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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l-Si coated boron steel has been widely used as commercial hot stamping steel. When the steel is

heated at 900~930oC for 5 min in an electric furnace, thickness of the coating layer increases as a consequence

of formation of intermetallic compounds and diffusion layer. The diffusion layer plays an important roll in blunting

the propagation of crack from coating layer to base steel. Change in microstructure and coating layer of Al-Si

coated boron steel after conductive heating with higher heating rate than electric furnace has been investigated in

this study. Conductive-heated steel showed the martensitic structure with vickers hardness of 505~567. Both

intermetallic compounds in coating layer and diffusion layer were not observed in conductive-heated steel due to

rapid heating. It has been found that the conductive-heating consisting of rapid heating to 550oC which is lower

than melting point of Al-Si coating layer, slower heating to 900oC, and then 1 min holding at 900oC is effective in

forming intermetallic compound in coating layer and diffusion la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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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차량 경량화와 충돌 안전성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핫스탬핑(Hot Stamping) 은 B, Mn, Cr 등의

원소를 첨가하여 경화능(Hardenability)을 향상시킨

강판을 약 900o의 오스테나이트 영역으로 가열한 후

프레스로 이동시켜 내부에 물이 순환되는 금형으로

성형과 동시에 급속하게 냉각시켜 초고강도(Ultra

High Strength) 부품을 제조하는 성형 공법이다[1-7].

변형저항이 작은 800oC 근처의 고온에서 성형이 이

루어지기 때문에 형상이 복잡한 차체 부품을 파단없

이 성형할 수 있으며, 성형 후 형상동결성(Shape

Holdability)이 우수한 장점이 있다. 마르텐사이트 조

직을 가지는 핫스탬핑 제품은 1,470 MPa 이상의 인

장강도를 가지므로 경량화 효과가 크고 충격 흡수능

력이 우수하여 승객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기 때

문에 최근 들어 적용 제품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

고 있다. 

널리 사용되고 있는 핫스탬핑을 위한 가열로는 길

이 25~30 m의 전기로이며, 블랭크가 900~930oC로

유지된 가열로 입구에 들어오면 하단부 롤에 의해

출구 쪽으로 이동하면서 약 5분 동안 가열되는 방식

이다. 이 방식의 전기로는 고가이고 설치에 넓은 공

간이 필요하며, 가열시간이 길고 늘 전기로를 켜 두

어야 하기 때문에 높은 전기료 등 효율성에 문제점

을 가지고 있다.

통전가열(Conductive Heating)은 소재 양단에 위치

한 전극을 통해 전압을 가하면 소재를 따라서 전도

가 일어나고 이때 열이 발생되면서 빠르게 소재가

가열되는 방식이다[8-11]. 발열량은 전류의 제곱, 저

항, 통전 시간에 비례한다. 통전가열 설비는 기존 전

기로 방식에 비해 설치 면적이 1/3 수준에 불과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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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속가열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또한 전기로는 승온

시간이 길어 항시 전력을 공급하여야 하나, 통전가열

은 제품을 생산할 때만 전력을 공급하므로 전력량을

현저히 줄일 수 있어 핫스탬핑 제품의 원가절감이

가능하게 된다. Lexus New IS의 센터 필러(Center

Pillar)에 Joule Heating이란 이름으로 통전가열 핫스

탬핑 제품이 적용된 바 있다[12].

Al-Si 도금강을 핫스탬핑 전기로에서 5분 정도 가

열하게 되면 Coating층에서 금속간화합물(Inter-

metallic Compound)이 형성되어 두께가 두꺼워지고

동시에 모재와 도금층 사이에 확산층(Diffusion

Layer)이 생성되게 된다. 이 확산층은 핫스탬핑 시

도금층에 생성된 균열이 모재로 전파되는 것을 막아

주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GM 재료 규격

GMW 14400[13]에 따르면 Al-Si 도금양이 40 g/m2

인 경우 미가열재의 도금층은 13~20 μm, 핫스탬핑

후에는 15~30 μm 두께의 도금층을 요구하고 있다.

