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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 첨가강의 Ti와 C 함량에 따른 초기 오스테나이트 입도 변화

김우진·강남현
†
·도형협*·김성주*·남대근**·조경목

부산대학교 재료공학과, *현대제철 기술연구소, **한국생산기술연구원

Effect of Ti and C Contents on Prior Austenite Grain

Size in Ti Added Steels

Woo Jin Kim, Namhyun Kang†, Sung Ju Kim*, Hyung Hyup Do*,

Daegeun Nam** and Kyung-Mox Cho

Department of Materials Science and Engineering, Pusan National University, Busan, Korea

*Technical Research Laboratories, Hyundai steels, Dangjin, Chungnam, Korea

**Korea Institute of Industrial Technology, Busan, Korea

(2010년 10월 28일 접수 : 2011년 2월 28일 최종수정 : 2011년 3월 1일 채택)

Abstract Prior austenite grain size plays an important role in the production of high strength hot-rolled steel. This study

investigated the effect of Ti and C contents on the precipitates and prior austenite grain size. Steel with no Ti solutes had prior

austenite grain size of about 620 µm. The addition of Ti ~ 0.03 wt.% and 0.11 wt.% reduced the prior austenite grain size to

180 µm and 120 µm, respectively. The amount of Ti required to significantly decrease the prior austenite grain size was in the

range of 0.03 wt.%. However, the amount of carbon required to significantly decrease the prior austenite grain size was not

present from 0.04 wt.% to 0.12 wt.%. Oxides of Ti (Ti2O3) were observed as the Ti content increased to 0.03 wt.%. The

specimen containing 0.11 wt.% of Ti exhibited the complex carbides of (Ti, Nb) C. The formation of Ti precipitates was critical

to reduce the prior austenite grain size. Furthermore, the consistency of prior austenite grain size increased as the carbon and

Ti contents increased. During the reheating process of hot-rolled steel, the most critical factor for controlling the prior austenite

grain size seems to be the presence of Ti precipit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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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자동차용 소재에서 열연강판은 주로 샤시와 바퀴부품에

많이 적용되고 있다. 최근에는 원가 절감 등을 이유로 기

존 냉연 강판이 적용되는 부위도 열연강판으로의 대체가

요구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열연강판은 780MPa급이 개발

되었지만 1GPa급의 열연강판 개발이 시급한 실정이다. 

열연강판 제조 공정에는 크게 재가열, 압연, 권취 공정

이 있다. 이중 재가열 공정은 슬라브의 미세조직을 오스

테나이트로 변태시키며 석출물을 모두 재용해 시킬 수 있

는 온도인 1150oC~1250oC까지 가열하는 공정이다. 이 시

간에는 상변태와 오스테나이트 결정립의 성장이 일어나게

된다. 오스테나이트의 결정립이 조대하게 성장하면 재결

정 핵생성 사이트가 감소하기 때문에 재결정이 충분히 이

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 또한 2차적으로 생성되는 페라

이트 및 마르텐사이트, 베이나이트 등의 저온변태조직이

조대하게 생성될 수 있다. 결정립의 조대화는 기계적 성

질의 저하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강도와 인성을 동

시에 향상 시킬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 결정립

미세화를 위해 슬라브 재가열시 오스테나이트 결정립의

성장을 최대한 억제할 필요가 있다. 

열연강판 제조과정 중 결정립을 미세화시키는 방법으로

는 Ti, Nb, V 석출물을 형성시켜 피닝(pinning) 효과,1)

용질끌림(solute drag) 효과2)를 이용할 수 있다. 석출물 형

성에 의한 조직 미세화와 석출강화를 통하여 기계적 강

도를 향상시킬 수 있으며, 이는 석출물의 크기가 미세할

수록 더욱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3-9) 특히

Ti는 재가열 과정 중 석출강화나 오스테나이트 입도를 조

절하기 위한 중요한 합금원소로 첨가된다. 그러나 저자

가 판단하기로 Ti 또는 C 함량에 따른 석출물의 거동

과 초기 오스테나이트 입도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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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연구한 결과는 발표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Ti 첨가 열연강판에서 석출물의

생성과 관련이 있는 Ti 함량 및 C 함량을 체계적으로

변화하면서 석출물의 종류를 분석하고 초기 오스테나이

트의 결정립 크기와 비교하였다. 초기 오스테나이트 입

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되는 석출물의 영향

을 Ti와 C의 함량에 따라 고찰하였다. 

