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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ultrasonic nano-crystalline surface modification (UNSM) treatment on

rolling contact fatigue and residual stress properties of bearing steels, this paper carried out a rolling contact

fatigue test, measured residual stress and retained austenite, performed a wear test, observed microstructure,

measured micro hardness, and analyzed surface topology. After the UNSM treatment, it was found that the

surface became minute by over 100 µm. The micro surface hardness was changed from Hv730~740 of base

material to Hv850~880 with about 20% improvement, and hardening depth was about 1.3 mm. The compres-

sive residual stress was measured as high as −700~−900 MPa, and the quantity of retained austenite was

reduced to 27% from 34%. The polymet RCF-6 ball type rolling contact fatigue test showed over 4 times longer

fatigue lifetime after the UNSM treatment under 551 kgf load and 8,000 rpm. In addition, this paper observed

the samples, which went through the rolling contact fatigue test, with OM and SEM, and it was found that the

samples had a spalling phenomenon (the race way is decentralized) after the UNSM treatment. However,

before the treatment, the samples had excessive spalling and complete exploration. Comparison of the test

samples before and after the UNSM treatment showed a big difference in the fatigue lifetime, which seems to

result from the complicated effects of micro particles, compressive residual stress, retained austenite, and sur-

face topology.

(Received December 7, 2007; accepted January 8, 2008)

Key words: Rolling contact fatigue, Residual stress, Retained austenite, Ultrasonic nano-crystal surface mod-
ification, Micro-hardness, Spalling nucleation, Crack propagation

1. 서 론

철강산업에서부터, 자동차산업, 발전설비, 항공기 부

품 등 동력전달계에서 회전운동을 위하여 거의 모든

분야에서 사용되는 베어링은 부품소재 산업에 없어서

는 안 되는 매우 중요한 기계요소로서 그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에서 생산되고 있는 각 분야

의 베어링의 량과 그 시장은 매우 크다. 특히 굴삭

기의 감속기, 철강분야의 대형 압연기, 항공기, 선박

등에 사용되는 특수베어링은 국내의 설계 및 제조기

술 등의 어려움 때문에 대부분 일본 및 유럽등지로

부터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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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어링의 수명은 작동 중 회전접촉면인 궤도면에서

받는 반복응력으로 인하여 생기는 피로에 의해 궤도

면에 박리(Flaking)가 발생할 때까지 베어링의 회전

수로 나타낸다. 베어링의 강성과 내구성 향상 지표인

Dynamic Load Rating/Static Load Rating의 향상

을 위해 제조기술에서는 소재, 가공, 열처리, 표면처

리 등 모든 기계기술이 집약되며, 가장 원천적인 소

재기술과 표면처리기술이 점점 부각되고 있다. 베어

링에서는 마모와 회전접촉 피로에 강하고 사용 환경

에 따라 내부식성 및 내열성 등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마모 및 피로에 강하게 하기 위하여 베어링

소재의 기계적 성질을 향상시키는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1-3]. 특히 각종 기계의 고속화에 따라 베어링

의 회전접촉 피로로 인한 조기파손의 발생빈도가 증

가하므로 회전접촉 피로에 대한 저항성이 더욱 높은

소재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근래에는 소재 자체의 결

정립을 나노화하여 이를 통한 기계적 성질을 향상시

키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베어링의

내륜 및 외륜에서 베어링 ball이 접촉되는 부분의

금속 조직을 나노화하면 접촉부분의 기계적 성질이

향상되어 고품질의 베어링을 제작할 수 있다. 이를

위해 피로수명 향상을 위한 새로운 기술개발은 선진

국에서 독점적으로 수행해 오고 있을 뿐 아니라, 사

용하고 있는 기술조차도 핵심보안기술로 취급하여 기

술이전 논의조차 기피하고 있는 분야이다. 

