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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망간 경량철강 냉연판재의 미세조직, 인장특성 및 파괴거동에 미치는 
어닐링 온도의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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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s of the annealing temperature on the microstructure and tensile properties of 
cold-rolled light-weight steels are investigated using two Fe-30Mn-xAl-0.9C alloys that contain different Al 
content. The initial alloy microstructure is composed of a single austenite or a mixture of austenite and 
ferrite depending on the nominal aluminum content. For the alloy with 9 wt% Al content, the 
recrystallization and grain growth of austenite occurrs depending on the annealing temperature. However, 
for the alloy with 11 wt% Al content, the β-Mn phase is observed after annealing for 10 min at 550~800 ℃. 
The β-Mn transformation kinetics is the fastest at 700 ℃. The formation of the β-Mn phase has a 
detrimental effect on the ductility, and this leads to significant decreases in the total elongation. The same 
alloy also forms κ-carbide and DO3 ordering at 550~900 ℃. The investigated alloys exhibit a fully 
recrystallized microstructure after annealing at 900 ℃ for 10 min, which results in a high total elongation 
of 25~55% with a high tensile strength of 900~1170 M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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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국제 환경 규제 강화 및 연비 규제 강화 추세와 에너지 자

원의 가격 상승으로 인하여, 자동차 소재 및 부품 경량화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대응하여 철강소재로는 DP강

(dual-phase steel), TRIP강(transformation-induced plasticity 

steel), TWIP강(twinning-induced plasticity steel)을 포함한 

다양한 AHSS강(advanced high strength steels)이 개발되었으

며, AHSS강을 적용하여 자동차 부품의 두께 또는 크기를 줄

임으로써 경량화하는 방향으로 기술 개발이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부품의 두께 또는 크기가 감소하면 강성이 저하되어 

진동, 소음 등의 문제가 야기되므로, 강재의 고강도화를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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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경량화는 점차 한계에 이르고 있다. 최근 자동차 경량화와 

관련하여 일반적인 철강 소재에 비해 밀도가 7~15% 정도 낮

은 경량철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경량철강은 Fe 원

자에 비해 원자량이 작은 치환형 원소인 Al을 첨가하여 밀도

를 낮춘 강으로, Al 함량이 10 wt% 수준일 때 오스테나이트

계 경량철강의 밀도가 순철 대비 약 14%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1]. 경량철강은 합금 조성에 따라 구성상과 미세조직, 

기계적 특성이 크게 변화하며, Fe-Al 합금계와[2-5] Fe-Mn- 

Al-C 합금계[1,6-18]가 활발히 연구되어 왔다. Fe-Mn-Al-C 

합금계에 Si, Mo, Ni 등을 첨가한 연구결과 또한 보고된 바 

있다 [6-11]. Fe-Mn-Al-C 합금계에 대한 연구는 Al 함량이 

10 wt% 이하인 합금에 대하여 많이 이루어져 왔으며[11-23], 

그 이유는 균일한 오스테나이트 단상의 미세조직을 얻기 쉬

운 점과 550 ℃ 부근의 온도에서 시효를 통한 강화 효과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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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hemical composition of the investigated alloys (wt%)
Alloy C Mn Al Fe
9Al 0.80 31.5 8.7 bal.

11Al 0.89 31.4 11.4 bal.

Fig. 1. Schematic illustration of solution treatment, cold rolling 
and annealing process conditions.

어하기 용이한 점, 그리고 Al 함량이 10 wt% 이상으로 높을

수록 E21 구조를 갖는 규칙상의 일종인 κ-탄화물이 쉽게 형

성되어 연성 저하를 제어하기 어려운 점 때문으로 사료된다. 