통전가열은 전기로에 비해 급속하게 가열되므로 보

론강의 표면에 도금된 Al-Si 도금층이 용융되거나

금속간화합물층과 확산층의 생성이 불완전하여 핫스

탬핑 제품의 품질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급속으로 가열되는 통전 가열시 도

금층 특성 변화에 관한 연구결과는 보고된 바 없다.

본 연구에서는 Al-Si 도금 보론강의 가열속도와

가열온도를 변화시키면서 도금층의 변화를 관찰하고,

통전가열로 급속 가열된 Al-Si 도금 보론강에서 도

금층의 미세조직 변화를 관찰하여 통전가열시 금속간

화합물과 확산층 생성에 관해 연구하였으며, 통전가

열이 핫스탬핑 전기로를 대체하여 저원가, 고생산성

핫스탬핑 공법의 가열원으로 사용 가능한지에 대해

연구하였다. 

2. 실험방법

본 연구에서 사용된 소재는 SABC1470으로 Table

1에 주요 합금성분을 나타내었다. SABC1470은

90% Al과 10% Si으로 구성된 합금의 도금액이 강

판 양면에 각각 40 g/m2 도금된 보론강으로, 핫스탬

핑 전에는 537 MPa의 인장강도를 나타내었고, 핫스

탬핑 후에는 마르텐사이트로 변태가 되어 1510

MPa의 인장강도를 나타내었다. 

미세조직은 광학현미경과 주사전자현미경(SEM)으

로 관찰하였으며, EDS(Energy Dispersive Spectro-

meter)를 이용하여 상(Phase) 분석을 실시하였다.

SEM 관찰은 2차전자상(SEI, Secondary Electron

Image)과 상의 조성 변화에 따른 영향을 미세조직으로

잘 보여주는 후방산란전자상(BSEI, Back Scattered

Electron Image)으로 함께 관찰하였다. 미세조직 분

석과 가열 시 위치 별 편차를 확인하기 위하여 하중

300 g으로 비커스 경도(Hv)를 측정하였다.

핫스탬핑에 널리 사용되는 양산용 전기로를 이용하

여 900oC에서 5분간 가열된 후 핫스탬핑한 제품과

가열되기 전 제품을 대상으로 미세조직과 도금층을

분석하고 통전가열 제품과 비교하였다. 

통전가열은 폭 250 mm, 길이 588 mm, 두께 1.0

mm의 Al-Si 도금 보론강의 직사각형 블랭크 양단을

전극으로 눌러 고정시킨 상태에서 통전하면서 가열하

였으며, 아날로그 인버터(Sinius HWI 3445W)와 트

랜스포머(4MF8-21.4-26.0-530/1k–TM –E)를 이용하

였다. 통전 조건으로 전류는 8 KA, 통전 시간은

4,000 ms로 하였다. 

Fig. 1에 통전가열 개념을 보여주는 도식적인 그림

과 본 연구에서 사용된 통전가열 장치를 나타내었다.

본 연구에서 통전 가열에 의해 900oC에 도달되는 시

간은 30 s 정도 소요되었으며, 이는 가열속도 30oC/s

에 해당되었다. 온도 측정은 적외선열화상카메라

(Infrared Thermal Image Camera)에 의해 측정하였

다. 통전 가열 후 블랭크가 900oC에 도달하면 즉시

수냉하여 부위 별로 미세조직과 도금층을 관찰하였다.

