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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Mn-Al-C계 경량철강의 미세조직 및 기계적 물성 변화에 미치는 
냉각속도의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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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s of cooling after solution heat treatment on the microstructure and mechanical 
properties of light-weight steels were investigated using Fe-30Mn-xAl-0.9C alloys containing 9.0–12.8 wt% 
Al. Lab-scale specimens (thickness: 10 mm) of the alloys were cooled by different cooling rates from -337 to 
-0.053 ℃/s using water, air, and furnace cooling. As the cooling rate decreased, hardness of the alloys 
increased due to precipitation of κ-carbides. However, reduction of the cooling rate induced the growth of 
intergranular κ-carbides. This resulted in the decrease of impact absorbed energy of the alloys at room 
temperature, and exhibited intergranular brittle fracture behavior. The 12.8 wt% Al alloy cooled at the 
slowest cooling rate in particular showed the formation of β-Mn. To estimate the cooling rates of large-scale 
slabs of light-weight steels, finite element simulations were conducted. The cooling rates at the center of the 
slab under air and water cooling (free convection) were calculated to be -0.049 and -0.15 ℃/s, respectively. 
The results indicated that water cooling could prevent the excessive formation of κ-carbides/β-Mn during 
fabrication of large-scale slabs of alloys containing an Al content lower than 10.5 w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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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화석연료 고갈에 따른 에너지 자원 가격 상승과 환경오염 

문제로 인해 연비 및 환경 규제가 강화되면서, 자동차 및 수

송기기의 구조재료분야에서는 에너지 효율을 증가시키기 위

한 차체 경량화 기술이 중요시되고 있다. 자동차용 철강소재 

연구는 대부분 복합조직(dual phase, DP) 강, 변태유기소성

(transformation induced plasticity, TRIP) 강, twin-induc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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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sticity (TWIP) 강과 같은 고강도강 개발을 통해 [1–9], 부

품의 두께를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부

품 두께 감소는 강성 저하로 이어져, 진동과 소음 증가의 원

인이 될 수 있어, 고강도화를 통한 경량화 연구는 점차 한계

에 이르고 있다. 한편, 경량철강은 낮은 원자량을 갖는 Al을 

다량 함유하여 낮은 밀도를 가지면서, 높은 강도 및 우수한 

연성을 확보할 수 있어, 2000년대 이후 경량화를 위한 소재

로써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10–20].

Al을 함유한 경량철강은 성분에 따라 Fe-Al계 합금과 

Fe-Mn-Al-C계 합금으로 분류되고 있다 [12]. 이 중 본 논문

에서 다룬 Fe-Mn-Al-C계 합금은 오스테나이트 안정화 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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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hemical compositions of alloys (wt%).
Alloy C Mn Al Fe
L-Al 0.92 29.80 9.00 Bal.
M-Al 0.92 29.80 10.41 Bal.
H-Al 0.86 30.18 12.78 Bal.

Fig. 1. Cooling curves of specimens for impact test under cooling 
conditions of water cooling (WC), air cooling (AC), and furnace 
cooling (FC).

인 Mn과 C를 페라이트 안정화 원소인 Al을 함께 첨가하여 

제조한 것으로, 12 wt%의 Al이 첨가될 시, 순철 대비 밀도가 

17% 감소되고 약 900 MPa의 인장강도 및 50% 이상의 연신

율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14], 열처리를 통

해 -탄화물을 석출시켜 물성을 제어할 수 있는 합금으로 알

려져 있다 [18,21–23]. 면심입방구조(face-centered cubic, 

fcc)에서 규칙화된 E21 구조를 갖는 -탄화물((Fe,Mn)3AlC)

은 400 - 950 ℃ 사이의 온도에서 석출되어 [24,25], 재료의 

강도를 향상시키므로 [11,17], 많은 연구자들로부터 관심을 

받아 왔다 [16,23,26–29]. Huang 등은 Al과 C의 함량이 다른 

경량철강을 650 ℃에서 시효열처리를 진행하여, Al과 C의 

함량이 각각 약 5.5, 0.67 wt%이상일 때 입계에 -탄화물이 

형성될 수 있고, 각각 약 6.2, 1.0 wt%이상일 때 입내 -탄화

물이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28]. Moon 등은 

Fe-Mn-Al-C계 합금에 Mo를 첨가하면 -탄화물의 생성에너

지 및 계면에너지가 높아져, 시효열처리 시 -탄화물의 생성

이 지연된다는 결과를 발표하였다 [19]. -탄화물 이외에 

Fe-Mn-Al-C계 합금에서 열처리 시 형성될 수 있는 -Mn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다 [11,17,18,30]. 이는 -Mn이 경량

철강 내에 형성되면 연성이 크게 저하되기 때문이다 

[11,17,30–32]. Lee 등은 11 wt% Al을 함유한 경량철강을 

550 ℃에서 항온열처리를 진행할 경우, 300분 이하에서는 -

탄화물이 형성되지만 300분 이상부터는 -Mn이 형성되고, 

그에 따라 경도가 급격하게 상승하며 연신율이 급격하게 저

하됨을 확인하였다 [17]. 또한, Lee 등은 동일한 강종을 냉간 

압연한 뒤 500 – 900 ℃ 사이의 온도에서 10분간 항온 열처리

를 하였고, 이를 통해 -Mn이 550 – 800 ℃의 온도 영역에서 

형성되고, 특히 700 ℃부근에서 가장 활발히 형성되며, 

-Mn 석출에 따라 경도가 급격히 증가하고, 연성은 극히 저하

된다는 것을 보고하였다 [11].