Frommeyer 등은 Al 함량이 최대 12 wt%이고 오스테나이트

와 페라이트 및 κ-탄화물을 포함하는 Fe-Mn-Al-C계 합금 

TRIPLEX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Al 함량이 10 wt% 이상인 

경량철강 판재에서 고강도, 고연성의 우수한 특성을 얻을 수 

있음을 보고한 바 있다 [1]. 이 밖에도 Al을 10 wt% 이상 함유

하는 경량철강에 대한 연구들이 수행된 바 있으나[24, 25], 이

상의 연구들에서는 거의 동일한 조건(냉간압연된 경량철강

을 1000~1100℃에서 유지한 후 급냉)으로 제조된 경량철강

에 대해서만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다양한 열처리 조건에 따

른 미세조직 및 특성 변화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Al 함량이 9 wt%로 오스테나이트 단상의 

조직을 갖는 Fe-Mn-Al-C계 경량철강과 Al 함량이 11 wt%로 

경량화 효과가 상대적으로 높은 경량철강 냉간압연 판재를 

이용하여, 다양한 온도에서 열처리를 수행하고 그에 따른 미

세조직 및 특성 변화를 비교, 고찰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향상된 특성의 경량철강 판재 제조 가능성을 모색하였다.

2. 실험방법

본 연구에서는 Al 함량을 변화시키고 다른 합금원소들의 

함량은 유사한 2종류의 경량철강을 이용하였으며, 각 합금의 

화학조성은 표 1에 나타내었다. 두 합금은 Al 함량에 따라 각

각 ‘9Al’, ‘11Al’로 표기하였다. 진공유도용해로를 이용하여 

30 kg급 잉곳을 각 합금별로 제조하고, 이를 가열하여 1200 

℃에서 2시간 유지한 후 900 ℃ 이상에서 4 mm 두께로 열간

압연을 한 다음 상온까지 수냉하였다. 열간압연된 판재는 

1050 ℃에서 2시간 유지한 후 상온까지 수냉하는 균질화 열

처리를 실시하였고, 이를 냉간압연하여 약 1 mm 두께의 판재

를 제조하였다. 균질화 열처리재와 냉간압연 판재에서 채취

한 시편은 각각 ‘ST’와 ‘CR’로 표기하였다. 아르곤(Ar) 분위

기의 관상로(tube furnace)를 이용하여 CR 시편들을 550~900 

℃ 범위 내에서 일정 온도로 승온한 뒤 10분간 유지하는 어닐

링 열처리를 수행하고 상온으로 수냉하였다. 어닐링 열처리 

온도는 550, 700, 800, 900 ℃의 4조건으로 하였고, 열처리된 

시편들은 어닐링 온도에 따라 각각 ‘A550’, ‘A700’, ‘A800’, 

‘A900’으로 표기하였다. 균질화 열처리부터 어닐링 열처리까

지의 공정조건 개략도를 그림 1에 나타내었다.

미세조직 관찰을 위하여 시편의 압연방향과 두께방향을 

포함하는 단면을 기계적 연마 후, colloidal silica 용액으로 마

무리 연마하여 준비하였다. 준비된 시편에 대하여 주사전자

현미경(SEM; model JSM-7001F, JEOL)과 이에 장착된 

Oxford instruments사의 EBSD (electron backscatter 

diffraction) 분석 시스템을 이용하여 미세조직을 관찰하였다. 

결정립 크기는 EBSD 분석을 통하여 측정하였으며, 결정립 

크기가 큰 9Al 합금의 균질화 열처리 시편(ST)의 경우에는 

광학현미경 사진(배율 x100)에 intercept method를 적용하여 

측정하였다. 미세조직을 구성하는 상(phase)들을 파악하는데 

있어 EBSD 분석결과를 보완하기 위하여 X선 회절 분석기

(model D/Max-2500, Rigaku)를 이용하여 X선 회절시험을 

수행하였다. X선 회절시험은 Cu Kα를 이용하였고, graphite 

monochromator로 형광 X선에 의해 발생되는 백그라운드

(background)를 제거하였으며, 시험편은 판재의 윗면을 기계

적 연마하여 준비하였다.

비커스(Vickers) 경도시험은 1 kg 하중의 조건에서 7회 이

상 수행하고, 그 결과로부터 평균 및 95% 신뢰구간을 구하였

다. 인장시험은 압연방향으로 가공한 서브사이즈 시험편

(ASTM E8)을 이용하여 인장시험기(Instron 5882, Instron)로 

수행하였고, crosshead 속도 2 mm/min의 조건으로 상온에서 

실시하였다. 인장시험 후, 균열 생성 및 전파 거동을 조사하

기 위하여, 인장시험편의 파면 및 파면 부근의 단면을 SEM 

및 EBSD를 이용하여 관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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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EBSD phase maps overlaid with image quality maps of (a) 
ST, (b) A550, (c) A700, (d) A800 and (e) A900 specimens of 9Al 
alloy.

