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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s of Quenching and Partitioning (Q&P) and Annealed Martensite (AM) heat treatment on

the microstructure and tensile properties were investigated for 0.24C-0.5Si-1.5Mn-1Al steels. The Q&P steels

were annealed at a single phase (γ) or a dual phase (γ + α), followed by quenching to a temperature between

Ms and Mf.  Then, enriching carbon was conducted to stabilize the austenite through the partitioning, followed

by water quenching. The AM steels were intercritically annealed at a dual phase (γ + α) temperature and

austempered at Ms and Ms± 50 oC, followed by cooling in oil quenching. The dual phase Q&P steels showed

lower tensile strength and yieldyield strength than those of the single phase Q&P steels, . and tThe elongation

for the dual phase Q&P steel was partitioning 100s higher than that of that for the single phase Q&P steels

as the partitioning time was less than 100s up to partitioning 100s. For AM steels, the tensile/yield strength

decreased and the total elongation increased as the austempering temperature increased. The stability of the

retained austenite controlled the elongation for Q&P steels and the volume fraction of the retained austenite

controlled the elongation for AM ste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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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철강재료 동향은 철강재료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

해 고강도/고인성의 신철강 연구개발을 지속적으로 진행

하고 있다. 특히 연질조직이 기지조직인 변태유기소성

(Transformation induced plasticity, TRIP)형 강종들이 집

중적으로 개발되어 있으며, 현재 인장강도가 800MPa 이

상, 연신율이 30% 이상이며 높은 충격흡수에너지1)와 우

수한 성형성2-4)때문에 자동차의 충격부 등 여러 부분에

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자동차 현가장치 같은 우수한

strech-flangeability를 만족해야 하는 부분에는 연질상이

기지조직인 강종은 적합하지 않다.5,6) 그래서 연질상(poly-

gonal ferrite)을 경질상(베이나이트, 마르텐사이트)으로 대

체한 강이 연구되고 있다. 

경질 조직인 강은 마르텐사이트와 베이나이트와 같은

강한 조직이 기지 조직이므로 인장강도와 항복강도가 우

수하고 잔류오스테나이트로 인해 적절한 연신율을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성형성(strech-flangeability, bendability)

이 매우 우수한 점이 특징이다. 현재 마르텐사이트, 잔

류오스테나이트, 페라이트등으로 구성되는 Quenching and

Partitioning (Q&P)강과 마르텐사이트 또는 베이나이트,

페라이트와 잔류오스테나이트로 구성되는 소둔마르텐사이

트(AM)강들의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8,9) Q&P강은 오스

테나이트 단상영역 어닐링(annealing) 또는 이상영역 어

닐링(intercritical annealing)을 마치고 Ms와 Mf 중간 온

도까지 칭하고 partitioning 후 상온까지 수냉하는 열

처리이다. 어닐링 온도에 따라 미세조직과 인장특성이 달

라지며, 1차 칭시 칭온도에 따라 마르텐사이트와 잔

류오스테나이트의 분율이 결정되고, partitioning을 통해 잔

류오스테나이트의 안정화와 2차 칭 시 새로운 마르텐

사이트가 생성되는 mechanism을 가진다. AM강은 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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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나이트 단상영역 어닐링(annealing) 후 상온까지 급냉

시켜 마르텐사이트조직을 생성시키고 이상영역 어닐링

(intercritical annealing) 후 Ms 온도 근방까지 칭시키고

템퍼링을 마친 후 상온까지 다시 칭하는 열처리이다.10)

1차 칭 시 생성된 마르텐사이트가 조직을 더욱 미세화

시키고, 이상영역열처리 후 2차 칭 시 칭온도에 따

라 마르텐사이트, 베이나이트, 페라이트, 잔류오스테나이

트의 분율이 결정되고, 오스템퍼링을 통해 잔류오스테나

이트의 안정화와 3차 칭 시 새로운 마르텐사이트가 생

성되는 mechanism을 가진다.

