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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resent study deals with the microstructure and tensile properties of 600 MPa-grade high strength and seismic

resistant reinforcing steels. The high strength reinforcing steel (SD 600) was fabricated by Tempcore processing, while the

seismic resistant reinforcing steel (SD 600S) was air-cooled after hot-rolling treatment. The microstructure analysis results

showed that the SD 600 steel specimen consisted of a tempered martensite and ferrite-pearlite structure after Tempcore

processing, while the SD 600S steel specimen had a fully ferrite-pearlite structure. The room-temperature tensile test results

indicate that, because of the enhanced solid solution and precipitation strengthening caused by relatively higher contents of C,

Mn, Si and V in the SD 600S steel specimen, this specimen, with fully ferrite-pearlite structure, had yield and tensile strengths

higher than those of the SD 600 specimen. On the other hand, the hardness of the SD 600 and SD 600S steel specimens

changed in different ways according to location, dependent on the microstructure, ferrite grain size, and volume fraction.

Key words high strength, seismic resistant, reinforcing steels, microstructure, tensile properties.

1. 서  론

최근 건물의 고층화와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는 지진으

로 인해 건축물의 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면서 초고

층/초대형 건축물에 대한 안정성 확보와 국내의 증가하

는 지진에 대비하여 내진 성능을 향상시킨 고강도 내진

철근이 큰 관심을 받고 있다.1-5) 실제로 항복 강도(yield

strength, YS) 300~500 MPa급 일반 강도의 철근 제품을

사용할 경우 수직 부재의 단면이 증가한 만큼 철근의 소

요량이 많아지면서 자재 비용의 상승으로 수요자의 경

제적인 부담이 커지는 문제점이 있다. 최근 내진 철근

규격 KS D 3504에서는 항복 강도 600 MPa급까지 반

영되었지만, 앞으로 보다 높은 항복 강도와 내진 성능

을 갖는 600 MPa급 이상의 초강도강 내진 철근을 개

발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제조 방법으로 제조된 상용 고

강도 철근의 미세조직, 경도, 인장 특성을 우선적으로 이

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1-8)

본 연구에서 사용된 항복 강도 600 MPa급 고강도 일

반 철근 시편의 표준 규격은 항복 강도 600~780 MPa,

인장 강도(tensile strength, TS)는 항복 강도의 1.08배

이상, 총 연신율 10 % 이상 등으로 나타나며, 항복 강

도 600 MPa급 고강도 내진 철근 시편의 표준 규격은 항

복 강도 600~720 MPa, 인장 강도는 항복 강도의 1.25

배 이상, 총 연신율 10 % 이상 등으로 나타난다.8) 특히

내진용으로 설계된 철근은 항복 강도 대비 인장 강도(TS/

YS비)가 1.25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이는 지진이나 충

격 등의 외부 하중이 철근 구조물에 가해질 경우 철근

이 항복 이후 소성 변형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외부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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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지를 충분히 흡수하기 위해서이다. 본 연구에서는 항

복 강도 600 MPa를 가진 일반 고강도 철근과 내진 고

강도 철근에 대해 미세조직, 경도 및 인장 특성을 비교

함으로써 미세조직과 기계적 특성의 상관관계를 이해하

고, 이를 통해 향후 600 MPa 이상의 초고강도 내진 철

근 개발에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2. 실험 방법

본 연구에서 사용된 철근 시편은 동국제강(주)으로부터

공급받은 600 MPa 급 고강도 일반 철근과 고강도 내

진 철근이며, 이들의 자세한 화학 조성 및 범위는 Table

1에 나와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항복 강도 600 MPa 급

고강도 일반 및 내진 철근 시편을 편의상 ‘SD 600’ 및

‘SD 600S’로 표기하였다. 최근 새롭게 개정된 국내 철

근 규격인 KS D 3504에서 고강도 일반 철근과 내진 철

근 모두 P와 S 함량을 낮추고 있고, 특히 내진 철근의

경우 제조 시 용접 결함의 문제를 고려하여 탄소 당량

(Ceq)의 수치를 0.67 이하로 규제하고 있다. 한편 고강도

내진 철근 시편의 화학 조성을 보면, C, Si, Mn 및 V

함량이 고강도 일반 철근보다 모두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고용강화 및 석출경화에 의한 강도 증가