Fig. 3. EBSD phase maps overlaid with image quality maps of (a) 
ST, (b) A550, (c) A700, (d) A800 and (e) A900 specimens of 
11Al alloy.

3. 결과 및 고찰

3.1. 미세조직

공정 조건에 따른 미세조직 변화를 조사하기 위하여, 균질

화 열처리된 시편(ST)과 냉간압연 후 어닐링 열처리된 시편

(A550, A700, A800, A900)에 대하여 EBSD 분석을 수행하

였으며, 그 결과 얻은 phase map을 9Al 합금은 그림 2에, 

11Al 합금은 그림 3에 나타내었다. 9Al 합금의 균질화 열처

리 시편(ST)은 어닐링된(annealed) 오스테나이트 조직을 보

이며, 평균 결정립 크기는 80.2 μm로 측정되었다(그림 2a). 

냉간압연 후 550 ℃에서 열처리한 9Al 합금의 A550 시편은 

대체로 변형된(deformed) 조직을 보이며, EBSD 분석이 이루

어지지 않은 검은색의 zero solution 영역도 관찰된다(그림 

2b). 이 영역은 냉간압연으로 높아진 전위밀도로 인하여 

EBSD 분석을 위한 Kikuchi 패턴이 선명하게 얻어지지 않은 

부분이며, 대체로 압연방향과 30~40°의 각도를 이루는 shear 

band 형태를 보인다. A550 시편에서 EBSD 분석이 이루어진 

영역은 냉간압연 중에 상대적으로 변형이 적게 되었거나, 

550 ℃에서 유지하는 동안 회복(recovery)되어 전위밀도가 

낮아진 것으로 사료된다. 9Al 합금의 A700 시편은 재결정된

(recrystallized) 미세한 결정립들과 아직 재결정되지 않은 영

역이 모두 관찰된다(그림 2c). 9Al 합금의 A800 및 A900 시

편은 모두 재결정이 이루어진 상태이고, 평균 결정립 크기는 

각각 3.9, 8.5 μm로 열처리 온도가 높을수록 결정립이 더 성

장한 결과를 보이며(그림 2d, 2e), ST 시편과 비교하면 훨씬 

미세한 결정립을 갖는 것을 볼 수 있다. EBSD 분석 결과 9Al 

합금은 열처리 온도에 따라 미세조직의 변화를 보이지만, 오

스테나이트 이외에 다른 상의 형성은 관찰되지 않았다.

11Al 합금의 경우에는 ST 시편이 오스테나이트와 더불어 

체심입방구조(BCC)의 페라이트를 약 5% 포함하고 있는 것

이 관찰된다(그림 3a). 이러한 페라이트의 존재는 페라이트 

안정화 원소인 Al 함량이 높은 화학 조성에 기인한다. 오스테

나이트의 평균 결정립 크기는 23.0 μm로 9Al 합금의 ST 시편

에 비해 작으며, 이는 11Al 합금에 존재하는 페라이트 결정

립에 의해 균질화 열처리 온도에서의 오스테나이트 결정립 

성장이 방해 받았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11Al 합금의 A550 

시편은 9Al 합금과 유사하게 압연방향으로 연신된 변형 조직

을 보이며, ST 시편에 포함되어 있던 페라이트 또한 오스테

나이트와 더불어 압연에 의해 연신된 형태를 보인다(그림 

3b). 오스테나이트 결정립 내부에 shear band 형태의 zero 

solution 영역도 관찰되며, 이러한 영역에서는 미세하게 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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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n 상이 형성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β-Mn 상은 입방정

(cubic)의 A13 구조를 갖는 취약한(brittle) 특성의 상으로, 순

수한 Mn에서는 707~1087 ℃의 온도 범위에서 안정상이며, 

Mn을 함유하는 다양한 Fe 합금계(Fe-Mn, Fe-Mn-Al, 

Fe-Mn-Al-Cr 등)에서도 형성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2,26-28,30-34]. 11Al 합금의 A700 시편은 β-Mn 상이 

