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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influence of Cu and Ni on the ductile-brittle transition behavior of metastable austenitic Fe-18Cr-10Mn-N

alloys with N contents below 0.5 wt.% was investigated in terms of austenite stability and microstructure. All the metastable

austenitic Fe-18Cr-10Mn-N alloys exhibited a ductile-brittle transition behavior by unusual low-temperature brittle fracture,

irrespective of Cu and/or Ni addition, and deformation-induced martensitic transformation occasionally occurred during Charpy

impact testing at lower temperatures due to reduced austenite stability resulting from insufficient N content. The formation of

deformation-induced martensite substantially increased the ductile-brittle transition temperature(DBTT) by deteriorating low-

temperature toughness because the martensite was more brittle than the parent austenite phase beyond the energy absorbed

during transformation, and its volume fraction was too small. On the other hand, the Cu addition to the metastable austenitic

Fe-18Cr-10Mn-N alloy increased DBTT because the presence of δ-ferrite had a negative effect on low-temperature toughness.

However, the combined addition of Cu and Ni to the metastable austenitic Fe-18Cr-10Mn-N alloy decreased DBTT, compared

to the sole addtion of Ni or Cu. This could be explained by the fact that the combined addition of Cu and Ni largely enhanced

austenite stability, and suppressed the formation of deformation-induced martensite and δ-ferrite in conjunction with the

beneficial effect of Cu which may increase stacking fault energy, so that it allows cross-slip to occur and thus reduces the

planarity of the deformation mechan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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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질소(N)는 강력한 오스테나이트 안정화 원소로서 상용

오스테나이트계 Fe-Cr-Ni 합금에 포함된 고가의 Ni 함

량을 줄이거나 이를 질소로 대체하기 위한 연구가 활발

히 진행되고 있다.1-5) 오스테나이트계 Fe-Cr-Mn-N 합금

은 질소 첨가에 따른 연성의 큰 저하 없이 강도와 내

식성이 향상되기 때문에 석유화학, 발전설비, 해양플랜트

분야의 유망한 구조용 재료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일부 오스테나이트계 Fe-Cr-Mn-N 합금의 경우 면

심입방정(fcc) 구조의 합금에서 나타나지 않는 연성-취성

천이 거동이 자주 관찰되고, 질소 함량의 증가에 따라

연성-취성 천이온도(이하 DBTT, ductile-brittle transition

temperature)가 높아져 저온인성이 저하되는 문제점이 나

타나고 있다.2-4) 이러한 연성-취성 천이 거동은 높은 질

소 함량에 의한 낮은 적층결함에너지(이하 SFE, stacking

fault energy)로 인해 저온에서 일어나는 취성파괴(unusual

brittle fracture)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6) 따라서 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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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Mn 합금에 대한 질소의 첨가는 강도와 인성, 내식성

등의 다양한 물성을 향상시킴에도 불구하고, 연성-취성 천

이 거동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들 합금을 저온에서 사용

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산업적으로 많은 양의 질소를 효

과적으로 첨가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Harzenmoser6)는 극저온에서 오스테나이트계 Fe-Cr-Mn-

N 합금의 기계적 성질에 미치는 Ni과 N의 영향에 대

한 연구를 통해 Ni의 첨가가 항복강도를 약간 감소시키

지만, 연성과 파괴인성을 크게 향상시키는 것으로 보고

하였다. 또한 Ni 첨가로 인한 SFE의 증가는 셀전위

(cellular dislocation) 구조를 더욱 발달시켜 결정립계 강

화 효과를 감소시킬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 한편 Dulieu

와 Nutting의 연구7)에 따르면, Cu는 Ni보다 오스테나이

트계 Fe-Cr-Mn-N 합금의 SFE를 보다 효과적으로 증가

시킨다고 하였다. 최근 Milititsky8)와 Tsuchiyama9) 등은

오스테나이트계 Fe-Cr-Mn-N 합금에 대한 Cu 첨가가

SFE를 변화시켜 저온인성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는 것

으로 보고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에도 불구하고, 오스테

나이트계 Fe-Cr-Mn-N 합금의 연성-취성 천이 거동에 미

치는 여러 합금원소의 영향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많은

논란이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0.5 wt.% 이하의

질소를 함유한 오스테나이트계 Fe-18Cr-10Mn-N 합금의

연성-취성 천이 거동에 미치는 Cu와 Ni의 영향을 오스

테나이트 안정도(austenite stability)와 미세조직 관점에서

조사하였다.