피로수명은 굽힘이나 비틀림에 의한 피로파괴, 마

모에 의한 성능 저하, 마찰특성 악화에 의한 성능

및 효율 저하 등 제품의 사용 환경에 따라 개별적

또는 복합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아주 복잡하고

어려운 기술 및 학문 분야이다. 특수합금이나 열처리

등 기본적이고 전통적인 기술로 피로수명 문제 해결

을 위한 노력에 부가하여, 경제성 측면에서 피로수명

특성이 주로 결정되어지는 표면층의 기계적 특성 개

선을 통한 피로수명 향상을 위한 기술이 표면처리기

술이란 이름으로 학문 및 산업분야에서 최근에 크게

발전해 오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최근 국내에서 개발되어 활

용되고 있는 초음파 나노표면 개질기술을 베어링 내

륜 및 외륜 궤도 표면에 적용하기 위한 상용화 응

용기술개발로 JIS-SUJ2 베어링강의 회전접촉 피로특

성과 압축잔류응력의 분포를 밝히고자 시도하였다[4].

2. 실험방법

2.1 Ultrasonic nano-crystalline surface

modification method

Ultrasonic Nano-Crystalline Surface Modification

(UNSM) 기술은 한국특허기술로, 초음파 진동에너지

를 응용하여 아주 큰 정적 및 동적하중을 부가하는

볼로써 일초에 20,000번 진동에너지를 금속의 표면

에 직접 충격을 주어 단위면적당 1,000~4,000회/

mm2 정도 표면에 타격을 가하여 SPD(Severe

Plastic Deformation)를 발생시키고, 이로 인해 표층

부의 조직을 나노결정 조직으로 개질함과 동시에 아

주 크고 깊은 압축잔류응력을 부가하는 기술이다.

(Fig. 1) 이 UNSM 구성도는 Fig. 2와 같이 공작기

계(선반, 머시닝센터)에 부착하여 환형물, 평면형상

및 자유곡면 형상물을 가공할 수 있다. 최적의 가공

parameter 설정은 기존 연구[5, 6]와 발진기가 안정

Fig. 1. Mechanism of UNSM.

Fig. 2. The schematic configuration of UNSM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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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된 상태에서 실험조건을 선정하였다. 발진기는

20 kHz로써 측정진폭은 70 µm로 선정한다. 기존 연

구결과에 의하면 진폭이 작을 경우 표면거칠기에는

좋으나 표면경화에는 약하다. 이에 베어링의 고특성

화에 맞게 표면경화 및 dimple structure를 위주로

최대 70%에 가깝게 시험조건을 설정하였으며, 아래

Table 1에 가공 parameter를 나타내었다. 또한 공

구팁 ball은 tungsten carbide(WC)로 경도값이 Hv

= 1600이며, ball size는 2.0 mm를 사용하였다. 이는

ball의 크기가 작을수록 응력집중을 통한 경화현상을

더욱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5, 6]. 장비의 이송속

도와 경로간격은 처리시간 및 타격횟수에 중요한 인자

로서 가공효율 및 정밀도를 고려하여 결정하였다. 

시편은 JIS-SUJ2(SAE52100 equivalent) 베어링강

으로서 화학조성은 Table 2에 나타내었고, 열처리

조건은 Table 3에 나타낸 것과 같이 850oC에서 2

시간 30분 동안 어닐링 처리한 후 유냉하여 시편의

균열 및 변형 여부를 조사한 다음, 180oC에서 2시

간동안 템퍼링 처리하였다. 

2.2 Rolling contact fatigue test

회전접촉 피로시험용 시험편은 Fig. 3에 나타낸 것

과 같이 기계가공과 정밀 연삭가공에 의해 외경

60 mm, 두께 5 mm로 직진도를 중심으로 제작하였

다. 이는 초기 직진도의 정밀 치수에 따라 시험결과

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또한 열처리 변형을

고려하여 가공 후 정밀연삭으로 최종 제작하였다. 이

시편을 Fig. 4에 도식적으로 나타낸 Polymet RCF-

6Ball Type 시험기에 설치하고 시편과 베어링 볼

사이에 회전속도 1,000 rpm, 하중 551 kgf를 가하면

Table 1. UNSM parameter for rolling contact fatigue
test

Amplitude (µm) 70

Static Load (kgf) 20

Dynamic Load (kgf) 80

Speed (m/min) 30

Feed (mm/rev) 0.07

Tip material Tungsten Carbide (WC)

Tip diameter (mm) 2.0

Table 2. Chemical composition of AISI52100 specimen                                                                                         (wt.%)

C Si Mn P S Ni Cr Mo Cu Fe

0.98~1.10 0.15~0.35 0.25~0.45 0.025 0.008 0.025 1.39~1.60 0.06 0.35 bal.

