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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현재 선진 자동차업계들은 자동차 부품의 소재비용 및 가공비용을 줄이면서 품질의 안

정성과 고강도의 강성을 얻을 수 있는 기술에 힘을 쏟고 있다. 특히 열처리를 통한 소재

의 성능향상은 지속적으로 개발되어 왔으며 생산제품의 국부적인 열처리를 통한 성능개

발이 시도되고 있다. 

하지만 국부적인 열처리 시, 품질확인을 위한 기계적 물성치 확인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물성치 확인을 위해 제품을 가공함으로써 제품에 손상을 입히고 크기와 형상에 따라 가

공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계장화 압입시험을 통한 물

성치 확인은 비파괴적이며 재료의 다양한 형상에 적용할 수 있어 품질검사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그러나 한정적으로 사용되는 계장화 압입시험은 재료들의 많은 종류 및

특징과 특수한 상황에서의 변화에 비교할, 실질적인 데이터가 부족하다.

본 논문은 국부적인 열처리된 제품을 계장화 압입시험을 통해 인장강도를 확인하고 도출

된 값의 신뢰성을 확인하기 위해 규격화된 시험들과 측정값을 비교하였다. 선정된 시료

에 국부적인 열처리를 진행하고 계장화 압입시험을 통해 열처리 전과 후의 인장강도 측

정하여 강도의 변화율을 확인 하였고 일축인장강도 측정값과 비교를 통한 데이터의 신뢰

성 확인 하였다. 또한 열처리부의 균질성과 열처리 범위를 조직적 분석과 규격화된 비커

스 경도시험으로 계장화 압입시험의 인장강도와 비교함으로써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부적

열처리와 같이 변형이나 개발된 제품에 사용할 수 있는 유용성을 확인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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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자동차의 성능 향상은 관련된 부품들의 기술 개발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며, 새로운 부

품 개발 기술에 따라서 기존 제조공정을 대체,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공정기술 개발을

필요로 한다. 

부품 개발 기술의 가장 기본적인 공정은 열처리를 통한 성능 향상이다. 특히 주물품에

대한 오스템퍼링 기술은 30~40년 전부터 소개되어 왔고 미국 및 유럽 등에서는 대형 부

품에 활발하게 적용되어 왔으며 소형품에 대해서도 그 용도가 확대되어 가고 있는 상황

이다. 특히 형상이 복잡하여 단조 후에 가공량이 많아 원가가 높이 드는 부품의 경우, 열

처리 활용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일본 등에서는 구상흑연주철뿐만 아니라 회주철에

도 적용하여 원가를 크게 절감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공정의 감소, 가공시간 감소 등을 위해 완성된 생산품의 필요한 부분만 열처리하는

국부적인 열처리 기술을 통해 성능을 향상하는 기술이 가장 이상적이다. 

열처리를 통한 기술 개발도 중요하지만 개발품들의 품질 및 신뢰성을 확인하기 위한 기

계적 특성을 정확히 평가하는 것은 필수적이며 중요한 요소이다. 

재료의 기계적 특성을 평가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규격에 따른 인장시험, 경도시험

이다. 하지만 이러한 시험들은 재료로부터 시험편을 채취해야 되고 시험장비나 시험편

크기에 맞춰 재료의 준비가 필요함으로 시험이 제한적일 수 있다. 또한 재료의 형상에

따라 시료채취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시험의 유무에도 영향을 미친다.

위에서 언급한 생산품이나 개발제품의 기계적 특성의 확인은 시료채취에 제한이 많으며

제품의 변형과 파괴를 피할 수 없음으로 비파괴적이고 측정 범위의 제한이 적은 시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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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기계적 특성을 평가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이러한 요구조건에 만족하는 시험방법이

계장화 압입시험(Instrumented Indentation Technique)이다.

압입이론은 19세기, 두 물체가 접촉하게 되면 접촉면을 통해 두 물체는 크기가 같고 방

향이 반대인 접촉힘을 동시에 가하게 된다는 Hertz 접촉이론을 기초로 Johnson의 접촉

역학 등을 통해 시험과 해석의 연구가 계속되고 있다.[1]

계장화 압입시험은 조선, 플랜트, 석유화학, 발전소 등 도입부자재의 인수검사, 재질열화

수명평가, 용접부 특성검사, 구조물의 안전성평가와 같이 다양하게 활용 가능하다. 특히

구조물의 안정성 평가로 최근, 대교 구조물의 인장물성 평가, 원자력발전소 내의 노후 자

재들의 물성평가를 통한 재질 확인 등 특정 분야에 활용되고 있다. 또한 해외의 30년 이

상된 Gas pipeline, 천연가스자동차 CNG Cylinder의 용접부 신뢰성 평가에도 사용되고 있

다.