기존의 연구들은 주로 항온 열처리 조건에 따른 경량철강

의 특성 및 미세조직 변화에 대하여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균질화 열처리 이후 연속 냉각 조건에 따른 기계적 물성 및 

미세조직 변화를 분석한 연구는 많지 않다. 대형 소재의 생산 

공정에서 필수적인 열간 가공 및 열처리 공정 후 냉각과정에

서 부위 별 냉각속도의 차이가 존재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소

재 내에 국부적으로 -탄화물 또는 -Mn이 형성되어 특성 

편차가 심화될 수 있다. 특히 -Mn이 형성될 경우, 소재가 극

히 취약해지기 때문에 이를 억제하고 가급적 균일한 특성을 

얻을 수 있는 냉각조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Al 함량이 다른 세가지 Fe-Mn-Al-C계 합금들

을 균질화 열처리 후 다양한 조건으로 냉각하고, 이에 따른 

미세조직 및 기계적 물성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또한 유한요

소해석을 이용하여 경량철강 대형 소재의 부위 별 냉각속도

를 예측하였고, 이 결과에 기초하여 특성 불균일 완화 및 취

화 억제를 위한 냉각조건에 대해 고찰하였다.

2. 실험 방법

본 연구에서는 약 30 wt% Mn과 0.9 wt% C를 함유하고 Al 

함량이 다른 3종의 Fe-Mn-Al-C계 합금을 이용하였으며, 각 

합금의 화학조성은 표 1에 나타내었다. Al 함량이 9, 10.4, 

12.8 wt%인 합금들을 각각 L-Al, M-Al, H-Al로 표기하였다. 

각 합금들을 진공유도용해(vacuum induction melting) 방식

을 이용하여 30 kg 규모의 잉곳으로 제조하고, 이 합금들을 

1200 ℃에서 2시간 유지한 뒤, 900 ℃ 이상의 온도에서 열간

압연 후 수냉(water cooling)하여 12 mm 두께의 판재로 제작

하였다. 이후 각 판재를 1050 ℃에서 2시간 유지하는 균질화 

열처리를 실시하고, 상온까지 수냉하였다.

각 압연 판재에서 가로방향(transverse direction, TD)에 수

직한 단면에 v-노치가 위치하도록 10 mm 두께의 표준 규격 

충격시편(ASTM E23-16b)을 제작하였고, 이 시편들을 Ar 분



박준영･박성준･이재현･문준오･이태호･정경재･한흥남･신종호 827

Table 2. Grain size and phase fraction of WC and FC specimens.

Specimens
Phase fraction, % Average grain size, μm

Austenite Ferrite/D03 -Mn Austenite Ferrite/D03 -Mn

L-Al WC 100.0 - - 93.7 - -
FC 100.0 - - 94.8 - -

M-Al
WC 97.5 2.5 - 75.6 16.2 -
FC 96.2 3.8 - 68.0 17.1 -

H-Al
WC 81.6 18.4 - 33.6 19.8 -
FC 72.1 24.8 3.1 25.4 10.6 2.3

Fig. 2. Optical micrographs of WC, AC, and FC specimens: (a–c) 
L-Al alloy, (d–f) M-Al alloy, and (g–i) H-Al alloy.

위기의 박스(box)형 전기로를 이용하여 1050 ℃에서 30분간 

유지하였다. 가열된 시편들을 물에 담가 냉각시키는 수냉 조

건, 공기 중에서 냉각시키는 공냉(air cooling) 조건, 전원을 

차단한 로 내부에서 냉각시키는 로냉(furnace cooling) 조건 

등 3가지 조건으로 냉각하였고, 냉각 방식에 따라 각각 WC, 

AC, FC로 표기하였다. 같은 크기의 충격 시편에 k-type 열전

대(thermocouple)를 부착하여, 각 냉각 조건에서 온도 변화를 

측정하였고, 측정된 냉각 곡선들을 그림 1에 나타내었다. 각 

조건의 평균 냉각속도는 950 ℃에서부터 -탄화물의 생성이 

완료되었을 것이라 판단되는 400 ℃까지의 구간에 대한 1차 

회귀분석을 통해 계산되었고, 수냉, 공냉, 로냉 조건의 평균 

냉각속도는 각각 -337, -3.66, -0.053 ℃/s로 측정되었다.

합금 별로 제작된 충격시편들을 이용하여 각 냉각조건 당 

2회의 샤르피(Charpy) 충격 시험을 진행하였다. 충격시험 후, 

충격시험편의 파면을 주사전자현미경(scanning electron 

microscope, SEM, IT-300, JEOL)을 이용하여 관찰하였다. 

또한 비커스(Vickers) 경도 시험은 시편의 TD 방향에 수직한 

단면을 기계적 연마 후, 하중 1 kg, 머무름 시간(dwell time) 

10초의 조건에서 10회 수행하고, 그 결과로부터 평균 및 95% 

신뢰구간을 구하였다.