57.5%의 면적비를 차지할 정도로 많이 형성되어 있으며(그

림 3c), β-Mn 결정립들이 오스테나이트 결정립 내부에서 열

을 이루고 있거나 오스테나이트와 페라이트의 상경계(phase 

boundary)를 따라 분포하는 양상을 나타내며, 냉간압연에 의

해 형성되어 있던 shear band와 상경계에서 우선적으로 핵생

성 되었다고 판단된다. β-Mn 결정립들은 오스테나이트를 잠

식하며 성장하는 것으로 보이며, 압연 방향으로 연신된 페라

이트 결정립 내부에 형성되거나 페라이트 내부로 성장하는 

모습은 관찰되지 않았다. Lee 등[29,30]은 EPMA, EDS 분석

을 이용하여 β-Mn 형성시 인접한 페라이트 및 오스테나이트 

사이의 용질 원자 분포 양상을 조사한 바 있다. 그 결과 β-Mn

과 페라이트 사이에서는 Fe, Al은 페라이트에, 그리고 Mn은 

β-Mn에 분배되어 치환형 용질 원소 함량 차이가 크고 침입형 

용질 원소인 C의 함량 차이는 거의 없는 반면, β-Mn과 오스

테나이트의 사이에서는 치환형 용질 원소 함량 차이가 상대

적으로 작고 C가 오스테나이트에 분배되는 점이 확인된 바 

있다. 따라서 β-Mn의 형성 및 성장시 Fe, Mn, Al과 같은 치환

형 용질 원소의 확산 및 재분배가 요구되는 페라이트를 잠식

하기 보다는, 상대적으로 확산이 빠른 C만 오스테나이트 쪽

으로 밀어내면서 오스테나이트를 잠식하는 편이 속도론적으

로 더 유리할 것으로 판단된다.

11Al 합금의 A800 시편은 A700 시편과 유사하게 β-Mn 상

이 형성되어 있는 미세조직을 보이며(그림 3d), 9Al 합금에서

는 동일한 열처리 조건에서 β-Mn 상이 형성되지 않은 관찰 

결과와 비교하면, Mn 함량이 비슷한 수준인 두 합금에서 이

러한 차이가 보이는 점이 흥미롭다. 두 합금을 550 ℃에서 장

시간 유지했던 경우에도 9Al 합금에서는 10,000분이 경과해

야 β-Mn 상이 형성되는 반면, 11Al 합금에서는 300분 경과 

후에 β-Mn 상이 형성되어 현저하게 빠른 상변태를 보이는 것

으로 보고된 바 있다[30]. 이러한 관찰 결과들을 종합하면 Al 

함량이 높을수록 β-Mn 상의 형성이 촉진된다고 판단되며, 열

역학적으로 오스테나이트와 β-Mn 상의 자유에너지(free 

energy) 차이, 즉 β-Mn상 형성을 위한 구동력(driving force)

