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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deals with the yielding behavior and strain aging properties of three bake hardening steels with dual-

phase microstructure, fabricated by varying the annealing temperature. Bake hardening and aging tests are performed to examine

the correlation of martensite volume fraction with yielding behavior and strain aging properties of the bake hardening steels

with dual-phase microstructure. The volume fraction of martensite increases with increasing annealing temperature. Room-

temperature tensile test results show that the yielding behavior changes from discontinuous-type to continuous-type with

increasing volume fraction of martensite due to higher mobile dislocation density. According to the bake hardening and aging

tests, the specimen with the highest fraction of martensite exhibited high bake hardening with low aging index because solute

carbon atoms in ferrite and martensite effectively diffuse to dislocations during the bake hardening test, while in the aging test

they diffuse at only ferrite due to lower aging temperature.

Key words bake hardening steel, dual-phase, martensite, yielding behavior, strain aging.

1. 서 론

자동차 외판으로 주로 사용되는 소부경화(bake hardening,

이하 BH) 강은 침입형 고용체 금속의 변형 시효(strain

aging) 현상을 이용하여 자동차 완성품의 도장 후 건조

과정에서 항복 강도를 증가시킴으로써 내덴트(dent)성 및

내충돌성을 향상시킨 자동차용 강재이다.1-5) 일반적으로

페라이트계 저탄소강 또는 극저탄소(ultra-low carbon)강

에서 발생하는 변형 시효 현상은 변형 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페라이트 내부에 고용된 탄소(C) 또는 질소(N)가 전

위와 고착되면서 상온 인장 시험 시 불연속 항복 거동,

강도 증가 및 연신율 감소가 주로 나타난다.6-8) 이러한

변화는 가공 시 표면 주름이나 성형 불량 등을 일으키

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 억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성

형 후 내덴트성 및 충돌 저항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변형 시효를 통한 강도 증가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높

은 성형성과 충돌 저항성을 동시에 만족하는 BH 강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성형 전 시효를 최대한 억제하고, 성

형 및 도장 후 강도 증가를 극대화시켜야 한다. 

일반적으로 성형 전 시효 현상 및 BH 효과에 직접적

으로 영향을 주는 전위와 고용원소 간의 상관관계 특성

은 침입형 원소의 함량, 변형량, 열처리 온도 및 시간,

압하율 및 결정립 크기 등의 다양한 미세조직적 인자에

의존한다고 알려져 있다.1-8) 이러한 미세조직적 인자들 중

침입형 원소의 함량과 변형량에 따른 초기 전위 밀도는

변형 시효 특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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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연구가 집중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현재 탄화물 석

출 원소인 티타늄(Ti) 및 니오븀(Nb)을 소량 첨가하여 고

용 탄소 함량을 제어하고, 석출물을 형성시켜 강도 향

상을 시킨 BH 강이 주로 생산되고 있다. 9-12)

그러나 일반적인 BH 강은 페라이트 단상 또는 페라

이트에 다양한 석출물이 형성된 미세조직을 나타내기 때

문에 높은 성형성 및 우수한 충돌 저항성을 동시에 만

족하는 BH 강을 개발하는데 제한적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페라이트에 소량의 마르텐사이트를 형성시킨 BH 강

에 대한 연구가 일부 진행되어 오고 있지만, 5 % 이내

분율 범위에서 마르텐사이트 분율에 따른 항복 거동과

변형 시효 특성에 대한 연구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어닐링 온도에 따라 서로 다른 마

르텐사이트 분율을 가지는 3 종류의 BH 강을 제조하여

소량의 마르텐사이트가 항복 거동에 미치는 영향을 조

사하고, 마르텐사이트의 유무에 따른 AI (aging index)

및 BH 지수13,14)를 측정하여 소량의 마르텐사이트가 포

함된 BH 강의 미세조직과 항복 거동 및 변형 시효 특

성의 상관관계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2. 실험 방법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재료는 Fe-0.01C-2.1Mn-0.03(S+Al)

의 화학 조성을 가지는 냉간 압연재이며, 이를 760 oC,

810 oC, 그리고 840 oC에서 10분 동안 어닐링 처리한 후

수냉하여 서로 다른 마르텐사이트 분율을 가지는 시편

들을 제조하였다. 이들의 미세조직은 시편의 윗면을 기

계적 연마하고, 3 % 나이탈 용액으로 에칭한 후 광학현

미경과 주사전자현미경(scanning electron microscopy,

이하 SEM)으로 관찰하였다. 또한 마르텐사이트 조직을

보다 자세히 관찰하기 위해 전자후방산란회절(electron

backscatter diffraction, 이하 EBSD) 분석을 실시하였다.