를 위해서이다. 또한 고강도 일반 및 내진 철근 모두 Cu

가 0.2 wt% 이상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철근 제조 시

사용되는 철근 스크랩으로부터 Cu가 필연적으로 포함되

기 때문이다. Cu 첨가 시 고용강화에 의한 강도 상승의

효과도 가지지만 과잉으로 첨가될 경우 인성, 가공성 및

용접성을 저하시킬 수 있다.9)

본 연구에서 사용된 철근은 1,100 oC 이상에서 재가열

한 후 900 oC 이상에서 직경 16 mm로 열간 압연하였다.

열간 압연 이후 고강도 일반 철근은 템프코어(Tempcore)

공정을 통해 수냉 처리를 실시하였고, 고강도 내진 철

근은 공냉 처리하여 제조하였다. 제조된 철근들의 미세

조직은 시편의 단면을 기계적으로 연마하고 3 % 나이탈

용액으로 에칭한 후 광학현미경(OM, optical microscope;

BA310Mat, Motic, China) 및 주사전자현미경(SEM, scan-

ning electron microscope; AIS1800C, Korea)으로 관찰

하였다. 페라이트 결정립 크기는 ASTM E 112 표준 시

험법에 따라 일정 길이의 선 내 페라이트 입계 수를 세

어 평균 결정립 크기를 측정하였고, 페라이트/펄라이트 분

율은 영상(image analyzer; Image-Pro PLUS 4.5, Media

Cybernetics, U.S.A.)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경도 시험

은(FM-800, Future-Tech Corp., Japan)를 이용하였으며,

표면으로부터 1 mm간격으로 하중 500 gf 하에서 유지시

간 15초로 실시하였다. 

한편 변형률 속도에 따른 인장 특성 변화를 조사하기

위하여 KS B 0801 표준 시험법에 따라 표점 거리 128

mm, 물림 간격 160 mm로 인장 시편을 제조한 후 100

톤 용량의 만능재료시험기(JI-105A, 제일정밀, 한국)를 이

용하여 2 mm/min, 20 mm/min 및 200 mm/min의 cross-

head 속도로 상온에서 인장 시험을 실시하였다. 인장 시

험에 따른 응력-변형률 곡선으로부터 얻은 항복 강도는

연속 항복 거동을 보인 경우 0.2 % off-set한 유동응력을

항복 강도로 하고, 불연속 항복 거동을 보인 경우 하부

항복점을 항복 강도로 규정하였다. 또한 인장 강도, 균일

연신율(uniform elongation) 및 총 연신율(total elongation)

을 측정하여 미세조직과 인장 특성의 상관관계를 고찰

하고자 하였다.

3. 실험 결과 및 고찰

3.1 미세조직

일반적으로 철강 재료의 미세조직은 화학 조성과 제조

공정에 의해 결정되는데, 본 연구에서 사용된 고강도 일

반 및 내진 철근 시편의 경우 템프코어 공정의 적용 유

무에 따라 최종 미세조직이 다르게 나타난다. Fig. 1에

고강도 일반 SD 600 철근 시편의 템프코어 제조 공정

에 따른 미세조직 변화를 도식화하여 나타내었다. 열간

압연 이후 템프코어 공정이 진행되면 표면부는 급랭되

어 마르텐사이트 및 베이나이트 등의 저온 변태 조직이

나타나며, 이 경화층의 두께는 화학 조성과 템프코어 공

정 조건에 의해 결정된다. 템프코어 공정 후 공냉 시 표

면부와 중심부의 온도 구배가 나타나는데 이때 중심에

서 표면으로의 열전달에 의해 표면에 형성된 저온 변태

조직이 템퍼링된다. 한편 중심부의 미변태 오스테나이트

는 공냉 과정에서 페라이트 및 펄라이트로 형성된다. 따

Table 1. Chemical composition (wt. %) and carbon equivalent (Ceq = C + 1/6Mn + 1/15Cu + 1/5V)1) of the SD 600 and SD 600S reinforcing

steel specimens according to the KS D 3504 specification.2)

Specimens C Si Mn P S V Cu Ceq
1)

