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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resent study is concerned with the influence of niobium(Nb) addition and austenitizing temperature on the

hardenability of low-carbon boron steels. The steel specimens were austenitized at different temperatures and cooled with

different cooling rates using dilatometry; their microstructures and hardness were analyzed to estimate the hardenability. The

addition of Nb hardly affected the transformation start and finish temperatures at lower austenitizing temperatures, whereas it

significantly decreased the transformation finish temperature at higher austenitizing temperatures. This could be explained by

the non-equilibrium segregation mechanism of boron atoms. When the Nb-added boron steel specimens were austenitized at

higher temperatures, it is possible that Nb and carbon atoms present in the austenite phase retarded the diffusion of carbon

towards the austenite grain boundaries during cooling due to the formation of NbC precipitate and Nb-C clusters, thus

preventing the precipitation of M23(C,B)6 along the austenite grain boundaries and thereby improving the hardenability of the

boron steels. As a result, because it considerably decreases the transformation finish temperature and prohibits the nucleation

of proeutectoid ferrite even at the slow cooling rate of 3 oC/s, irrespective of the austenitizing temperature, the addition of

0.05 wt.% Nb had nearly the same hardenability-enhancing effect as did the addition of 0.2 wt.% 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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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강의 경화능(hardenability)은 오스테나이트화 온도로부

터 급랭에 의해 경화될 수 있는 깊이의 척도로 정의된

다.1) 경화능이 큰 강의 경우 냉각을 통하여 보다 깊은

내부 조직까지 베이나이트나 마르텐사이트와 같은 단단

한 조직을 형성시킬 수 있기 때문에 두께가 큰 고강도

기계부품의 제조가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강의 경화능을

증가시키기 위해 Mo, Cr, Ni 등과 같은 고가의 합금 원

소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1-7) Grossman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3) 강의 경화능은 화학조성으로부터 정량적으로 계

산되며, 오스테나이트 결정립 크기나 냉각 계수의 영향

을 받는다. 그러나 보론(이하 B)은 다른 경화능 원소와

달리 오스테나이트화 온도와 냉각 속도에 따른 B의 석

출 및 편석 거동이 경화능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

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어려운 실정이다. 

실제로 B은 일반적인 경화능 향상 원소와 달리 수십

ppm 이하의 미량 첨가를 통해 강의 경화능을 효과적으

로 증가시키는 원소이다. B이 첨가된 강(이하 보론강)에

서 B 첨가에 의한 경화능 증가는 오스테나이트 결정립

계로 편석되는 B 원자들이 결정립계 에너지를 감소시켜

초석 페라이트의 핵생성을 억제하기 때문으로 알려져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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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1-5) 그러나 B은 강 중 고용도가 낮기 때문에 오스테

나이트화 온도나 냉각 속도와 같은 열처리 조건에 따라

결정립계에 AlN, BN, M23(C,B)6 등의 다양한 석출물들

을 형성하여 B 첨가에 의한 경화능 향상 효과가 사라

지기도 한다. 특히 M23(C,B)6는 오스테나이트 결정립계

에 조대하게 석출하여 B의 편석 농도를 감소시킴으로써

B의 경화능 향상 효과를 크게 저하시킨다.1,2) 

최근 Asahi 등은 보론강에 첨가된 Mo의 경우 C와 상

호작용하여 Mo-C 클러스터(cluster)를 형성하기 때문에 C

의 확산을 방해하여 M23(C,B)6의 결정립계 석출을 억제

시킴으로써 B의 경화능 향상 효과를 증가시킨다고 보고

하였다.5,6) 또한 Hwang 등은 열역학 계산 결과를 토대

로 보론강의 경화능을 합금원소에 따른 M23(C,B)6 석출

물의 상 안정성(phase stability) 관점에서 해석한 바 있

다.7) 이와 같이 보론강의 경화능은 다른 합금원소나 열

처리 조건에 따른 오스테나이트 결정립계의 B 편석과 석

출 거동에 크게 의존하기 때문에 다양한 합금원소의 첨

가와 오스테나이트화 온도에 따른 경화능에 대한 보다

많은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보론강의

경화능을 효과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하여 탄화물 형성원

소인 Nb을 첨가한 보론강을 제조한 후 오스테나이트화

온도와 냉각 속도에 따른 미세조직, 변태 온도, 경도의

변화로부터 경화능을 평가하고, 이를 통해 보론강의 경

화능에 미치는 Nb 첨가와 오스테나이트화 온도의 영향

을 조사하였다. 