2. 실험 방법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재료는 Cu와 Ni 함량이 다른 4

종류의 Fe-18Cr-10Mn-N 합금으로 질소 함량이 0.35~

0.45 wt.% 이다(Table 1). 이들 합금은 일정한 질소 분압

하에서 진공유도 용해로 제조한 후 900 oC 이상에서 열

간단조하고, 균일한 오스테나이트 단상 조직을 얻기 위하

여 열역학 계산결과로부터 얻어진 평형 상태도에 근거

하여 1,100 oC 온도에서 30 분간 용체화 처리하였다. 용

체화 처리 후 각 시편들은 염산 30 ml +질산 20 ml +

에탄올 50 ml 용액으로 에칭한 후 광학현미경으로 관찰

하였다. 

인장시험은 ASTM E8 시험법에 따라 sub-size 판상시

편으로 가공하고, 10톤 용량의 Instron 시험기를 사용하

여 2 mm/min의 crosshead 속도로 상온에서 실시하였다.

충격시험은 ASTM E23 시험법에 따라 10 × 10 × 55 mm

의 Charpy V-notch (이하 CVN) 충격시편으로 가공한

후 −196 ~ +100 oC의 온도 범위에서 실시하였다. DBTT

는 hyperbolic tangent fitting을 통해 상부 흡수에너지

(USE, upper-shelf energy)와 하부 흡수에너지의 평균에

해당되는 에너지를 가지는 온도로 결정하였다. 충격시험

후 −196 oC, −120 oC, 상온에서 파괴된 시편의 파면을

주사전자현미경(SEM)으로 관찰하였다. 또한 −196 oC와

−120 oC에서 취성파괴된 충격시편의 파면을 수직방향으로

절단한 파단면을 EBSD(electron back-scattered diffraction)

로 분석하였다. 

3. 실험 결과

3.1 오스테나이트 안정도와 미세조직

Table 1에 따르면, 오스테나이트계 Fe-18Cr-10Mn-N 합

금의 Md30 온도와 오스테나이트 안정도는 Cu, Ni, N의

함량에 크게 의존한다. 오스테나이트 안정도는 외부 응

력이나 변형에 의해 오스테나이트에서 마르텐사이트로 변

태되는 정도와 관련된다. 이를 평가하는 방법으로는 30 %

인장시험 후 50 %의 마르텐사이트가 존재하는 Md30 온도

를 주로 사용하며, 이를 계산하기 위한 다양한 경험식들

이 제시되어 있다.10-12) 시험온도가 낮을수록 오스테나이

트에서 마르텐사이트로의 변태가 잘 일어나기 때문에 Md30

온도가 낮은 합금일수록 오스테나이트 안정도가 높은 것

을 의미한다. 낮은 질소 함량을 갖는 Fe-Cr-Mn-N 합금

의 경우 오스테나이트는 저온에서 준안정(metastable) 상

태이기 때문에 마르텐사이트로 변태될 수 있으며, 고온

에서는 δ-페라이트가 형성되기 쉽다.5-7,13) 

질소는 강력한 오스테나이트 안정화 원소이므로 일반

적으로 변형유기 마르텐사이트 변태(deformation-induced

Table 1. Chemical composition and austenite stability of the metastable austenitic Fe-18Cr-10Mn-N alloys(wt.%).