2. 실험 방법

본 연구에 사용된 강의 화학성분은 Table 1에 표시하

였다. 열연강판 제조 시 초기 오스테나이트 입도에 Ti 함

량이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하여 강재 A, B, C 는

Ti의 첨가량을 각각 0.001wt.% 이하, 0.03wt.%, 0.11wt.%

로 다르게 제작되었다. 또한 탄소함량이 초기 오스테나이

트 입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기 위하여 강재 D, E,

F는 탄소함량을 각각 0.04wt.%, 0.06wt.%, 0.12wt.%로

제작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압연소재는 진공용해로를 이용하여 주

조된 강괴를 두께 10 mm의 슬라브로 제작하였다. 열간

압연 재가열 온도의 영향을 연구하기 위하여 Fig. 1의

열이력을 거치게 함으로서 합금원소(Ti, C)의 첨가량이 초

기 오스테나이트 입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열

처리 실험은 Ar분위기의 관상로에서 1300oC로 2시간 유

지하면서 Ti탄화물을 기지에 용해시키는 균질화 열처리

를 수행하였다. 균질화 열처리 후 수냉시킨 시편을 열

간압연 조업온도와 유사한 1200oC에서 1시간 동안 등온

유지한 후 수냉하였다.

초기 오스테나이트 입계를 관찰하기 위하여 기계연마 후

에탄올 600 ml +부틸세루솔브 360 ml +과염소산 60 ml

의 용액으로 전해 연마하였다. 에칭액은 피크릭산 11 ml +

증류수 100 ml +계면활성제 30 ml +염산 0.1 ml 의 용액

을 사용하였다. 용액을 80~90oC로 가열하여 10~20초간

에칭하였다. 초기오스테나이트 입도(Dm)는 3~5개의 광학

미세조직(배율 × 100~200) 상에 길이가 Lµm인 5개의 평

행선을 긋고 선상의 결정립 수를 세어 선의 수를 P, 배

율을 V, 선상의 결정립 수를 z 라 하여 평균입자 직경을

구하였다(Eq. 1). Ti 석출물의 거동을 조사하기 위하여 레

플리카(replica)법으로 투과전자현미경(TEM)을 관찰하였으

며, 에너지분산분광(EDS) 자료와 회절패턴을 분석하여 석

출물의 성분과 종류를 판단하였다.

Dm = (L × P)/(z × V) (µm). (1)

3. 결과 및 고찰

3.1 티타늄(Ti) 함량에 따른 초기오스테나이트 입도

변화

Fig. 2는 Ti함량에 따른 초기 오스테나이트의 크기 변

화를 나타낸 미세조직이다. Ti 함량이 각각 0.001wt.% 이

Fig. 2. Effect of Ti on the prior austenite grain size, (a) Ti < 0.001wt.%, (b) Ti 0.03wt.% and (c) Ti 0.11wt.%.

Fig. 1. Schematic diagram of the heat treatment.

Table 1. Chemical composition of the steels used (wt.%).

