에 있는 내

부에너지는 속도의 자승에 비례하기에 임피던스의 루트승은 압력

에 비례하는 관계로 해석될 수 있다. 여기서 총합 임피던스(Z)는 

두 개의 매질로 둘러싸여 있을 때 다음과 같은 식으로 유추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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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Finite element mesh design for the simulation

Table 1 Input impedances of a confinement layer

Case Z (g/m
2
s)

Case 1 100.0

Case 2 160.0

Case 3 240.0

Case 4 360.0

Case 5 540.0

Fig. 3 Pressure profile with respect to time





 (2)

여기서, Z1은 재료방향의 임피던스이며 Z2는 주위 환경 방향으로

의 임피던스이다. 재료방향의 임피던스 Z1의 경우 일반적으로 공정

에 있어서 상수로 놓을 수 있으며 Z2의 경우는 플라즈마와 충격파

를 흡수하는 구속층에 따른 임피던스이다. 이러한 관계에서 Z2의 

크기에 따라 실제 재료에 적용되는 충격파 압력의 크기가 루트승의 

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물을 구속층으로 인한 레이

저 에너지 밀도에 대한 공정변수를 가졌을 때 충격파의 변화를 계

산하여 그 피닝효과를 예측 분석한 연구는 수행되었으나 물이 아닌 

다른 임피던스 값을 가진 다른 구속층을 적용하였을 때의 충격파의 

생성 및 이를 통한 피닝효과 예측 및 분석은 수행되지 않았다. 실제 

공정에 있어 물은 효과적인 구속층으로 여겨지고 있다. 하지만 다

양한 공정에 있어 물 이외의 구속층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으며 

특히 고체 구속층이 적용되었을 때의 본 공정의 효과에 대한 예측 

연구가 필요하다. 그 예로 폴리머 필름, 수정판 등을 구속층으로 

적용한 공정이 고려가능하다. 이러한 경우를 고체 구속층을 적용한 

건식 레이저 쇼크 피닝으로 불리울 수 있으며 이러한 구속층의 변

화는 본 공정에 있어 그 구속층의 임피던스(Z) 변화를 예상할 수 

있으며 실제 충격파의 압력 및 이를 통한 재료의 소성 변형의 다른 

영향을 미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구속층의 임피던스값을 

조건으로하여 재료의 압축잔류응력 생성효과를 수치적으로 확인하

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수치적 해석 시뮬레이션을 위해 상용충돌해석프로그램인 LS-

Dyna를 사용하였다. 격자모델링의 경우 하이퍼메쉬를 이용하여 

Fig. 2와 같은 격자를 생성하고 해석에 사용하였다. 레이저 충격파

의 크기는 재료방향으로 1 mm의 직경을 가진 것으로 가정하였고 

10 × 10 × 1 mm의 티타늄합금(Ti-6Al-4V)에 있어 25,000 개의 

격자를 가진 것으로 모델링하였다. 시뮬레이션에 적용된 레이저는 

5 ns의 펄스폭을 가진 1064 mm 파장의 Nd:Yag레이저로 가정하

였고 흡수되는 레이저빔의 최대 순간 출력은 1 GW/cm
2
으로 적용

하였다. 또한 레이저 반복률은 1 Hz로 결정하였고 레이저 빔의 직

경은 1 mm, 빔의 흡수율은 0.5, 싱글펄스에 의해 중첩율을 0으로 

적용하였다. 표면에서의 격자는 정확한 예측을 위해 표면에서 깊이

방향보다 밀도 있게 설계하였다. 경계조건으로 바닥면을 고정하였다.

본 연구에 있어서 구속층의 임피던스 변화에 따른 시간에 대한 

압력분포 변화가 고려사항이며 이를 적용하기위해 구속층의 다양

한 임피던스의 값을 가정하였고 이것들은 Table 1과 같다. Case 

1-3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물을 사용할 때의 임피던스이며 Case 4, 

5의 경우는 고체 구속층인 폴리머 필름을 적용할 때의 임피던스이

다. 이를 통해 충격파의 압력 분포를 구할 수 있으며 실제 시뮬레이

션에 있어서는 2.3 – 5.4 GPa 의 최대 순간압력에 대한 입력 모델

을 고려하였다. 시간에 따른 압력분포는 Fig. 3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모델에 대상이 되는 재료는 Ti-6Al-4V이다. 실제 터빈 블레이드 