Table 3. Heat treatment condition of specimens

Heat treatment Surface hardness, Hv

Martensitic hardened +tempered 
at 180oC for 2 hrs

700~750

Fig. 3. Dimension of specimen for rolling contact fatigue
test.

Fig. 4. Schematic of rolling contact fatigue te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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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탄성유체 윤활조건으로 회전접촉 피로시험을 실시

하였다. 시편 위, 아래쪽의 베어링 볼에 의해 하중이

가해지며 시편을 지지해 주는 판과 연결된 모터에

의해 시편이 회전하면서 시편에 접촉한 베어링 볼도

회전한다. 시편에 가해지는 하중은 load cell에

strain indicator를 연결하여 측정한다. 시험 중에 시

편에 박리가 발생하면 베어링 볼과 시편 사이에 발

생한 진동이 진동감지장치에 전달되어 시험기의 작동

이 정지된다. 이 때 회전계에 나타난 수치를 그 시

편의 회전접촉 피로수명으로 기록하였으며, Table 4

는 시험조건을 보여주고 있다[7, 8].

2.3 X-ray diffraction

2.3.1 Residual stress measurements

Martensite의 잔류응력 측정은 20 µm 깊이별로

실시되었다. 표준적으로 Chi-tilt 기술은 두 개의 수

직경로(회전과 축) 내의 ψ = −45o에서 ψ = −45o으

로부터 7개의 equi-sin2ψ의 기울기로 사용되었다.

Cr Kα 방사선의 관통거리는 τ = 4.5 µm이고,

ψ = 0o(이 층위로부터 63%의 정보가 나옴)이다.

Martensite (211 + 112)면에서 2θ의 반영 위치는

~156.1o이며, 최고점의 폭은 ~10o이다. 2θ의 범위

에서 145~157.9o까지 0.02o의 scan step과 0.5o/

min.의 scan speed로 측정하였다. 최소 제곱 단위면

도는 2θ내의 측정된 통계 내에 0.03~0.09o 범위정

도 오차가 생긴 것으로 추정된다. 평면응력(2축성)

상태는 각각 시험된 깊이로 추측되고, 응력이 없는

격자 간격 d
0
는 Hauk-Döle의 방법을 이용하여 산출

하였으며, 응력 변형 분석은 고전적인 Hauk의 알고

리즘법을 사용하여 수행하였다. 응력 변환은 Young's

modulus, E = 201 GPa, Poisson's ratio υ = 0.277

의 측정 표준 편차를 사용하였다. 깊이별 잔류응력의

측정을 위해 전해 연마기(Movipol-3, STRUERS,

Sweden)를 사용하였고, 전해 에칭액으로는 2-

Butoxyethanol 10% + Ethanol 75% + Water 15%

의 Electrolyte 200 ml와 Perchloric acid 50% +

Water 50%의 Electrolyte 200 ml을 1 : 1 비율로

혼합하여 사용하였으며, 아래 Table 5에 측정

parameter를 나타내었다[9-12].

2.3.2. Retained austenite analysis

잔류 austenite는 X-ray 회절방법을 다른 깊이의

궤도에서 측정함으로써 결정하였다. 잔류 austenite

는 회절 폭이 크기 때문에 Cr Kα 방사선을 사용할

수 없어 Cu Kα 방사선을 사용하였으며, Cu Kα

방사선의 관통거리는 τ= 1.5 µm이다. 이러한 분석을

위해 (200) 잔류 austenite peak는 2θ = 60o와

martensite doublet (211)(112)의 2θ = 67.5o를

사용하였다. 2θ의 범위에서 0.02o의 scan step과

0.5o/min.의 scan speed로 측정하였으며, 아래

Table 6에 측정 parameter를 나타내었다[12].