SD 600
Range2) - - - ≤ 0.04 ≤ 0.04 - - ≤ 0.63

Measured 0.26~0.28 0.18 1.10~1.30 0.019 0.027 ~0.030 0.32 -

SD 600S
Range

2)
≤ 0.37 ≤ 0.3 ≤ 1.8 ≤ 0.04 ≤ 0.04 - ≥ 0.2 ≤ 0.67

Measured 0.30~0.34 0.27 1.30~1.50 0.024 0.015 0.110~0.140 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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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서 템프코어 공정을 사용하는 고강도 일반 철근의 최

종 미세조직은 템퍼드 마르텐사이트 및 베이나이트와 페

라이트-펄라이트의 복합조직으로 구성된다. 이와는 달리

고강도 내진 SD 600S 철근 시편의 경우 열간 압연 후

템프코어 공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공냉을 실시하여 제

조하기 때문에 표면 경화층 없이 모든 부위에서 페라이

트-펄라이트 미세조직이 나타난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철근 시편의 표면(표면으로부터

0.5 mm 이내, surface), 표면과 중심 사이(표면에서 3 mm

이내, middle), 및 중심(center)부의 미세조직을 관찰한 광

학현미경 사진을 Fig. 2에 나타내었다. 고강도 일반 SD

600 철근 시편의 경우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템프

코어 공정에 의해 표면부에서는 저온 변태 조직이 형성

되어 있으며, 중심부로 갈수록 페라이트-펄라이트 조직이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고강도 내진 SD 600S

철근 시편은 위치에 관계없이 모두 페라이트-펄라이트 조

직이 나타내었다. 고강도 내진 SD 600S 철근 시편의 경

우 표면부가 중심부보다 다소 미세한 결정립 특성을 나

타내는데, 이는 냉각 시 표면의 빠른 냉각속도로 인해

결정립 성장이 억제되거나 또는 열간 압연 시 표면부가

중심부보다 상대적으로 많이 변형되어 더 많은 핵생성

장소를 제공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10,11) 

고강도 일반 SD 600 철근 시편의 표면에 형성된 저

온 변태 조직 및 공통적으로 형성된 페라이트-펄라이트

조직을 좀 더 자세히 분석하기 위해 SEM으로 관찰한

미세조직 결과를 Fig. 3에 나타내었다. 이를 살펴보면, 고

강도 일반 SD 600 철근 시편의 표면부에 형성된 저온

변태 조직은 침상형의 템퍼링된 레스 마르텐사이트 조

직으로 템퍼링에 의해 형성된 미세 석출물들이 관찰된

다. 중심부에서는 페라이트와 시멘타이트의 층상 구조로

이루어진 펄라이트가 잘 나타난다. 또한 고강도 일반 SD

600 철근 시편에서 표면부와 중심부 사이의 미세조직을

보면, 템퍼드 마르텐사이트와 페라이트-펄라이트가 혼합

된 미세조직을 나타낸다. 고강도 일반 SD 600 철근 시

편의 경우 고강도 내진 SD 600S 철근 시편보다 미세

하고 불규칙한 형태의 페라이트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이

는 고강도 일반 SD 600 철근 시편의 경우 템프코어 공

Fig. 2. Optical micrographs of the SD 600 and SD 600S steel specimens. Microstructure was observed on the surface, middle, and center

regions of the specimens.

Fig. 1. Schematic diagram of Tempcore processing used for the

fabrication of high strength reinforcing steels.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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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에 의해 냉각속도가 빠르기 때문으로 생각된다.12) 

3.2 경도 특성

고강도 일반 SD 600 철근 시편 및 고강도 내진 SD

600S 철근 시편에 대하여 표면부에서 중심부 방향으로

1 mm간격으로 측정한 경도 결과를 Fig. 4에 나타내었다.

고강도 일반 SD 600 철근 시편의 경도 결과를 보면(Fig.

4(a)), 표면부는 템퍼드 마르텐사이트의 형성에 의해 약

350 Hv로 가장 높은 경도를 보였고, 중심부로 갈수록 페

라이트-펄라이트 조직이 형성되어 경도가 낮아지는 경향

을 나타내었다. 

