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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winning-induced plasticity (TWIP) steels have attracted great attention due to their excellent mechanical properties

of high tensile strength (over 800MPa) and high ductility (over 50%), which result from the high strain hardening due to the

mechanical twin formation during plastic deform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annealing

temperature and alloying elements on the mechanical properties of Fe-18Mn-0.6C TWIP steel. In 1.5%Al TWIP steel with

0.123%Ti content, the average recrystallized grain size was reduced to 2.5 µm by cold rolling and annealing at 800oC for 5

min, because of the pinning effect of the fine TiC carbides on grain coarsening. The tensile strength was decreased and the

ductility was improved with the increase of the annealing temperature. However, a reversion of hardness and yield strength

happened between 750oC and 800oC due to TiC and M3C type precipitation. 0.56% Ni added TWIP steel exhibited relatively

lower yield strength, because Ni precipitates were not formed during the annealing process. When this specimen was annealed

at 800oC for 5min, the tensile strength and elongation were revealed at 1096MPa and 61.8%,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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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철강업계에서는 고강도와 고성형성을 갖는 강재

개발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강재는

자동차 차체 및 충격흡수 부품에 적용할 경우 고강도 강

재 사용으로 인한 차체 중량의 감소와 더불어 복잡한 형

상의 부품제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동차사에서 많은 관

심을 갖고 있다. TWIP강은 변형 중 생성되는 쌍정으로

인하여 높은 변형경화 속도와 우수한 연성이 나타난다고

보고되고 있다.1∼5,16) Bouaziz와 Guelton에 의하면6) TWIP

강이 이와 같은 높은 변형경화 속도를 갖는 이유는 변

형시 쌍정 형성으로 인하여 결정립이 점차로 분리되고 내

부 쌍정 경계가 전위 이동의 효과적인 장애물로 작용하

기 때문에 변형 경화를 일으키며, 소위 동적 Hall-Petch

효과를 갖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Fe-18Mn-

0.6C강에서 높은 변형경화 속도를 나타내는 원인에 대

해서는 아직까지도 명확하게 밝혀져 있지 않다. 또한 Fe-

18Mn-0.6C계 TWIP강의 유동곡선은 serration과 동적변

형 시효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다.5,7∼9) 이와 같은

동적 변형시효는 불균일 소성유동을 일으키며 성형부품에

표면결함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피해야 하며, 그

발생 원인이나 감소 방안에 대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다. 

한편, TWIP강의 인장강도는 800~1000MPa 정도로서 비

교적 높은 반면에 항복강도는 약 400MPa 수준으로 상대

적으로 낮다. 항복강도를 증가시키기 위한 강화방법으로

서는 적절한 합금원소를 첨가하는 고용강화와 석출강화,

그리고 결정립 미세화 강화 등 여러 가지 강화방법이 사

용되고 있다. 이러한 강화방법 중에서 결정립 미세화 강

화는 합금의 화학성분을 변화시키지 않고 재료의 기계적

성질, 특히 항복강도를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이다. Ueji

와 Bouaziz는10∼11) 각각 Fe-31Mn-3Al-3Si과 Fe-22Mn-0.6C

TWIP강의 인장특성에 미치는 결정립 크기 효과에 대한

연구로부터 냉간압연 후 어닐링 과정에서 결정립 미세화

가 항복강도를 증가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 Fe-22Mn-0.6C

TWIP강의 경우, 재결정 어닐링 시 생성된 탄화물이 결정

립 성장에 영향을 미쳐 항복강도를 증가시킬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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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ldberg에12) 의하면 M3C 탄화물을 갖는 Fe-(12-16)Mn-

(1.2-1.7)C Hadfield강의 결정립 미세화를 위해 가공열처

리를 적용한 결과, 열간압연 후 8~15 µm 크기의 오스

테나이트 결정립이 냉연과 재결정어닐링 처리에 의해 결

정립의 크기를 2.5 µm까지 제어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결

정립 미세화는 어닐링 시 석출된 미세한 탄화물의 pinning

효과에 기인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로부터 TWIP

강에서 냉연 후 어닐링 시 형성되는 석출물들은 결정립 미

세화 뿐 만 아니라 기계적 성질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는 Fe-18Mn-0.6C계 냉연 TWIP

강의 재질 특성에 미치는 소둔온도와 첨가원소의 영향을

조사하기 위하여 소둔온도에 따른 미세조직의 변화와 기

계적 성질과의 상관 관계를 비교 검토 하였다.