Alloy
Chemical composition Austenite stability

11)

C Si Cr Mn Cu Ni N Md30(
o
C)

*
Md30(

o
C)

**

1Cu-0.37N 0.03 0.40 18.1 9.4 1.0 0.1 0.37 +3.9 −67.1

2Ni-0.36N 0.02 0.42 18.1 10.4 - 2.0 0.36 −22.2 −128.6

1Cu-2Ni-0.35N 0.03 0.41 18.3 8.9 1.0 1.9 0.35 −38.6 −107.3

1Cu-2Ni-0.42N 0.03 0.40 18.0 9.3 1.0 1.9 0.42 −66.1 −160.8

 *Md30(
oC) = 551 − 462[%C+%N] − 9.2[%Si] − 8.1[%Mn] − 13.7[%Cr] − 29[%Ni+%Cu] − 18.5[%Mo] − 68[%Nb]

**Md30(
oC) = 608 − 515[%C] − 821[%N] − 7.8[%Si] − 12[%Mn] − 13[%Cr] − 34[%Ni] − 6.5[%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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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tensite transformation)에 대한 오스테나이트 안정도를

증가시킨다.14,15) Cu와 Ni도 모두 오스테나이트 안정화 원

소이므로 Cu 및 Ni 함량이 높을수록 Fe-18Cr-10Mn-N

합금의 Md30 온도는 낮아지고, 오스테나이트 안정도는 높

아진다. 1Cu-2Ni-0.42N 합금은 Cu와 Ni이 모두 첨가되

었을 뿐만 아니라 N 함량이 0.42 wt.%로 가장 높기 때

문에 오스테나이트가 가장 안정하다(Table 1). 

오스테나이트계 Fe-18Cr-10Mn-N 합금의 미세조직을 광

학현미경으로 관찰하여 Fig. 1에 나타내었다. Ni 또는 Ni

과 Cu가 동시에 첨가된 합금들은 모두 이차상이 없는

오스테나이트 단상조직을 가지고 있는 반면, Cu가 단독

으로 첨가된 1Cu-0.37N 합금은 오스테나이트 기지에 구

상이나 길쭉한 모양의 δ-페라이트가 일부 존재한다. 이

는 Cu의 첨가가 응고 과정 동안 δ-페라이트의 형성을 야

기시키기 때문이다.8,13) 합금들의 평균 오스테나이트 결

정립 크기는 50~70 µm였다. 

3.2 인장 및 충격 특성

오스테나이트계 Fe-18Cr-10Mn-N 합금에 대한 인장시

험 결과를 정리하여 Table 2에 나타내었다. Ni을 포함

한 2Ni-0.36N 합금은 가장 높은 항복 및 인장 강도(각

각 511 MPa, 847 MPa)를 가지며, 다른 합금들은 항복강

도가 430~460 MPa, 인장강도가 760~800 MPa 범위로 유

사하였다. 합금들의 균일연신율과 총연신율 범위는 각각

45~60 %, 60~75 %로 나타났다.

오스테나이트계 Fe-18Cr-10Mn-N 합금의 인장 특성에

대한 Lee의 연구14)에 따르면, 0.5 wt.% N 함량을 기준

으로 낮은 질소 함량에서는 인장시험 시 α'-마르텐사이트

가 형성되어 임의의 변형률에서 연속적인 응력-변형률 곡

선이 변화되기 시작하며, 이 변형률 값은 질소 함량에 따

Fig. 1. Optical micrographs of metastable austenitic Fe-18Cr-10Mn-N alloys: (a) 1Cu-0.37N, (b) 2Ni-0.36N, (c) 1Cu-2Ni-0.35N, and (d)

1Cu-2Ni-0.42N alloys.

Table 2. Tensile and Charpy V-notch(CVN) impact properties of the metastable austenitic Fe-18Cr-10Mn-N alloys.

