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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mpact toughness and fracture behavior were studied in five kinds of non-heat treating steels contain-

ing bainite; standard(0.25C-1.5Mn-0.5Cr-0.2Mo-0.15V), high V(0.3V), Ni(0.5Mn-2Ni), W(0.4W instead of Mo), and

high C-Ni(0.35C-0.5Mn-2Ni) steels. The good hardness and impact toughness balance was exhibited in the

1100oC-rolled condition, while the impact toughness was deteriorated due to coarse grained microstructure in the

1200oC-rolled condition. The impact toughness decreased with increasing the hardness in all steels studied. The

fracture behavior was also basically identical, that is, the fracture area was divided into 3 zones; shear and

fibrous zone, fracture transition zone with ductile dimples and cleavage cracks, where the cracks initiate and grow

to critical size, unstable cleavage fracture propagation zone. The energy absorbed for the critical crack formation

through the plastic deformation inside the plastic zone in front of the notch root contributed to a mostly significant

portion of the total impact ener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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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중탄소 조질열처리강은 고강도/고인성이 요구되는

자동차 및 기계용 부품 등에 사용되고 있으나, 단면

적이 큰 부품의 경우 경화능의 문제로 열간단조후

냉각하여 바로 사용할 수 있는 비조질강의 사용이

증대되고 있다. 비조질강은 중탄소 V함유강(0.20-

0.50C, 0.03-0.20V)으로, 단조후 공냉시 페라이트기

지내에 미세한 V(C,N)의 석출강화에 의해 강도를

확보할 수 있으나[1-5], 냉각속도의 엄밀한 제어가

수반되어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냉각속도에 따른 강도 및 경도편차를 줄일

수 있고, 인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즉 열간단

조의 특별한 관리나 제어압연을 하지 않아도 조질강

보다도 우수한 기계적특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자기제

어(self-control) 비조질강인 페라이트-베이나이트 조

직의 베이나이트강이 필요하다[6-8]. 본 저자들은[9]

일련의 자기제어 비조질강을 합금설계하여 냉각속도,

압하온도에 따른 경도의 자기제어능에 대한 연구를

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실제 압연후 냉각한 합금강

에 관한 경도, 충격인성 및 파괴거동을 분석하였다. 

2. 실험방법

본 연구에 사용된 합금의 조성은 Table 1과 같으

며, 베이나이트 생성시작온도 Bs는 다음의 식 (1)에

의해 계산되었다.

Bs≒ 830 − 270 C − 90 Mn − 37 Ni − 70 Cr −

83 Mo (1)

진공용해로 제조한 잉곳을 1250oC로 가열한 후

1200oC에서 교차압연으로 사이징하였다. 그리고 다시

1150 또는 1250oC로 재가열한 후, 각각 1100 또는

1200oC에서 약 50% 압연하고 약 40oC/min로 냉각
†Corresponding author. E-mail : hkwon@kookmin.ac.kr

Copyright ⓒ The Korean Society for Heat Treatment



162 조기섭·권 훈

하였으며. 냉각속도를 제어하기 위해서 thermo-

couple를 시편내에 삽입하였다. 그리고 표준 샤피 V-

노치 충격시편을 제작하였다. 

충격시험은 계장화 충격시험기를 이용하였고, 이로

부터 얻은 데이터를 경도 및 미세조직과 함께 비교·

분석하였다. 그리고 파면 및 파괴경로를 관찰하여,

인성과 파괴거동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이전의 연구에서 dilatometer 시험에 의한 냉각곡

선 및 경도치로부터, Bs 온도(표준강, high V강, Ni

강, W강 및 high C-Ni강은 각각 570, 560, 590,

575 및 565oC로 Table 1의 계산치와 유사) 및 경

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자기제어능(high C-Ni강은

10-60oC/min, 다른 강들은 10-100oC/min의 냉각속

도 범위에서 각각 Hv 260-275, 270-280, 245-255,

255-260 및 270-285)을 확인하였다. Bs 온도가 가

장 높은 Ni강의 경도는 가장 낮으며, Bs 온도가 낮

은 high V강 및 high C-Ni강의 경도는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그리고 단조나 압연공정후 바로 공냉(또