2. 실험 방법

시편은 고주파유도로에서 진공 용해하였으며, 화학조성

은 Table 1과 같다. 잉고트는 60 mm 두께의 slab 형태로

주조한 다음 1200oC에서 1시간 재가열하고 열간압연기에

서 마무리 온도를 900oC로 하여 두께 3.0~3.4 mm까지 열

간압연 하였다. 열연판재는 ROT (run out table) 측면에

설치된 8개의 solenoid 밸브로부터 물의 분사량을 제어하

고 강판의 온도를 pyrometer로 측정하여 약 600oC까지 냉

각시킨 다음, 이 온도로 유지된 열처리로에서 1시간 유지

후 냉각하여 권취공정을 재현하였다. 냉간압연은 열연판

재를 산세처리 후 두께 1.5 mm로 압연한 다음 TWIP강

의 재결정 거동과 재질특성에 미치는 소둔온도의 영향을

조사하기 위하여 700~850oC에서 5분간 소둔하였다.

소둔판재의 광학현미경 조직은 오스테나이트 결정립이

매우 미세하여 tint 에칭으로 관찰하기 어려워 FE-SEM

(JEOL-6000)에 부착된 EBSD (Electron Back Scatter Dif-

fraction) 을 이용하여 관찰하였고, 결정립 크기 분포를 측

정하였다. 일부 시편은 박막시편을 jet 연마하여 STEM

(JEM-2100F)으로 관찰하였다. Fe-18Mn-0.6C TWIP강의

인장변형에 따른 기계적 안정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XRD

(RIGAKU, D/max-2500)에서 Cu-Kα target을 사용하여 분

석하였다. 소둔재의 경도는 로크웰 경도기를 사용하여 측

정하였으며, 인장시험은 ASTM E8 subsize 규격으로 CO2

laser를 사용하여 가공한 후 5 mm/min의 인장 속도로 측

정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소둔 온도에 따른 미세조직의 변화

Fe-18Mn-0.6C TWIP강은 상온에서 페라이트나 마르텐

Table 1. Chemical composition of Fe-18Mn-0.6C TWIP steels (wt.%).

No. C Mn P S Al Ni Ti Fe remarks

1 0.595 17.71 0.022 0.009 - - 0.092 bal. no added steel

2 0.579 17.67 0.022 0.009 1.44 - 0.126 bal. 1.5%Al added steel

3 0.577 17.35 0.023 0.010 - 0.555 0.008 bal. 0.56%Ni added steel

Fig. 1. EBSD maps of the specimen annealed at (a) 750oC, (b)

800oC and (c) 850oC for 5min. in Fe-18Mn-0.6C-1.5Al TWIP ste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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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상이 없는 단상의 오스테나이트 조직이며 XRD에

의해서도 확인되었다. Fig. 1은 750~850oC에서 5분간 소

둔한 1.5%Al 첨가 TWIP을 EBSD로 분석한 사진과 결

정립 크기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오스테나이트내에 조대

한 소둔 쌍정이 관찰되며, 소둔온도가 상승함에 따라 재

결정립이 조대화되고 있다. 즉 750oC에서 소둔시 평균 결

정립 크기는 약 2.0 µm 정도로서 매우 미세한데, 800oC

와 850oC의 소둔에서는 각각 2.5 µm와 3.2 µm 정도로서

점차적으로 성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Fig. 1(a)에서

볼 수 있듯이 750oC에서 5분간 소둔한 경우 재결정이 완

료되어 있고, 일부 재결정립은 4~7 µm 크기를 갖는 입

자도 관찰되었다. 그러나 소둔온도의 상승에 따른 결정립

의 성장 속도는 비교적 완만한 경향을 보였다. 

Fig. 2는 합금 조성이 서로 다른 TWIP강을 850oC에서

5분간 소둔한 시편에 대한 EBSD사진이다. Fe-18Mn-0.6C

TWIP강(a)의 평균 결정립 크기는 4.0 µm이지만, 1.5%Al

첨가강(b)은 3.2 µm으로서 미세하였다. 그러나 0.56% Ni

첨가강(c)은 5.0 µm로서 비교적 조대하고 1~10 µm정도의

다양한 크기를 갖는 재결정립이 혼재하였다. 1.5%Al 첨

가강의 결정립 크기가 미세한 이유는 다른 두 강종보다

Ti 첨가량이 많고 Al을 첨가하였기 때문에 재결정 소둔시

석출된 TiC나 AlN이 결정립 성장에 대한 pinning 효과로

작용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Fe-18Mn-0.6C

TWIP강의 조직 미세화를 위해서는 소량의 Ti첨가가 유익

하며, 소둔시 생성되는 nm크기의 미세한 석출물은 기계

적 성질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Fig. 3은 850oC에서 소둔한 1.5%Al 첨가강을 TEM으로

관찰한 석출물과 EDXS 분석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Fig.