계장화 압입시험을 이용한 인장물성평가 및 잔류응력 측정 기술은 세계 최초의 순수 국

내 개발 기술로서, 2002년 KS 규격인 KS B 0950(압입인장물성평가)을 제정하여 기술에 대

한 인증을 받았다. 국제적으로 2003년 ISO/TC 164/SC3에서 인장물성 평가 논의가 처음

제안되었고 2004년에 정식 기술문서로 제정된 후 2008년 ISO/TR29381(계장화 압입시험

법을 이용한 기계적 물성 측정 방법)인 국제표준규격이 제정되었다. 또한 2006년 국내

발전 규격인 KEPIC(대한 전기협회 규격)에 계장화 압입시험 기술이 승인되어 2011년 미

국 기계학회의 ASME BPVC Section Ⅸ 규격에 등재 되었다. 이를 시발점으로 2013년에 국

내 원자력 발전소의 원전 기자재 부품의 물성평가를 통한 품질 검증과 철강, 자동차 부

품 등의 소재 검증에 계장화 압입시험이 적용되었다. 또한 2018년에는 영국 원자력청에

서도 계장화 압입시험 기술의 재료물성 평가장비를 이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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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장화 압입시험은 인장물성 이외에도 2005년에 KS B 0951(철강용접부의 잔류응력 측정)

이 제정되었으며 현재 미국용접학회(AWS)의 기술서에 등재, 미국 기계학회(ASME)의 규

격 코드에 승인 받는 등 세계적으로 기술력을 인정 받고 있다.

계장화 압입시험은 누르개로 시험편을 압입하는 동안 압입 하중과 압입 깊이를 측정하여

재료의 기계적 특성을 평가하는 시험이다. 압입시험시 연속적인 변형거동으로 압입 하중

- 압입 깊이 곡선을 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변형 및 파괴와 관련된 기계적 물성

을 평가할 수 있다. 또한 구형 압입 측정 시 압입 상황을 분석함으로써, 경도는 물론 일

축인장시험과 같이 항복강도, 인장강도를 포함하는 소재의 유동성 특성과 적절한 모델링

을 바탕으로 파괴 특성도 평가할 수 있다.[3,4]

하지만 계장화 압입시험은 특수한 곳에서 한정적으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개발품이나

생산제품의 측정에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지와 재료의 국부적인 변화에 대한 비교 데이

터 또한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개발품이나 변형된 제품을 비파괴적인 방법으로 기계적 특성을 확인할 수

있는 계장화 압입시험의 신뢰성을 평가하는데 목적을 두었고 3가지 방향으로 연구를 하

였다.

첫 번째로는 연구 제품에 국부적인 열처리를 진행이다. 최근 들어 필요한 부위만 선택적

으로 경화하기 위한 부분 오스템퍼링 열처리 기술 연구가 유럽 및 선진국 중심으로 개발

되어 일부 자동차 부품에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주요 품질관리 항목 중 하나인 경화 범

위의 확인에 있어서 실질적인 경화 값을 알 수 없는 부분과 재료의 변형되는 상황과 미

루어 볼 때, 국부적인 열처리는 본 연구의 목적과 잘 부합된다.

두 번째로는 열처리된 제품의 기계적 물성치를 계장화 압입시험과 규격화된 일축인장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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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을 이용하여 측정값을 비교 분석하는 것이다. 먼저 계장화 압입시험을 이용하여 열처

리 전과 후의 인장강도를 비파괴적으로 측정하여 강도의 변화량을 확인하였다. 그 후 계

장화 압입시험과 규격화된 일축인장시험의 측정값을 비교 분석하여 신뢰성을 확인하였다.

세 번째로는 열처리의 균질성과 열처리 범위의 확인이다. 열처리된 부위를 길이 방향으

로 절단하여 규격화된 비커스 경도 시험과 계장화 압입시험을 통하여 열처리의 균질성과

열처리 범위를 확인하고 열처리부와 비열처리부의 조직을 확인함으로써 계장화 압입시험

의 측정값이 얼마나 신뢰성 있고 유용하게 사용되는지를 입증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진행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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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론적 배경

2.1 계장화 압입시험

계장화 압입시험은 기존 기계시험과 동일하게 시험편을 가공하여 실험실에서도 측정이

가능하며 산업현장에서도 비파괴적인 방법을 이용하여 측정할 수 있다

계장화 압입시험을 통한 압입인장 물성측정은 구형 누르개를 사용하여 누르개의 압입 하

중과 압입 깊이를 동시에 측정하여 압입 하중 - 압입 깊이 곡선을 얻고, 이를 해석하면

압입 항복강도, 압입 인장강도, 압입 가공경화지수와 같은 압입 인장물성 평가를 할 수

있다.[4]

2.1.1 진 변형률 �

구형압입자를 이용한 진 변형률은 시험재의 깊이 방향의 이동거리를 이용하여 구한 후

이 값을 미분하여 산출된 최대 변형률 값에 적합화 상수(⍺, 일반적으로 0.1)를 적용함으

로써 아래 식 (1)과 같이 접촉 반경과 접촉 깊이의 항으로 나타낼 수 있다.