는 단열냉각)한 후 조질처리 없이 바로 사용할 수

있는 비조질강을 모사하고 공정조건을 선택하기 위해

서 Gleeble 시험을 하였으며, 직경 10 mm, 높이

20 mm의 시편을 1100, 1200oC, 20분 오스테니타이

징후 50, 80% 압축한 후, 10-80oC/min의 냉각속도

범위에서 경도를 측정한 결과, 표준강, high V강 및

high C-Ni강은 HRC 24.5-26.5(환산치: Hv 263-

276), W강은 HRC 22.5-23.5(Hv 251-256), Ni강은

HRC 21.5-22(Hv 245-248)로 분명한 자기제어능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비조질처리를 위한 공정은 다

음과 같은 조건으로 하였다. 1100, 1200oC에서 50%

압연한 후, 자기제어능이 나타나는 냉각속도 범위의

중간정도인 40oC/min으로 냉각하는 것으로 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Fig. 1은 압연재시편의 합금종류에 따라 경도를 비

교해서 나타낸 것으로, 경도는 합금원소에 따른 Bs

의 변화와 연관지어 설명될 수 있다. Bs의 실제온도

는 압연공정에 의해 변할 수 있을지라도, 합금원소에

따른 경향성은 동일할 것이며, 아래 보는 바와 같이

합금원소에 따라 Bs가 증가하면 경도는 감소함을 알

수 있다.

Table 1. Chemical composition of experimental steels (Wt Pct)

C Si Mn Cr Mo V Al N Bs
Calculated

(oC)
Spec. 0.10-

0.30
0.05-
0.50

0.80-
2.00

0.30-
1.50

0.05-
0.50

0.05-
0.50

0.002-
0.060

0.008-
0.020 Designation

Standard(1) 0.25 0.30 1.51 0.50 0.21 0.15 0.056 0.015 575

High V(1) 0.23 0.30 1.52 0.49 0.21 0.29 0.067 0.015 580

Ni-mod(2) 0.23 0.31
Mn 0.51
Ni 1.90

0.48 0.20 0.15 0.047 0.015 600

W-mod(3) 0.24 0.33 1.49 0.49 W 0.33 0.15 0.045 0.010 580

High C-Ni(4) 0.35 0.31
Mn 0.52
Ni 1.95

0.48 0.20 0.15 0.050 0.010 565

(1) 표준강 및 high V강 : 자기제어 비조질능의 제 1 기본 합금원소인 V(0.15, 0.30 wt%) 함량 변화
(2) Ni강 : Mn 함량 0.5 wt%로 낮추고 , 인성증가를 위해 Ni 2 wt% 첨가 
(3) W강 : Mo 대신 유사한 효과가 있는 W 0.4 wt% 첨가 (무게비 Mo의 2배 )
(4) High C-Ni강 : Ni강보다 강도증가를 위해 C함량 증가

Fig. 1. Comparison of hardness with rolling con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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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s: high V강<high C-Ni강<표준강<W강<Ni강

HRC: high V강>high C-Ni강>표준강>W강>Ni강

Fig. 2는 (페라이트+베이나이트)의 전형적인 미세

조직을 보여주고 있으며, Fig. 3은 TEM 사진으로

페라이트내의 미세한 V(C,N)의 석출물과 베이나이트

내 형성된 시멘타이트를 보여주고 있다. 이들 조직으

로부터 자기제어 비조질강의 가장 중요한 특성인, 냉

각속도가 변해도 경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자기제어

능은 다음과 같이 설명될 수 있다.

일반강의 경우는 냉각속도가 느리면 경도가 상당히

낮은 primary 페라이트가 형성되고 미변태 오스테나

이트는 펄라이트로 변태된다. 반면에, 자기제어 비조

질강은 Fig.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합금원소첨가로

Fig. 2. Typical optical micrograph consisting of ferrite
and bainite in standard steel [9].