Alloy

Tensile properties CVN impact properties

Yield stress 

(MPa)

Tensile stress 

(MPa)

Uniform 

elongation(%)

Total elongation 

(%)
USE(J/cm2) DBTT(oC)

1Cu-0.37N 437 788 63.0 76.0 339.3 −53.8

2Ni-0.36N 511 847 43.0 59.3 331.2 −82.5

1Cu-2Ni-0.35N 428 768 52.8 73.1 309.8 −104.6

1Cu-2Ni-0.42N 458 801 46.3 64.5 307.9 −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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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증가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조된 Fe-18Cr-10Mn-N 합

금들은 질소 함량이 모두 0.5 wt.% 이하이지만, 오스테

나이트 안정화 원소인 Cu 또는 Ni이 추가적으로 첨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 결과와는 달리 상온에서 인장시

험 시 마르텐사이트 변태가 일어나지 않았다.

시험온도에 따른 Fe-18Cr-10Mn-N 합금의 CVN 충격

에너지를 Fig. 2에 나타내고, 이로부터 구한 상부 흡수

에너지(USE)와 DBTT를 Table 2에 정리하였다. 시험온

도가 감소함에 따라 충격에너지가 낮아지는 전형적인 연

성-취성 천이 거동을 나타내었다. 합금들의 USE는 300

J/cm2 이상으로 상온에서의 인성은 큰 차이 없이 모두

우수하였다. 그러나 DBTT는 Cu와 Ni의 첨가에 따라 큰

차이를 나타내었다. Cu가 첨가된 1Cu-0.37N 합금은 δ-

페라이트의 형성으로 인해 DBTT가 낮다. 이는 δ-페라

이트의 존재가 저온에서 취성파괴를 쉽게 유발시켜 저

온인성이 저하되기 때문이다. 한편 Ni이 첨가된 2Ni-

0.36N 합금은 약 −80 oC의 DBTT를 가지는 반면, Cu와

Ni를 동시에 첨가된 합금들은 DBTT가 약 −100 oC로 가

장 낮아 매우 우수한 저온인성을 나타내었다.

3.3 파면 관찰

다양한 온도에서 충격시험으로 파괴된 시편들의 파면

을 SEM으로 관찰하여 Fig. 3에 나타내었다. 상온에서 파

괴된 모든 시편들은 미소공동의 형성과 합체에 의해 작

고 큰 딤플들(dimples)이 복합적으로 형성된 연성파괴를

나타내었다. 충격시험 시 상당량의 소성 변형으로 인해

Fig. 2. Charpy V-notch(CVN) impact energy plotted as a function

of test temperature for the metastable austenitic Fe-18Cr-10Mn-N

alloys.

Fig. 3. SEM fractographs of CVN impact specimens of the 1Cu-0.37N, 2Ni-0.36N, and 1Cu-2Ni-0.42N alloys tested at −196 oC, −120 oC,

and +20
o
C(room temp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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딤플들의 크기는 시편의 오스테나이트 결정립 크기과 같

은 최대 70 µm까지 이르며, 큰 딤플벽에는 슬립면의 변

위에 의해 생겨난 잔물결들(ripples)이 존재한다. 특히

1Cu-2Ni-0.42N 합금의 일부 영역에서는 오스테나이트 결

정립계나 쌍정 경계에서 형성된 공동들에 의해 미세한

딤플들이 나타나기도 한다. 그러나 −120 oC에서 파괴된

충격시편들을 보면, 1Cu-2Ni-0.42N 합금은 상온과 거의

같은 연성파괴 모드를 나타내는 반면, 1Cu-0.37N 이나

2Ni-0.36N 합금은 연성파괴로 인한 딤플들과 함께 평평

한 면들이 많이 관찰된다. 합금들의 취성파괴 양상을 조

사하기 위하여 −196 oC에서 파괴된 시편들의 파면을 조

사한 결과 벽개형태와 유사한(cleavage-like) 형태의 입내

면(transgranular facet)들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4. 고  찰

일반적으로 오스테나이트계 Fe-Cr-Mn-N 합금은 면심

입방정(fcc) 구조를 갖는 합금에서 나타나지 않는 연성

-취성 천이 거동이 자주 나타나며, 질소 함량의 증가에

따라 DBTT가 높아지기 때문에 질소 첨가량에 제한이 있

다.1-4) 안정한 오스테나이트계 Fe-Cr-Mn-N 합금의 DBTT

는 질소 함량에 크게 의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아래와 같은 경험식이 잘 알려져 있다.2)