가열조건이 도금층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해

10oC/s와 50oC/s의 가열속도로 각각 550oC, 700oC,

900oC까지 가열한 후 수냉한 시편, 550oC까지

50oC/s로 급속 가열한 후 900oC까지 30oC/s로 빠르

게 가열하여 900oC에서 60 s, 120 s로 유지한 시편,

Table 1. Chemical compositions of steel SABC1470 (wt.%)

C Si Mn P S B Cr Ti

0.23 0.26 1.24 0.015 0.002 0.0023 0.22 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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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900oC까지 50oC/s로 급속 가열한 후 180 s

동안 유지한 시편을 각각 사용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전기로에서 가열한 Al-Si 도금 보론강의

도금층 변화 

핫스탬핑 제품 생산에 널리 사용되는 전기로를 이

용하여 900oC에서 5분간 가열한 Al-Si 도금 보론강

의 도금층 변화를 광학현미경과 SEM으로 미세조직

을 관찰하여 Fig. 2에 나타내었다. Fig. 2(a)와 (b)

는 가열전 Al-Si 도금강의 미세조직으로 모재의 미

세조직은 페라이트와 펄라이트와 구성되며, Al

Coating 층과 Al-Si-Fe 합금층(Alloy Layer)으로 이

루어지는 도금층의 두께는 약 14 μm이었다. 900oC

에서 5분간 가열한 후 핫스탬핑한 제품은 모재의 미

세조직이 마르텐사이트로 변태되었으며, Fig. 2(c)와

(d)로 부터 도금층 두께가 약 27 μm까지 증가한 것

을 알 수 있다. 두께 증가는 가열되는 동안 도금층

이 용융된 후 금속간화합물로 이루어지는 Coating층

이 새로 생성되기 때문이다[14-15]. EDS 분석 결과

Coating층은 Fe
2
Al

5
와 Fe

2
Al

2
Si 등 금속간화합물로

Fig. 1. Schematic diagram showing concept of conductive

heating and apparatus for conductive heating used in this

study.

Fig. 2. Optical and SEM micrographs showing coating layer and microstructure of Al-Si coated boron steel before and after

hot stamp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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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되어 있었으며, 기존 연구결과[14-15]와 잘 일치

되었다.

한편, 모재와 Coating층 사이에는 6 μm 정도의 확

산층(Diffusion Layer)이 생성되었는데 Al과 Si이 고

용된 α-Fe로 구성[16]되어 있었다. 핫스탬핑시 작용

하는 성형 응력에 의해 Coating층에는 다량의 미세

균열(Crack)이 발생되지만 모재와 Coating층 사이에

존재하는 확산층에 의해 Coating층의 균열이 모재로

전파 되는 것이 억제되고 있음을 Fig. 2(c)에서 관

찰할 수 있다. 

GM 재료 규격 GMW 14400[13]에 따르면 Al-Si

도금양이 40 g/m2인 경우 효과적인 균열 전파 억제

를 위해 두께 12 μm 이하의 확산층 존재를 요구하

고 있다. 따라서 핫스탬핑강인 Al-Si 도금 보론강은

가열되는 동안 Coating층에 금속간화합물이 형성되고

또한 확산층이 생성되도록 가열조건을 최적화하는 게

중요하다. 