Q&P강은 인장강도 1300 MPa 이상, 연신율 15% 이상

까지 개발되었으며, AM강은 인장강도 800 MPa 이상, 연

신율30% 이상까지 개발되고 있다.9,19) Q&P강과 AM강

은 경질 기지상을 가짐에도 고인성 특성을 보이는 원인

이 잔류오스테나이트의 거동때문으로 알려져 있다.8,9) 따

라서 본 연구는 Q&P강과 AM강의 미세조직과 기계적

특성 비교를 통해, 각각의 강의 연신율에 미치는 잔류오

스테나이트의 분율과 안정도의 영향에 대한 연구를 수행

하였다.

2. 실험 방법

본 연구는 0.24C-0.5Si-1.5Mn-1.0Al-0.2Cr의 강이 사용

되었다. Fig. 1은 Q&P와 AM강의 열처리 공정을 나타

낸 그림이다. 열처리 온도를 설정하기 위해 직경 3 mm

길이 10 mm의 원통형 시편으로 dilatometer 에서 Ac1,

Ac3, Ms 온도를 측정하였다. 시편은 10 oC/s의 속도로

1100 oC(γ), 900 oC(γ + α)까지 가열 후 상온까지 10 oC/s,

50 oC/s로 냉각하면서 측정하였다. 측정된 Ac1, Ac3, Ms

값은 Fig. 1에 나타내었다.

기계적 특성을 분석 하기 위해 Q&P와 AM 열처리 후

인장시험을 실시하였다. 상온(25 oC)에서 수행하였고 분당

2 mm의 cross head speed로 파단까지 인장하였다. Q&P강

과 AM강은 다상복합조직으로 구성되어있어 광학현미경

으로 조직 구별을 위해 두가지 방법으로 에칭을 실시하

였다. 1% 미만의 nital용액을 이용한 느린속도의 에칭법과

1% nital 에칭 후 sodium metabisulfite (Na2S2O5+ H2O

100 ml)에 의한 LePera 에칭법10)을 실시하였다. 자성측정

기와 X-선회절분석기(XRD)를 사용하여 잔류오스테나이

트의 분율과 안정도를 측정하였다. 잔류오스테나이트 분

율 측정은 자성체인 BCC(페라이트)와 BCT(마르텐사이

트), 비자성체인 FCC(오스테나이트)를 자성측정기에 의해

분류하여 측정하였다. 일반적으로 Q&P강과 AM강의 잔

류오스테나이트는 X-선회절분석기를 이용해 측정된다.8,9)

(220), (311)의 오스테나이트 피크가 관찰되었고, 잔류오

스테나이트 분율은 (220)γ, (311)γ, (211)α 회절피크의 적

분강도로 정량화 하였다. 식 (1)을 이용하여 잔류오스테

나이트 부피 분율을 계산하였다.11,12) 잔류오스테나이트의

안정도는 (220)γ로부터 식 (2)을 이용하여 계산하였다.8,13)

Vγ= 1.4Iγ / (Iα+ 1.4Iγ)  (1)

a0 (Å) = 3.5467 + 0.0467 C (wt. %)  (2)

3. 결과 및 고찰

3.1 Q&P강의 미세조직 및 인장특성

Fig. 2는 Q&P강의 광학현미경 미세조직 사진이다. Fig.

2 (a)~(d)는 1000 oC에서 어닐링을 실시하였고, 마르텐사

이트 기지(gray/brown color)와 마르텐사이트 래스(lath)사

이에서 잔류오스테나이트(white color)가 관찰되었다. Fig.

2 (e)~(h)는 900 oC 어닐링을 실시하였고, 마르텐사이트

(gray/brown color)와 페라이트(light gray color)기지조직

을 나타내었다. 마르텐사이트 래스사이 또는 마르텐사이

트와 페라이트사이에서 잔류오스테나이트(white)가 관찰되

 

 

 

 

 

 

Fig. 1. Schematic diagram of heat treatment for (a)Q&P and (b)AM ste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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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초기 어닐링 온도를 오스테나이트 단상영역과 오

스테나이트 +페라이트 이상영역에서 수냉한 후 칭시 페

라이트의 존재여부에 따라 기계적특성과 잔류오스테나이

트의 분율과 안정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Partitioning 시간이 증가함에 따른 미세조직변화는 광학

현미경 조직으로 관찰 할 수 없었다. 따라서 XRD 또는

자성측정에 의한 잔류오스테나이트 거동 분석이 필요하다.