한편 고강도 내진 SD 600S 철근 시편의 경우 모든

부위에서 페라이트-펄라이트 조직을 가지기 때문에 위치

에 관계없이 250~300 Hv사이의 유사한 경도를 나타낸

다. 두께별 위치에 따른 경도 변화를 보다 자세히 살펴

보면, 표면부로 갈수록 경도가 대체로 감소한다. 이는 표

면부의 경우 보다 작은 오스테나이트 결정립 크기로 인

해 페라이트 형성을 위한 핵생성 처가 증가하여 페라이

트 결정립 크기가 작아지지만 페라이트 분율의 증가(Fig.

5)가 더 큰 작용을 하기 때문이다.13)

고강도 일반 SD 600 철근 시편과 고강도 내진 SD

600S 철근 시편에서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페라이트-펄라

이트 조직의 경도를 비교해 보면, 고강도 내진 SD 600S

철근 시편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도를 나타내는데, 이는

고강도 내진 SD 600S 철근 시편의 경우 고강도 일반

SD 600 철근 시편에 비해 결정립 크기가 조대하지만 C

및 V 함량이 상대적으로 높아 펄라이트 분율이 높고, VC

및 VN 등의 미세 석출물들이 많이 형성되기 때문이다.14)

Fig. 3. SEM micrographs of the SD 600 and the SD 600S steel specimens. Microstructure was observed on the surface, middle, and center

regions of the specimens.

Fig. 4. Hardness as a function of location of the (a) SD 600 steel specimen with tempered martensite and ferrite-pearlite structure and

(b) SD 600S steel specimen with fully ferrite-pearlite structure. The SD 600 steel specimen shows an L-shaped hardness reduction from

the surface region to the center region, and the SD 600S steel specimen shows relatively similar hardness at the surface and center reg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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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인장 특성

본 연구에서 사용된 고강도 일반 및 내진 철근 시편

의 변형률 속도에 따른 상온 인장 곡선을 Fig. 6에 나

타내었고, 이로부터 얻어진 항복 강도, 인장 강도, 항복

강도 대비 인장 강도 (TS/YS), 균일 연신율 및 총 연신

율을 Table 2에 정리하였다. 공칭 응력-변형률 곡선을 보

면(Fig. 6), SD 600 시편과 SD 600S 시편 모두 변형률

속도에 관계없이 불연속 항복 거동을 나타내었다. 그러

나 SD 600 시편의 경우 SD 600S에 비해 뚜렷한 항복

점이 나타나지 않는데, 이는 SD 600 시편의 경우 템프

코어 공정으로 형성된 마르텐사이트가 페라이트-펄라이트

조직의 불연속 항복 거동을 억제시키기 때문이다.15,16)

고강도 일반 SD 600 철근 시편과 고강도 내진 SD

600S 철근 시편의 인장 특성을 자세히 비교해보면(Table

2), 항복 강도의 경우 고강도 내진 SD 600S 철근 시편

이 고강도 일반 SD 600 철근 시편보다 높은 항복 강도

를 나타내었다. 이는 고강도 내진 SD 600S 철근 시편

의 경우 표면부에 템퍼드 마르텐사이트 조직과 같은 경

화층을 갖지 않더라도 높은 C 및 V 함량으로 인하여

중심부의 펄라이트 분율 증가와 VC 및 VN 등의 미세

석출물에 의한 강화 효과가 충분히 크기 때문이다.17-20)

인장 강도의 경우도 항복 강도의 결과와 동일한 경향을

보였는데, 그 차이는 다르게 나타났다. 고강도 내진 SD

600S 철근 시편의 경우 고강도 일반 SD 600 철근 시

편보다 인장 강도가 크게 높아 보다 우수한 항복 강도

Table 2. Tensile properties of the SD 600 and SD 600S reinforcing steel specimens according to the KS D 3504 specification.2)

Specimen
Cross-head

Speed, mm/min

Yield Strength

(YS), MPa

Tensile Strength

(TS), MPa
TS/YS

Uniform 

Elongation, %

Total

Elongation, %

SD 600

Range2) 600~780 648~842 1.08 ≤ - 10 ≤

2 611 761 1.247 17.6 26.7

20 614 768 1.250 18.5 27.8

200 629 783 1.244 18.6 29.7

SD 600S

Range2) 600~720 750~900 1.25 ≤ - 10 ≤

2 633 831 1.311 19.7 28.2

20 653 843 1.290 18.6 29.1

200 659 848 1.286 19.3 32.8

Fig. 5. Ferrite grain size and ferrite volume fraction as a function

of location for the SD 600S steel specimen with fully ferrite-

pearlite structure. Circle and triangle symbols indicate the ferrite

grain size and ferrite volume fraction of the SD 600S steel

specimen.

