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 문] 한국재료학회지 http://dx.doi.org/10.3740/MRSK.2012.22.10.513
Kor. J. Mater. Res.
Vol. 22, No. 10 (2012)

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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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cently, automobile parts have been required to have high strength and toughness to allow for weight lightening

or improved stability. But, traditional micro-alloyed steel cannot be applied in automobile parts. In this study, we considered

the influence of quenching temperature and cooling rate for specimens fabricated by vacuum induction furnace. Directly

quenched micro-alloyed steel for hot forging can be controlled according to its micro structure and the heat-treatment process.

Low carbon steel, as well as alloying elements for improvement of strength and toughness, was used to obtain optimized

conditions. After hot forging at 1,200oC, the ideal mechanical properties (tensile strength ≥ 1,000 MPa, Charpy impact value ≥

100 J/cm2) can be achieved by using optimized conditions (quenching temperature : 925 to 1,050oC, cooling rate : ≥ 5oC/sec).

The difference of impact value according to cooling rate can be influenced by the microstructure. A fine lath martensite micro

structure is formed at a cooling rate of over 5oC/sec. On the other hand, the second phase of the M-A constituent microstructure

is the cause of crack initiation under the cooling rate of 5oC/sec. 

Key words high strength and toughness, micro-alloyed steel, direct quenched.

1. 서  론

자동차 부품이나 건설기계 부품 등에 이용되는 소재는

고강도·고인성이 요구되므로 Quenching·템퍼링된 조

질열처리재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제2차 유류파동을

계기로 이 같은 조질처리생략이 가능한 비조질강의 개

발이 진행되었다.1,2)

종래의 비조질강은 페라이트와 펄라이트를 기지조직으

로 바나듐 탄질화물의 석출강화를 이용한 것으로 탄소

함량을 약 0.2% 이상 함유하지 않으면 펄라이트 분율

이 부족하여 고강도를 확보할 수 없다. 또한 펄라이트

강화나 바나듐 탄질화물의 강화는 인성을 저하시키는 원

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탄

소함량을 저감시키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며, 탄소함량을

저감시켜도 강도를 저하시키지 않기 위한 방법으로 기지

조직을 페라이트가 포함되지 않은 저온변태생성물 즉 마

르텐사이트나 베이나이트 조직을 형성 시키는 것이다. 그

리고 이 마르텐사이트나 베이나이트 조직이 형성된 강

을 3세대 비조질강이라고 한다. 제3세대 비조질강3)은

1990년대에 고강도·고인성형 강종을 개발하기 위하여 단

조 직후 물 또는 기름에 직접Quenching(Direct Quenching

이하 DQ)하여 미세조직을 베이나이트 또는 마르텐사이

트 조직을 갖게 하는 것이다. 또한 Nb, Mo 등의 원소

를 첨가하여, 마르텐사이트 변태 종료온도를 높이고 질

량효과에 의한 autotempered 조직을 얻음으로써 양호한 충

격인성과 높은 강도를 얻을 수 있도록 개발된 강종이다. 

Fig. 14)은 탄소함량과 강도와 인성의 관계를 도식적으

로 나타낸 것이다. 기지조직이 페라이트 +펄라이트 조직

일 경우 강도·인성을 모두 만족시키는 탄소함량 범위

가 좁은 반면 기지조직을 마르텐사이트나 베이나이트로

할 경우 저탄소 영역에서 강도·인성의 요구치를 만족

시키는 탄소함량범위가 넓게 존재하게 된다. 저온 변태

생성물을 얻기 위해서는 열간단조 후 유냉이나 수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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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Quenching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DQ공정은 열간단조 후 온도를 오스테나이

트 온도 영역에 둠으로서 오스테나이트의 반복되는 재

결정으로 인해 오스테나이트의 결정립이 미세화 되어

Quenching조직을 미세화 시키고 전위를 많이 도입시킬

수 있어 재가열 Quenching·템퍼링 열처리재와 동등 이

상의 기계적 성질을 얻을 수 있고 재가열에 의한 오스

테나이트화 열처리 공정을 생략할 수 있어 제조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최근 자동차 부품은 경량화나 안정성 향상 목적으로 강