광학현미경을 통한 미세조직 관찰을 위하여, 각 시편의 

TD 방향에 수직한 단면을 기계적 연마하였고, 질산(HNO3, 

11%)과 에탄올(ethanol, 89%)의 혼합용액을 이용하여 40초

간 에칭을 수행하였다. 상분석을 위해 Cu Kα를 이용하는 X

선 회절분석기(X-ray diffraction, XRD, D/max-2500, Rigaku)

를 사용하여 X선 회절 시험을 진행하였고, 시험편은 TD 방

향에 수직한 단면을 기계적 연마하여 준비하였다. 냉각 조건

에 따른 미세조직의 변화를 정량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전

계방사형 주사전자현미경(field emission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FE-SEM, JSM-7001F, JEOL)과 이에 장착되어 

있는 전자후방산란회절 분석장비(electron backscatter 

diffraction, EBSD, NordlysNano, OXFORD)를 이용하여 각 

합금의 WC와 FC 시편 내 구성상의 결정립 크기 및 상분율 

분석을 수행하였다. 시험편은 TD 방향에 수직한 단면을 기

계적 연마 후, 콜로이달 실리카(colloidal silica)로 마무리 연

마하여 준비하였다. 냉각 과정에서 미세조직 변화가 큰 H-Al 

합금 FC 시편의 경우, 에너지분산분광분석법(energy 

dispersive spectrometry, EDS)를 이용하여 구성상간 합금원

소 분포 양상을 조사하였다. 오스테나이트 내에 존재하는 -

탄화물은 투과전자현미경(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e, 

TEM, JEM-2100F, JEOL)을 이용하여 관찰하였으며, TEM 

시편은 퍼클로릭 산(perchloric acid, 10%)과 메탄올

(methanol, 90%)의 혼합용액을 이용하여 트윈젯(twin-jet) 방

식으로 제작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미세조직

냉각속도에 따른 각 합금의 WC, AC, FC 시편의 광학현미

경 이미지를 그림 2에, 그리고 EBSD 분석을 이용하여 WC 

및 FC 시편의 결정립 크기 및 상분율 결과를 표 2에 정리하였

다. L-Al 합금의 시편들은 오스테나이트 단상으로, 결정립 크

기는 WC, FC 시편(그림 2(a), (c))에서 각각 93.7, 94.8 μm로 

유사한 값을 보였다. M-Al 합금의 시편들은 오스테나이트와 

압연방향으로 늘어난 페라이트로 구성되어 있으며, 오스테

나이트 결정립 크기는 WC, FC 시편(그림 2(d), (f))에서 각각 

75.6, 68.0 μm이고, 페라이트 분율은 WC, FC 시편에서 각각 

2.5, 3.8%로 측정되었다. 냉각속도가 감소하면서, 오스테나

이트 결정립 크기는 약간 감소한 반면, 페라이트 상분율은 미

세하게 증가하였다. H-Al 합금 WC 시편의 경우(그림 2(g)), 

페라이트 분율이 18.4%로 M-Al 합금보다 높은 값을 보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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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X-ray diffraction patterns of (a) L-Al alloy, (b) M-Al 
alloy, (c) H-Al alloy, and (d) WC & FC specimen of H-Al alloy.

Fig. 4. Crystal structures: (a) -carbide [33], (b) D03 [34], and (c) 
-Mn [37].

며, 오스테나이트 결정립 크기는 L-Al, M-Al 합금보다 확연

하게 작은 33.6 μm로 확인된다. H-Al 합금 WC 시편의 높은 

페라이트 분율은 페라이트 안정화 원소인 Al의 높은 함량에 

기인하며, 작은 오스테나이트 결정립 크기는 높은 분율의 페

라이트에 의해 균질화 열처리 중 오스테나이트 결정립 성장

이 방해되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H-Al 합금 AC 시편(그림 

2(h))은 동일 합금의 WC 시편과 거의 유사한 오스테나이트 

결정립 크기와 상분율을 나타내었다. 하지만, H-Al 합금 FC 

시편(그림 2(i))은 동일 합금의 WC 시편과 비교하면, 오스테

나이트와 페라이트의 결정립 크기는 유사하지만, 페라이트 

분율이 24.8%로 뚜렷하게 증가한 값을 가지며, 오스테나이

트와 페라이트 상경계 및 오스테나이트 입계에 새로운 상이 

형성된 모습을 보인다.

각 시편의 구성상을 확인하기 위해, X선 회절 분석의 결과

를 그림 3에 나타내었다. 그림 3(a)의 L-Al 합금의 경우, 냉각

속도에 관계없이 오스테나이트 회절피크만 관찰된다. 이와 

달리 M-Al 합금의 경우(그림 3(b)), WC 시편에서 강한 오스

테나이트 회절피크와 약한 페라이트 회절피크가 관찰되고, 

AC 시편에서부터 E21 구조(그림 4(a))인 -탄화물의 (100), 

(110) 회절피크가 나타나기 시작하며 FC 시편에서는 -탄화

물 회절피크 강도가 증가한다. 이러한 -탄화물 회절피크 차

이는 Al 함량이 높을수록 -탄화물의 석출 구동력이 증가되

고, 냉각속도가 느릴수록 -탄화물 형성 온도인 400 - 950 ℃
의 온도 구간에서 오래 유지되어 -탄화물의 양이 증가하였

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19,24,25]. 그림 3(c)의 H-Al 합금의 

경우, 모든 냉각조건에서 오스테나이트, 페라이트 및 -탄화

물의 회절피크가 확인되고, WC 시편에서부터 체심입방구조

(body centered cubic, bcc)와 유사한 구조의 규칙상인 D03 구

조(그림 4(b))의 Fe3Al (111), (200) 회절피크가 확인된다. 