ε =
�

���(� / �)�

�

�
    -------------------------------------------------------------------- (1)

2.1.2 진 응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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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형 압입자 하부의 변형 양상은 탄성, 탄소성, 소성 변형의 3단계로 나누어지며, 탄성

영역에서는 가역적 변형으로 압흔을 남기지 않고, 탄소성 영역은 소성역 압입자 하부

0.5�지점에서 발생하여 표면부로 확장한다. 그러나 대개 표면 마찰 등의 영향으로 표면

부로 소성역 확장은 매우 빠르며, 압입자 하부 소재는 완전 소성변형영역에 있게 된다. 

완전 소성변형영역에서 압입자 하부의 응력은 압입 하중과 접촉 면적의 비인 평균접촉압

력과 일정한 상수비(φ, 일반적으로 3.0)을 가지면서 식 (2)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2,8]

σ =
�

�

����

��
=

�

�

����

�(�������
�)
=

�

�

����

���
=

��

�
    --------------------------------------- (2)

2.1.3 실제 접촉 반지름 �

이러한 진 변형률과 진 응력을 구하기 위해서는 실제 접촉 반지름 �의 값을 구하여야

한다. 이 실제 접촉 반지름 �의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압입시 발생하는 탄성 변형과 소

성 변형 현상을 모두 보정하여 구하여야 한다.

압입 하중 – 압입 곡선에서 압입 깊이는 변위측정센서로 측정된 압입자의 이동거리로 구

하게 되는데, 실제 재료와 압입자가 접촉하는 깊이는 압입자 주변의 탄성, 소성 변형 양

상에 의해서 측정된 압입 깊이가 달라지게 된다. 

압입자 주변의 탄성적으로 굽혀지는 현상에 의한 접촉 깊이의 변화는 재료의 탄성 회복

에 해당되는 압입 하중 제거 곡선의 초기 접선의 기울기인 S값을 이용하여 구하게 된다.

S는 stiffness에 해당되며, 탄성 굽힘을 고려한 접촉 깊이(ℎ�
∗)는 식(3)과 같이 구할 수 있

다.[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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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 = ℎ��� − �

����

�
     ---------------------------------------------------------------- (3)

����은 압입 하중이며, ⍵는 압입자의 상수로 구형 압입자의 경우 0.75, Vickers 압입자의

경우에는 0.72이다.

실제 시험 중 소성변형 시, Figure 2.2와 같이 소성 축척과 소성 함몰이라고 하는 압입자

주변에 쌓이는 pile-up 현상이나, 압입자 하부로 들어가는 sink-in현상이 발생한다.[6]

소성 축척과 소성 함몰을 고려한 실제 접촉 반지름 �는 식 (4)와 같이 나타내며, 식 (3)

에서 구한 h�
∗로부터 최종 실제 접촉 반지름을 구할 수 있다.

�는 소성 변형으로 인한 실제 접촉 반지름이고 �∗는 탄성 굽힘만 고려한 접촉 반지름, r

은 압입자 반지름, n은 가공 경화 지수, h�
∗는 탄성 굽힘으로 인한 접촉 깊이이다.[7]

�� =
�

�

���

���
�∗� =

�

�

���

���
(2�h�

∗ − h�
∗�)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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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1 구형 압입자와 Vickers 압입자

Spherical Indenter Vikers Ind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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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2 최대 압입 하중에서 탄성 및 소성 변형에 따른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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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 압입 인장강도

Figure 2.3와 같이 연속하중제거 시험방식을 통해 얻어진 압입 하중 – 압입 깊이 곡선

에서 각 하중제거곡선을 이용하여 접촉 깊이와 접촉 반경을 결정하고, 이를 통해 진 응

력과 진 변형률을 구하게 되며 이 데이터로부터 압입 인장물성을 평가 할 수 있다.

Figure 2.3의 압입 하중 - 압입 깊이 곡선의 각 하중 최고점 ����에서의 압입 하중과 식

(3)과 식(4)를 통해 보정된 압입 깊이를 식(1)과 식(2)에 대입하여 진 변형률과 진 응력을

얻고 진 변형률과 진 응력 사이의 구성방적식인 식(5)에 대입한다.