3.2 통전 가열 Al-Si 도금 보론강의 도금층

변화

Fig. 3은 통전가열된 Al-Si 도금 보론강의 직사각

형 블랭크 상단부 1~4(가장자리에서 10 mm~290 mm

지점) 부위의 표면층과 두께 중심 부위를 대상으로

관찰한 광학현미경 미세조직과 비커스 경도 측정 결

과를 나타낸 것이다. 부위 1은 통전가열을 위해 전

극이 접촉된 부위로 가열이 되지 않아 모재와 동일

하게 페라이트와 펄라이트의 혼합 조직을 나타내었으

며, 비커스 경도도 208~214의 낮은 값을 나타내었

다. 도금층의 두께는 14.5 μm로서 Fig. 2(a)에서 보

여준 가열전 도금층 두께와 비슷하였다. 2~4번 부위

는 505~545 범위의 비커스 경도와 마르텐사이트 조

직을 나타내어, 이 부위들이 통전가열에 의해 오스테

나이트 영역으로 가열된 후 핫스탬핑 시 마르텐사이

트로 변태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사

용된 보론강은 0.23%의 탄소를 함유하여 약 450

정도의 비커스 경도가 예상되었으나 505~545로 다

소 높게 측정된 것은 도금층의 변화를 연구하기 위

해 가열 후 즉시 수냉을 했기 때문이다. 2~4번 부

위의 도금층 두께는 15.2~20.1 μm로 미가열부위인

14.5 μm의 1번 부위에 비해 다소 두꺼워졌다. GM

규격과 비교해 보면 통전 가열재의 도금층 두께가

규격 범위 안에는 있지만 도금층이 다소 얇아 일반

Fig. 3. Optical micrographs showing coating layer and microstructure after conductive heating followed by water

quenching in Al-Si coated boron steel cut into rectangular bl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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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핫스탬핑 전기로에서 가열된 제품에 비해 도금

층에 금속간화합물 생성 반응이 부족했던 것으로 판

단된다. 

Fig. 4는 통전가열된 직사각형 블랭크의 폭 중심부

5~8 부위에 대해 표면층과 두께 중심 부위를 광학현

미경으로 미세조직을 관찰하고 비커스 경도를 측정한

결과이다. 부위 1과 같이 부위 5는 통전가열을 위해

전극이 접촉된 부위로 가열이 되지 않아 모재와 동

일하게 페라이트와 펄라이트로 구성되는 미세조직을

나타내었으며, 비커스 경도도 205~209의 낮은 값을

나타내었다. 도금층의 두께는 13.2 μm으로 Fig. 3의

1번 부위와 비슷한 두께를 나타내었다. 6~8번 부위

는 521~567의 비커스 경도와 마르텐사이트 조직을

나타내었으며 도금층의 두께는 24.7~26.6 μm로 미가

열재에 비해 2배 정도로 두껍고 2~4번 부위에 비해

다소 두꺼운 도금층이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비

커스 경도와 미세조직은 가장자리에서부터 20 mm,

150 mm, 290 mm 지점에 관계없이 거의 비슷하였으

며, 표면층과 두께 중심부의 차이도 크지 않아 통전

가열재의 6~8번 부위에 대한 가열이 균일하게 진행

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2~4 부위의 도금층

두께 16.5~20 μm와 비교하면 1/2 폭 부위의 도금층

두께가 다소 두껍기 때문에 상단부 2~4 부위에 비

해 1/2 폭 부위의 6~8 부위는 통전가열시 금속간화

합물층 반응에 필요한 고온에서의 가열시간이 다소

길었거나 온도가 다소 높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

나 이러한 금속간화합물층의 생성은 900~930oC에서

수분 이하의 짧은 시간 차이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 정도의 가열시간과 가열온도 차이는 미세조직이나

비커스 경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

된다.

Fig. 3과 4에서 알 수 있듯이 통전 가열 후 도금

층의 두께가 균일하고 표면이 평탄하게 유지되는 것

으로 보아 도금층이 용융된 후 옆으로 흘러내리거나

뭉쳐지는 현상은 발생하지 않았다. 

Fig. 3의 3번 부위는 통전 가열 후 도금층 두께가

16.3 μm로 다소 얇았던 부위이고 Fig. 4의 7번 부위

는 도금층 두께가 26.6 μm로 일반 핫스탬핑 제품의

Fig. 4. Optical micrographs showing coating layer and microstructure after conductive heating followed by water

quenching in Al-Si coated boron steel cut into rectangular bl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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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도금층 두께와 비슷한 부위에 해당된다. 통전