재의 고강도·고인성이 요구되고 있다. 요구된 특성을 만

족시키 위해서는 1970년대 초반부터 Quenching·템퍼링

열처리 공정을 생략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된 1세대, 2

세대 열간 단조용 비조질강은 강도는 조질강과 유사하

나 인성은 열세하기 때문에 적용에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강도와 충격인성이 1,000 MPa

이상, 충격치 100J/cm2, 이상의 특성을 얻을 수 있는 제

3세대 비조질강 개발을 목적으로 진공 유도용해로를 통

해 제조된 시험편에 대해서 고강도·고인성 모두를 만

족시킬 수 있는 열간단조 후 직접Quenching 온도 및 냉

각속도에 따른 영향성을 고찰하였다.

2. 실험 방법

본 연구에 이용된 강재는 강도향상을 위한 Quenching

효과와 인성향상을 위한 합금원소를 고려하여 Fig. 1의

탄소함량 범위를 고려하여 저탄소강을 기본으로 하였으

며, 진공 유도용해로를 사용하여 30 kg의 소형강괴를 제

작하였으며 그 화학성분은 Table 1과 같다. 30 kg의 소

형강괴는 1,200oC 온도에서 균질화 처리 후 조미니 단

조기를 이용해 φ30 mm의 공시재를 제작하였다. 

강재의 Quenching능을 평가하기 위한 조미니 시험을

행하였으며, 또한 조미니 시험편에 대해서 끝단으로부터

깊이에 따른 미세조직을 관찰하여 경도와 미세조직과의

상관관계를 조사하였다. 열간단조 후 경도 및 충격인성

에 미치는 Quenching매질 및 Quenching온도의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서 925oC~1,200oC에서 유지 후 유냉 및

수냉하였다. 또한 냉각속도에 따른 영향성 평가목적으로

Gleeble 1500을 이용하였으며, 이에 대한 개략도를 Fig.

2에 나타냈다. 

시험 후 각 조건에 따른 특성평가는 록크웰경도기를 이

용해 경도를 측정하였으며, 인장시험은 평행부 직경 12.5

mm, 표점거리 50 mm의 KS10호 시험편을 Instron-8520

(25 ton) 으로 평가하였으며, 2 mm U-notch 시험편으로

충격인성을 평가하였다. 충격시험 후 파면 및 미세조직

을 주사전자 현미경을 이용하여 관찰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조미니 경화능 시험결과

일반적으로 강의 강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Quenching으

Fig. 1. Dependences of mechanical properties on the carbon

content.
4)

 F/P : Ferrite/Pearlite, M/B : Martensite/Bainite

Fig. 2. Schematic diagrams of heat treatment procedure to manifest the effect of quenching temperature (a) and cooling rate (b).

Table 1. The chemical compositions of steels(wt.%).

C Si Mn P S Cr Mo Al Nb Fe

0.13 0.92 1.43 0.010 0.010 1.03 0.12 0.025 added b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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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마르텐사이트를 형성시키고 연속적으로 재가열 또는 중

간 열처리를 통해서, 강도를 크게 감소시키지 않으며 인

성을 증가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Quenching으로 마르텐

사이트를 형성시키는 능력은 강재의 경화능(Hardenability)

과 관련이 있다. 그래서 강이 가진 최적의 강도를 개발

하기 위해서는 우선 완전히 마르텐사이트를 형성시켜야

한다. 이러한 특성을 얻기 위해서는 냉각동안에 오스테

나이트에서 페라이트, 펄라이트, 베이나이트를 형성시키

지 않을 정도로 충분히 빠르게 Quenching시켜야 한다.