2.4 Wear test

마모시험은 pin-on-disk type의 마모시험기

(TRIBOMETER)를 이용하여 수행하였으며, 시험방

법은 초음파 나노표면 개질처리로 유기되는 표면의

micro dimple 효과와 hydrodynamic lubrication과

의 연관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초음파 나노표면 개질

Table 5. Summary of X-ray diffraction instrumental parameters for residual stress measurement

Radiation  Cr Kα

Reflection  Martensite (211)(112) at 2θ~157.9°

Distance from focal spot to specimen X-ray optics  Cylindrical collimator with~0.1°

Detector type  Scintag solid state

Goniometer  RINT2000 wide angle 

Tilt method  Standard chi

Peak position determination method
 Symmetric Pearson VII peak shape. 
 No Lorentz polarization absorption correction.

Table 4. Test condition of rolling contact fatigue

Load (kgf) 551

Ball size and No. 3/8 in., 6pcs

Rotation speed (rpm) 1,000

Lubrication oil Automatic Trans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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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전 시험편을 정밀 lapping한 후 윤활 분위기에

서 비교 수행하였다. 마모시험 조건은 5.0 kgf 하중

으로 상온에서 측정하였고, 마모 상대재인 pin은

SUJ2를 사용하였다. 시편준비는 30 × 30 mm 크기로

정밀시편절단기를 이용하여 준비하였으며, Table 7에

마모시험 조건을 나타내었다.

3. 결과 및 고찰

3.1 표면거칠기 및 Surface Topology

Fig. 5는 회전접촉 피로시험편 초기 grinding과

UNSM 처리 후의 표면사진 및 표면의 거칠기 변화

를 보여주고 있다. 표면거칠기 측정 결과 초음파 나

노표면 개질처리 전 값은 Ra = 0.1901 µm에서 초

음파 나노표면 개질처리 후 Ra = 0.1089 µm 값으

로 측정되었으며, surface topology 현상은 초기

grinding 시험편에서는 크고 작은 연삭흔적이 선명하

게 나타나는 반면, 초음파 나노표면 개질처리 후 표

면에서는 존재해 있던 연삭흔적이 없어지면서 일정한

texture가 형성됨을 관찰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

로 낮은 표면거칠기를 가지면서 미세 texture 구조

로 형성되었을 경우 응력집중의 분산화와 oil

pocket 효과를 통해 베어링강에 있어서 중요한 마찰

과 윤활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3.2 미세조직 및 경도분포

Fig. 6은 진공 소입처리한 베어링강의 초음파 나노

표면 개질처리 전후의 시험편의 단면 조직사진으로,

Table 6. Summary of X-ray diffraction instrumental parameters for retained austenite measurement

Radiation  Cu Kα

Reflection  Martensite (211)(112) at 2θ ~67.51°

Distance from focal spot to specimen X-ray optics  Cylindrical collimator with~0.02°

Detector type  Scintag solid state

Goniometer  RINT2000 wide angle 

Tilt method  Standard chi

Peak position determination method
 Symmetric Pearson VII peak shape. 
 No Lorentz polarization absorption correction.

Table 7. Test condition of Pin-On-Disc test

Acquisition 
Mode

Linear
1/2 Amplitude 

(mm)
5.00 

Max. Speed
(cm/s)

2.00 
Normal Load 

(kgf)
0.5

Stop Cond. 
(m)

100 Atmosphere
Liquid 

lubricant

Acquisition rate 
(Hz)

2.0 Pin material SUJ2

Fig. 5. Surface topology of SAE52100.



초음파 나노표면 개질처리를 통한 베어링강의 회전접촉피로 및 잔류응력 특성에 대한 연구 15

표면으로부터 처리 전 조직사진은 전반적으로 비교적

조대한 마르텐사이트 조직이 형성되어 있으나, 개질

처리 후 단면 조직사진은 극미세한 조직으로 변화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표면으로부터 수직방향

으로 깊이에 따라 미세경도 변화를 관찰한 결과

Fig. 7과 같이 나타났다. 미세표면경도 분포로부터

유효 경화층 깊이를 구한 결과 1.3 mm로, 표면경도

는 기지경도 Hv = 730~740에서 200 µm 이내 깊

이에서 Hv = 850~880으로 약 Hv = 130 정도 높

은 표면경도 값을 보였다. 이는 초음파 나노표면 개

질처리에 의하여 내부 결정립 미세화 강화효과로 확

인된다. 이에 추가하여 압축잔류응력의 부가와 전위

밀도의 향상 등과 관련한 소성유기변형(Deformation-

Induced Transformation)과 관련하여 극미세 표면경

화 메카니즘이 설명되어질 수 있다고 사료된다.