σ = K��    -------------------------------------------------------------------------------- (5)

식(4)에 필요한 재료의 가공 경화 지수는 임의의 값을 대입한 후 식(5)에서 얻어진 가공

경화 지수 값과 비교하여 두 값이 같을 때까지 회귀 분석을 수행하여 구한다. 두 값이

같을 때의 가공 경화 지수와 응력 계수를 압입 가공 경화 지수 ���와 압입 응력 계수

���로 정의한다.[2]

압입 인장강도 ��,�� 는 식(6)과 같이 구하며, 이때 압입 인장강도에서 변형률 ��는 가공

경화 지수의 함수로써 ��,�� = C���로 정의 되며 압입 인장강도에서의 ��,��를 대입하여 식

(6)과 같이 구한다. 변형률 ��,��의 정의를 위한 C는 이론상으로 금속 재료의 인장강도에

서 진 변형률과 가공 경화 지수와 일치함으로 1을 사용한다.[2]

��,�� = ���� �,��
���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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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3 계장화 압입시험의 압입 하중 - 압입 깊이 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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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 설명

σ 진 응력

��,�� 압입 인장 강도

ε 진 변형률

��,�� 압입 인장 강도에서의 진 변형률

� 적합화 상수(진 변형률과 압입자 주변의 전단 변형률 사이의 비)

� 접촉 깊이 ℎ�에서 금속재료와 누르개의 접촉 반지름

�∗ 탄성 굽힘만 고려한 접촉 반지름

r 구형 누르개의 반지름

n 재료의 가공 경화 지수

�� 접촉 깊이 ℎ�에서 금속재료와 누르개의 접촉 투영면적

� 소성 구속 인자(평균 접촉 압력과 진 응력 사이의 비)

� 압입자 상수

� ����에서 하중제거곡선의 접선 기울기

���� 최대 압입 하중

ℎ� ����에서 탄성 굽힘과 소성 축척을 고려한 누르개의 실제 접촉 깊이

ℎ�
∗

����에서 탄성 굽힘만 고려한 금속 재료와 누르개의 실제 접촉 깊이

ℎ��� ����에서 최대 압입 깊이

�� 평균 접촉 압력

K 진 변형률과 진 응력사이의 구성방정식에서의 응력 계수

��� 압입 시험시 진 변형률과 진 응력사이 구성방적식에 의한 압입 응력 계수

��� 압입 시험에 의해 결정된 재료의 압입 가공 경화 지수

C 압입 인장 강도에서의 진 변형률을 결정하는 상수

Table 2.1 계장화 압입 시험 기호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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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오스템퍼링 열처리

Figure 2.4와 같이 강을 �� 변태 온도(723℃) 이상 가열하여 오스테나이트 상태로 만든

후 항온분위기에서 일정온도로 유지시키면 변태가 일어나는데 이를 항온변태라 하며 항

온냉각 온도에 따라 오스템퍼링, 마템퍼링, 마퀜칭으로 나뉜다. 오스템퍼링은 오스테나이

트화 후 250℃ ~ 550℃로 급냉하여 항온유지 시 베이나이트 조직이 생성된다. 이 베이나

이트 조직은 냉각된 오스테나이트의 입계에서 펄라이트가 생성되면서 인근 영역의 탄소

함량이 증가하고 시멘타이트가 생성되는 조직이다. 베이나이트 형성온도에 따라서 350℃

~ 550℃에서 형성된 상부 베이나이트는 페라이트 주위에 시멘타이트가 석출되는 반면에, 

250℃ ~ 350℃ 온도범위에서 형성된 하부 베이나이트에서는 페라이트 내에 시멘타이트가

석출되어 있으며, 주철이나 일반강에서 강도 및 인성을 향상시킨다.[10] 상부 베이나이트

조직은 깃털상의 조직을 가지며 고 탄소를 함유한 안정한 잔류오스테나이트로 고인성을

요구하는 자동차부품, 기계류 및 구조용 소재로 평가 받고 있다. 하부 베이나트조직은 침

상의 조직을 가지며 낮은 오스템퍼링 온도로 인하여 안정한 잔류오스테나이트량이 적어

경도와 강도가 증가함으로 내마모성을 요구하는 기계류 및 자동차 소재로 활용된다.[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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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4 오스템퍼링 공정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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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구상흑연주철 오스템퍼링

구상흑연주철의 오스템퍼링을 ADI(austempered ductile cast iron)라고 한다. 열처리를 통

하여 펄라이트와 페라이트로 구성된 조직을 페라이트와 잔류오스테나이트로 구성된 오스

페라이트로 변태시킨 것이다.[11,12] 구상흑연주철의 오스템퍼링은 일반 강과 달리 탄소

의 함량이 높기 때문에 오스테나이트화 온도를 높게 한다. 구상흑연주철의 오스템퍼링

경우 850℃ ~ 950℃에서 일정 시간 유지 후 오스테나이트화 시킨 다음 250℃ ~ 450℃의

염욕로 중으로 급냉하여 조직을 변태시킨다.

