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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건축물의 고층화 추세에 따라 콘크리트 보

강용 철강재료인 철근의 중요성이 점차 부각되고 

있다. 특히 고강도 철근을 사용함으로써 철근의 

배근 양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적인 시공이 

가능하여 고강도화가 계속 진행 중이다. 또한 품

질이 낮은 저가 수입산 제품이 증가하여 우리나라 

건축물의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이기도 하다. 

한편, 고강도 철근을 생산하기 위해서 유럽 및 

우리나라에서는 템프코어(Tempcore)라고 불리는 

냉각공정이 적용되고 있다. 템프코어는 1970 년대 

초 CRM(1,2)에 의해 개발되었는데, 바나듐(V)과 니

오븀(Nb) 등의 합금원소를 첨가하지 않고 Mild 

steel 로부터 강도 및 용접성이 우수한 철근을 생

산하는 공정이다. 이 공정은 열간 압연이 된 제품

을 급랭시켜 표면만 경화된 조직을 형성시키고 내

부는 연한 조직을 그대로 두어 기계적 성질이 증

Key Words: Tempcore(템프코어), Tempcore Simulation Apparatus(템프코어 모사 장치), Hardened Layer(경화층), 
Hardened Area Ratio(경화층 면적비), Hardness(경도), Microstructure(미세조직), Rebar(철근) 

초록: 고강도 철근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템프코어(Tempcore)라고 불리는 냉각 공정이 적용되고 있는데, 

템프코어를 이용하면 합금원소를 첨가하지 않고 Mild steel 로부터 강도 및 용접성이 우수한 철근을 생산

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장 설비를 이용하여 다양한 냉각 조건과 화학성분 변경의 영향을 평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템프코어 공정을 모사하기 위한 장치를 개발하였으며, 이를 이용하

여 경화된 표층부, 중간영역, 연한 내부 조직으로 이루어진 템프코어 조직을 구현하였다. 실험장치는 현

장 설비와 동일한 Cooler 1기가 장착되었고, 12~13 bar의 압력과 최대 50 m3/h의 유량을 공급하는 펌프라

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항복강도를 기준으로 400 MPa 이상을 요구하는 강종인 SD400 모사 결과 경화층 

면적비 및 냉각 깊이 별 경도가 제품과 잘 일치함을 알 수 있었다. 

Abstract: The cooling process referred to as Tempcore has been applied to produce a high-strength rebar. Excellent 
rebar with strength and weldability can be manufactured from mild steel without the addition of alloying elements by 
using the Tempcore process. However, there are limitations to evaluating the effect of various chemical compositions 
and cooling conditions within a site facility. In this study, we developed an apparatus to simulate the Tempcore process 
and obtained microstructures with a hardened surface layer, an intermediate region and a soft inner core. The 
experimental apparatus has been equipped with a cooler set that is the same as the site facility and consists of a pump 
line that supplies pressure of 12–13 bar and flow rate of up to 50 m3/h. In accordance with the simulation result of steel 
grade SD400 that requires more than 400 MPa of yield strength, both the hardened area ratio and the hardness with 
respect to each cooling depth were found to agree well with the produ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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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하면서도 양호한 연성과 굽힘성능을 동시에 확

보할 수 있는 특성을 가지게 한다.(3) 

Fig. 1 은 템프코어 공정의 모식도를 나타내고 

있다. 이 공정은 다음과 같은 3 단계로 이루어져 

있다.(4~6) 첫 번째 단계에서는 열간 압연된 제품을 

고압의 냉각수가 흐르는 파이프에 통과시켜 급랭

한다. 이 단계의 끝에서는 Martensite 로 변태된 표

층부와 Austenite 중심부로 이루어진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급격한 냉각구간을 통과하여 공기로 

노출되며, 전도에 의해 내부의 열이 표면으로 빠

져나오면서 Martensite 가 Self-tempering 되게 된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남아 있는 Austenite 가 냉각

대에서 준-등온변태에 의해 Ferrite+Pearlite, Bainite 

등으로 바뀌게 된다.  

템프코어와 관련된 기존 연구를 살펴보면, 주로 

FEM 등의 수치해석을 이용하여 Martensite 등의 

상분율, Tempering 온도, 기계적 성질 등을 계산하

였다.(5~7) 템프코어 냉각 조건에 따른 영향을 판단

하기 위해서는 현장 설비를 사용하였다. 하지만 

다양한 냉각 조건과 화학성분 변경의 영향을 평가

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실정이었다. 신정호 등(8)은 

특수강 봉강을 제조하기 위해 Direct quenching 과 

Self-tempering 을 이용한 제조기술을 개발하였는데, 

그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해 침적모의실험을 수행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템프코어 공정을 현장 

설비와 동일하게 모사할 수 있는 장치를 개발하였

으며 이를 활용하여 Fig. 1 과 같은 템프코어 조직

을 형성하고자 한다. 본 장치의 주된 활용 목적인 

특정 화학성분에 따른 최적화된 냉각 조건 도출이 

 

 
Fig. 1 Schematic diagram of Tempcore process 

가능하다는 점이다. 항복강도를 기준으로 400MPa 

이상을 요구하는 강종인 SD400 철근을 대상으로 

하여 다양한 냉각 조건 별 미세조직을 구현하고자 

한다. 