3.3 X-ray diffraction

3.3.1 Residual stress measurements

Fig. 8은 SUJ2(SAE52100 equivalent) 시편의 잔

류응력측정 data이다. 초음파 나노표면 개질처리 전

의 시편은 −90~−200 MPa의 압축잔류응력이 나타나

다가 표면으로부터 20~40 µm부터는 인장잔류응력

영역으로 존재함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시험편 제작

의 최종 가공조건인 연삭가공의 효과로 알 수 있으

며, 초음파 나노표면 개질처리 후의 시편은 −700~

−900 MPa의 높은 압축잔류응력으로 바뀌었으며, 압

축잔류응력 깊이는 240 µm에서 −400~−500 MPa의

압축 잔류응력으로 기울기를 고려하면 대략 600 µm

정도로 판단된다. 이와 같이 초음파 나노표면 개질처

리 전후의 압축잔류응력의 차이가 −500~−700 MPa

정도로 확인되었다. 

Fig. 6. Sub-surface structure of SAE52100.

Fig. 7. Near-surface hardness vs. depth profile of
SAE52100 after UNSM treatment.

Fig. 8. Near-surface residual stress as a function of
depth into the surface of SAE5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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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Retained austenite analysis

Fig. 9는 초음파 나노표면 개질처리 전후의 표면층

잔류오스테나이트의 분해량을 정량적으로 비교조사

하기 위해 X-선 회절시험을 실시한 결과 31.94%에

서 23.52%로 감소함을 보여주고 있다. 압축잔류응력

의 부가는 잔류오스테나이트의 감소와 더불어 베어링

강에 있어서 피로 및 마찰 마모저항 등에 중요한 시

험 결과에 큰 영향을 주는 인자로 확인되어져 있다.

3.4 Wear test

Fig. 10은 pin-on-disc 시험기로 마모시험과 마찰

계수 시험을 실시한 결과로서, micro dimple 효과

를 검증하기 위해 lapping 처리한 Ra = 0.06 µm의

profile과 초음파 나노표면 개질처리한 Ra = 0.24 µm

수준의 micro dimple 표면형상 조건에서 마모시험

을 수행한 결과이다. 시험결과는 초음파 나노표면 개

질처리된 시험편이 Lamda값이 3배 이상 낮은 상태

임에도 불구하고 micro dimple 표면에서의 마찰계

수가 lapping 처리된 표면의 경우와 유사할 뿐 아니

라, 변화폭은 오히려 작아 진동유발저지 효과까지 기

대할 수 있다. 이러한 효과는 결정립 미세화 강화와

함께 표면층의 micro dimples 구조가 응력집중 분

산과 더불어 윤활효과의 주원인으로 hydrodynamic

lubrication과 관련하여 충분한 유막형성을 통한 스트

리백 선도(Stribeck curve)[13]에 있어 전체기구에서

Fig. 11과 같은 결과가 되리라 판단된다.

3.5 Rolling contact fatigue test

시편에 가해지는 반복 하중의 변화에 따른 회전접

촉 피로수명을 진공 소입처리한 시편과 진공 소입처

리 후 초음파 나노표면 개질처리한 시편의 회전접촉

피로시험을 551 kgf의 load와 1,000 rpm의 동일한

시험조건에서 실험을 수행한 결과, Table 8과 같이

초음파 나노표면 개질처리 전은 6.38 × 106 cycles

의 수명을 나타내었고, 개질처리 후의 시편은

Fig. 9. Surface retained austenite of SAE52100 before
and after UNSM treatment.

Fig. 10. Friction coefficient of SAE52100 before and
after UNSM treatment.

Fig. 11. Transition from Mixed to Hydrodynamic
Lubrication.

Table 8. Average rolling contact fatigue lives of
SAE52100

Specimen
Initial

Rev. (× 200)
UNSM

Rev. (× 200)

1 26,476 132,443

2 26,417 122,896

3 42,818 130,000

Average 31,903 128,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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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9 × 106 cycles로 약 4배 정도의 긴 수명을 나

타내었다. 