Fig. 3은 각각 오스테나이트단상(γ)과 이상영역(γ + α)에

서 어닐링한 Q&P강의 인장강도(UTS)/항복강도(YS), 연

신율(Elongation)을 partitioning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

다. 오스테나이트 단상영역에서 열처리한 경우 항복강도는

partitioning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880 MPa에서 1180 MPa

로 증가하였고, 인장강도는 1380 MPa에서 1350 MPa정도

로 큰 변화는 없었다. 이상영역에서 어닐링한 경우 항복

강도는 partitioning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770 MPa에서

1150 MPa로 단상영역과 같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고, 인

장강도는 1290 MPa에서 partitioning 시간이 증가하면서

1180 MPa로 감소하였지만 큰 변화는 없었다. 단상영역에

서 열처리 시 partitioning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연신율이

증가 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경향이 있으며, 30s에서 10.7%

최고 연신율을 가진다. 이상영역에서 열처리 시 partitioning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연신율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으며

10s에서 13.7%의 최고 연신율을 나타내고 있다.

단상영역과 이상영역의 인장강도/항복강도와 연신율과

의 관계를 통해 이상영역 Q&P강의 인장강도와 항복강

도가 단상영역 Q&P강보다 낮은 값을 가지고, 연신율은

더 높은 값을 보였다. 이는 Fig. 2의 미세조직에서 알 수

있듯이 어닐링을 단상영역에서 실시하게 되면 100% 오

스테나이트를 생성시켜 칭 시 마르텐사이트로의 변태

가 많이 일어나게 된다. 그 결과 인장강도와 항복강도는

증가하게 되지만 열처리시 초기 오스테나이트의 안정도

가 떨어지게 되므로 1차 칭 시 잔존하는 잔류오스테

 

 

 

Fig. 2. Micrographs of Q&P steels annealed at different temperatures and duration. (a)1000 oC, 280 oC, 350 oC(10s), (b)1000 oC,

280 oC, 350 oC(30s), (c)1000 oC, 280 oC, 350 oC(100s), (d)1000 oC, 280 oC, 350 oC(1000s), (e)900 oC, 280 oC, 350 oC(10s),

(f)900
o
C, 280

o
C, 350

o
C(30s), (g)900

o
C, 280

o
C, 350

o
C(100s), (h)900

o
C, 280

o
C, 350

o
C(1000s).

Fig. 3. Tensile properties of the Q&P steel annealed at 1000 oC and 900 oC, followed by partitioning (350 oC) for 10s, 30s, 100s

and 1000s. (a)tensile/yield strength, (b)total elon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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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트의 양은 작아져서 연신율은 떨어지게 된다. 이상

영역에서 어닐링 시 초기 오스테나이트가 가지는 탄소함

량이 높아 안정도가 증가하므로 1차 칭 시 잔존하는

잔류오스테나이트의 분율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

서 단상에서 열처리했을 경우보다 이상 Q%P강에서 연

신율은 높고 인장강도와 항복강도는 낮게 된다. 

연신율은 단상영역과 이상역역에서 열처리시 partitioning

시간이 증가하면서 다른 경향을 보였다. 단상영역과 이

상영역에서 어닐링과 칭 후 350 oC에서 partitioning을

실시하였다. 단상영역의 Ms온도는 410 oC이고, 75:25(γ:α)

이상영역의 Ms온도는 390 oC이므로 partitioning시 단상영

역 Q&P강에서는 마르텐사이트에서 잔류오스테나이트로

탄소 농축이 진행되면서 동시에 등온마르텐사이트변태17)

가 발생한다. 그러나 이상영역 Q&P강에서는 잔류오스테

나이트의 탄소 농축이 더욱 활발하므로 Ms온도 하강폭

이 커서 베이나이트 변태도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판

단된다.16,17) 베이나이트변태가 발생하면 잔류오스테나이트

로의 탄소 partitioning 효과는 줄어들어 연신율은 감소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Fig. 4는 Q&P강의 잔류오스테나이트의 분율과 안정도