Fig. 6. Engineering stress-strain curves of the (a) SD 600 steel specimen with tempered martensite and ferrite-pearlite structure and the

(b) SD 600S steel specimen with fully ferrite-pearlite structure. Room-temperature tensile test was performed at cross-head speeds of 2 mm/

min, 20 mm/min, and 200 mm/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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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비 인장 강도 값을 나타내었다. 이는 고강도 내진 SD

600S 철근 시편에 존재하는 다량의 펄라이트가 가공경

화를 크게 증가시키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최근 항복 강도 대비 균일 연신율이 내진 철근의 주

요한 인자로 고려되고 있는데, 이는 항복 이후 네킹이

발생하기 전까지의 변형률로 전위 활주에 의한 슬립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고강도 내진 SD 600S 철근 시편

의 경우 상대적으로 높은 균일 연신율을 나타내는데 이

는 조대한 페라이트 결정립을 가져 페라이트 결정립 내

부에서 전위 활주를 용이하게 일으키기 때문이다. 

한편 시편 종류에 관계없이 모두 변형률 속도(즉 cross-

head 속도)가 빠를수록 항복 강도, 인장 강도가 증가하

는 경향을 보였는데(Table 2), 이는 일반적으로 가공에 의

해 축적된 변형 에너지와 열적 활성화에 의한 연화의 상

대적인 양으로 설명될 수 있다. 인장 시험 시 소성변형

이 일어남에 따라 축적되는 변형에너지도 증가하지만 변

형률 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연화는 지연되기 때문에 변

형률 속도가 빠를수록 응력이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

기 때문이다.21) 그러나 현재 KS 철근 인장 시험 규격

에는 변형률 속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향

후 철근 시편의 인장 특성을 보다 엄밀하게 평가하기 위

해서는 변형률 속도를 고려한 인장 시험 규격의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화학 조성 및 제조 공정에 따라 달리

제조된 고강도 일반 철근과 내진 철근의 미세조직, 결

정립 크기, 펄라이트 분율 등을 분석하고, 상온 경도 및

인장 시험을 실시하여 미세조직적 인자들과 기계적 특

성의 상관관계에 대해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

었다. 

1) 고강도 일반 SD 600 철근 시편의 경우 템프코어

과정에서 표면부에는 마르텐사이트나 베이나이트와 같은

경화층이 형성되지만, 중앙부에는 페라이트-펄라이트 조

직이 형성되었다. 이후 공냉 시 표면부와 중심부의 온

도 구배가 나타나는데, 이때 중심에서 표면으로의 열전

달에 의해 표면에 형성된 저온 변태 조직이 템퍼링된다.

따라서 템프코어 공정으로 제조된 고강도 일반 철근의

최종 미세조직은 템퍼드 마르텐사이트 및 베이나이트와

페라이트-펄라이트의 복합조직으로 구성된다.

2) 고강도 일반 SD 600 철근 시편의 경우 표면부에

서 높은 경도를 나타내었는데 이는 중심부의 페라이트

-펄라이트 조직보다 경한 템퍼드 마르텐사이트가 존재하

기 때문이다. 한편 고강도 내진 SD 600S 철근 시편의

경우 두 철근 시편에서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페라이트

-펄라이트 조직의 경도가 보다 높게 나타나는데 이는 C

및 V 함량이 상대적으로 높아 미세조직 내 펄라이트 분

율이 높고, 미세 석출물들이 보다 많이 형성되기 때문

이다. 