3(a)에서 볼 수 있는 20~40 nm 크기의 미세한 석출물은

소둔시 생성된 TiC 석출물로 판단되며, Ti 피크 강도가

낮은 이유는 Ti 첨가량이 소량이고 TEM 사진에서 볼 수

있듯이 TiC의 석출량이 그다지 많지 않기 때문에 매우 미

약한 피크 강도를 나타낸 것으로 생각된다. Fig. 3(b)에서

입내와 입계부근에서 40∼60 nm크기의 석출물이 관찰되는

데, EDXS 분석결과 (Fe,Mn)3C 탄화물로 추정된다. Fe-

18Mn-0.6C-1.5Al TWIP강의 소둔시 생성되는 탄화물의

석출 거동에 관한 Lee등13)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800oC

에서 소둔하였을 때 생성된 20~50 nm의 석출물은 사방

정 구조의 (Fe,Mn)3C 탄화물이며, 이들 탄화물의 탄소농

도는 기지금속보다 높다고 보고하였다. Thermo-Calc로부

터 계산한 M3C석출물의 석출시간-온도곡선에서 탄화물 석

출의 nose 온도는 800oC부근이며,13) 840oC이하에서는 이

들 탄화물이 결정립 성장에 대한 상당한 pinning 효과를

갖는다고 보고하였다. 3강종 모두 Mn과 C함량이 거의 같

기 때문에 850oC에서 5분간 소둔시 석출되는 M3C 탄화

물의 석출량은 유사할 것으로 예측되며, 따라서 M3C 탄

화물에 의한 결정성장 억제효과도 비슷할 것이다. 그러

나 1.5%Al 첨가강의 재결정립이 다른 두 강종에 비하여

더욱 미세한 것은 소둔시 형성된 TiC 탄화물이 오스테

나이트의 재결정립 성장 억제에 상당히 큰 역할을 하였

을 것으로 생각된다.

Fig. 4(a), (b)는 850oC에서 소둔한 Fe-18Mn-0.6C TWIP

강을 소둔상태(a)와 인장 파단부근(b)에서 채취하여 TEM

으로 관찰한 것이다. 소둔한 상태에서는 오스테나이트 조

Fig. 2. Effect of alloying elements on the recrystallized grain size

in the annealed specimens at 850oC for 5min (a) no added, (b)

1.5%Al added and (c) 0.56%Ni added TWIP ste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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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TEM showing the stacking fault and deformation twin of the specimen annealed at 850oC for 5min. (a) as annealed and (b)

deformed to fracture strain in Fe-18Mn-0.6C TWIP steel, (c) and (d) indicate the bright field image and corresponding selected area

diffraction pattern of twin in 0.56%Ni added TWIP steel deformed to fracture strain.

Fig. 3. TEM showing the (a) TiC and (b) M3C type carbides and corresponding EDXS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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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내에 조대한 소둔쌍정과 많은 적층결함이 관찰되었다.