EBSD 시편은 92 % acetic acid와 8 % perchloric acid

를 혼합하여 넣은 분사식 전해연마기를 이용하여 기계적

연마로 인해 발생된 표면의 결함을 제거하였다. EBSD 분

석은 FE-SEM (fieled emission scanning electron micro-

scope) 내에서 분석하였으며, 결정방위는 TSL사(TexSEM

Laboratories, Inc)에서 제공하는 OIM (orientation imaging

microscopy) 분석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였다.

인장 시험은 ASTM E8 표준 시험법에 따라 압연 방

향으로 표점 거리 25.0 mm, 직경 6.3 mm의 sub-size 판

상 시편으로 가공하였고, 10톤 용량의 만능 시험기(ULM-

T10, MTDI, Korea)를 사용하여 10−3 s−1의 변형률 속도

로 상온에서 실시하였다. 또한 BH 강의 프레스 성형과

페인트 공정 후 건조에 해당되는 AI 및 BH 지수를 측

정하였다. 자동차 도장 후 건조 과정과 동일한 공정을

모사한 BH 지수는 2 % 초기 변형(pre-strain)을 가한 상

태에서 측정된 유동 응력과 2 % 초기 변형 후 170 oC

에서 20분 동안 시효 후 다시 인장 시험을 실시하여 얻

은 하부 항복 강도와의 차이로 측정하였다.13) 또한 AI

는 7.5 % 초기 변형을 가한 상태에서 측정된 유동 응

력과 초기 변형 후 100 oC에서 1시간 동안 시효 후 다

시 인장 시험을 실시하여 얻은 하부 항복 강도와의 차

이로 측정하였고, 이는 저탄소 페라이트강이 3개월 동안

시효 시에 발생하는 C 확산과 동일한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간주하였다.14)

3. 결과 및 고찰

3.1어닐링 온도에 따른 미세조직 변화

본 연구에서 어닐링 온도에 따른 3종류 BH 강의 광

학현미경과 SEM 미세조직 사진을 Fig. 1에 나타내었다.

이들 사진에서 구분된 마르텐사이트를 화살표로 표시하

고, 계산된 분율을 SEM 사진에 표시하였다. 760 oC에서

어닐링된 시편의 경우 페라이트 단상의 미세조직을 나

타냈으며, 어닐링 온도가 증가할수록 페라이트 결정립계

에서 마르텐사이트가 형성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형성

된 마르텐사이트의 분율 측정결과, 840 oC에서 어닐링된

시편은 3.07 %로 가장 높은 분율을 나타내었다. 페라이

트와 마르텐사이트의 명확한 상 구분과 미세조직적 인

자를 측정하기 위하여 EBSD 분석을 활용하였다. Fig.

2에 페라이트 및 마르텐사이트의 미세조직적 특징을 나

타내는 EBSD inverse pole figure (IPF) map 사진과

image quality(IQ) 값을 나타냈다. Fig. 2(a) 및 (b)를 살

펴보면, 마르텐사이트의 경우 내부에 다양한 결정 방위

를 가지는 반면 페라이트의 경우 하나의 결정립에 동일

한 결정 방위 특성을 보였다.15-16) 페라이트와 마르텐사이

트 경계를 line scanning 분석한 결과를 보면[Fig. 2(c)],

페라이트와 마르텐사이트 미세조직 내부의 IQ 값이 다

름을 확인할 수 있었고, 마르텐사이트의 IQ 값이 페라

이트 보다 상대적으로 낮았다.