Fig. 3. TEM micrographs of the standard steel. (a) VC in ferrite matrix; (b) DF image of VC; (c) cementite in bainite
reg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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펄라이트 노즈(nose) 대신에 베이나이트 만(bay)이

앞(빠른 시간)으로 나와 있는 CCT 곡선의 형태를

보이므로, 상당한 냉각속도의 범위에서 초석 페라이

트의 생성과 함께, 페라이트와 베이나이트의 복합조

직이 된다. 그런데 V의 첨가로 냉각중에 페라이트내

에 VC가 석출됨으로써 강화효과를 나타내어 경도의

과도한 감소를 억제한다. 또한 페라이트의 형성량이

증가할수록 미변태 오스테나이트의 탄소농도가 증가

되어 이 후 변태되는 베이나이트의 경도를 증가시키

는 원인이 되며, 결과적으로 페라이트의 형성에 따른

경도감소를 보상하게 된다. 따라서 냉각속도가 변화

되어도 경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자기제어능을 나타

내게 되는 것이다. 

Fig. 5는 충격인성에 미치는 압연온도의 영향을 보

여주고 있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조질강인 S45C강

은 오스테니타이징 및 템퍼링의 조질처리를 한 경우

경도가 HRC 20, 충격인성 65 J을 나타낸다. 그러나

일본의 Aichi 철강의 자기제어 비조질강(본 연구에서

는 Aichi강으로 칭하고, 이것은 본 연구의 표준강과

high V강의 조성범위에 해당됨)은 경도가 HRC

18-24.5의 범위에서 80-105 J의 높은 충격인성을 나

타냈다.

1100oC에서 열간압연한 Ni강에서는 HRC 23-24

(810-820 MPa) 정도의 70-80 J로 Aichi강과 비슷한

높은 충격인성을 보이지만, 전반적으로 경도가 이를

벗어난 높은 범위에서는 인성도 감소하였다. 그러나

경도비 인성의 감소 추세선은 조질강인 S45C의 추

세연장선보다는 높은 범주에 속한다. 한편, 1200oC

에서 열간압연한 경우는 HRC 24의 낮은 범위의

Ni강에서조차 약 40 J로 상당히 낮은 인성을 나타냈

다. 즉, 1200oC의 높은 온도에서의 열간압연으로는

충격인성을 확보할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

와 같은 결과는 파괴거동의 분석으로부터 이해할 수

있다.

충격시험시의 파괴거동을 분석하기 위해서 계장화

된 충격시험기를 사용하였으며, 이로부터 얻은 하중-

시간의 그래프로부터 충격에너지를 구분할 수 있게

되고, 파괴양상을 관찰함으로써 파괴기구를 이해할

수 있다. 

기본적인 미세조직은 베이나이트와 페라이트의 혼

합조직으로, 합금강의 종류 및 냉각속도에 따라 이들

상의 분율이 변화되지만, 기본적인 파괴양상은 동일

한 것으로 관찰되었다. Fig. 6은 전형적인 파괴양상

및 경로를 보여주고 있으며, 파괴영역은 노치로부터

전단영역(shear/fibrous zone), 파괴천이영역(fracture

transition zone), 불안정파괴영역(unstable fracture

zone)의 순서로 이루어져 있다. 즉, 노치영역에서 소

성변형이 생기고, 벽개균열이 생성 및 성장하여 임계

균열의 크기에 이르면, 마지막으로 불안정한 균열의

전파가 생기는 것이다. 파괴영역의 면적으로 보면,

마지막의 불안정파괴영역이 가장 넓지만 파괴양상은

벽개파괴를 나타내므로, 충격인성에서 차지하는 에너

Fig. 4. Schematic CCT diagram of bainitic steels in this
study.

Fig. 5. Effect of hardness on impact toughness in the
hot-rolling condition: Aichi steel was hot-forged at
1150oC and air-cooled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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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 무시할 수 있고, 실제로는 노치로부터 소성변형

을 거쳐 임계의 균열이 형성되기까지 소모된 에너지

가 충격인성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된다.