3) 고강도 내진 SD 600S 철근 시편의 경우 모든 부

위에서 페라이트-펄라이트 조직이 나타나며, 250~300 Hv

사이의 유사한 경도를 가진다. 두께별 위치에 따른 경

도 변화를 자세히 살펴보면, 표면부로 갈수록 경도가 대

체로 감소한다. 이는 표면부의 경우 보다 작은 오스테

나이트 결정립 크기로 인해 페라이트 형성을 위한 핵생

성 처가 증가하여 페라이트 결정립 크기가 작아지지만

페라이트 분율의 증가가 더 큰 작용을 하기 때문이다.

4) 상온 인장 시험 결과 고강도 내진 SD 600S 철근

시편의 경우 고강도 일반 SD 600 철근 시편보다 높은

항복 강도를 보였는데, 이는 화학 조성의 C, Mn, Si 및

V 함량이 상대적으로 높아 고용 및 석출 강화 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또한 고강도 내진 SD 600S 철근 시편

의 경우 고강도 일반 SD 600 철근 시편보다 인장 강도

가 크게 높아 상대적으로 우수한 항복 강도 대비 인장

강도 값을 나타내었다. 이는 고강도 내진 SD 600S 철

근 시편에 존재하는 다량의 펄라이트가 가공경화를 크

게 증가시키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Acknowledgment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Technology Innovation

Program(Grant No. 10063488) funded by the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MOTIE), Korea and the Basic

Science Research Program through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NRF-2017R1A2B2009336). The authors

would like to thank Dongkuk Steel for the supply of

reinforcing steel bars. 

References

1. S. Y. Lee, H. C. Lee, C. S. Park, K. M. Woo and Y. T.

Suh, J. Korea Concrete Inst., 22, 28 (2010).

2. A. N. Ivoditov, Y. U. N. Alekseev snd N. P. Kozlov,

Steel in the USSR, 15, 297 (1985).

3. P. Simon, M. Economopoulos and P. Nilles, Iron Steel

Eng., 61, 53 (1984).

4. P. Simon, M. Economopoulos and P. Nilles, Metall.

Plant Technol., 84, 80 (1984).

5. B. Hwang, J. H. Shim, M. G. Lee, J. Lee, J. H. Jung,

B. S. Kim and S. B. Won, Korean J. Met. Mater., 54,

862 (2016).

6. K. T. Park, K. G. Jin, S. H. Han, S. W. Hwang, K. Choi

and C. S. Lee, Mater. Sci. Eng. A, 527, 3651 (2010).



600 MPa급 고강도 일반 및 내진 철근의 미세조직, 경도와 인장 특성 483

7. D. Porter, Phase Transformations in Metals and Alloys,

3rd ed., p.536, K. E. Easterling, CRC Press, USA (2009).

8. Korean Standards Association, KS D 3504 (2016).

9. S. Y. Eum, H. M. Park and T. W. Nam, J. Korea

Foundry Soc., 20, 29 (2000).

10. N. K. Park, H. S. Lee and Y. S. Chae, Korean J. Mater.

Res., 17, 555 (2007).

11. C. M. Sellars and J. A. Whiteman, Met. Sci., 13, 101

(1979).

12. D. H. Ju, B. S. Jang, Y. M. Lim and J. H. Koh, J.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 13, 1939 (2012).

13. R. L. Bodnar and S. S. Hansen, Metall. Mater. Trans. A,

25, 665 (1994).

14. U. Helmersson, S. Todorova, S. A. Barnett, J. E.

Sundgren, L. C. Markert and J. E. Greene, J. Appl.

Phys., 62, 481 (1987).

15. J. R. Patel and A. R. Chaudhuri, J. Appl. Phys., 34,

2788 (1963).

16. T. Kataoka and T. Yamada, Jpn. J. Appl. Phys., 16, 1119

(1977).

17. A. H. Chokshi, A. Rosen, J. Karch and H. Gleiter,

Scripta Metall., 23, 1679 (1989).

18. J. C. M. Li and Y. T. Chou, Metall. Mater. Trans., 1,

1145 (1970).

19. T. Gladman, Mater. Sci. Technol., 15, 30 (1999).

20. H. Kubo, K. Nakamura, S. Farjami and T. Maruyama,

Mater. Sci. Eng. A, 378, 343 (2004).

21. D. Hull and D. J. Bacon, International Series on Materials

Science and Technology, 37, 248 (198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