그러나 인장 파단부(ε = 58%)의 조직은 매우 미세한 변형

쌍정이 생성되었다. Fig. 4(c)와 (d)는 각각 850oC에서 소

둔한 0.56%Ni 첨가강에 대한 인장 파단부의 TEM 사진과

전자회절도형(SADP)으로서 많은 변형쌍정이 존재하며, 서

로 평행한 primary twin과 교차되는 secondary twin이 중

첩되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Bouaziz등6)에 의하면 TWIP

강이 높은 강도와 연성을 갖는 이유는 소성변형시 오스

테나이트 입내에 많은 변형쌍정이 생성되며 쌍정경계가 전

위 이동의 효과적인 장애물로 작용하기 때문이라고 주장

하고 있는데, Fig. 4(c)의 TEM사진은 위와 같은 주장을

입증해 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3.2 재질특성에 미치는 첨가원소의 영향

Fig. 5는 Fe-18Mn-0.6C계 TWIP강의 소둔온도에 따른

경도 변화를 나타낸 것으로서 700oC에서 소둔한 경우 3

강종 모두 경도(HRC)는 42~44정도로서 높은 값을 나타

내지만, 750oC에서는 20~25.5로서 현저히 감소하였다. 그

러나 750~850oC범위에서는 소둔온도가 상승함에 따라 경

도는 서서히 감소하였다. 경도가 700oC에서 가장 높고

750oC에서 현저히 저하되는 이유는 재결정이 일어나기 때

문이다. 냉연재는 심한 냉간가공을 받기 때문에 전위밀

도가 매우 커서 경도가 높지만 소둔온도가 상승함에 따

라 회복, 재결정, 결정성장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경도가

감소되며, 특히 재결정이 진행되는 온도에서는 경도저하

가 현저하게 나타난다. 그러나 재결정 후 결정성장단계인

750oC이상의 소둔 온도에서 경도는 서서히 저하된다. 그

런데 Fe-18Mn-0.6C TWIP강과 1.5%Al 첨가강은 750oC

보다 800oC에서 소둔한 시편의 경도가 오히려 증가하는 특

이한 현상을 보였다. 이것은 전술한 바와 같이 750oC보다

는 800oC부근에서 소둔시 M3C나 TiC와 같은 탄화물의 석

출속도가 빨라서 이들 석출물에 의한 석출강화 효과가 결

정성장에 의한 경도 감소 효과보다 크게 되므로, 경도값

이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Fig. 6은 850oC에서 소둔한 Fe-18Mn-0.6C TWIP강의

XRD pattern을 나타낸 것이다. 상온에서 페라이트나 α',

ε 마르텐사이트상은 검출되지 않았고 오스테나이트의 단

일상으로 되어 있다. 또한 오스테나이트의 기계적 안정성

을 조사하기 위하여 10∼58%로 인장변형한 시편을 XRD

로 측정한 결과, 완전한 오스테나이트 단일상만이 검출

되었다. 따라서 인장변형시 파단될때까지 오스테나이트의

변형유기변태에 의해 생성되는 α'이나 ε마르텐사이트가 변

형거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Fig. 7은 인장변형 거동에 미치는 첨가원소의 영향을 조

사하기 위하여 700~850oC에서 소둔한 TWIP강의 인장곡

선을 나타낸 것이다. Fig. 7(a)은 Fe-18Mn-0.6C TWIP강

의 인장곡선으로서 700oC 소둔재의 항복강도는 1210MPa

로서 매우 높지만, 750oC와 800oC에서 소둔한 경우 항

복강도는 각각 541MPa와 553MPa로서 현저하게 감소하

였고, 항복점 연신과 동적변형시효 현상이 나타났다. 강

도 저하와 항복점 출현 현상은 첨가원소에 따라 약간 차

이는 있지만 3강종 모두 비슷한 경향을 보였고, 특히 항

복강도의 소둔온도 의존성은 Fig. 5의 경도변화와 동일한

거동을 나타내었다. 한편 Fig. 7(b)의 1.5%Al 첨가 TWIP

강의 인장곡선을 보면 소둔온도에 따른 인장변형 거동은

합금원소를 첨가하지 않은 (a)와 비슷한 거동을 보이며,

800oC에서 소둔한 경우 항복강도는 587MPa로서 다른 두

강종보다 30~65MPa 정도 높았다. 이와 같은 항복강도의

상승은 전술한 바와 같이 소둔시 생성된 M3C 탄화물이

Fig. 5. Change in Rockwel hardness (HRC) with annealing

temperature in Fe-18Mn-0.6C-X (Al, Ni) TWIP steels. The annealing

time at each temperature was 5min.

Fig. 6. XRD pattern of the specimen annealed at 850oC for 5min.

in Fe-18Mn-0.6C TWIP ste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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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에 TiC이나 AlN과 같은 석출물의 영향이라고 생각된

다. 또한 1.5%Al첨가 TWIP강은 다른 두 강종과 달리 동

적 변형시효 현상이 나타나지 않은 것이 특징이다. 본 강

종에서 동적 변형시효 현상이 나타나지 않은 이유는 아

직 명확하게 밝혀져 있지 않지만, Al첨가는 TWIP강의

SFE를 높혀 변형 거동에 영향을 주며, 또한 Al과 Ti는 강

중에 존재하는 C, N을 고정시켜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전위와의 상호 작용을 약화시키는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될

것이다. 