따라서 충격인성, 즉 파단에 이르기까지 소모된 총

에너지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

는 최대하중에 이르기까지 소모된 에너지, 즉 노치의

소성영역(plastic zone)에서 초기 균열이 생성될 때

까지 소모된 에너지(crack initiation energy: EI)는

노치선단에서의 소성변형에 필요한 소성에너지와 균

열생성의 용이성에 의해 결정된다. 두 번째는 생성된

균열이 임계균열로 성장하는 데 소모된 에너지(crack

growth energy: EG)로 초기균열의 크기와 임계균열

로의 성장에 필요한 소성에너지에 의해 결정된다.

계장화 충격시험의 경우, 충격인성은 하중-시간의

그래프로 측정되는데, 균열생성전 최대하중까지의 에

너지와 생성된 균열의 성장 및 임계균열후 불안정하

고 급속한 균열전파에 의해 파단에 이르기까지의 에

너지로 구분할 수 있으며, 전자는 초기균열이 생성되

기까지의 에너지(EI), 후자의 경우 불안정한 전파단계

의 에너지를 무시할 수 있으므로 임계균열로 성장하

기까지의 에너지(EG)로 갈음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러한 에너지적으로 주된 두 과정인 균열생성과 성장

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인자는 노치나 균열 선단에

서의 소성에너지가 되며, 일반적으로 소성에너지는

재료의 강도(경도)가 감소함에 따라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낸다. 

Fig. 7은 경도는 낮고, 충격인성이 제일 높은 값을

보이는 Ni강의 경도에 따른 EI/Etotal(Etotal=EI+EG)

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경도는 압연온도 1100,

1200oC에서 HRC 23.1, 23.8로 별로 차이가 없으나,

충격인성은 77.6→40.5 J로, 또한 EI, EG는 각각

56.6→34.5, 21→6 J로 상당히 감소하였다. 특히

1100oC 압연시편에서는 균열생성(73%)뿐만 아니라

균열성장(27%)을 위한 에너지도 상당부분 차지하며,

Fig. 6. Fracture modes in three zones and cleavage fracture paths in the impact speci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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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경도감소를 통해서 소성에너지가 증가됨으로

써 균열생성 및 성장에 대한 저항성이 모두 향상됨

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러나 1200oC에서는 균열성장

(15%)(균열생성: 85%)을 위한 절대에너지뿐만 아니

라 비율적으로도 27%→ 15%로 감소하였는데, 이것

은 균열의 생성뿐 아니라 성장도 용이해진다는 당연

한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노치선단

의 소성영역에서 작은 소성변형으로도 큰 균열이 생

성됨으로써 다음단계의 임계균열로의 성장도 쉬워지

는 것이다. 

인장시험이나 경도시험과는 달리, 충격시험은 시편

의 형상과 시험방법에서 큰 차이를 나타낸다. 샤피

V-노치 충격시편은, 노치(root radius = 0.25 mm)의

존재와 함께 평면변형(plane strain)상태로 노치 선

단에서 유효 항복응력(effective yield stress: σeff)

은 일축인장에 비해 대략 1.6배 이상 증가하게 된다.

또한 빠른 변형속도(노치부위의 소성영역을 촤대하중

시간으로 나눈 값, 즉 실제 노치시편의 변형속도임.

0.5 mm/(0.3~0.5)msec=(1~2)m/sec))의 동적시험을

하게 되므로, 결국 일축인장응력(σy)에 비해 σeff는

대략 2배 정도 증가하게 된다. 이와 같은 소성제한

(plastic constraint)과 함께 소성영역도 매우 줄어들

게 됨으로써 미세조직에 대한 민감성(sensitivity)이

상당히 증가하게 되고, 이로 인해 일축/정적/무노치

인장시험에서는 나타나지 않던 일종의 취성이 발현될

수 있다. 따라서 1200oC 압연에서의 충격인성의 저

하는 미세조직적인 차이에 기인하는 일종의 취성현상

으로 조대한 오스테나이트 결정립으로부터 유래되는

페라이트/베이나이트의 조대화와 관련되는 것으로,

Fig. 8의 결정립크기에 따른 항복응력, 파괴응력 등의

변화로부터 개념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Ritchie 등이[10, 11] 응력제어/변형률제어 파괴인성