조미니 시험은 이러한 강의 경화능을 평가하기 위한 방

법으로 세계적으로 폭 넓게 사용하고 있다.5) 

Fig. 3은 조미니 경화능 곡선 및 깊이에 따른 미세조

직 관찰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본 연구에 이용된 강재의

탄소함량 0.13 wt.%에 따른 표면하 1.5 mm(J 1.5 mm)에

서 36.8HRC를 나타냈으며, 미세조직 관찰결과 미세한 래

스 마르텐사이트(lath martensite) 조직을 나타냈다. 표면

하 11 mm(J 11 mm)에서도 경도 35.8HRC로 경도저하가

크게 나타나지 않았으며 미세조직 또한 J 1.5 mm에서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냈다. 끝단으로부터 50 mm(J 50 mm)

에서는 경도 26.5HRC(실측경도 285 Hv), 입상형태의 2상

이 석출되어 있음을 관찰했다. 조미니 시험편에서 끝단

50 mm 지점은 냉각속도가 느린 곳에 해당하지만 통상 페

라이트의 경도가 200 Hv(환산경도 11HRc) 이하, 입계에

서의 초석페라이트 석출이 없는 것을 고려할 때 페라이

트 조직은 아닌 저온 변태 생성물인 것으로 사료된다. 

3.2 Quenching 냉매 및 온도에 따른 기계적 성질 

Fig. 4와 Fig. 5는 Quenching냉매 및 Quenching온도

에 따른 인장강도, 경도 및 충격특성 평가를 나타낸 것

이다. 양산재가 아닌 진공 유도용해로에서 제작된 소형

강괴를 이용해 공시재를 제작하여 평가한 것으로 수냉재

의 경우가 냉각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유냉재에 비해 높

은 경도를 나타냈다. 반면 충격특성은 유냉재의 경우가

높게 나타났다. Fig. 6는 925oC, 1,200oC Quenching온도

에서 유냉 및 수냉한 시험편의 미세조직 관찰결과를 나

타낸 것으로 치밀한 래스 마르텐사이트 조직을 나타냈다. 

Fig. 3. A graph of the Jominy hardenability (a) and microstructures of quenched specimen depending on depth. ((b) J 1.5 mm, (c) J 11 mm

and (d) J 50 mm).

Fig. 4. Tensile test value according to variation of quenching media

and temp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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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조건에서 목표강도인 1,000 MPa 이상 확보 가능

한 경도 31HRC이상, 충격치 100 J/cm2이상을 만족하는

결과를 얻었다. 본 연구에서 경도 31HRC 이상 확보는 인

장강도가 경도와 비례관계가 있는 것으로 1,000 MPa 이

상 확보하기 위한 조건의 값으로 설정하였다. Quenching

온도 1,000oC, 1,050oC 조건에서 경도 및 충격치가 높

게 나타났다. Quenching온도가 높아짐에 따라 경도 변

화는 없지만 충격치가 저하되는 현상을 나타났다. 이는

온도가 높아짐에 따라 오스테나이트 결정립에 조대화되

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Fig. 7은 Quenching온도에

따른 오스테나이트 결정립 크기를 나타낸 것으로 온도

가 증가함에 따라 결정립 직경이 증가됨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열간단조 후 DQ공정은 단조종료 온도를 오

스테나이트 온도 영역에 둠으로써 오스테나이트의 반복되

는 재결정으로 인해 오스테나이트의 경정립이 미세화 되

어 Quenching조직을 미세화하고, 전위를 많이 도입시킬

수 있다. 따라서 미세한 래스 마르텐사이트 조직을 얻기

위한 조업조건의 최적조건의 설정이 중요하다. 본 연구에

서의 열간단조 종료온도 즉 DQ공정의 Quenching온도의

최적조건은 1,000~1,050oC 범위라고 판단된다.

3.3 냉각속도에 따른 미세조직 및 기계적 성질

열간단조 후 냉각속도에 따른 미세조직 및 기계적 성

질 변화를 고찰하기 위해서 0.1oC/s, 0.5oC/s, 1oC/s, 3oC/

Fig. 5. Hardness and Charpy impact value according to variation

of quenching media and temperature.