2. 실험장치 및 방법 

2.1 실험장치의 구성 

템프코어 공정을 실험실적으로 모사하기 위한 

개략도는 Fig. 2와 같다. 현장 설비와 동일한 사양

의 Cooler 1 기를 장착하였으며 이 Cooler 에 12~13 

bar의 압력과 최대 50 m3/h의 유량을 공급하기 위

한 펌프라인을 구성하였다. 또한 시편의 움직임을 

구현하기 위해 에어실린더를 장착하여 전진 및 후

진을 실시하고, 왕복횟수에 따라 냉각시간을 조절

하도록 전체적인 시스템을 구성하였다. Fig. 3 은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실험장치이다. Fig. 2 개략

도와 같이 흡입 및 배수 배관을 설치하였고, 실험

장치 전면에 터치스크린 방식의 조작부를 두어 실

험 전반을 컨트롤하였다. 

 

2.2 실험 방법 

본 실험의 시편은 지름이 25 mm 인 환봉을 사

용하였다. 본래 철근은 길이방향의 리브와 원주방

향의 마디로 이루어진 일명 뱀부(Bamboo) 형상이

나, 형상에 의한 냉각 오차를 최소화하고 시편 양 

끝단부에 클램핑이 용이하도록 원형 단면의 시편

을 적용하였다. 
 

 
Fig. 2 Schematic diagram of experimental apparatus 
 

 
 

Fig. 3 Developed experimental system for Tempcore 
coo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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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 Process 는 Fig. 4 와 같은데, 먼저 Box 

furnace 에서 시편을 적정 온도로 가열한 후 실험

장치에 장착하고, 에어실린더를 적정 시간 작동시

켜 템프코어 냉각을 실시한다. 냉각된 시편은 즉

시 Cooler 밖으로 꺼낸 후 공랭에 의한 Self-

tempering 을 유도한다. 이때 Box furnace 가열 시 

불활성 기체인 아르곤(Ar) 가스를 주입하여 시편

에 산화 Scale 이 생성되는 것을 억제하였으며, 이

를 통해 표면 열전달을 방해하는 산화 Scale 의 영

향을 제거하였다. 이 모든 과정을 열화상 카메라 

측정을 통해 냉각개시온도를 결정하고 Self-

tempering 온도를 기록하였다. 상온까지 완전히 냉

각된 시편은 단면을 절단하고 에칭하는 등의 전처

리 과정을 거쳐 전체면적에서 차지하는 경화층의 

면적 비율을 산출하고, 지름방향으로 경도를 측정

하여 강도를 예측하게 된다. 

 
Table 1 Test conditions of Tempcore cooling 

Heating temperature (℃) 1,030 

Water flow rate (m3/h) 35 

Water pressure (bar) 11~12 

Cooling time (sec) 1.0, 1.5, 2.0 

Chemical 
composition of 
specimen 
(wt%) 

C 0.25~0.27 

Si 0.15~0.30 

Mn 0.45~0.50 

P < 0.040 

S < 0.040 

 
 

 
 

Fig. 4 Experimental procedure of Tempcore process 

2.3 실험 조건 

Table 1 은 본 연구에서 적용한 실험 조건을 나

타내고 있다. 시편의 가열온도는 현장의 압연종료

온도와 유사한 1,030℃로 설정하였고, 냉각시간은 

1 초, 1.5 초, 2 초 등 3 개 조건에서 실험을 실시하

였다. 화학성분은 미세화 합금원소를 첨가하지 않

은 강종을 대상으로 하여 템프코어 공정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고자 하였다. 

3. 실험결과 및 고찰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템프코어 냉각 모사 장

치를 이용하여 냉각시간이 각각 다른 조건 하에서 

실험을 실시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Fig. 5 는 Macro 조직사진과 경화층 면적비를 산

출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경화층 면적비란 전

체면적에서 차지하는 경화층(Tempered martensite 

조직)의 면적비율을 말하는데, 시편에 Polishing 및 

Etching 을 실시하면 외부의 경화층은 어둡게, 내

부의 비 경화층은 밝게 나타나므로 그 경계의 구

분이 가능하다. 따라서 면적비를 산출할 수 있다. 