에 대해 확장한 아래식들로부터도 수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KA = 2.9σy [exp (σf / σy − 1) −1]1/2
ρ

1/2 (2)

KA = (3/2 σy E εf )
1/2
ρ

1/2 (3)

KA = 2.9σeff [exp (σf / σeff − 1) −1]1/2
ρ

1/2 (4)

KA = (3/2 σeff E εf )
1/2
ρ

1/2 (5)

KA = 2.9σeff [exp ((σo + kD−1/2) /σeff − 1)] −1]1/2
ρ

1/2

 (6)

KA = (3/2 σeff E (εfo + kD−1/2))1/2
ρ

1/2 (7)

위 수식들에서 KA는 겉보기 파괴인성(apparent

fracture toughness), σf는 파괴응력, σy는 항복응력,

E는 탄성계수, εf는 파괴까지의 임계변경률, ρ는 노

치반경, D는 결정립(또는 미세조직단위) 크기로 정의

된다.

한편, Cho 등은[12] 결정립과 노치반경에 따른 파

Fig. 7. Effect of hot-rolling condition on Etotal, EI, and EG

in Ni-mod steel.

Fig. 8. Effect of grain size on yield stress (σy) in
uniaxial tensile test, effective YS (σeff) in impact test,
and fracture stress (σf): Coarse-grained structure
definitely shows a sharp drop in residual portion
(σf− σeff) related to strain energy, as fine-grained 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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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인성에 대한 연구를 통해 충격인성과 파괴인성이

상이한 결과를 보이는 경우가 있으나, 충격인성은 결

정립크기가 클수록 감소함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열

간변형온도에 상관없이, 750-850 MPa급 (HRC 20-

25)에서 충격인성 60-100 J을 확보할 수 있는 자기

제어 비조질강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경도를 확보할

수 있는 탄소함량 및 베이나이트 변태온도 조절을

위한 합금설계 뿐만 아니라, 결정립를 미세화 시킬

수 있도록 Ti 또는 Nb의 미소합금첨가가 필요할 것

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자기제어 비조질강의 조성을 기본으

로 한 표준강 및 high V강, 합금성분을 개조한 Ni

강, W강 및 high C-Ni강에 대한 충격인성 및 파괴

거동을 분석하였다.

1. 900oC에서 오스테니타이징한 후 냉각한 충격시

편의 경우, high C-Ni강을 제외하고는 경도는 HRC

21-26(Hv 245-275, UTS 770-860 MPa)로 냉각속

도 및 열간변형에 따른 경도변화와 잘 일치하였다.

그리고 충격인성은 경도증가에 따라 감소하며, 55-

100 J로 우수한 특성을 나타냈다.

2. 1100oC에서 열간압연후 냉각한 충격시편의 경

우는 HRC 23-24(810-820 MPa) 정도에서 70-80 J

로 높은 충격인성을 나타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경

도는 비교적 높은 범위인 HRC 27-28(880-900

MPa)을 나타내고 따라서 충격인성도 전반적으로 낮

은 범위인 30-50 J를 나타냈다. 

3. 1200oC 열간압연의 경우 HRC 24의 낮은 범

위에서도 약 40 J로 상당히 낮은 인성을 나타냈으며,

이것은 유효항복응력을 증가시키는 충격시험조건에

서 조대한 (결정립)조직은 충격인성에 매우 취약하다

는 겻을 나타내는 중요한 결과이다.

3. 파괴거동은 기본적으로 거의 동일한 양상을 나

타냈다. 즉, 파괴영역은 노치로부터 shear 및 fibrous

zone, fracture transition zone, unstable fracture

zone의 순서로 이루어져 있다. 실제로는 노치로부터

소성변형을 거쳐 임계의 균열이 형성되기까지 소모된

에너지가 충격인성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된다. 따라

서 임계균열의 제어인자인 결정립크기를 줄이는 것이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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