D03는 Fe-Al계 합금에서 Al이 약 11 wt%(20 at%) 이상 첨가

되었을 때부터 페라이트 내에 형성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35,36]. H-Al 합금의 경우, 다른 두 합금보다 높은 Al 함량으

로 인해 페라이트가 D03 구조로 규칙화된 것으로 사료된다. 

H-Al 합금 FC 시편에서는 앞서 언급한 오스테나이트, -탄

화물, D03와 함께 Al3 구조(그림 4(c))를 갖는 -Mn 상의 회

절피크가 관찰된다.

H-Al 합금 WC, AC, FC 시편의 오스테나이트와 D03 상경

계 부근에 대한 SEM 미세조직관찰 결과를 그림 5에 나타내

었다. 그림 5(c)의 H-Al 합금 FC 시편에서는 -탄화물이 생

성된 오스테나이트와 D03가 관찰되며, WC, AC 시편(그림 

5(a), (b))에서는 관찰되지 않았던 D03 내부의 조대한 석출물 

형성도 관찰된다. 또한, 오스테나이트와 D03 상경계에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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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hemical compositions of constitutional phases of FC 
specimen of H-Al alloy measured by EDS ananlysis (wt%).

Phase Fe Mn Al
D03 58.3 25.5 12.6

Austenite (+-carbide) 53.9 30.3 11.4
-Mn 53.4 31.4 11.6
-carbide 47.9 34.6 11.8

Fig. 6. EBSD & EDS analysis results of FC specimen of H-Al alloy: (a) image quality map, (b) phase map, (c) inverse pole figure map 
for the rolling direction of the sample, (d) SEM micrograph, and (e) EDS elemental profiles along the yellow line in (d).

  

Fig. 5. SEM micrographs of (a) WC specimen, (b) AC specimen, and (c) FC specimen of H-Al alloy.

된 새로운 상도 볼 수 있다. EBSD 및 EDS를 이용하여 H-Al 

합금 FC 시편의 구성상 및 합금원소 분포를 조사한 결과를 

그림 6과 표 3에 나타내었다. 그림 3(c)의 X선 회절 분석 결과 

및 그림 6(b)의 EBSD 상 분석 결과, H-Al 합금 FC 시편에서 

관찰되는 새로운 상이 -Mn 상임을 확인하였다. 그림 6(e)와 

표 3의 EDS 결과를 보면, -Mn 상의 경우, Fe, Al, Mn 함량

은 각각 약 53.4, 11.6, 31.4 wt%로 D03와 비교할 시, Fe, Al 

함량은 약 4.9, 0.9 wt% 낮고, Mn 함량은 5.9 wt% 높다. 그러

나 오스테나이트와 -Mn의 합금조성은 침입형 원소인 C를 

제외하면 거의 유사하다. 이와 같은 경향은 기존의 연구 결과

에서도 확인되며 [11,17], Lee 등은 -Mn 상은 상경계에서 

확산속도가 빠른 침입형 원소인 C를 오스테나이트 쪽으로 

밀어내면서 오스테나이트를 빠르게 잠식하며 형성되는 것으

로 분석한 바 있다 [11].

그림 6과 표 3에서, 조대한 석출물은 fcc 구조로 확인되고, 

Fe, Mn, Al 함량은 각각 약 47.9, 34.6, 11.8 wt%로 측정된다. 

동일 시편 내 -탄화물이 형성된 오스테나이트 영역보다 Fe 

함량은 약 6 wt% 낮고, Mn, Al 함량은 각각 약 4.3, 0.4 wt% 

높으며, C 함량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BSD 분석에서는 유사한 결정구조를 갖는 불규칙상

(disordered phase)과 규칙상의 Kikuchi 패턴 간 구별이 어렵

다는 점을 고려하면, 조대한 석출물은 오스테나이트와 유사

한 구조의 규칙상인 -탄화물로 판단된다. 기존 연구 결과에 

따르면, Al 함량이 높아질수록, -탄화물 형성이 시작되는 

온도가 높아진다 [25,38]. 또한, -탄화물은 550 ℃ 이하에서

는 주로 입내에 석출되고, 그 이상의 온도에서는 입내뿐 아니

라, 입계에서도 석출된다고 알려져 있다 [24,28]. H-Al 합금 

FC 시편의 조대한 -탄화물은 냉각 도중 오스테나이트 입계 

및 오스테나이트와 D03 상경계에서 형성된 것으로 보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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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TEM micrographs and corresponding SADPs obtained at 
the yellow circles: (a) bright field image of WC specimen of L-Al 
alloy, (b) bright field image of FC specimen of L-Al alloy, (c) 
bright field image of WC specimen of M-Al alloy, and (d) dark 
field image using (100) reflection of FC specimen of M-Al 
alloy.