2. 실험 방법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재료는 Fe-0.1C-0.3Si-1.5Mn-0.002B

(wt.%) 조성의 base 시편과 여기에 Nb을 0.02 wt.%나

0.05 wt.% 씩 각각 첨가하거나 비교재로 Mo을 0.20 wt.%

첨가한 총 4 종류의 저탄소 보론강 시편들이다. 이들 시

편들에서 B이 BN로 형성되는 것을 막기 위해 Ti와 Al

를 각각 0.015, 0.03 wt.%씩 첨가하여 질소(N)를 AlN,

TiN으로 고정하였다.1,2,4)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보론강 시

편들은 진공 유도용해로를 이용하여 30 kg의 잉곳으로

제조한 후 1,200 oC로 재가열하여 950 oC 이상의 온도에

서 두께 20 mm로 열간 압연하였다. 압연된 판재로부터 길

이 10 mm, 지름 3 mm의 원통형 시편을 가공한 후 가열

온도와 냉각 속도를 정밀하게 제어할 수 있는 선팽창 분

석 장치(Dilatometer, Dilatronic III, Theta Inc., USA)를

이용하여 열처리를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시편들을 900
oC와 1,100 oC에서 각각 5 분간 유지하고, 0.2~50 oC/s

범위의 냉각 속도로 상온까지 냉각한 후 미세조직 분석

과 비커스 경도 시험을 실시하였다. 

한편 B이 함유된 강에 대한 열역학 데이터베이스와

CALPHAD 법을 이용하여 보론강에 Nb이 첨가되었을 때

다양한 상들에 포함된 Nb과 C의 함량을 온도에 따라 계

산하였다. 또한 보론강의 경화능에 미치는 Nb 첨가의 영

향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하여 9 wt.% Ni이 첨가된

보론강 모델 합금을 제조한 후 냉각 속도에 따른 B의

편석 및 석출 거동을 분석하였다. 오스테나이트 결정립

계에 편석되는 B 분포를 관찰하기 위하여 모델 합금 시

편들을 1,100 oC에서 5 분간 열처리한 후 3 oC/s의 냉각

속도로 650 oC까지 냉각한 후 급랭하였다. 이와 같이 열

처리된 시편들에 대하여 2차 이온 질량 분석기(secondary

ion mass spectroscopy, 이하 SIMS)를 이용하여 B 분포

를 관찰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다른 Nb 함량을 갖는 보론강에 대하여 오스테나이트

화 온도에 따른 연속냉각 변태(continuous cooling trans-

formation) 곡선을 Fig. 1에 나타내고, 베이나이트 변태

시작 온도(Bs)와 마르텐사이트 변태 시작 온도(Ms)를 점

선으로 표시하였다.8) 900 oC의 오스테나이트화 온도에서

Fig. 1. Continuous cooling transformation diagrams showing the transformation start and finish temperatures of low-carbon boron steels

cooled from (a) 900
o
C and (b) 1,100

o
C. The dotted parallel lines indicate the bainite start (Bs) and martensite start (Ms) temperatures

calculated by empirical equations considering the chemical compositions of the investigated boron steels.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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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Nb 함량이 증가하더라도 모든 냉각 속도에서 변태