이와 같이 ADI는 잔류오스테나이트로 인해 일반 구상흑연주철에 비해 인성과 내마모성

이 우수하며 일반 강에 비해 비중이 10%가량 낮아 제품의 무게를 줄이는 효과의 장점도

있다. 또한 일반 구상흑연주철에 비해 두 배 이상의 인장강도(800 MPa ~ 1600 MPa)와 일

반 주철보다 높은 연신율(~13%)을 갖는 재료이다.[13,14,15]

ADI는 강과 달리 오스테나이트 기지내에 탄소량이 많기 때문에 오스테나이트의 안정성

을 증가시키며, 이러한 잔류오스테나이트가 베이나이트 라스 사이에 고르게 분포함으로

써 고강도, 고인성, 및 내마모성 등의 특성을 향상시킨다.[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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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험방법

3.1 재료선정

연구에 사용된 제품은 Differential case이다. Differential case는 자동차의 좌우 바퀴의 회

전수 변화를 가능하게 하여 선회 또는 굴곡 주행 시 안쪽 바퀴보다 바깥쪽 바퀴를 증가

시키는 변속기 부품으로 몸체의 경우에는 고정의 역할로 특성이 요구되지 않으나 기어부

의 경우에는 지속적인 회전으로 인한 강도 및 내마모성 특성이 요구되는 부분이다.

Differential case는 GCD700재질의 구상흑연주철 제품으로 표준 물성치는 Table 3.1과 같

다.[9]

앞서 언급했듯이, 생산제품의 사후 개발과 제품의 국부적인 변형을 고려하여 Differential

case의 기어연결부에 열처리를 진행하였다. 기어연결부에 오스템퍼링 열처리 후 본 논문

의 목표인 계장화 압입시험의 신뢰성 확인을 위해 계장화 압입 인장시험, 규격화된 일축

인장시험, 비커스 경도시험, 그리고 조직학적 관찰을 진행하여 데이터를 비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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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질

인장강도

MPa

항복강도

MPa

연신율

%

경도

HB

GCD-700-2 700 이상 420 이상 2 이상 180 ~ 200

Table 3.1 GCD700 재질의 물성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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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1 자동차 변속기 부품인 Differential case

기어연결부

상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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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국부적인 오스템퍼링 열처리

오스템퍼링은 과냉 오스테나이트를 항온으로 베이나이트로 변화시키는 열처리 기술로

담금질 온도로 가열된 강재를 Ms점 이상의 고온 냉각 매체에 담금질하여 등온변태를 완

료시켜서 냉각 조직만으로 담금질, 뜨임 된 것과 같이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열처리 방법

으로 강도, 피로한도, 내마모성이 풍부한 재료를 만들 수 있다. 특히 구상화흑연주철에서

오스템퍼링을 적용할 경우 강과 유사한 강도를 가진다는 점에서 자동차 부품 등에 널리

적용되고 있다.

본 연구의 국부적인 오스템퍼링 열처리를 하기 위해 고주파 유도코일을 사용하였다. Coil

은 동관으로 외경 ∅ 8.0, Coil 내부는 ∅ 62.0으로 Coil 세로 길이는 45 mm 제작하였다. 장

치의 출력은 85% 조정하여 전압 175 V, 전류 100 A 설정하여 950℃ 온도에서 15초 가열

후 염욕퀜칭은 300℃에서 2시간 유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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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2 고주파 열처리 장비 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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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일축인장시험

계장화 압입시험을 통한 인장강도의 신뢰성 확인을 위해 규격에 정량화된 일축인장시

험을 진행하였다. 인장시험기는 인스트론사의 만능재료시험기 5982모델을 사용하였으며

실온에서 5 mm/min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제품 상태의 시험재를 인장시험편으로 제작하기 위해 KS D 0802규격을 인용하였고 SUB 

SIZE의 비례 시편을 제작하기 위해 Wire Cutting 정밀가공을 하였다. Figure 3.5과 같이 열

처리 부위는 너비 5.96 mm, 두께 2.55 mm 크기의 인장시험편을, Figure 3.6과 같이 비열

처리는 부위는 너비 6.01 mm, 두께 4.70 mm 크기의 인장시험편을 제작하였다.