Fig. 3에 760 oC, 810 oC, 및 840 oC에서 어닐링된 시

편의 EBSD IPF map 및 IQ map을 겹쳐서 보여주는

사진과 kernel average misorientation (KAM) map 사

진을 나타내었다. Fig. 3(a)-(c)에 표시된 마르텐사이트의

경우 페라이트와 비교하여 낮은 IQ 값을 가지기 때문

에 상대적으로 어둡게 나타났다. 한편 KAM 값은 전위

밀도로 대표될 수 있는 GND (geometrically necessary

dislocation)와 관련되어 있으며, GND는 KAM 값에 비

례한다. EBSD KAM 분석 결과를 보면[Fig. 3(d)-(f)],

페라이트보다 마르텐사이트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KAM

값을 나타내고 있다. Fig. 3의 EBSD 분석 결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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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르텐사이트 분율, 결정립 크기, 그리고 전위 밀도를 측

정하여 Fig. 4에 정리하였다. 이들 결과를 보면, 어닐링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마르텐사이트 분율 및 페라이트

결정립 크기가 증가하였다. 또한 높은 마르텐사이트 분

율을 가지는 시편에서 높은 전위 밀도를 나타내었는데

[Fig. 4(c)], 이는 어닐링 후 급랭하면서 오스테나이트에

서 마르텐사이트로 상변태 시 마르텐사이트 체적 팽창

에 의해 페라이트와 마르텐사이트 계면에서 발생된 변

태 응력이 마르텐사이트 근처에 있는 페라이트 내부의

가동 전위를 증가시키기 때문이다.17-19)

3.2 마르텐사이트 분율에 따른 항복 거동 및 시효 특성

마르텐사이트 분율이 다른 3종류의 BH강에 대한 상

온 인장 시험으로부터 얻은 공칭 응력-변형률 곡선을 Fig.

5에 나타내었다. 먼저 840 oC에서 어닐링된 BH 강은 가

장 높은 마르텐사이트 분율을 나타내어 인장 강도가 가

장 높으며, 이에 따라 연신율이 상대적으로 낮다. 또한

이들은 마르텐사이트 분율에 따라 다른 항복 거동을 나

타내었는데, 760 oC에서 어닐링을 실시한 페라이트 단상

시편은 완전한 불연속 항복 거동을 나타낸 반면, 마르

텐사이트 분율이 증가함에 따라 점점 연속 항복 거동으

로 변화되었다[Fig. 5(b)]. 일반적으로 불연속 항복 거동

에서의 항복점 현상은 페라이트 내의 용질 원자와 전

위의 상호작용에 의한 것으로 보고되며, 가동 전위밀도

에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20-21) 실제로

840 oC에서 어닐링된 시편은 높은 마르텐사이트 분율에

Fig. 1. (a)-(c) Optical and (d)-(f) SEM micrographs of the three bake hardening (BH) steels annealed at 760 oC, 810 oC, and 840 oC.

Martensites are indicated by yellow arrows, and the volume fraction of martensite (Vm) is marked in the SEM micrographs.

Fig. 2. EBSD (a) inverse pole figure (IPF) map, (b) the enlarged IPF map of dotted white square area in Fig. 2(a), and (c) image quality

value measured from line scanning analysis in Fig. 2(b). Ferrite (F) and martensite (M) are marked in Fig. 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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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높은 가동 전위 밀도를 나타내었고, 이로 인해 인

장 시험시 용질 원자와 전위 간의 상호작용이 항복 거

동에 미치는 영향이 감소하여 연속 항복 거동을 나타

내었다.

한편 우수한 성형성과 높은 강도를 갖는 자동차용 강

재를 개발하기 위해 시효 및 성형 공정에서 낮은 AI와

높은 BH 특성이 요구되고 있다. 이들 강재는 낮은 시

효 특성을 통해 불연속 항복 거동과 강도 증가 및 연

신율 감소를 억제시켜 성형성을 향상시키고, 높은 BH 특

성을 통하여 성형 후 높은 항복 강도를 가져 높은 내

덴트성 및 충돌 저항성을 가져야 한다.9-12) 이러한 시효

와 BH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AI와 BH 시험을 실시하

였고, 그 결과를 Fig. 6에 나타내었다. AI와 BH 시험

후 모든 시편들은 초기 인장 시험 결과보다 더욱 더 뚜

렷한 항복점 연신과 항복 강도 증가량을 나타냈다. 이

와 같이 변형 시효에 따른 불연속 항복 거동, 강도 증

가 및 연신율 감소는 초기 변형으로 인해 증가된 가동

전위와 기존의 재료 내부에 존재하던 전위들이 시효에

따라 열적으로 활성화되어 탄소와 고착됨으로써 Cottrell

분위기를 형성하기 때문이다.22) 이러한 Cottrell 분위기의

Fig. 3. EBSD (a)-(c) inverse pole figure (IPF) maps with image quality (IQ), and (d)-(f) kernel average misorientation (KAM) maps of