Steel C Mn Ti Nb

A 0.10 1.0 < 0.001 0.001

B 0.09 1.0 0.03 0.01

C 0.10 1.0 0.11 0.01

D 0.04 1.5 0.09 0.03

E 0.06 1.5 0.09 0.03

F 0.12 1.5 0.09 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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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0.03wt.%, 0.11wt.% 인 Fig. 2(a), 2(b), 2(c)를 보면

Ti 함량이 증가할수록 초기 오스테나이트 크기가 감소함

을 알 수 있다. 결정립 크기의 균일성에서도 강재 A의

경우 균일하지 않지만 Ti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균일해

짐을 알 수 있다. 광학현미경에서 측정한 초기 오스테나

이트 입도의 크기를 Fig. 3에 도표화 하였다. Ti 함량이

0.001wt.% 이하 함유된 A강재의 초기 오스테나이트 입

도는 평균 620 µm이며, Ti가 0.03wt% 첨가된 B강재는

초기 오스테나이트 입도가 180 µm로 크게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Ti가 0.11wt.%로 가장 많은 양을 함유하고 있

는 C강재는 초기 오스테나이트 입도가 120 µm로 가장 작

은 크기를 가지고 있지만, 0.03wt.% Ti 함량을 가지고

있는 B강재의 경우에 비해서 초기 오스테나이트 입도의

감소폭이 둔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초기 오스테나이트 크기에 미치는 석출물의 영향을 분

석하기 위하여 강재 A, B, C의 TEM 사진과 회절패턴을

조사하였으며, 이 결과는 Fig. 4에 표시되었다. Ti 함량이

0.001wt% 이하인 A강재에서는 석출물이 관찰되지 않았

다. B강재의 경우 Fig. 4a와 같이 크기 100 nm 정도의

석출물이 관찰되었다. EDS 측정과 패턴 분석결과 B강

재와 C 강재에 석출된 석출물은 TiC, (Ti,Nb)C, Ti 산

화물임을 알 수 있다. Ti 함량이 가장 많이 함유된 C강

재의 경우 TiC의 크기는 B 강재와 유사하였지만 B강재

Fig. 3. Effect of Ti on the prior austenite grain size.

Fig. 4. TEM image showing the precipitates in steels B and C, (a) Ti 0.03wt.% and (b) Ti 0.11wt.%.

Fig. 5. Effect of C on the prior austenite grain size, (a) C 0.04wt.%, (b) C 0.06wt.% and (c) C 0.12w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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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더 많은 양의 Ti석출물이 관찰되었다. Ti 첨가량이

증가함에 따라 Ti석출물이 증가하였다. Ti 0.03wt.%의 미

세 첨가에 의해서도 초기 오스테나이트 결정립의 성장

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3.2 탄소(C) 함량에 따른 초기 오스테나이트 입도 변화

Fig. 5는 C 함량에 따른 초기 오스테나이트 입도의 변

화를 나타낸 미세조직이다. 탄소(C) 함량이 각각 0.04wt.%,

0.06wt.%, 0.12wt.%인 Fig. 5(a), 5(b), 5(c)를 보면 탄소

함량이 증가할수록 초기 오스테나이트 입도가 감소하는 것

을 알 수 있으며, 이 결과는 Ti 첨가량이 증가할 때의 결

과와 유사함을 알 수 있다. 또한 탄소함량이 증가하면서

결정립 크기의 균일성도 동시에 증가함을 확인 할 수 있

다. 광학현미경에서 측정한 초기 오스테나이트 입도의 크

기를 Fig. 6에 도표화 하였다. 탄소함량이 0.04wt.%가 함

유된 D강재의 초기 오스테나이트 입도는 평균 550 µm이

며 탄소함량이 0.06wt.%가 함유된 E강재의 평균 초기 오

스테나이트 입도는 460 µm로 소폭 감소되었다. 탄소함량

이 가장 큰 0.12wt.% F강재의 초기 오스테나이트 입도

는 180 µm 로 가장 작은 값을 보이고 있다. Fig. 6에서

와 같이 초기 오스테나이트 입도는 탄소함량이 증가함에

따라 직선적으로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Fig. 3

에서와 같이 Ti 함량이 증가할 때 초기 오스테나이트 입

도가 감소하는 경향과는 다른 결과이다. 