열처리 부위의 인장시험편은 길이 방향의 인장강도를 측정 비교하기 위해 인장시편의 평

행부를 3가지 위치별로 나누어 시험편을 제작하였다. 시험재의 상단부를 시작점으로 하

여 첫 번째 시험편의 평행부는 15~25 mm 지점, 두 번째 시험편의 평행부는 10~20 mm 

지점, 세 번째 시험편의 평행부는 5~15 mm 지점으로 하여 인장시험편을 제작하였고 일

축인장시험을 통해 인장강도 및 파단위치를 확인하여 유사한 위치의 계장화 압입시험의

인장강도 측정값과 비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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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3 만능재료시험기 5982 모델 (용량 100 k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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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4 열처리부의 인장시험편 가공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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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5 열처리부 일축인장시험편 크기 및 평행부 위치

5 mm

10 mm

15 mm

20 mm

25 mm

Width 5.96 mm Thickness 2.55 mm

기어연결부 상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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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6 비열처리부 일축인장시험편 크기

Width 6.01 mm Thickness 4.70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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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계장화 압입시험

계장화 압입시험은 FRONTICS사의 AIS3000 COMPACT 모델을 이용하였다. 장비는 최

대하중은 300 kgf, 분해능 100 gf / 0.2 ㎛, 최대이송거리 40 mm, 하중인가속도 0.1 ~ 30 

mm/min이다.

본 논문의 시험 결과 도출을 위해 KS B 0950 시험방법에 따라, 최대압입비 0.6, 압입깊이

인가 및 제거속도 5 ㎛/s, 압입깊이유지시간 0.5 s, 하중제거율 50%, 제거 횟수 15회로

조건을 맞추었다.

계장화 압입시험은 제품 상태의 시험재를 Figure 3.8처럼 열처리 전과 열처리 후를 측정

하여 비교하였고 규격화된 일축인장강도 값과의 비교와 열처리의 균질성 및 열처리 범위

확인을 위해 시험재의 열처리 부를 길이 방향으로 절단 후 열처리부 단면을 마운팅 하여

15 point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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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7 FRONTICS사의 계장화 압입시험기(AIS3000 COMP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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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8 열처리 전, 열처리 후 계장화 입입시험기를 이용한 인장강도 측정

열처리전 측정중 열처리후 측정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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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9 열처리 된 기어연결부를 절단 후 마운팅 처리한 단면

기어연결부 상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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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비커스 경도시험

비커스 경도는 Future Tech사의 자동화 비커스 경도기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열처리의 균질성 및 열처리 범위 확인을 위해 먼저 계장화 압입시험으로 결과를 도출하

였으며 그 후 비커스 경도를 측정 및 비교하여 계장화 압입시험의 신뢰성을 확인하였다.

계장화 압입시험과 동일한 열처리 부를 길이 방향으로 절단 후 마운팅 한 시험재를 동일

한 위치에서 15 point 측정하여 결과값을 도출 및 비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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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10 Future Tech사의 자동화 비커스 경도기 (하중범위 : 0.3 ~ 30 kg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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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조직시험

앞서 계장화 압입시험의 인장강도와 비커스 경도의 경도 값을 통해 열처리의 균질성과

열처리 범위를 확인하였고 다시 조직학적인 분석으로 데이터들의 일관성을 확인하여 계

장화 압입시험의 신뢰성을 재확인하였다.

국부적인 오스템퍼링 열처리 된 부분과 열처리 경계부 그리고 비열처리부를 확인하기 위

해 시험편을 길이 방향으로 절단, 연마, etching하여 열처리 범위를 현미경으로 관찰하고

열처리부와 비열처리부, 열처리 경계부의 조직을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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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험 결과 및 고찰

4.1 열처리 전과 후의 계장화 압입시험 인장강도 값

기어연결부의 상단부를 열처리 전과 열처리 후를 계장화 압입시험기를 사용하여 인장

강도를 측정하였다. 열처리 전 측정값은 861 MPa, 열처리 후 인장강도는 1548 MPa로 측

정되었다. Figure 4.1의 그래프와 같이 열처리 전 대비 변화량은 82% 증가로 확인되며 오

스템퍼링 열처리로 인한 강도 증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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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1 열처리 전, 후 계장화 압입시험 인장강도 그래프

.

열처리 전

열처리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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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계장화 압입시험과 일축인장시험의 인장강도 값

계장화 압입시험의 인장강도와 규격화된 일축인장강도를 비교하기 위해 제품 상태의

시험재를 KS B 0801규격을 인용하여 비례시편을 제작하였다.

첫 번째로 비열처리 부의 인장강도를 비교하였다. Figure 4.1의 계장화 압입시험을 통한

열처리 전 인장강도 값은 861 MPa, Figure 4.2와 같이 규격화된 일축인장강도 값은 856 

MPa로 측정되었고 일축인장강도 기준 대비, 1% 이내의 오차로 매우 유사한 값을 나타내

었다.

두 번째로 열처리 부의 인장강도를 비교하였다. 시험편은 Figure 4.4와 같이 7 mm, 17 

mm, 23 mm에서 파단 되었으며, 7 mm에서 1503 MPa, 17 mm에서 1478 MPa, 23 mm에

서 1429 MPa의 인장강도가 측정되었다.