DBTT(oC) = 300 [wt.% N] − 303

따라서 오스테나이트계 Fe-Cr-Mn-N 합금이 −20 oC 정

도의 온도까지 사용되기 위해서는 위 식에 따라 질소 함

량이 약 0.95 wt.% 이하로 설계되어야 한다. 이러한 Fe-

Cr-Mn-N 합금의 연성-취성 천이 거동은 질소 첨가에 의

해 발생되는 저온 취성파괴와 관련이 있다. 이러한 취성

파괴 현상과 기구에 대해서는 Defilippi16)가 deformation

faulting을 그 원인으로 처음 보고한 이후 많은 연구자

들이 의해 슬립밴드 균열, 쌍정 층상(twin lamellar)의 파

괴, 강한 평면 소성유동, 변형쌍정(deformation twin)의

교차, ε-마르텐사이트의 형성 등 다양한 원인들을 제시하

여 왔다. Tobler와 Meyn,17) Tomota18) 등은 취성파괴에서

나타나는 평평한 면들이 일반적인 벽개면(cleavage plane)

과 달리 저온에서 활성화된 {111} 슬립면인 것으로 보

고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조된 오스테나이트계 Fe-18Cr-

10Mn-N 합금의 경우 입내에서 형성된 평평한 면 위에

는 평면 슬립(planar slip)에 의한 선들이 관찰됨으로써

이들 면도 {111} 슬립면임을 알 수 있었다(Fig. 3).16-18)

본 연구에서 제조된 오스테나이트계 Fe-18Cr-10Mn-N

합금과 문헌에서 얻어진 오스테나이트계 Fe-Cr-Mn-N 합

금의 DBTT를 위의 경험식으로부터 계산된 DBTT와 비

교하여 Fig. 4에 나타내었다.2,6,18-21) 대부분의 데이터들은

질소 함량의 증가에 따라 측정된 DBTT가 모두 높아져

계산된 DBTT와 직선적인 상관관계를 잘 나타내었다. 그

러나 Milititsky 논문8)에 있는 Fe-18Cr-(12,18)Mn-(0.3~

0.5)N 합금(파란색 별표로 표시)과 본 연구에서 분석된

Fe-18Cr-10Mn-N 합금의 DBTT는 경험식으로부터 계산

된 DBTT보다 50~120 oC 이상 높았다. 

일반적으로 오스테나이트 안정도가 낮은 준안정 오스

테나이트계 Fe 합금의 경우 γ(fcc) → ε-martensite(hcp)

→ α'-martensite(bct) 나 γ→ α'-martensite 과정의 변형유

기 마르텐사이트 변태가 일어나며, 이들은 화학조성이나

시험온도, 변형률 속도에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

져 있다.11,22) 본 연구에서 제조된 2Ni-0.36N과 1Cu-2Ni-

0.35N 합금에 대하여 −196 oC, −120 oC에서 충격시험으

로 파괴된 시편의 파단면을 EBSD로 분석한 결과를 Fig.

5에 나타내었다. 시편 내부와 달리 균열이 전파되는 파

면 근처에는 조밀한 평행선들이 많이 관찰되는데, 이는

흡수에너지가 낮고 균열 전파속도가 매우 빠른 충격시

험동안 균열 첨단에서 국부적인 소성변형이 일어나기 때

문이다.10) −196 oC에서 파괴된 시편들의 경우 충격시험

시 에너지 흡수를 위한 변형이 거의 없기 때문에 변형

유기 마르텐사이트를 거의 관찰할 수 없었지만, −120 oC

에서 파괴된 시편들이 경우 파면 근처의 변형된 영역에

서 오스테나이트로부터 변태된 마르텐사이트가 일부 나

타난다. 이는 상온 인장시험과 달리 충격시험의 경우 변

형율 속도가 클 뿐만 아니라 온도가 낮기 때문에 변형

유기 마르텐사이트 변태가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는 것

을 의미한다. Hwang 등10)은 오스테나이트계 Fe-Cr-Mn-

N 합금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변형유기 마르텐사이트 변

태는 형성되는 마르텐사이트 양이 작을 뿐만 아니라 충

Fig. 4. Comparision of ductile-brittle transition temperatures(DBTTs)

measured by Charpy V-notch impact tests and calculated by

empirical equation for austenitic Fe-Cr-Mn-N alloys.
2,6,18-21)