Fig. 7(c)은 0.56%Ni를 첨가한 TWIP강에 대한 인장곡

선으로서 소둔온도에 따른 인장변형 거동은 유사한 경향

을 나타내지만 Ti첨가량이 극히 미량이며, 첨가원소인 Ni

이 소둔시 석출물을 형성하지 않기 때문에 항복강도가 가

장 낮은 값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800oC에서 소둔한 경우

인장강도는 1096MPa로서 비교적 높고, 연신율도 61.8%로

서 매우 우수한 강도와 연성을 보였다. 0.56%Ni 첨가강과

합금원소를 첨가하지 않은 Fe-18Mn-0.6C TWIP강의 인장

곡선을 보면 연신율 약 25%에서부터 파단될 때까지 동적

변형시효(Dynamic Strain Aging, DSA)현상이 관찰된다. 

DSA현상은 고 Mn계 TWIP강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은 아

니며, 탄소강이나 316L 오스테나이트계 stainless 강에서도

나타난다. Karaman에14) 의하면 23 mJ/m2의 SFE를 갖는

Fe-12Mn-1.2C Hadfield강의 인장곡선에서도 변형쌍정의 생

성에 의해 DSA가 나타남을 관찰하였다. 일반적으로 DSA

는 변형시 전위이동속도와 용질원자의 mobility가 유사할

경우 서로 강력한 상호작용에 의해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설명되고 있다. DSA는 변형초기에는 나타나지 않고 특정

한 변형율(εc)이상에서 관찰되는데, 그 이유는 용질원자가

전위로의 확산을 높이기 위해 충분한 공공이 형성되어

야 하기 때문이다. DSA를 일으키면 유동응력이 증가하고

변형경화를 가져오지만 파단시 post uniform elongation과

단면감소율이 감소되며 불균일 소성유동에 의해 성형부품

에 표면결함을 초래할 수 있어 가급적 피해야 한다. Dastur

등15)은 C-Mn쌍 또는 점결함 집합체가 전위에 강하게

pinning되어 일어난다고 하였다. Cooman등5)에 의하면 Fe-

18Mn-0.6C TWIP강에서 plateau-type serration은 DSA에

기인하며 負의 변형속도 민감도와 관련되어 있다고 보고

하였다. 지금까지 DSA가 나타나는 기구에 대하여 많은 연

구가 진행되어 왔지만, 아직까지도 그 발생 기구에 대해

서는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4. 결  론

본 연구는 Fe-18Mn-0.6C계 TWIP강의 재질 특성에 미

치는 소둔온도와 첨가원소의 영향을 조사하기 위하여 소

둔온도에 따른 미세조직의 변화와 재질특성에 미치는 첨

가원소의 영향을 검토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소량의 Ti가 첨가된 TWIP강은 소둔시 석출되는 M3C

와 TiC가 결정립 미세화에 상당한 역할을 하며 800oC에서

소둔한 1.5%Al 첨가강의 평균 재결정립 크기는 약 2.5um

Fig. 7. Engineering tensile curves of the cold rolled and annealed Fe-

18Mn -0.6C-X(Al, Ni) TWIP steels. The specimen was annealed at

different temperatures of 700~850oC for 5min. (a) no added, (b) 1.5%

Al added and (c) 0.56% Ni ad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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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었다. 

2. 1.5%Al 첨가 TWIP강은 750oC보다 800oC에서 소둔

한 경우 경도와 항복강도의 증가현상이 나타나는데, 그 이

유는 소둔시 M3C나 TiC와 같은 탄화물의 석출이 일어나

기 때문이다. 

3. 1.5%Al 첨가 TWIP강은 다른 두 강종과 달리 동적

변형시효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다. Al첨가는 TWIP강의

SFE를 높혀 변형 거동에 영향을 주며, 또한 Al과 Ti는 강

중에 존재하는 C, N을 고정시켜주는 역할을 하므로 전위

와의 상호 작용을 약화시키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4. 0.56%Ni를 첨가한 TWIP강은 항복강도가 가장 낮은

데, 이것은 첨가원소인 Ni이 소둔시 석출물을 형성하지 않

기 때문이다. 하지만 800oC에서 소둔한 경우 인장강도는

1096MPa로서 비교적 높고, 연신율도 61.8%로서 매우 높

은 강도와 우수한 연성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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