파단된 위치와 유사한 곳을 계장화 압입시험기로 측정하였고 Table4.1과 같이 5mm에서

1530 MPa, 15 mm에서 1460 MPa, 20 mm에서 1436 MPa의 압입 인장강도가 측정되었다.

Figure 4.6과 같이 규격화된 일축인장강도 측정값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계장화 압입시

험기의 측정값과 3% 이내의 오차 값으로 계장화 압입시험기의 측정값이 상당히 신뢰성

이 높으며 제품의 물성치 확인에 유용할 것으로 연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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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2 비열처리 부 일축인장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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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3 비열처리부에서 계장화 압입시험과 일축인장시험의 인장강도 값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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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4 일축인장시험 후 인장시험편 파단 위치

7 mm

17 mm

23 mm

기어연결부 상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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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5 열처리 부 7 mm, 17 mm, 23 mm 지점 일축인장강도

7 mm 지점

17 mm 지점

23 mm 지점

15061478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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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6 열처리부에서 계장화 압입시험과 일축인장시험의 인장강도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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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조직학적 열처리 범위 확인 및 조직 관찰

재료의 단면적을 절단하여 열처리부와 비열처리부를 마크로 시험을 통해 확인 결과

Figure 4.7과 같이 전체 열처리 진행 범위는 51 mm로 확인되었고 열처리 경계부를 제외

한 실질적인 열처리 범위는 43 mm로 확인되었다.

조직분석 결과, 비열처리부는 Figure 4.8과 같이 일반 주철의 조직으로 구상화흑연 주위

에 페라이트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다. 열처리 경계부는 Figure 4.9와 같이 페라이트와 펄

라이트가 혼합되어 있는 조직을 확인되었고 열처리부는 Figure 4.10과 같이 미세하고 균

질한 베이나트 조직을 확인함으로써 오스템퍼링 열처리의 성공과 열처리부와 비열처리부

의 경화를 조직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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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7 전체 열처리 범위(51 mm) 및 경계부 제외 열처리 범위(43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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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8 비열처리부 조직 (500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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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9 열처리 경계부 조직 (500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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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10 열처리부 조직 (500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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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열처리 균질성 및 열처리 범위 확인을 위한 압입 인장강도와 비커스 경도 비교

물성치를 통한 열처리의 균질성과 열처리 범위를 확인하기 위해 고주파 열처리를 진행

한 기어연결부와 비열처리부의 몸통 부위를 분리하고 Figure 4.11과 같이 기어연결부를

다시 길이 방향으로 절단하여 단면을 마운팅 처리 후 비커스 경도와 계장화 압입시험으

로 진행하였다.

계장화 압입시험과 비커스 경도 측정은 5 mm부터 55 mm까지 15 Point 측정하였고 5 

mm부터 41 mm까지는 5 mm간격, 43 mm부터 55 mm까지는 2 mm간격으로 측정을 진행

하였다.

Table 4.1은 계장화 압입시험의 압입 인장강도와 비커스 경도를 정리한 결과표이며

Figure 4.12는 결과값을 그래프로 정리한 것이다. 데이터를 확인해 보면 43 mm까지 열처

리가 진행되어 강도가 증가하였고 압입 인장강도는 1400 MPa ~ 1500 MPa의 균질성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45 mm의 열처리 경계부에서 압입 인장강도가 감소하기 시작하여

53 mm에서 846 MPa의 비열처리부를 확인 할 수 있다.

Figure 4.14 ~ Figure 4.17은 비커스경도의 경도 값의 데이터로써 43 mm까지 450 HV 이

상의 균질한 경도 값의 열처리부를 확인할 수 있었고 53 mm부터 비열처리부의 범위임

을 확인할 수 있다.

Figure 4.12와 같이 압입 인장강도와 비커스 경도 값을 비교 시, 열처리의 균질성과 동일

한 열처리 범위를 나타내었고 이로 인해 계장화 압입시험의 신뢰성과 유용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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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11 열처리 된 기어연결부의 길이 방향

기어연결부 상단

열처리 범위 길이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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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1 길이 방향 계장화 압입시험 인장강도 및 비커스 경도 결과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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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12 계장화 압입시험 인장강도와 비커스 경도 경도 값의 비교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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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13 길이 방향 계장화 압입 인장강도 그래프(5 mm ~ 55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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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14 5 mm, 10 mm, 15 mm, 20 mm 위치의 비커스 경도

D1 60.87 D2 61.86 HV 492.45

X (mm) 4.950 Y (mm) 0.107 

1Kgf 10 sec 50 배

D1 61.77 D2 62.22 HV 482.45

X (mm) 9.987 Y (mm) 0.109 

1Kgf 10 sec 50 배

D1 63.58 D2 64.22 HV 454.17

X (mm) 15.045 Y (mm) 0.594

1Kgf 10 sec 50 배

D1 63.22 D2 64.04 HV 458.05

X (mm) 19.986 Y (mm) -0.038

1Kgf 10 sec 50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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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15 25 mm, 30 mm, 35 mm, 40 mm 위치의 비커스 경도