시작과 종료 온도가 거의 변하지 않거나 매우 미미하게

낮아졌다. 그러나 1,100 oC의 오스테나이트화 온도에서는

Nb 함량이 많아짐에 따라 모든 냉각 속도에서 변태 시

작 온도가 조금씩 낮아지며, 10 oC/s 이하의 느린 냉각

속도에서는 변태 종료 온도가 크게 낮아져 경화능이 증

가되었다. 따라서 0.02 wt.% 이상의 Nb 첨가는 보론강

의 경화능 향상 효과에 큰 영향을 주며, 높은 오스테나

이트화 온도와 느린 냉각 속도에서 그 효과가 상대적으

로 우수함을 알 수 있었다. 변태 시작 및 종료 온도가

낮아지는 것은 초석 페라이트의 핵생성이 억제되는 대

신 베이나이트나 마르텐사이트와 같은 저온 변태 조직

이 보다 많이 생성되어 경화능이 향상되는 것을 의미한

다. 한편 20 oC/s 이상의 빠른 냉각 속도에서는 오스테

나이트화 온도에 관계없이 마르텐사이트 변태로 인해 변

태 종료 온도가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오스테나이트화 온도와 냉각 속도에 따라 연속 냉각된

보론강 시편들의 미세조직과 경도 변화를 Fig. 2와 Fig.

3에 나타내고, 이들 시험 결과를 토대로 마르텐사이트와

베이나이트가 90 % 이상 존재하는 미세조직의 경계를 점

선으로 표시하였다.9) 오스테나이트화 온도나 Nb 함량에

관계없이 Nb이 첨가된 시편들의 경우 20 oC/s 이상의 속

도로 냉각 시 마르텐사이트가 90 % 이상 형성되어 base

시편보다 높은 경화능을 나타내었다. 또한 높은 오스테

나이트화 온도(1,100 oC)의 경우 낮은 오스테나이트화 온

도(900 oC)의 경우보다 3 oC/s 이상의 냉각 속도에서 초

석 페라이트의 생성이 대부분 억제되었다. 따라서 Nb이

첨가된 보론강의 경우 Nb 함량과 오스테나이트화 온도

Fig. 2. Optical micrographs and Vickers hardness (VHN) of the base, 0.02 Nb, and 0.05 Nb steel specimens cooled with various rates

from 900
o
C. The left and right dotted lines represent boundaries having 90 % martensite structure and 90 % bainite structure, respectively.

Fig. 3. Optical micrographs and Vickers hardness (VHN) of the base, 0.02 Nb, and 0.05 Nb steel specimens cooled with various rates

from 1,100
o
C. The left and right dotted lines represent boundaries having 90 % martensite structure and 90 % bainite structure,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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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경화능에 모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보론강의 경화능에 미치는 Nb과 Mo 첨가의 효과를 비

교하기 위해 base, 0.02 Nb, 0.05 Nb, 0.20 Mo 시편의

경도 변화를 Fig. 4에 나타내고, 90 % 마르텐사이트 조

직에 해당되는 경도를 점선으로 표시하였다. 낮은 오스

테나이트화 온도의 경우 Nb이 첨가된 시편은 모든 냉

각 속도에서 base 시편보다 높은 경도를 갖지만, 0.2 Mo

시편과 비교할 때 10 oC/s 이하의 느린 냉각 속도에서 상

대적으로 낮은 경도를 나타낸다. 높은 오스테나이트화 온

도의 경우 Nb 첨가된 시편들은 0.2 Mo 시편과 유사한

높은 경도를 갖는다. Nb 첨가된 시편들의 경도가 모든 냉

각 속도에서 base 시편보다 높은 것은 기지 조직 내에

Nb 탄화물이 형성되어 경도 증가에 기여하기 때문이다.2,10)

한편 이전 연구자들의 실험 결과에 의하면 Mo이 첨

가된 보론강의 경우 Mo-C 클러스터의 형성으로 C 확

산을 방해하여 M23(C,B)6의 석출을 억제시킴으로써 결정

립계에 편석되는 용질 B의 농도를 증가시켜 보론강의 경

화능이 향상되었다.6,7,11) 몇몇 연구자들에 의해 이러한 효

과가 Nb이 첨가된 경우에도 나타나 보론강의 경화능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Hara 등12)은 보론강에