(Cγ0)를 나타내었다. 안정도(carbon concentration)는 잔류

오스테나이트 내의 오스테나이트 안정화 원소인 탄소함

량에 따라 안정상태를 나타낸다. 단상영역에서 어닐링 한

Q&P강의 잔류오스테나이트분율은 partitioning 시간이 증

가할수록 8.2~1.6%까지 감소하며, 잔류오스테나이트의 안

정도는 100s까지 감소하다가 100s이후 증가하였다. 이상

영역에서 어닐링 한 Q&P강의 잔류오스테나이트 분율은

partitioning 시간이 증가할수록 10.9~3.5%까지 감소하며,

잔류오스테나이트의 안정도는 0.65~0.85%로 10s~100s까

지 증가하다가 100s 후 일정하게 유지 되었다. 

일반적으로 잔류오스테나이트는 인장시험 시 TRIP

(TRansformation Induced Plasticity)효과에 기여한다고 알

려 져 있다.18) 그러나 Fig. 3과 비교해 볼 때, 단상영역

Q&P강의 경우 잔류오스테나이트 분율은 지속적으로 감

소하는데 연신율은 30s partitioning까지 증가하다가 일정

하게 유지되고 있다. 이상영역 Q&P강에서는 10s~100s까

지의 partitioning 시간에서 높은 연신율을 나타냈으며,

1000s에서는 연신율이 급격히 감소하였다. 이 결과는

partitioning 시간 100s까지는 마르텐사이트에 과포화된 탄

소가 잔류오스테나이트로 확산되어 안정화 시키고, 상온

에서도 안정한 잔류오스테나이트가 인장변형 중간에 꾸

준히 마르텐사이트로 변태되면서 연신율을 높이는데 기

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이상영역 Q&P강의 경우

열처리 시 partitioning 시간이 1000s로 증가할수록 잔류

오스테나이트의 분율이 감소하며 안정도는 증가되지 않

는 이유는 등온베이나이트 변태가 발생하여 잔류오스테

나이트로의 탄소 확산을 늦추거나 또는 잔류오스테나이

트에 존재하던 탄소가 오히려 베이나이트로 확산 되면서

잔류오스테나이트의 안정도가 감소한 것으로 사료된다. 결

론적으로 이상영역 Q&P강은 단상영역 Q&P강보다 잔류

오스테나이트 분율과 안정도가 높아 연신율이 높은 것으

로 판단된다.

3.2 AM강의 미세조직 및 인장특성

Fig. 5는 AM강의 광학 미세조직 사진이다. 440 oC에

서 오스템퍼링 열처리를 수행하면 베이나이트(dark blue

color) 기지에 페라이트(light gray)와 잔류오스테나이트

(white color)가 관찰되었다. 390 oC에서는 베이나이트, 마

르텐사이트(gray/brown color), 페라이트, 잔류오스테나이

트가 관찰되었다. 340 oC에서는 마르텐사이트 기지에 페

라이트와 잔류오스테나이트가 관찰되었다. 오스템퍼링 온

도의 영향으로 베이나이트 또는 마르텐사이트의 기지조

직에 변화가 발생하였으며, 구성 상의 종류에 따라 기계

적 특성의 차이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오스템퍼링

시간이 길어지면서 Ms 이상의 온도에서는 베이나이트의

분율이 증가하였으며, Ms 이하의 온도에서는 광학현미경

 

 

Fig. 4. Volume fraction (f Y0) and carbon concentration (C Y0) and in the retained austenite for Q&P steel. (a)retained austenite

volume fraction, (b)carbon concentration of retained austen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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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으로 뚜렷한 조직의 차이를 관찰 할 수 없었다.