등에 많이 사용되며 강성 등이 높은 재료이다. 레이저 플라즈마에 

의해 유도된 충격파는 재료 표면에서 소성변형을 일으키며 이는 

재료 표면으로부터 근접한 내부에 잔류응력을 만들 수 있다. 이러

한 외부 충격을 통한 재료 소성 변형 모델은 여러 충격 모델이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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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Johnson-cook parameters of Ti-6Al-4V

a (MPa) 1098.0

b (MPa) 1092.0

c 0.014

T
m 

(K) 1878

n 0.93

(a)

(b)

Fig. 4 Distribution of plastic strain: (a) top view and cross 

section; (b) stain propagation (cross section) from 1 - 

90 μsec

되어 왔으며 이중 존슨쿡 소성 변형 모델(Johnson-Cook Model)

을 적용하여 본 레이저 쇼크 피닝을 이용한 재료 처리 해석을 수행

하였다
[11]

. 재료의 응력변화는 소성스트레인, 스트레인 변화률 및 

온도에 대한 영향으로 계산되어 질 수 있으며 이는 다음과 같은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ln



 
  (3)

여기서, a는 항복응력, b는 경화율, c는 스트레인 변형율 계수, 

εp는 소성변형, 는 변형율, T는 온도이다. n은 존 슨쿡 소성 변형 

모델의 티타늄합급에 대한 실험 보정 상수를 사용하였다
[11]

. 실제 

시뮬레이션에서 적용된 티타늄합금의 물성치는 Table 2에 주어져 

있다. 

3. 결과 및 토의

스트레인의 변화에 대한 시뮬레이션의 결과는 Fig. 4(a), (b)와 

같이 나타났다. 레이저빔에 의해 유도된 충격파의 영향으로 소성변

형이 일어났고 이에 대한 재료의 스트레인의 변화를 얻을 수 있었

다. 레이저 빔이 조사된 부분을 중심으로 스트레인의 변화가 표면

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다(Fig. 4(a)). 이러한 최대스트레인의 변화

는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재료 내부쪽으로 이동하나 바닥에 도달한 

충격파가 다시 반사되어 나오면서 윗쪽방향의 충격파와 상쇄되는 

효과를 보여 주었다(Fig. 4(b)). 이를 통해 최대 스트레인의 변화가 

재료 윗부분에서 깊이방향으로 이동한 후 최종적으로는 표면 수십 

마이크론 깊이에서 최대스트레인이 생성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탄성 스트레인의 결과와 소성 스트레인의 중첩에 의한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 레이저 충격파에 의해 발생된 소성 스트레인은 표

면에 압축잔류응력을 생성하게 된다. 이러한 스트레인은 중심방향

에서 원주방향으로 압축에서 인장으로 바뀌게 되며 이는 깊이 방향

으로도 유사한 경향을 보여준다. 시뮬레이션의 결과 깊이방향으로 

600 – 800 ㎛ 의 압축잔류응력의 분포를 얻을 수 있었다. 

Fig. 5는 시뮬레이션의 결과에서 잔류응력분포를 나타난 그림이

며 표면에서의 레이저 쇼크 피닝에 의한 잔류응력분포와 깊이방향

의 응력분포를 각각 나타내고 있다. 스트레인의 변화가 압축인 경

우 응력의 부호가 음수로 나타나며 이는 압축잔류응력으로 해석될 

수 있다. Fig. 5(a)에서 나타난 것처럼 표면으로부터는 압축잔류응

력이 레이저가 조사된 위치를 중심으로 생성되어 있다. 타겟에 있

어서의 압축 잔류응력의 생성은 레이저 스폿에서 멀어질 수 록 감

소되어 중심으로 평면 방향으로 일정거리가 넘어서면 표면에는 인

장잔류응력이 생성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스트레인 생성의 변

화에 따른 것으로 알 수 있다. 깊이방향의 응력분포에 있어서도 약 

두께 방향의 40% 까지는 압축잔류응력이 적절히 생성되나 중심부

에서 멀어질수록 다시 인장잔류응력이 생성될 수 있음을 알 수 있

다. 시뮬레이션 상으로 재료의 바닥부분에 다시 압축잔류응력이 생

성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이것은 스트레인의 결과와 유사하게 

바닥의 경계조건에 의해 충격파의 반사 및 상쇄에 의해 영향을 받

는 부분으로 생각될 수 있다. Fig. 5(b)의 경우 시간 경과에 따른 

내부 응력 분포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피닝초기에는 표면에는 

압축잔류응력 깊이방향에서는 인장잔류응력 또는 압축잔류응력의 

분포가 나타나다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재료의 표면에서 압축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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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5 Distribution of residual stress: (a) top view and cross 

section; (b) stress propagation (cross section) at 1 - 90 

μsec

Fig. 6 Strain profile (z) with respect to depth

Fig. 7 Strain profile (z) with respect to depth

류응력이 깊이방향으로 일정하게 생성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시뮬레이션 기준으로 레이저 쇼크 피닝에 있어 구속층의 