 Open

and solid symbols indicate the present data and reference data,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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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시험 시 변태되는 과정에서 에너지 흡수가 거의 없기

때문에 저온인성을 악화시키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본 연

구에서 제조된 Fe-18Cr-10Mn-N 합금의 경우 Cu나 Ni

이 첨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질소 함량이 0.5 wt.% 이하

로 낮아 오스테나이트 안정도가 낮기 때문에 실제 DBTT

가 경험식으로 계산된 DBTT에 비해 크게 낮은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Gonzalez23)와 Milititsky8) 등은 오스테나이트계

Fe-Cr-Mn-N 합금에 Cu를 첨가시킬 경우 SFE가 증가되

어 교차슬립이 일어남으로써 저온인성이 향상되는 것을

보고하였다. 이에 반해 Tsuchiyama9)는 Fe-25Cr-1N 합금

에 3 wt.%의 Cu를 첨가할 경우 저온에서 고용연화 현

상이 일어나 약 30 oC의 DBTT 감소 효과가 있는 것으

로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조된 1Cu-0.37N 합금은

Cu가 1 wt.% 첨가되어 오스테나이트 안정도가 낮을 뿐

만 아니라 δ-페라이트가 형성됨으로써 DBTT가 오히려

증가되었다. 그러나 1Cu-2Ni-0.35N 합금이나 1Cu-2Ni-

0.42N 합금은 Cu와 Ni이 동시에 첨가되어 오스테나이

트 안정도가 크게 향상될 뿐만 아니라 δ-페라이트 형성

이 억제되어 약 −100 oC의 DBTT를 갖는 매우 우수한

저온인성을 나타내었다. 이를 통해 오스테나이트계 Fe-

Cr-Mn-N 합금이 보다 우수한 저온인성을 갖기 위해서

는 Cu 첨가에 의한 유용한 효과를 얻고, Ni과 N를 적

절히 첨가하여 오스테나이트 안정도를 높여야 함을 알

수 있다. 

5. 결  론

준안정 오스테나이트계 Fe-18Cr-10Mn-N 합금의 연성

-취성 천이 거동에 미치는 Cu 및 Ni의 영향을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1) 준안정 오스테나이트계 Fe-18Cr-10Mn-N 합금은 Cu

및 Ni과 같은 합금원소의 첨가에 관계없이 저온에서의 취

성파괴에 의해 모두 연성-취성 천이 거동을 나타내었다. 

2) 질소 함량이 0.5 wt.% 이하인 준안정 오스테나이트

계 Fe-Cr-Mn-N 합금의 연성-취성 천이온도(DBTT)는 낮

은 오스테나이트 안정도 때문에 저온에서 충격시험 시

변형유기 마르텐사이트 변태가 일어나 경험식으로 계산

된 오스테나이트계 Fe-Cr-Mn-N 합금의 DBTT보다 70~

100 oC 이상 높았다.

3) 준안정 오스테나이트계 Fe-Cr-Mn-N 합금에 Cu가

단독으로 소량 첨가되어 δ-페라이트가 형성될 경우 저온

에서 취성파괴가 쉽게 일어나므로 저온인성이 저하되어

DBTT가 높아졌다.

4) 준안정 오스테나이트계 Fe-Cr-Mn-N 합금에 Cu와

Ni이 동시에 첨가될 경우 오스테나이트 안정도가 크게

향상될 뿐만 아니라 δ-페라이트의 형성이 억제되기 때문

에 DBTT가 약 −100 oC로 저온인성이 크게 향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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