오스테나이트의 C, Mn 그리고 Al이 -탄화물로 재분배되면

서 성장한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냉각 도중 D03 분율이 증

가하면서 [39], -탄화물 주변으로 D03가 성장한 것으로 보

인다. 그림 6(c)에서 조대한 -탄화물을 둘러싼 D03 방위가 

기존의 존재하던 D03 방위와 일치한 것을 볼 수 있다. 이를 

볼 때, 조대한 -탄화물을 둘러싼 D03는 새로운 핵생성 과정

을 통해 형성된 것이 아니라, 기존의 D03 결정립이 성장한 것

으로 판단되며, D03 성장에 따라 그림 5(c)와 같이 -탄화물

이 D03 내부에 석출된 것처럼 보이는 미세조직을 형성한 것

으로 사료된다. 표 2에서 H-Al 합금 FC 시편은 동일 합금의 

WC 시편보다 높은 D03 분율을 갖지만, D03 결정립의 평균 

크기는 오히려 더 미세한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느린 냉각속

도에 의해 기존 D03 결정립의 성장과 함께 오스테나이트 입

계에서 새롭게 핵생성되고 성장하여 결정립 크기가 작은 D03

도 다수 형성되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D03 성장 및 형성 이

후, -Mn 상이 활발하게 형성되는 700 ℃ 근처의 온도 구간

을 지나면서 [11], 오스테나이트 입계 및 오스테나이트와 

D03 상경계에 -Mn 상이 형성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림 3(d)의 X선 회절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H-Al 합금 

WC 시편은 회절각(2θ) 41-42.5도 사이에서 오스테나이트 

(111) 회절피크 하나를 가지는 반면, 동일 합금의 FC 시편은 

분리된 3개의 회절피크를 가지고 있다. -탄화물의 격자상수

가 오스테나이트의 격자상수보다 약간 크다는 것

[18,33,40,41]을 고려할 때, 3개의 회절피크는 각각 회절각이 

작은 순서대로 상경계에 형성된 조대한 -탄화물, 오스테나

이트 입내에 생성된 -탄화물, 그리고 오스테나이트의 (111) 

회절피크로 생각된다. 최대 회절강도 위치로부터 각 상의 회

절피크의 회절각(2θ)를 정하고 브래그 법칙(Bragg’s law)을 

이용하여 격자상수를 계산한 결과, 조대한 -탄화물, 입내 

-탄화물, 및 오스테나이트의 격자상수는 각각 3.761, 3.725 

Å, 그리고 3.695 Å으로 측정되었다. 조대한 -탄화물은 C

의 확산이 빠른 높은 온도 구간에서부터 형성될 수 있어, 그

림 6(e)와 같이 입내 -탄화물을 포함한 오스테나이트 영역

보다 C의 함량이 상대적으로 높다. -탄화물의 격자상수가 

-탄화물 내 C의 함량에 따라 증가함을 확인한 Kimura 등의 

결과를 고려할 때 [33], 상대적으로 높은 C 함량에 의해 조대

한 -탄화물이 입내 -탄화물보다 큰 격자상수를 가지는 것

으로 판단된다. 그림 5를 살펴보면, H-Al 합금 WC 시편과 대

조적으로 동일 합금의 FC 시편에서는 조대한 -탄화물과 다

량의 오스테나이트 입내 -탄화물이 형성된 것이 SEM을 통

해서도 쉽게 관찰된다. 이에 따라 WC 시편과 달리, -탄화물 

(111)의 회절피크가 오스테나이트 (111) 회절피크에 겹치지 

않고 명확히 분리된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과 같은 오스테나이트의 격자상수에 대한 실험식을 이

용하여 [42], 오스테나이트 영역의 C 함량을 추산할 수 있다.

a(Å) = 3.578 + 0.033 [wt% C] + 0.00095 [wt% Mn] + 0.0056 [wt% Al]

(1)

식 (1)에서 a는 오스테나이트의 격자상수이다. 그림 3(d)의 

(111) 회절피크를 통해 측정한 H-Al 합금 WC, FC 시편 내 오

스테나이트의 격자상수인 3.710, 3.695 Å를 이용하고, Mn과 

Al 함량을 표 1의 명목조성(nominal composition)과 같다고 

가정하여 각 시편 오스테나이트의 C 함량을 구하면, 각각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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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TEM micrographs of H-Al alloy: (a) dark field image 
using (00) reflection of WC specimen of H-Al alloy, (b) 
SADP obtained at the yellow circle of (a), (c) bright field 
scanning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y(STEM) image of FC 
specimen of H-Al alloy, (d) SADP of a coarse -carbide, (e) 
SADP of austenite, and (f) SADP of D03.

Fig. 9. (a) Vickers hardness and (b) absorbed energy of all 
specimens.