변화에 따라 깊이방향으로의 스트레인과 압축잔류응력의 변화를 

확인하였다(Fig. 6, 7). 스트레인의 경우 표면에서 가장 큰 값을 

보여주고 있으며 깊이방향으로 갈수록 그 값이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감소는 700 ㎛ 의 지점에서 최소를 보여주고 

있으며 그 이후 다시 어느 정도 상승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바닥면의 구속조건에 의한 충격파의 반사 및 흡수의 영향으로 

설명되어 질 수 있다. 액체 구속층의 경우로 볼 수 있는 Case 1 

- 3과 고체 구속층으로 볼 수 있는 Case 4, 5의 경우를 비교하여보

았을 때 기본적으로 60 – 85%의 압축잔류응력의 상승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같은 레이저 쇼크 피닝 조건으로 재료처리를 했을 

때 고체 구속층을 적용한 경우에 재료에 있어서 더 높은 압축잔류

응력의 크기를 얻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유사한 공정변수를 적용 후 기초검증 실험결과와 비교했을 때 유사

한 경향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실제 실험에 있어서는 그 상승이 10 

– 20%로 나타났는 데 이는 이상적 충격파와 실제 충격파의 차이에

서 나타나는 오차라고 판단된다. 특히 이러한 오차는 레이저에 의

한 플라즈마 발생시 투과율 감소, 어블레이션에 의한 고체층의 부

착의 저하에 의한 임피던스 감소 등의 원인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추후 관련 실험적 접근 해석이 필요하다.

깊이방향의 최대압축잔류응력생성 깊이는 고체 구속층으로 시뮬

레이션 했을 때에 물을 사용했을 때보다 다르게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충격파가 반사되어 나오는 판재의 경우 그 압축잔류

응력의 생성효과가 깊이방향으로는 최대 압축잔류응력의 크기의 

변화와는 다르게 유사한 분포를 나타냄을 알 수 있다. 구속층의 임

피던스가 작은 경우(Case 1)에서는 실제 잔류압축응력의 크기가 

표면 100 μm에서만 나타났으며 이보다 더 작은 경우에는 소송 변

형이 작게 일어나서 실제 전 영역에 걸쳐 인장잔류응력의 분포를 

갖는 결과를 나타냈으며 이는 실제 레이저 쇼크 피닝에 있어서 임

계 레이저 파워 밀도의 고려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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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 론

본 논문은 레이저 쇼크 피닝에서 다양한 구속층의 변화에 따른 

Ti-6Al-4V의 압축잔류응력 생성 및 분포에 대한 연구를 위해 존슨

쿡 소성변형모델이 본 시뮬레이션이 적용되었으며 레이저쇼크피닝

에 있어서의 다중 물리 현상은 레이저빔의 에너지 밀도와 구속층의 

임피던스와의 상관관계에 의해 충격파 압력으로 변환되어 초기값

으로 적용하였다. (1)시뮬레이션의 결과로 도메인상의 스트레인과 

응력의 분포를 구할 수 있었다. 1 GW/cm
2
의 순간 최대 레이저 

출력을 가진 레이저 펄스는 600～800 ㎛의 깊이까지 압축잔류응

력을 생성시켰으며 이 밖의 범위에서는 인장응력의 분포가 나타났

다. (2)레이저 쇼크 피닝시 구속층에 의해 초기 충격파 압력의 크기

가 증가하게 되면 재료의 스트레인과 응력도 그 크기가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3)액체 구속층과 비교하여 보았을 때 고체 구속층의 

사용에 있어서 압축잔류응역이 60～85%의 상승을 예측할 수 있었

다. 또한 소성변형을 위한 구속층의 임피던스의 임계값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구속층의 변화에 따라 같은 조건

에서 효율적인 레이저 쇼크 피닝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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