Fig. 12와 13은 동일 시험조건에서 회전접촉 피로

시험 시 반복응력을 받았을 때 나타나는 미세조직의

변화와 박리(spalling)의 생성 및 성장거동을 분석한

결과로, 초음파 나노표면 개질처리 전 박리의 크기와

깊이는 각각 약 500~700 µm와 101 µm이고, load

movement 방향에 직각으로 미세하고 큰 박리의 생

성과 여러 겹의 sheared lip들이 큰 영역에서 관찰

되었다. 초음파 나노표면 개질처리 후 박리의 크기와

깊이는 각각 약 700~800 µm와 258 µm로 나타났

으며, 동일조건에서 회전접촉 피로수명은 초음파 나

노표면 개질처리한 시험편이 훨씬 증가하였다. 게다

가 박리의 크기 및 깊이 또한 큰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원인은 최대 전단응력을 받는 영역에서 국부

연화에 의해 균열이 생성·성장하여 파손에 이르는

데, 비금속 개재물과 같은 결함이 표면에 존재할 경

우 응력집중의 원인이 되어 최대 전단응력이 작용하

는 깊이가 작아지지만, 초음파 나노표면 개질처리를

통한 표면결함 제거 및 texture 구조로 인한 응력분

산 효과, 그리고 압축잔류응력과 잔류오스테나이트의

소성유기변태가 피로균열의 개시 및 전파를 억제하는

효과를 주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Fig. 12(a)는 초

음파 나노표면 개질처리 전의 큰 spalling 생성 관

찰 사진이며, Fig. 13(b)는 초음파 나노표면 개질처

리 후 박리 내부를 관찰한 사진으로 미세한 crack들

이 분산되어 나타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회전

접촉 피로시험 시 피로균열과 피로수명과의 관계로

보았을 때 회전접촉 피로수명을 피로균열이 생성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과 생성된 후 전파하여 표면이

박리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으로 두 단계로 구분할

경우, 피로균열이 성장하여 전파하는데 소요되는 시

간보다 피로균열의 생성에 필요한 시간에 의해 주로

그 수명이 결정되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12. SEM micrographs of SAE5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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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 론

회전접촉 피로저항이 우수한 저비용 고성능 베어

링을 개발하기 위해 초음파 나노표면 개질처리된

SUJ2(SAE52100)강의 미세조직 및 피로특성과 잔류

응력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Fig. 14).

1. 초음파 나노표면 개질처리 후 100 µm 이상 결

정립이 미세화된 조직으로, 미세표면경도는 기지경도

Hv = 730~740에서 Hv = 850~880로 약 130 정

도 향상되었으며, 경화 깊이는 1.3 mm로 나타났다.

또한 인장잔류응력 영역에서 초음파 나노표면 개질처

리에 의해 −700~−900 MPa의 높은 압축잔류응력과

31.94%에서 23.52%로 잔류오스테나이트량이 감소하

였다. 이러한 현상은 표면층의 소성유기변태와 관련

된 현상으로 설명되어진다.

2. 표면거칠기는 lapping처리한 Ra = 0.06 µm과

초음파 나노표면 개질처리한 Ra = 0.24 µm 값으로

윤활상태에서 마모시험 결과, 초음파 나노표면 개질

처리된 시험편이 Lamda값이 3배 이상 낮은 상태임

에도 불구하고 마찰계수값은 0.090에서 0.094로 비

슷하게 나왔으나 마찰 변위폭은 오히려 현저히 작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마찰계수 및 변위폭의 차이는

결정립 미세화 강화와 더불어 표면조직의 micro

dimple화 구조의 효과라고 사료된다. 이에 hydrody-

namic lubrication에 관한 연구가 추가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3. 회전접촉 피로시험은 동일한 조건에서 비교 수

행한 결과, Polymet RCF-6ball type으로 6.38 ×

106에서 25.69 × 106로 높은 피로수명 향상을 나타내

었으며, 초음파 나노표면 개질처리 후 시편의 박리가

처리 전보다 2배나 크지만 내부를 관찰한 결과 미세

크랙들이 전반적으로 분포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spall이 생기기까지의 응력 분산의 효과로 피로

수명의 결정적인 인자로서 결정립의 미세화와 압축잔

류응력, 잔류오스테나이트, surface topology 등의

복합적인 효과에 의한 결과라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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