0.96, 0.51 wt%로 계산된다. H-Al 합금 FC 시편은 냉각 중, C 

고용도가 낮은 페라이트 규칙상인 D03의 분율이 동일 합금 

WC 시편보다 증가했음에도, C 함량이 명목조성인 0.9 wt%

보다 낮게 계산된다. H-Al 합금을 느리게 냉각할 시, 높은 온

도에서부터 상경계와 입내에 다량의 -탄화물이 형성되어, 

오스테나이트의 C가 입내 -탄화물로 빠르게 재분배됨에 따

라 그 고용량이 감소되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고용 C 함량 

감소에 따라 오스테나이트의 회절피크와 -탄화물의 회절피

크가 그림 3(d)와 같이 명확하게 구별되는 것으로 보인다. 

H-Al 합금 WC 시편 내 오스테나이트의 C 함량은 명목조성

와 유사하지만 동일 합금 FC 시편의 경우보다 높은데, 이는 

빠른 냉각속도에 의해 상대적으로 -탄화물이 적게 형성되

어 오스테나이트의 C 고용 함량이 높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탄화물의 형성을 확인하고자, TEM을 이용하여 각 합금

의 WC, FC 시편의 미세조직을 관찰하였고, 그 결과로 얻은 

TEM 이미지와 제한시야 회절패턴(selected-area diffraction 

pattern, SADP)을 그림 7과 8에 나타내었다. L-Al과 M-Al 합

금 WC 시편의 미세조직을 그림 7(a), (c)에 나타내었으며, 이

를 통해 두 합금의 WC 시편에서는 입내와 입계에 -탄화물

이 생성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달리, 두 합금의 

FC 시편의 미세조직을 보여주는 그림 7(b)와 (d)에서는 오스

테나이트 입내와 입계에서 -탄화물이 형성된 것이 관찰되

며, SADP에서 보여지는 -탄화물의 (100), (110) 회절패턴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8(a), (b)의 H-Al 합금 WC 시

편의 경우, 다른 두 합금과 다르게 WC 시편에서도 -탄화물

이 입내와 입계에서 발견되었고, 이 결과는 XRD 분석결과

(그림 3)에서 H-Al 합금만 WC 시편부터 -탄화물의 회절피

크가 나온 결과와 일치한다. 그림 8(c)는 H-Al 합금 FC 시편

에 존재하는 조대한 -탄화물, 입내에 -탄화물이 석출된 오

스테나이트와 D03를 보여주며, 각 영역의 SADP를 그림 8(d)

–(f)에 나타내었다. 각 합금 FC시편의 입계 혹은 상경계에서 

석출되는 -탄화물의 크기는 Al 함량이 가장 높은 12.8 wt% 

Al 함량의 H-Al 합금에서 약 1 – 5 μm로 가장 크고, 9 wt% Al 

함량의 L-Al 합금에서 약 20 – 50 nm로 가장 작은 값을 보인

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Al 함량이 높을수록 -탄화물 형

성 온도가 상승하여 -탄화물이 더 크게 성장하는 것으로 사

료된다.

3.2 경도 및 충격특성

냉각속도에 따른 경도 및 충격특성을 확인하고자, 각 합금

의 WC, AC 및 FC 시편의 비커스 경도와 충격흡수에너지를 

측정하였고, 그 결과를 그림 9에 정리하였다. 냉각속도가 느

릴수록, 각 합금의 경도는 높아지고, 충격흡수에너지는 낮아

지는 경향을 보인다. 느린 냉각속도에 따른 경도 증가는 -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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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SEM micrographs of fractured surfaces of WC, AC, and 
FC specimens after Charpy V-notch impact test(the yellow arrows 
indicate inter-granular fractured surfaces): (a–c) L-Al alloy, (d–f) 
M-Al alloy, and (g–i) H-Al alloy.

Table 4. Physical properties and coefficient values used for finite 
element simulation of cooling processes.

Density
(g/cm3)

Thermal
conductivity

(W/m℃)

Heat
capacity
(J/kg℃)

Emissivity

Heat transfer
coefficient

for air cooling
(W/m2 K)

Heat transfer
coefficient for
water cooling

(W/m2 K)

6.8 8.0 at 25 ℃
11.6 at 350 ℃

551 at 25 ℃
585 at 350 ℃ 0.85 5 1000

화물 형성에 의한 석출강화의 영향으로 보이며, -탄화물 석

출에 의해 전위 이동이 어려워지면서 충격흡수에너지는 저

하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오스테나이트 입계에 -탄화

물이 형성되면 입계 약화로 인하여 충격흡수에너지가 크게 

저하되는 것으로 사료된다. 그림 9는 L-Al 합금은 FC 시편에

서부터, M-Al 합금은 AC 시편에서부터 약 300 Hv 이상의 높

은 경도와 100 J 혹은 그 이하의 낮은 충격흡수에너지를 갖는 

것을 보여준다. 이와 같이 M-Al 합금이 L-Al 합금과 달리 

AC 시편에서부터 경도가 증가하고, 충격흡수에너지가 낮아

지는 것은 높은 Al 함량에 따른 -탄화물 석출구동력 증가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H-Al 합금의 경우, 다른 두 합금과 달리 WC 시편에서부터 