그림과 같이 냉각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경화층이 

두터워 짐을 확인할 수 있다. 냉각시간 1.5 초 조

건이 SD400(항복강도 기준 400 MPa 이상) 강종 

25 mm 철근의 경화층 면적비인 약 30%를 가장 

잘 모사하고 있다. 현장 템프코어 설비의 냉각길

이와 압연속도를 고려하였을 때의 냉각시간도 1.5

초와 유사하기 때문에 이 조건을 통해 SD400 강

종의 실험 조건 튜닝이 완료되었다고 볼 수 있다. 

냉각시간 2 초 조건의 경화층 면적비는 48.5%로 

냉각시간 대비 상당히 높게 나온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실험장치의 한계상 시편은 에어실린더를 이

용한 왕복운동만 가능하므로 2 초 냉각을 구현하

기 위해 에어실린더를 2 Cycle 구동시켰다. 즉 1 

Cycle 로 구동시킨 두 조건에 비해 역 방향 구동

이 1 회 증가되어 냉각 효과가 상승된 것으로 사

료된다. 즉 에어실린더의 작동속도를 유연하게 조

정하여 냉각시간을 컨트롤 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Fig. 6 은 SD400 강종 25 mm 철근 제품의 경도

와 냉각시간 1.5 초 조건의 경도를 비교한 그래프

이다. 두 그래프 모두 템프코어 조직의 특성인 U

자형 경도 그래프를 보이고 있으며, 경도 값 또한 

적은 오차 범위 내에 있는 등 그 경향성이 일치함

을 알 수 있다. 또한 Tempered martensite 조직인 

표면 경화층부의 경도 값은 비커스 경도를 기준으

로 약 250 Hv가 나왔고, Ferrite+Pearlite 조직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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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Macrostructure and hardened area ratio in 
accordance with cooling time : (a) 1.0sec, (b) 
1.5sec, (c) 2.0sec 

 

 
Fig. 6 Hardness comparison of product with experiment 

 

 
 

Fig. 7 Microstructure of 1.5sec cooling test : (a) 
Hardened area, (b) Intermediate area, (c) 
Central area 

 
심부는 약 170 Hv 가 나왔다. 이를 볼 때 경화층 

면적비 뿐만 아니라 경도 값까지 잘 일치하므로 

템프코어 냉각공정의 모사가 정확하게 이루어졌다

고 판단된다. 

Fig. 7 은 냉각시간 1.5 초 조건의 냉각깊이 별 

Microstructure 를 보여준다. 표층부(a)는 가장 경한 

조직인 Tempered martensite 조직을 나타내고 있으

며, 중심부(c)는 가장 연한 조직인 Ferrite+Pearlite 

조직이 형성되어있다. 또한 Macro 사진에서 다소 

밝게 보이는 중간부(b)는 Bainite 등의 중간상들이 

혼재되어 나타나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과 

같이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실험장치를 이용하여 

링 형태의 조직적 특성을 지닌 템프코어 조직을 

형성하였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합금원소의 추가 없이 우수한 성능

의 철근을 생산할 수 있는 냉각 기술인 템프코어 공

정을 현장 설비와 동일하게 모사하기 위한 장치를 개

발하였으며, 이를 이용하여 템프코어 조직을 형성하

고자 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템프코어 공정을 실험실적으로 모사하기 위

해 현장 설비와 동일한 사양의 Cooler 1 기를 장착

하였으며, 이 Cooler 에 12~13 bar 의 압력과 최대 

50 m3/h의 유량을 공급하기 위한 펌프라인을 구성

하였다. 또한 시편의 움직임을 구현하기 위해 에

어실린더를 장착하여 전진 및 후진을 실시하고, 

왕복횟수에 따라 냉각시간을 조절하도록 전체적인 

시스템을 구성하였다. 본 장치를 활용하여 화학성

분에 따른 최적화된 냉각 조건의 도출이 가능하고, 

역으로 냉각 조건을 고정하였을 때 적정 화학성분

을 결정할 수 있었다. 

(2) 개발된 실험장치를 이용하여 현장과 유사한 

조건을 부여한 후 실험을 실시하였고, 항복강도를 

기준으로 400 MPa 이상을 요구하는 강종인 SD400 

강종을 성공적으로 모사하였다. 모사된 경화층 면

적비는 29.1%로 SD400 제품 평균치인 약 30%와 

유사하며, 냉각 깊이 별 경도 또한 적은 오차 범

위 내에서 일치함을 알 수 있었다. 경화된 표층부

는 Tempered martensite가 형성되었고, 중심부는 전

형적인 Ferrite+Pearlite 조직이 나타났다. 그리고 

중간영역에는 Bainite 등의 중간상들이 혼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3) 초고강도 제품을 실험하기 위해서는 에어실

린더의 작동속도를 유연하게 조정하여 냉각시간을 

컨트롤 하는 등의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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