Fig. 6. SEM images of specimens quenched in different conditions of quenching media and temperature. (a) 925oC oil quenched, (b) 925oC

water quenched, (c) 1,200
o
C oil quenched and (d) 1,200

o
C water quenched.

Fig. 7. Austenite grain size according to change of quenching tem-

p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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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5oC/s, 10oC/s의 냉각속도로 시험한 데이터를 Fig. 8과

9에 나타냈다. Fig. 8은 경도 및 충격치 결과를 나타낸

것으로 인장강도 1,000 MPa에 상당하는 경도 31HRC 이

상은 5oC/s 이상의 냉각속도에서 100 J/cm2 이상의 충격

인성을 나타냈다. 즉 냉각속도가 증가함에 따라 경도가

증가함에 따라 인성이 감소하는 일반 탄소강의 특성과

는 달리 경도 및 인성이 만족되는 냉각속도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강도 및 충격인성을 만족시키기 위

해서는 5oC/s 이상의 빠른 냉각속도에 의한 미세조직 제

어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Fig. 9은 각각의 조건에서의 미세조직 및 충격시편의

파면관찰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5oC/s 보다 느린 냉각

조건에서는 침상형태의 래스 마르텐사이트 조직이 아닌

제2상이 석출되었다. 파면 관찰결과에서도 취성파면의 형

태인 벽개파괴 형태를 보이고 있다. Fig. 10는 냉각속도

0.1, 5oC/s 조건의 고배율 관찰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Fig. 10(a)는 0.1oC/s의 냉각속도에서의 미세조직 관찰

결과로 별다른 특징이 없는 기지 조직에 입상의 제 2

상 입자가 전체적으로 분포하고 있는 조직 특징을 나타

내고 있다. 입상의 제2상은 냉각속도가 증가함에 따라 크

기는 작아지고 단위면적당 갯수가 증가하다가 5oC/s 이

상의 냉각속도에서는 Fig. 10(b)에서와 같이 제 2상이 방

향성을 갖고서 길게 연신된 형태의 래스 형태를 나타냈

다. 경도 측정결과 18HRC(실측경도 269 HV)에서 32HRC

이상의 경도값으로 경도가 증가되었다. 0.1oC/s의 느린 냉

각속도에서의 미세조직은 페라이트 경도값이 200 HV를

넘지 않는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페라이트가 아님이 분

명하다.

Fig. 11은 냉각속도가 가장 느린 조건과 빠른 0.1oC/

min. 및 5oC/min.조건에서의 잔류오스테나이트 측정결과

이다. 오스테나이트 (200) peak가 보이며 11.9%, 8%의

잔류오스테나이트 분율을 나타냈다.

따라서 5oC/s보다 느린 냉각속도에서 관찰되는 입상 섬

형태의 제2상은 탄소가 집적되어 변태된 쌍정 마르텐사이

트와 약간의 잔류 오스테나이트로 구성된 M-A(martensite

- austenite) constituent로 사료된다.1,2) 

느린 냉각속도에서 섬 모양의 M-A constituent 형성은

냉각이 되면서 베이나이트내 페라이트(bainitic ferrite)가

생성되면서 과잉의 탄소는 오스테나이트내로 확산되어 들

어간다. 변태온도가 높아 탄소의 확산속도가 빠르므로 베

이나이트/오스테나이트 계면에 시멘타이트가 석출될 수 있

을 정도로 탄소가 충분히 집적되지 못한 채, 계면으로

확산해 온 과잉의 탄소는 급속히 오스테나이트 내부로

확산되어 들어간다.7) 따라서 탄화물 석출없이 베이나이

트내 페라이트만 생성되면서 냉각이 진행된다. 미변태 오

스테나이트에는 계속 탄소가 집적되면서 냉각이 진행되

어 오스테나이트가 모두 변태되기 전에 Ms온도 아래까

지 냉각된다. 미변태 오스테나이트의 일부는 쌍정 마르

텐사이트로 변태되고, 일부는 변태되지 않고 계속 잔류

오스테나이트 상태로 남게 된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

해 냉각속도가 느린경우에는 베이나이트내 페라이트와 M-

Fig. 8. Hardness and charphy impact value according to variation

of cooling rate at 1,200oC.