300 Hv 이상의 높은 경도를 가지고, 10 J 이하의 낮은 충격흡

수에너지는 갖는다. 이는 다른 두 합금과 달리 H-Al 합금의 

경우, 규칙화된 bcc인 D03가 형성되어 있고, WC 조건에서부

터 오스테나이트 입내 및 입계에 -탄화물이 석출되기 때문

으로 판단된다. H-Al 합금 FC 시편은 약 400 Hv의 높은 경도

와 약 2 J의 매우 낮은 충격흡수에너지를 보인다. 이런 기계

적 특성은 다른 합금의 시편들과 달리 취성이 큰 -Mn 상이 

입계 및 상경계에 형성되어 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유사한 

사례로, 11.4 wt% Al 함량의 합금을 장시간 시효 열처리하여 

-Mn이 형성된 경우, -탄화물만 형성되었을 때보다 매우 

높은 경도 및 낮은 연성을 갖는다는 결과가 보고된 바 있다 

[11,18].

L-Al, M-Al 합금의 FC 시편을 보면, 경도의 경우, 거의 비

슷하게 측정되지만, 충격흡수에너지의 경우, 약 70 J 정도의 

차이가 있다. 비커스 경도의 경우, 압흔이 결정립 내부에서 

형성되는 경우가 많아, 경도에 미치는 영향은 입계보다 입내 

석출물의 영향이 클 것으로 사료된다. 두 합금의 FC 시편의 

경도가 유사한 것을 고려할 때, 입내 -탄화물의 양이 비슷하

여 석출 강화 효과가 유사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충격흡

수에너지의 경우, 입계 -탄화물의 형성 여부와 그 크기에 의

해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판단된다 [43]. 입계에 -탄화물

이 석출될 경우, 발생한 균열이 입계를 따라 쉽게 전파되어 

충격흡수에너지가 낮아질 수 있다. M-Al 합금 FC 시편의 충

격흡수에너지가 L-Al 합금의 경우보다 낮은 것은 M-Al 합금

의 입계 -탄화물 크기가 L-Al 합금에서보다 크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각 시편의 충격 파면을 정리하여 그림 10에 나타내었다. 

L-Al 합금 WC, AC 시편에서는 딤플(dimple)을 포함한 연성 

파면이 주로 나타난다. 오스테나이트 입계에 -탄화물이 형

성된 것으로 확인된 L-Al 합금 FC 시편에서는 연성 파면과 

함께 약화된 입계를 따라 파괴가 일어난 입계 취성 파면이 확

인된다. M-Al 합금의 경우, 충격흡수에너지가 크게 감소하고 

경도가 급격히 상승했던 AC 시편에서부터 입계 취성 파괴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이와 같은 입계 취성 경향은 그림 

10의 화살표 주변 영역에서 관찰할 수 있다. H-Al 합금의 경

우, WC 시편은 입계 -탄화물 형성에 의해 딤플을 포함한 연

성파면과 함께 입계 취성 파면이 나타나고, AC 시편에서는 

주로 입계 취성 파면이 나타난다. 또한, 두 시편의 파면에서

는 이차균열(secondary crack)이 형성된 것이 관찰되며, 이는 

밴드 형태로 발달된 D03 상경계를 따라서 형성된 것으로 보

인다. H-Al 합금 FC 시편에서는 다른 시편들과는 상이한 형

태의 파면이 나타나며, 이는 취성이 높은 -Mn의 입내 또는 

입계를 따라 균열이 전파되어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3.3 대형 소재 냉각 곡선 예측

소재 크기가 작은 경우에는 균질화 열처리 후 냉각 시 부위

별 냉각속도의 차이가 크지 않으나, 상용 공정으로 대형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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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Results of finite element simulation of cooling process of 
10 ton slab: (a) temperature distribution at 5000 s after start of air 
cooling, (b) temperature distribution at 5000 s after start of water 
cooling, and (c) cooling curves at node 1 and 2 marked in (a) and 
(b) with cooling curves measured using specimens for impact test 
shown in Fig. 1.

를 제작하는 경우, 냉각 시 부위별 냉각속도의 차이가 클 것

으로 예상된다. 냉각속도가 느린 부위에서는 -탄화물 및 

-Mn이 형성되어 연성이 저하될 수 있고, 특히 -Mn이 형성

되면 소재가 극히 취약해져 공정 중 파괴가 일어날 수도 있

다. 본 연구에서는 약 10 ton 규모 경량철강 소재의 균질화 열

처리 후 냉각 공정 중 부위별 냉각곡선을 예측하고자 상용 소

프트웨어인 Abaqus/Standard를 이용하여 유한요소해석을 수

행하였다. 해석에 사용한 소재 특성 및 열전달계수(heat 

transfer coefficient) 등의 값은 표 4에 정리하였다. 열전도도 

및 열용량은 L-Al 합금을 이용하여 열전도도 측정기(laser 

flash apparatus, LFA467, NETZSCH)로 상온 및 350 ℃에서 

측정하였고, 350 ℃보다 높은 온도에서의 열전도도 및 열용

량 값은 외삽법으로 결정하였다. 밀도는 L-Al 합금을 이용하

여 수중치환법으로 측정한 값을 사용하였다. 방사율과 자유

대류(free convection) 공냉 조건의 열전달계수는 유한요소해

석을 통해 계산된 냉각곡선이 10 kg 규모 L-Al 합금 잉곳을 

공냉시키면서 측정한 냉각 곡선과 유사한 결과를 나타낼 수 

있는 값으로 설정하였다. 자유대류 수냉 조건의 열전달계수

의 경우, 기존의 연구 결과를 참고하였다 [44].