D1 63.22 D2 64.40 HV 455.45

X (mm) 25.099 Y (mm) -0.063 

1Kgf 10 sec 50 배

D1 63.58 D2 63.31 HV 460.69

X (mm) 30.023 Y (mm) 0.000

1Kgf 10 sec 50 배

D1 63.40 D2 64.22 HV 455.46

X (mm) 34.959 Y (mm) -0.192

1Kgf 10 sec 50 배

D1 63.76 D2 62.77 HV 463.34

X (mm) 40.123 Y (mm) -5.717

1Kgf 10 sec 50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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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16 43 mm, 45 mm, 47 mm, 49 mm 위치의 비커스 경도

D1 63.04 D2 63.31 HV 464.65

X (mm) 43.002 Y (mm) -5.540 

1Kgf 10 sec 50 배

D1 65.21 D2 64.40 HV 441.60

X (mm) 45.082 Y (mm) 4.325 

1Kgf 10 sec 50 배

D1 65.39 D2 66.03 HV 429.49

X (mm) 47.059 Y (mm) 4.003

1Kgf 10 sec 50 배

D1 67.37 D2 68.21 HV 403.52

X (mm) 49.013 Y (mm) 5.077

1Kgf 10 sec 50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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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17 51 mm, 53 mm, 55 mm 위치의 비커스 경도

D1 68.82 D2 69.66 HV 386.82

X (mm) 51.050 Y (mm) 5.617

1Kgf 10sec 50 배

D1 86.61 D2 84.93 HV 252.09

X (mm) 52.978 Y (mm) 4.028

1Kgf 10sec 20 배

D1 86.33 D2 85.74 HV 250.51

X (mm) 55.053 Y (mm) 4.862

1Kgf 10sec 20 배



55

5.  결론

[1] 계장화 압입시험으로 측정한 열처리 전과 열처리 후의 인장강도 비교 시, 인장강도가

85% 증가량을 보이며 열처리로 인한 강도 증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계장화

압입시험으로 측정한 열처리 후의 인장강도 값은 규격화된 일축인장강도 기준 3% 이하

의 오차로 측정값의 신뢰성은 매우 높은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비파괴적인 시

험의 제품 상태 유지 및 제한적인 물성 측정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2] 열처리부의 계장화 압입시험을 통한 인장강도는 1400 MPa와 1500 MPa 사이의 일정

한 값을 나타냄으로써 균질한 열처리 상태를 확인할 수 있었고 비커스 경도 값과 비교하

여 데이터의 신뢰성을 입증하였다. .

[3] 비커스 경도 시험을 통한 열처리 범위 43 mm, 조직 관찰을 통한 열처리 범위 43 

mm, 계장화 입압시험을 통한 열처리 범위 43 mm로 모두 동일한 열처리 범위를 나타내

고 있다. 이를 통한 계장화 압입시험의 신뢰성을 기반으로 국부적인 변형 제품의 물성치

확인이나 재료의 품질 확인에 유용하게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연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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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Reliability of Mechanical Properties of Local Heat Treated 

Products Using Instrument Indentation Technique

Jeonghyun Kim

Department of e-Vehicle Technology, University of Ulsan, Daehak-ro 93 Nam-gu, 

Ulsan, 680-749, Korea

Advanced auto industries are focusing their efforts on technologies that can achieve 

quality stability and high strength stiffness while reducing material cost and processing 

costs for auto parts. In particular, the performance improvement of materials through heat 

treatment has been continuously developed, and the performance development through 

local heat treatment of production products is being attempted. However, in local heat 

treatment, there are many difficulties in verifying mechanical properties for quality 

verification. By processing products to check their physical properties, they can cause 

damage to the products and limit processing depending on size and shape.

Instrument indentation techniques can be a good way to solve these problems. Because 

instrument indentation techniques are non-destructive and can be applied to various types 



59

of materials, which can be useful for quality testing. However, limited use of the Instrument 

indentation techniques lacks practical data to compare many types, characteristics and 

special changes in materials.

In this paper, tensile strength of local heat treated products was confirmed by the 

Instrument indentation techniques. The results were compared with standardized tests to 

verify the reliability of the results.

Local heat treatment was performed on the selected samples, and the rate of change of 

tensile strength before and after heat treatment was confirmed by the Instrument 

indentation techniques. The reliability of the data was also verified by comparison with the 

measured values of Uniaxial tensile strength. In addition, the organizational analysis of the 

homogeneity and heat treatment range of heat treatment part and the standardized 

Vickers hardness test were compared to the tensile strength of the Instrument

indentation techniques test to ensure reliability. Through this result, it is expected that 

it will be useful for deformation and development products such as local heat trea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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