가열된 3번과 7번 부위의 도금층 미세조직을 전기로

에서 가열한 후 핫스탬핑 한 제품의 도금층 미세조

직과 비교하여 Fig. 5에 나타내었다. Fig. 5(c)에 나

타낸 전기로 가열 핫스탬핑 제품의 도금층에는 금속

간 화합물층과 확산층이 잘 형성되어 있는 반면 통

전가열 제품인 Fig. 5(a)와 (b)에는 두께에 관계없이

금속간화합물층도 완전하게 형성되지 않았음을 색상

으로부터 확인할 수 있다. Fig. 5(b)에서 1로 표시된

Coating층과 모재사이에 얇은 두께의 하얀색 층(2로

표시)이 희미하게 관찰되었으며, 오른 쪽 SEM 사진

에서 보다 선명하게 1번과 2번이 구분되었다. EDS

분석 결과 1번 부위는 45.3% Al, 3.0% Si, 41.9%

Fe, 2번 부위는 15.2% Al, 6.9% Si, 74.7% Fe로

구성되었다. 모재에 가까운 2번 부위로 Fe가 확산해

간 결과 1번 부위에 비해 Al양은 감소하고 Fe양이

증가하였으며, 2번 부위가 Al-Fe-Si 확산층[14-15]으

로 판단된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가열속도가 빠른 통전가열

방법을 적용할 때 전극과 접촉되어 미가열된 부위를

제외한 나머지 부위 모두 원하는 경도나 미세조직을

나타내었으나 도금층의 미세조직은 금속간화합물층

형성에서 전기로 제품과 차이를 나타내었다.

 

3.3 Al-Si 도금 보론강의 가열속도와 온도에

따른 도금층 변화

앞에서 단순히 빠르게 가열하는 통전가열 방법으로

는 도금층에 금속간화합물층과 확산층이 효과적으로

Fig. 5. Optical micrographs showing difference in substructure and coating thickness of coating layer between conductive-

heated steel(a : location 3 of Fig. 3 and b : location 7 of Fig. 4) and commercially hot-stamped steel(c), and SEM

micrograph and EDS result for locations 1 and 2 of Fig. 5(b).



Al-Si 도금강의 통전 가열에 따른 미세조직과 도금층 변화 113

형성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이 결과 핫스탬핑 과정

에서 도금층에 발생된 균열이 확산층에서 효과적으로

억제되지 않고 모재까지 전파되어 제품을 파손시킬

가능성이 높다. 본 절에서는 가열속도와 유지시간 등

가열 방법이 도금층 생성에 미치는 영향을 추가적으

로 연구하였다. 본 연구에서 가열은 가열속도 제어가

용이한 적외선가열로를 사용하였으며 시편은 적외선

가열로의 홀더에 맞도록 게이지 길이 50 mm의 인장

시편을 사용하였으며, 도금층 관찰을 목적으로 한 시

험이기 때문에 인장시험은 별도로 수행하지 않았다. 

Fig. 6은 10oC/s와 50oC/s의 가열 속도로 각각

550oC, 700oC, 900oC까지 가열한 후 수냉한 인장시

편에 대해 도금층의 표면을 육안으로 관찰한 결과이

다. Al-Si도금층의 용융온도 이하인 550oC까지는

10oC/s와 50oC/s로 가열한 경우 모두 균일한 도금층

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700oC와 900oC로 가열하면

가열속도 10oC/s와 50oC/s 모두 도금층이 불균일해

지고 가장자리에 기포(Blister)가 발생되었다. 또한

시편 중앙에서 도금층이 뭉쳐지는 현상이 관찰되는데

이것은 도금층이 용융된 후 주변으로 흘려 내려 뭉

쳐진 것으로 판단된다.

Fig. 7은 550oC까지 20oC/s로 가열하여 120 s 동

안 유지한 후 다시 3oC/s, 10oC/s 및 50oC/s로 가

열속도를 변화시키면서 900oC까지 가열하여 수냉한

시편에 대해 도금층 변화를 관찰한 결과이다. 550oC

에서 120 s간 유지하여 도금층을 합금화 하더라도

Fig. 6. Effects of heating rate and heating temperature on appearance of coating layer of Al-Si coated boron steel. 

Fig. 7. Effect of heating rate between 550oC and 900oC on appearance of coating layer of Al-Si coated boron ste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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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oC까지의 가열속도 3~50oC/s 모두에서 도금층의

용융 및 뭉침 현상을 피할 수 없었다. 