Fig. 6은 AM강의 인장강도/항복강도, 연신율을 오스템

퍼링 시간(100s, 500s, 1000s)과 오스템퍼링 온도(340 oC,

390 oC~Ms, 440 oC)에 따라 나타내었다. 오스템퍼링 시간

이 증가함에 따라 인장강도의 변화는 거의 없이 일정하

였으며, 항복강도는 전반적으로 증가하였으며, 연신율은

감소하였다. 오스템퍼링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인장강도

는 감소하였고, 항복강도는 거의 일정하였으며, 연신율은

크게 증가하였다. 인장강도는 오스템퍼링 온도와, 항복강

도의 변화는 오스템퍼링 유지 시간에 따라 밀접한 관계

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Ms보다 낮은 온도에서 오스템

퍼링시 마르텐사이트 변태가 다량 발생하여 항복강도를

높이고 연신율은 낮춘 것으로 판단된다. 오스템퍼링 시

간이 증가하면서 등온마르텐사이트변태에 의해 마르텐사

이트분율이 더욱 증가하면서 항복강도가 증가하고 연신

율은 감소되었다. Ms보다 높은 온도에서 오스템퍼링시 베

이나이트가 생성되어 Ms보다 낮은 온도에서 오스템퍼링

을 한 경우보다 항복강도가 낮게 나타나며 연신율은 높

은 것을 알 수 있다. 오스템퍼링 시간이 증가하면서 등

온베이나이트의 변태에 의해 베이나이트분율이 증가하면

서 항복강도는 증가하고 연신율은 감소하였다. 오스템퍼

링 시간이 증가하면서 등온마르텐사이트변태와 등온베이

나이트변태가 발생하므로 잔류오스테나이트 분율은 감소

할 것으로 사료된다. 

Fig. 7은 AM강의 잔류오스테나이트의 분율(fY0)과 안

정도(CY0)를 나타낸다. 잔류오스테나이트 분율은 오스템

퍼링시간이 증가할수록 모든 오스템퍼링 온도에서 약1~2%

로 감소하였고 잔류오스테나이트의 안정도는 약 0.2% 증

가하였지만 뚜렷한 변화가 없었다. 반면에 오스템퍼링 온

도가 증가할수록 잔류오스테나이트의 분율은 약 6% 증

가하였으며, 안정도는 거의 변화가 없었다. Fig. 6의 연

신율과 비교하면 오스템퍼링 시간이 증가할수록 잔류오

스테나이트의 분율이 감소하면서 연신율도 감소하였다. 또

한 등온마르텐사이트변태와 등온베이나이트변태가 발생하

여 마르텐사이트와 베이나이트의 분율이 증가하므로 항

복강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오스템퍼링 온도가

높을수록 잔류오스테나이트의 안정도는 거의 변함 없이

분율이 증가하면서 연신율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 할 수

Fig. 5. Micrographs of AM steels austempered at different temperatures and duration. (a)900 oC, 440 oC(100s), (b)900 oC,

440
o
C(500s), (c)900

o
C, 440

o
C(1000s), (d)900

o
C, 390

o
C(100s), (e)900

o
C, 390

o
C(500s), (f)900

o
C, 390

o
C(1000s), (g)900

o
C,

340 oC(100s), (h)900 oC, 340 oC(500s), (i)900 oC, 340 oC(1000s).



310 변상호·오창석·남대근·김영석·강남현·조경목

Fig. 7. Volume fraction(f Y0) and carbon concentration(C Y0) in the retained austenite for AM steel. (a)(c)retained austenite volume

fraction, (b)(d)carbon concentration of retained austenite.

Fig. 6. Tensile properties of the AM steel annealed at 900 oC, followed by austempering (340 oC, 390 oC, 440 oC) for 100s, 500s,

and 1000s. (a)(c)tensile/yield strength, (b)(d)total elon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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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 잔류오스테나이트의 안정도가 일정하거나 감소하

는 경향이 있지만 부피분율의 변화가 크기 때문에 연신

율은 잔류오스테나이트 분율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었다. 