Fig. 9. SEM images of microstructures and fracture surfaces

depending on variation of cooling rate at 1,200oC. (a) 0.1oC/s, (b)

1
o
C/s, (c) 5

o
C/s and (d) 10

o
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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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onstituent로 구성된 조직을 갖게 된다.1) 

느린 냉각조건에서 잔류오스테나이트양이 많아지는 이

유는 베이나이트 변태가 진행되면서 탄소가 집적되는 오

스테나이트 영역들이 생기게 되고, 탄소함량이 많아진 영

역에서는 오스테나이트의 전단저항(shear resistance)이 증

가되어 마르텐사이트 변태가 힘들어지기 때문이다.8)

Fig. 9에 각각의 냉각속도에서의 관찰된 미세조직과 동

일 조건에서의 충격시험 후 파면관찰 결과를 나타낸 것

으로 충격인성이 낮은 5oC/s 보다 느린 냉각속도에서는

취성파괴 모드(mode)인 벽개(cleavage)파면을 빠른 냉각

속도에서는 연성파괴 모드인 딤플(dimple) 파면을 나타

내고 있다. 냉각속도가 느린 게 빠른 것보다 인성이 낮

게 나타나는데 이는 미세조직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사

료된다.9)

4. 결  론

강도 및 인성이 우수한 직접Quenching 열간 단조용 비

조질강개발을 위한 합금 설계된 진공유도용해재에 대해

서 기계적 성질에 미치는 Quenching온도 및 냉각속도의

영향성에 대해 평가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1,200oC 단조 후 직접Quenching에 의해 1,000 MPa

이상의 인장강도 100 J/cm2이상의 충격치를 얻기 위한 최

적의 Quenching조건은 925oC~1,050oC 범위이었다

2) 5oC/s 이상의 냉각속도에서 31HRc 이상의 경도 100

J/cm2 이상의 충격치를 나타냈으며 냉각속도가 느린 조

건에서는 충격치는 낮게 나타났다. 

3) 냉각속도에 따른 충격치 차이는 미세조직에 따른 영

향으로 판단된다. 미세한 래스 마르텐사이트 조직을 나

타내는 5oC/s 이상의 냉각속도에 비해 냉각속도가 느린

경우 M-A constituent 조직의 제2상이 생성됨에 따라 충

격시 균열의 발생기점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참 고 문 헌

1. D. L. Lee, S. W. Park and W. Y. Choo, J. Kor. Inst. Met.

& Mater., 34(5), 560 (1996) (in Korean).

2. M. Katsumata, Y. Matsushima and Y. Yamamoto, Bull.

Jpn. Inst. Met., 31, 547 (1992).

3. C. I. Garcia, A. K. Lis and A. J. DeArdo, SAE Technical

paper, 910143 (1991). doi:10.4271/910143.

4. T. Inoue and M. Katsumata, J. Jpn. Soc. Heat Treat., 33,

11 (1993) (in Japanese).

5. ASTM STANDARDS A255-02 01.05, 32 (2005).

6. K. A. Taylor, S. W. Thompson and F. B. Fletcher, Physical

Metallurgy of Direct Quenched Steels, p. 231, edited by

TMS Ferrous Metallurgy Committee, TMS, Warrendale,

Pennsylvania, USA (1993).

7. M. Katsumata, O. Ishiyama, T. Inoue and T. Tanaka,

Mater. Trans. JIM, 32, 715 (1991).

8. Y, Kasamatsu, S. Takashima and T. Hosoya, Tetsu-to-

Hagane, 65, 1222 (1979) (in Japanese).

Fig. 11. XRD pattens of tested specimens cooled down the different rate at 1,200oC. (a) 0.1oC/s and (b) 5oC/s.

Fig. 10. SEM images of specimens cooled down the different rate at 1,200oC. (a) 0.1oC/s and (b) 5oC/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