Fig. 8은 550oC까지 50oC/s로 급속 가열한 후

900oC까지 5oC/s로 서서히 가열하여 900oC에서 0 s,

60 s, 120 s로 유지시간을 변화시켜 SEM으로 관찰한

도금층 조직과 EDS 분석결과를 나타내었다. 900oC

에서 유지하지 않고 바로 수냉한 경우 코팅층의 두

께는 증가하였으나 금속간화합물층과 확산층이 잘 관

찰되지 않았다. 그러나 900oC에서 유지시간이 60 s

및 120 s로 길어지면 금속간화합물층과 확산층이 선

명하게 관찰되어 핫스탬핑에 요구되는 코팅층과 확산

층이 잘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EDS 분석 결과

도금층은 회색으로 관찰되는 Fe
2
Al

5
와 흰색으로 관찰

되는 Fe
2
Al

2
Si 등 여러층의 금속간화합물으로 구성되

Fig. 8. Secondary electron and back scattered electron images showing effect of holding time at 900oC on coating and

diffusion layers in Al-Si coated boron steel.

Fig. 9. Secondary electron and back scattered electron images showing effects of holding time at 900oC and heating rate on

coating and diffusion layers in Al-Si coated boron ste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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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있으며 전형적인 핫스탬핑 제품의 도금층 조직과

동일한 양상을 나타내었다. 모재와 도금층 사이에는

10 μm 정도 깊이의 확산층이 생성되었는데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α-Fe[16]로 판단된다. 이 확산층이

핫스탬핑시 도금층에 생성된 균열이 모재로 전파되지

않게 저지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Fig. 9에 550oC까지 50oC/s로 급속 가열한 후

900oC까지 30oC/s로 빠르게 가열하여 900oC에서

60 s, 120 s로 유지한 시편과 900oC까지 50oC/s로

급속 가열한 후 180 s 동안 유지한 시편에 대해 도

금층을 SEM으로 관찰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모든

경우 도금층과 확산층은 관찰되었으나 일반 가열로에

서 5분간 가열한 후 핫스탬핑한 소재에 비해

Fe
2
Al

5
Si 층이 다소 불완전하게 형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의 결과를 요약하면 Al-Si 코팅층의 녹는 점

부근인 550oC까지는 가열속도가 50oC/s로 빨라도 균

일한 도금층이 형성되었으나 550oC 이상에서 가열속

도가 빠르면 900oC에서의 유지시간이 길어도 불완전

한 도금층이 생성되었다. 따라서 550oC 까지는 빠르

게 그 이후는 느리게 가열 한 후 900oC에서 60~

120 s 유지할 때 가장 양호한 도금층이 형성되었다. 

핫스탬핑 공정에서 널리 사용되는 가열로를 통전가

열 방법으로 대체하기 위해서는 550oC 이하에서 급

속가열을 하고 550~900oC는 다소 느리게 가열한 다

음 900oC에서 1분 정도 유지하여 금속간화합물층과

확산층이 형성되게 하는 것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4. 결 론

Al-Si 도금 보론강의 통전가열에 따른 미세조직 및

도금층 변화를 연구하여 아래와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전극 접촉 부위를 제외한 통전가열 제품의 모든

부위에서 비커스 경도 505~567의 마르텐사이트 조

직을 얻을 수 있었다. 

2. 30oC/s로 가열된 통전가열 제품은 급속가열로

인해 Coating 층에 금속간화합물층이 형성되지 않았

으며, 도금층의 쏠림 현상도 관찰되지 않았다. 

3. Al-Si 도금층의 용융온도보다 낮은 550oC까지

급속가열 한 후 900oC까지 다소 느리게 가열한 다

음 900oC에서 1분 정도 유지하는 통전가열 방법을

적용하면 금속간화합물층과 확산층을 효과적으로 형

성시킬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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