10 ton 규모 대형소재의 균질화 열처리 후 냉각 과정에 대

한 유한요소해석 결과를 그림 11에 정리하였다. 공냉, 수냉 

시작 후 5000 초가 지났을 때, 대형소재의 온도분포를 각각 

그림 11(a), (b)에 나타내었고, 두 조건 모두 중심부(node 1)의 

온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된다. 대형소재의 공냉과 수냉 

조건에서의 냉각 곡선을 그림 11(c)에 충격시편 크기를 갖는 

WC, AC, FC 시편의 냉각 곡선과 함께 나타내었다. 대형소재

의 공냉 시 냉각속도는 중심부와 표면에서 각각 -0.049, 

-0.045 ℃/s로 측정되고, 수냉 시 냉각속도는 중심부와 표면

에서 -0.15, -6.23 ℃/s 측정된다. 대형소재를 공냉했을 경우, 

중심부의 냉각속도는 FC 시편의 냉각속도보다 느리며, 표면

의 냉각속도는 FC 시편의 냉각속도와 유사한 것으로 확인된

다. L-Al, M-Al 합금 조성의 대형소재를 공냉할 경우, 중심부

와 표면에 -탄화물이 형성되어, 연성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H-Al 합금 조성의 대형소재를 공냉하면, 중

심부와 표면에 -탄화물과 -Mn이 형성될 수 있어 충격에 

극히 취약해질 것으로 생각된다. 수냉 조건으로 대형소재를 

냉각하면, 중심부의 온도는 FC시편보다 빠르게 냉각되고, 표

면부의 온도는 AC 시편과 유사한 것으로 확인된다. L-Al 합

금 대형소재의 경우, 수냉 시 중심부에서도 약 100 J 정도의 

충격흡수에너지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M-Al 및 

H-Al 합금 대형소재를 수냉했을 경우, 중심부에 -탄화물 형

성에 의해 연성이 크게 저하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Al 

함량이 높은 경량철강일수록 대형소재의 냉각 공정 시 교반

을 이용한 강제대류(forced convection) 수냉과 같이 냉각속

도가 더 빠른 냉각 공정 적용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Al 함량이 9.0(L-Al 합금), 10.4(M-Al 합

금), 12.8(H-Al 합금) wt%인 Fe-30Mn-xAl-0.9C 경량철강을 

제조하고, 각 합금으로부터 제작한 10 mm 두께의 충격 시편

을 이용하여 균질화 열처리 온도에서부터 연속 냉각 시, 냉각

속도가 미세조직과 기계적 물성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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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한, 유한요소해석을 기반으로 10 ton 규모의 경량철강 

대형소재의 냉각 중 발생할 수 있는 연성저하를 막기 위한 냉

각 공정에 대해 고찰하여, 아래와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시편을 균질화 열처리 온도인 1050 ℃로부터 수냉, 공

냉, 및 로냉 조건으로 냉각 방법을 달리하여 냉각하였고, -탄

화물 형성이 가능한 400 – 950 ℃ 사이의 구간에 대한 평균 냉

각속도를 구하였다. 수냉, 공냉, 및 로냉 조건에서의 평균 냉

각속도는 각각 -337, -3.66, 그리고 -0.053 ℃/s로 측정되었다.

2. 냉각속도가 느릴수록, -탄화물이 오스테나이트 입계

와 입내에 충분히 형성되어 있는 것을 관찰하였고, Al 함량이 

높을수록, 더 빠른 냉각속도 조건에서 -탄화물이 형성되며 

그 크기도 증가하는 경향을 확인하였다. L-Al 합금은 로냉 시

편에서 -탄화물이 발견되고, M-Al 합금은 공냉 시편부터 

-탄화물이 석출된다. H-Al 합금은 수냉 시편에서부터 -탄화

물이 석출되고, 냉각속도가 가장 느린 로냉 시편에서는 

-Mn도 형성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3. 냉각속도가 느릴수록, 또는 Al 함량이 높을수록, 시편의 

경도는 증가하고 충격흡수에너지는 감소하는 경향을 확인하

였다. Al 함량이 높을수록 -탄화물의 석출 구동력 및 형성

온도가 상승하여, 입계에 조대한 -탄화물이 형성되었다. 결

정립계에 -탄화물이 형성된 시편들은 입계 취성파괴 경향

을 보이며, H-Al 합금의 로냉 시편에서는 -Mn까지 형성되

어 연성이 극히 저하된 것을 확인하였다.

4. 10 ton 규모 대형소재의 공냉 및 수냉 시 냉각곡선을 유

한요소해석을 통해 확인하였다. 자유대류 공냉 및 수냉 조건

으로 냉각할 시, 대형소재 중심부의 냉각속도는 다량의 -탄

화물 및 -Mn을 형성시킬 수 있을 정도로 저하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고, 이에 상용 공정의 열처리 이후에는 강제대류 수

냉과 같이 빠른 냉각속도를 갖는 냉각 공정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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