the three bake hardening steels annealed at 760 
o

C, 810
 o

C, and 840 
o

C. Martensite is indicated by yellow circles in Fig.3(a)-(c).

Fig. 4. (a) Martensitre volume fraction, (b) ferrite grain size, and (c) dislocation density of the three bake hardening steels plotted as a

function of annealing temp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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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은 페라이트 내부에 고용된 탄소 함량이나 전위 밀

도 등의 내부 인자와 초기 변형량, 시효 온도 및 시간

등의 공정 조건에 크게 의존한다.23-24) 

Fig. 7은 760 oC와 840 oC에서 어닐링된 BH 강의 AI

및 BH 지수를 나타낸다. 840 oC에서 어닐링된 시편의 경

우 BH 시험에 의한 항복 강도 증가는 다른 시편에 비

하여 높았지만, AI 시험에 따른 항복 강도 증가량은 낮

았다. 본 연구에서 AI와 BH 시험에 따른 항복 강도 증

가량은 마르텐사이트 분율과 시효 온도에 영향을 받았

는데, BH 시험의 경우 비교적 높은 온도에서 시효를 실

시하기 때문에 마르텐사이트 내부에 고용된 탄소가 페

라이트/마르텐사이트 계면에서 생성된 높은 전위 밀도의

가동 전위에 활발하게 고착되어 높은 항복 강도 증가량

을 나타내었다. 반면 AI 시험의 경우 비교적 낮은 온도

에서 시효를 실시하기 때문에 마르텐사이트 내부에 존

재하는 탄소가 충분히 확산되지 못하며, 마르텐사이트 생

성으로 인해 페라이트 내부의 고용된 탄소가 상대적으

Fig. 5. (a) Engineering stress-strain curves obtained from the room temperature tensile test for the three bake hardening steels annealed

at 760 oC, 810 oC, and 840 oC, and (b) the enlarged engineering stress-strain curves showing yielding behavior in Fig. 5(a).

Fig. 6. Engineering stress-strain curves of the two bake hardening steels annealed at 760 
o

C and 840 
o

C subjected to (a) bake hardening

(2.0% tensile prestrain and baking at 170 oC for 20 min) and (b) aging index (7.5% tensile prestrain and baking at 100 oC for 1 hr) tests. 

Fig. 7. Bake hardening index (BHI) and aging index (AI) of the

two bake hardening steels annealed at 760 
o

C and 840 
o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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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감소하기 때문에 낮은 항복 강도 증가량을 나타낸 것

으로 생각된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어닐링 온도에 따라 서로 다른 마르텐

사이트 분율을 갖는 3종류의 소부경화(BH) 강을 제조한

후 미세조직 분석, 초기 인장 시험, AI 및 BH 시험을

실시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어닐링 온도가 높아질수록 마르텐사이트 분율이 증

가하며, 오스테나이트에서 마르텐사이트로 상변태 시 체

적 팽창으로 인해 마르텐사이트 주위에 있는 페라이트

내에 새로운 가공 전위가 발생하여 전위밀도가 높아졌다.

2) 상온 인장 시험 결과 마르텐사이트 분율이 증가함

에 따라 연속 항복 거동을 나타내었는데, 이는 생성된

마르텐사이트 주위의 페라이트 내 가동 전위 밀도가 증

가하고, 페라이트 내부에 고용된 탄소 함량이 낮아지기

때문이다.

3) AI 및 BH 시험 결과 마르텐사이트 분율이 높은 시

편은 낮은 AI와 높은 BH 지수를 나타내었다. 높은 BH

지수의 경우 초기 변형 이후 높은 시효 온도로 인해 마

르텐사이트와 페라이트 내부에 고용된 탄소와 가동 전

위들의 활발한 상호 작용에 의한 것이며, 낮은 온도에

서 시효를 실시하는 AI 시험은 페라이트 내부의 고용된

탄소만 확산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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