3.3 Q&P강과 AM강의 기계적 특성 비교

Q&P강과 AM강은 마르텐사이트, 베이나이트의 경질조

직을 기지조직으로 하는 강이다. 고강도/고인성의 mechanism

이 경질조직과 연신율에 기여하는 잔류오스테나이트의 영

향을 체계적으로 연구하였다. Fig. 3과 Fig. 4에서 Q&P

강은 10s동안 partitioning시 잔류오스테나이트의 분율은

높음에도 연신율은 높지 않았으며, 10s~100s partitioning

시간이 증가할수록 잔류오스테나이트의 분율이 급격히 감

소하였으나 연신율은 감소하지 않았다. 따라서 Q&P강에

서 연신율은 잔류오스테나이트의 분율보다 안정도에 의

해 결정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AM강은 Fig. 6과 Fig. 7에서 오스템퍼링 시간에 따라

잔류오스테나이트의 분율은 감소하면서 연신율도 감소하

였다. 또한 오스템퍼링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잔류오스

테나이트의 분율은 증가하면서 연신율도 증가하였다. 440 oC

에서 오스템퍼링시 잔류오스테나이트의 분율이 감소함에

따라 안정도는 증가하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 되었다. 이

결과는 오스템퍼링시 베이나이트 변태가 발생하면서 잔

류오스테나이트에 탄소가 농축되지 않아 안정도에 영향

을 끼치지 않았음을 나타낸다. 잔류오스테나이트의 안정

도 증가를 위해서는 탄소가 마르텐사이트에서 잔류오스

테나이트로 확산되는 것이 베이나이트에서 잔류오스테나

이트로 확산되는 것보다 유리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탄

소의 고용도 측면에서도 베이나이트가 마르텐사이트보다

더 크다. 따라서 AM강의 경우 Ms 이상의 온도에서 오

스템퍼링 시 잔류오스테나이트 부피 분율은 감소하지만

안정도는 증가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적으로 베

이나이트 기지조직을 가지는 AM강의 연신율은 잔류오

스테나이트의 안정도가 일정하므로 분율에 의해 결정되

며, 마르텐사이트 기지조직을 가지는 Q&P강에 비해 연

신율이 높은 것으로 생각된다. 

4. 결  론

본 연구는 0.24C-0.5Si-1.5Mn을 기본 조성으로 경질

조직인 마르텐사이트와 베이나이트 기지를 각각 가지는

Q&P강과 AM강의 열처리를 실시하였으며, Q&P강과 AM

강의 기계적 특성과 잔류오스테나이트의 영향에 대해 얻

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단상영역에서 열처리한 Q&P강은 마르텐사이트 기

지와 마르텐사이트 래스 사이에 존재하는 잔류오스테나

이트 조직으로 구성되었다. 이상영역에서 열처리한 Q&P

강은 마르텐사이트, 베이나이트, 잔류오스테나이트, 페라

이트 조직으로 마르텐사이트 래스사이 또는 페라이트와

마르텐사이트 래스사이에 잔류오스테나이트가 관찰되었다.

2. Q&P강의 partitioning 시간이 증가할수록 잔류오스

테나이트 분율이 감소하였고, 연신율은 증가하였다. 잔류

오스테나이트의 안정도가 증가함으로 인해 잔류오스테나

이트의 분율이 감소해도 연신율이 감소하지 않았기 때문

이다. 잔류오스테나이트 안정도의 증가로 변형초기에 쉽

게 마르텐사이트로 변태되지 않고 강의 연신율에 기여하

였다. 

3. AM강은 베이나이트 마르텐사이트 페라이트와 잔류

오스테나이트로 구성되었다. 오스템퍼링 시간이 증가할수

록 잔류오스테나이트 분율이 감소하였고, 연신율도 감소

하였다. 오스템퍼링 온도(340 oC, 390 oC, 440 oC)가 증가

하면서 잔류오스테나이트 분율이 증가하고, 연신율도 증

가하였다. 잔류오스테나이트의 안정도는 뚜렷한 변화가 없

었지만, 오스템퍼링 시간보다는 온도에 따라 잔류오스테

나이트의 분율은 큰 영향을 받았다.

5. Q&P강의 강화 기구는 마르텐사이트 조직에 있던 과

포화 탄소의 partitioning에 의한 잔류오스테나이트의 안

정도 증가에 의해 결정되었다. AM강의 강화 기구는 많

은 탄소를 가질 수 있는 베이나이트 기지조직으로 인하여

오스템퍼링 시 잔류오스테나이트의 안정도는 거의 변화

가 없었으며 잔류오스테나이트의 분율에 의해 결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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