첨가된 Nb이 미세하게 분산된 (Nb, Ti)(C, N)과 같은

복합 탄질화물로 석출되거나 Nb-C 클러스터가 형성된 것

을 AP-FIM(atom probe field ion microscopy)과 TEM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y) 분석을 통해 확인하

였다. 온도에 따라 NbC 석출물에 포함된 Nb 함량을 열

역학적으로 계산하여 Fig. 5에 나타내었다. 이 결과에 따

르면 1,100 oC의 온도에서는 일부 Nb이 시편에 용해되

어 있지만, 온도가 낮아짐에 따라 NbC 내에 있는 Nb

함량이 증가하여 NbC가 열역학적인 평형상으로 석출되

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0.05 Nb 시편의 경우 1,100
oC 이상에서 이미 석출되기 시작하며, 0.02 Nb 시편의

경우는 보다 낮은 온도에서 석출되면서 NbC 석출물 내

에 있는 Nb의 함량이 상대적으로 낮다. 

또한 오스테나이트, 페라이트, 세멘타이트, NbC 상에

존재하는 C 함량을 온도에 따라 열역학적으로 계산한 결

과를 Fig. 6에 나타내었다. 실제로 NbC 석출물이 형성

되기 위해서는 석출물 내에 있는 C 함량 또한 중요한

데, 0.05 Nb 시편에서는 오스테나이트화 온도에 관계없

이 C 함량이 충분히 높아 NbC가 보다 많이 석출될 수

있기 때문에 0.02 Nb 시편에 비해 모든 냉각 속도에서

경도가 더 높다(Fig. 4). 한편 비평형 편석(non-equilibrium

segregation)에 따르면,13) 높은 오스테나이트화 온도에서 과

잉으로 형성된 공공(vacancy)이 공공-용질 복합체(vacancy-

solute complex)를 형성하여 냉각 시 결정립계로 소멸하

는 기구에 의해 용질 원자들이 결정립계로 편석된다. 따

라서 높은 오스테나이트화 온도에서 냉각 시 온도 차이

가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결정립계로 편석되는 B의 농

도가 크게 증가할 경우 M23(C,B)6 석출물이 형성되어 경

화능이 저하될 수 있다. 

Fossaert와 Bhadeshia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14) 저탄소

Fig. 4. Hardness plotted as a function of cooling rate for the low-carbon boron steel specimens cooled from (a) 900
o
C and (b) 1,100

o
C.

Fig. 5. Temperature dependence of Nb content in NbC phase

calculated by para-equilibrium condition of CALPHAD method for

the 0.02 Nb and 0.05 Nb steel specimens. 



저탄소 보론강의 경화능에 미치는 Nb 첨가와 오스테나이트화 온도의 영향 581

강에서 Nb첨가는 Nb의 고용 및 NbC의 석출 상태에 따

라 오스테나이트에서 페라이트 또는 베이나이트로의 변

태 속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연구에

서 제조된 Nb이 첨가된 보론강의 경우 높은 오스테나

이트화 온도(1,100 oC)에서는 오스테나이트 내에 용해되

어 있거나 낮은 함량으로 존재하는 Nb과 C 때문에 냉

각 시 NbC가 석출되거나 Nb-C 클러스터가 형성되어 오

스테나이트 결정립계로 확산되는 C 양이 작아질 수 있

다. 따라서 Nb이 첨가된 보론강의 경우 높은 오스테나

이트화 온도에서 냉각 시 Mo 첨가의 경우와 마찬가지

로 오스테나이트 결정립계에 형성되는 M23(C,B)6 석출물

의 형성이 방해되기 때문에 보론강의 경화능이 효과적

으로 향상될 수 있다. 실제로 높은 오스테나이트화 온

도에서 냉각 시 Nb 첨가는 Mo 첨가와 같이 변태 종료

온도를 크게 낮추어 대부분의 냉각 속도에서 0.05 wt.%

Nb 첨가는 0.2 wt.% Mo 첨가와 동일한 경도 값을 가지

며, 3 oC/s의 냉각 속도에서도 초석 페라이트의 형성이 충

분히 억제되었다. 그러나 낮은 오스테나이트화 온도(900
oC)에서는 Nb 함량에 관계없이 이미 NbC 등의 석출물

이 충분히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냉각 시 오스테나이트

결정립계에 석출되는 M23(C,B)6의 형성에 큰 영향을 주

지 못한다. 따라서 낮은 오스테나이트화 온도에서는 Nb

첨가가 Mo 첨가에 비해 보론강의 경화능을 향상시키는

데 큰 기여를 하지 못함으로써 변태 종료 온도가 크게

변하지 않고, 대부분의 냉각 속도에서 경도 값이 상대

적으로 낮다. 