본 실험의 결과에 의하면 Ti(0.001~0.11wt.%) 및 C

(0.04~0.12wt.%)의 첨가는 1200oC 재가열 시 초기 오스

테나이트 입도를 감소시키는 데는 같은 역할을 수행하

지만, 그 정도가 각각 다름을 확인하였다. Maropoulos는

탄소 0.38wt.%를 가진 강재의 경우 1000oC 이상으로 온

도가 증가하면서 초기 오스테나이트 입자가 급격히 성장

하는 것을 보고하였는데,10) 그 이유는 1000oC 부근에서 바

나듐 탄화물이 소멸되었기 때문이었다. Jun의 연구에서는

본 연구에서 사용된 탄소함량의 범위 내에 있는 0.06wt.%

그리고 Ti함량은 0.017wt.% 강재에서 탄화물과 탄질화물

의 변화를 관찰하였으며, (Nb,Ti)C, (Nb,Ti)(N,C) 등의 석

출물이 주로 900-1000oC 구간에서 생성 된다고 보고하

였다.11) 또한 복합첨가강의 경우 석출물의 평형 재용해

온도는 1500oC 이상이라고 판단하였다. Reiter의 연구에

서는 Ti, Nb, V 등 석출물을 생성시키는 원소를 첨가

하지 않은 강재의 경우 탄소함량이 0.15wt.% 까지 증가

하면서 초기 오스테나이트 입도가 같이 증가하지만, 탄

소함량이 0.15wt.% 이상부터 0.7wt.% 까지는 초기 오스

테나이트 입도가 감소한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12) 

문헌조사 결과를 토대로 강재 B, C, D, E, F의 석출물

은 승온 과정이나 등온 유지 시 새로이 생성된 석출물

과 함께 기존 슬라브에서 재용해 되지 않고 남아 있는

석출물의 영향으로 재가열 시 초기 오스테나이트 결정립

의 성장을 억제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참고문헌 11)의

연구결과와 본 연구는 상반되는 결과를 보였지만 본 실

험에서는 탄화물 생성을 촉진하는 Ti를 첨가하였으므로,

본 연구의 결과는 Ti 및 탄소함량의 증가에 따른 석출물

(TiC, (Ti,Nb)C, Ti2O3)에 의한 입도 감소 효과라고 판단

된다. 

본 연구결과에서 생성된 TiC, (Ti,Nb)C, Ti2O3 등의 석

출물들이 입자의 내부에 위치하고 있는지 아니면 입계에

위치하고 있는 지에 대한 정확한 분석은 수행되지 않았

다. Ti 함량에 따른 초기 오스테나이트 결정립 변화는 Ti

용질원자에 의한 용질끌림효과 또는 (Ti,Nb)C, Ti2O3에 의

한 피닝효과에 의한 것으로 추측이 가능하다. 이에 대한

정확한 판단은 향후 정밀한 TEM 분석을 수행하여 검증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4. 결  론

열연강판 제조 중 초기 재가열 시 석출물 형성 원소

인 티타늄(Ti)과 탄소(C)의 첨가가 초기 오스테나이트 입

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석출물 형성 원소인 Ti를 첨가하지 않은 강재의 초

기 오스테나이트 입도는 620 µm이었다. Ti를 0.03wt.%

첨가하면 초기 오스테나이트 입도가 180 µm로 감소하였

으며, Ti가 0.11wt.% 첨가된 강재의 초기 오스테나이트

입도는 120 µm로 그 감소폭이 줄어들었다. Ti 함량이 증

가함에 따라 초기 오스테나이트 입도의 균일성은 증가하

였다.

2) 탄소함량의 증가에 따른 초기 오스테나이트 입도는

균일하게 감소하였다. 초기 오스테나이트 입도의 균일성

은 탄소함량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였다.

3) 열간압연강판의 재가열 시 초기 오스테나이트 입도Fig. 6. Effect of C on the prior austenite grain s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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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미치는 주요한 요인은 Ti 석출물에 의한 것으로 판

단된다. Ti의 영향은 첨가량의 초기 0.03wt.% 까지 급

격하게 증가한 이후 그 효과가 줄어들었고, C의 첨가에

따른 효과는 0.12wt.%까지 일정하게 증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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