한편 Nb 및 Mo 첨가가 B의 편석 및 석출 거동에 미

치는 영향을 이해하기 위하여 B 분포를 관찰한 SIMS

분석 결과를 Fig. 7에 나타내었다. 다른 시편들과 달리

0.05 Nb 시편은 0.2 Mo 시편과 거의 유사하게 오스테

나이트 결정립계에 B이 잘 분포된 것으로 관찰되는데,

이러한 B의 편석은 오스테나이트 결정립계에 형성되는

초석 페라이트의 핵생성을 억제하여 보론강의 경화능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 최근 저탄소 보론강의 경화능

에 미치는 Nb와 Mo 첨가의 영향을 비교한 Hara 등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12) Nb 첨가는 Mo 첨가와 같이 오

스테나이트 결정립계에 편석되는 B 농도를 증가시켜 초

석 페라이트의 변태를 억제시키는 대신 베이나이트 변

태를 촉진시킴으로써 보론강의 강도와 저온인성을 매우

효과적으로 향상시키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저탄소 보론강의 경화능에 미치는 Nb

Fig. 6. Temperature dependence of carbon content in austenite, ferrite, cementite, and NbC phases calculated by para-equilibrium condition

of CALPHAD method for the (a) 0.02 Nb and (b) 0.05 Nb steel specimens.

Fig. 7. Secondary 11B+ ion images obtained from secondary ion mass

spectroscopy (SIMS) analysis for Fe-9 % Ni model alloys containing

20 ppm boron. The source used for analysis of boron distribution

was O2
− at 12.5 keV as the primary ion and the image field

diameter was about 60 µm. Fe-9 % Ni model alloys containing 20

ppm boron were heated to 1,100
o
C for 5 min followed by cooling

down to 650 oC at a rate of 3 o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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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가와 오스테나이트화 온도의 영향을 조사하기 위하여

선팽창 분석 장치를 이용하여 다양한 오스테나이트화 온

도와 냉각 속도에 따른 미세조직과 경도 변화를 분석하

였다. 낮은 오스테나이트화 온도에서는 Nb 첨가가 변태

시작과 종료 온도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높은

오스테나이트화 온도에서는 Nb 첨가에 따라 변태 종료

온도가 크게 낮아졌다. 비평형 편석 관점에서 볼 때 낮

은 오스테나이트화 온도에서는 이미 NbC가 많이 석출

되어 이후 냉각 과정에서 C의 확산이 오스테나이트 결

정립계의 석출물 형성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한다. 그러

나 높은 오스테나이트화 온도에서는 냉각 시 오스테나

이트 내에 용해되어 있거나 낮은 함량으로 존재하는 Nb

과 C이 NbC로 석출되거나 Nb-C 클러스터를 형성하여

C 확산을 방해하기 때문에 M23(C,B)6 석출물이 오스테

나이트 결정립계에 형성되는 것을 방해하여 보론강의 경

화능이 효과적으로 향상될 수 있다. 실제로 높은 오스

테나이트화 온도에서 냉각 시 0.05 Nb 시편은 0.2 Mo

시편과 같이 변태 종료 온도를 크게 낮추어 대부분의 냉

각 속도에서 거의 같은 경도 값을 가지며, 3 oC/s의 냉각

속도에서 초석 페라이트의 형성을 충분히 억제시킨다. 이

를 통해 저탄소 보론강의 경화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는 합금 원소와 B의 상호 작용과 함께 오스테나이트화

온도의 영향을 동시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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