이 Al 함량에 따라 증가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β-Mn 상이 형

성된 점과 더불어 11Al 합금의 A700 및 A800 시편의 미세조

직에서 특징적인 부분은 오스테나이트의 재결정이 지연된 

점이다. 이는 동일한 열처리 온도의 9Al 합금 시편들과 비교

하면 확연하게 대비되며, 이러한 재결정의 지연은 재결정립 

형성이 용이한 shear band, 상경계, 입계 등의 장소를 β-Mn 

상이 선점하였기 때문으로 이해할 수 있다. 11Al 합금의 

A800 시편에서 또 하나의 특이한 점은 β-Mn 결정립계와 β

-Mn/오스테나이트의 상경계에 미세한 페라이트 결정립들이 

관찰되는 것이다(그림 3d). 어닐링 열처리 이전부터 존재하

던 페라이트 결정립들은 압연방향으로 연신된 형태를 열처

리 후에도 유지하고 있으므로, β-Mn 입계 또는 상경계에 분

포하는 미세한 다각형의(polygonal) 페라이트 결정립들은 어

닐링 열처리 온도인 800 ℃에서 새로 형성된 것이다. 이와 같

은 신규 페라이트의 형성은 균질화 열처리온도인 1050 ℃에 

비하여 낮은 어닐링 열처리 온도인 800 ℃에서 페라이트가 

더 안정하여 평형 분율이 높아지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11Al 

합금의 A900 시편은 β-Mn 상이 형성되지 않고, 오스테나이

트와 페라이트로 구성된 미세조직을 보인다(그림 3e). 오스

테나이트는 재결정이 이루어진 모습을 보이며, 평균 결정립 

크기는 3.6 μm로 측정되었다. 페라이트는 A800 시편에서와 

유사하게 어닐링 열처리 전부터 존재하던 압연방향으로 연

신된 결정립들과 어닐링 열처리 중에 새로 오스테나이트 결

정립계에 형성된 미세한 결정립들이 모두 관찰되었다.

Al 함량이 높은 경량철강에서는 미세조직 내에 규칙상

(ordered phase)이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 규칙화는 격자 내

에서 원자들이 무작위적인 분포에서 벗어나 규칙적인 분포

를 갖는 현상으로, 전위 이동에 의한 소성 유동을 제한함으로

써 인장강도를 증가시키고 연성을 저하한다. 오스테나이트

에서 형성되기 쉬운 규칙상으로는 L12 구조의 (Fe,Mn)3Al 또

는 L12의 체심 위치에 C 원자가 존재하는 E21 구조의 

(Fe,Mn)3AlC (κ-탄화물)이 있으며, L12과 E21 구조는 매우 유

사하고 실험적으로 구별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본 연구에

서는 통칭하여 κ-탄화물로 표기하였다. 페라이트에서 형성되

기 쉬운 규칙상으로는 B2 구조의 FeAl과 D03 구조의 Fe3Al

가 있다. 앞에서 EBSD 분석 결과를 이용하여 미세조직을 관

찰하였으나, 미세조직 내에 규칙상이 존재하는 경우, 유사한 

결정구조를 갖는 불규칙상(disordered phase)의 Kikuchi 패턴

과 구별이 어렵기 때문에, EBSD 분석에서는 규칙상의 존재 

여부에 대한 정보를 얻기 어려운 단점이 있다. 따라서 규칙상

을 포함한 미세조직 구성상의 변화를 조사하기 위하여 X선 

회절분석을 수행하였고, 그 결과를 그림 4에 나타내었다. 

9Al 합금의 경우에는 CR 시편과 모든 열처리된 시편에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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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X-ray diffraction profiles of (a) 9Al and (b) 11Al alloy 
specimens.

Fig. 5. Phase fraction of 11Al alloy specimens measured by 
EBSD analysis.

Fig. 6. Vickers hardness of 9Al and 11Al alloy specimens.

칙상의 형성을 나타내는 회절피크가 뚜렷하게 관찰되지 않

는다(그림 4a). EBSD 분석에서는 관찰되지 않았던 β-Mn 상

의 회절피크가 A700 시편에서 약하게 관찰되고, 페라이트의 

회절피크도 700 ℃ 이상의 온도에서 열처리된 시편에서 공

통적으로 관찰되나, EBSD 분석이 안 되었을 정도로 미세하

고 분율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 11Al 합금의 경우 CR 시편에

서는 오스테나이트와 페라이트의 회절피크만 관찰되나, 550 

℃ 이상의 온도에서 열처리된 시편들에서 공통적으로 D03 

회절피크가 존재하며, 550~800 ℃에서 열처리된 시편들에서

는 공통적으로 κ-탄화물 회절피크가 관찰되었다(그림 4b). β

-Mn 상의 회절피크는 EBSD 분석 결과와 같이 550~800℃에

서 열처리된 시편들에서만 나타났다. 이상의 X선 회절분석 

결과로부터 Al 함량이 높은 11Al 합금이 9Al 합금에 비해 전

반적으로 규칙화 경향이 높다고 판단된다.

미세조직 분석을 통하여 열처리에 의해 다양한 상이 형성

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된 11Al 합금 시편들의 EBSD 분석 결

과로부터 측정된 FCC(오스테나이트, κ-탄화물), BCC(페라

이트, D03) 및 β-Mn 상의 분율을 그림 5에 나타내었다. β-Mn

은 어닐링 온도 700 ℃에서 상분율이 가장 높고 800 ℃에서

는 39.0%로 낮아지며 900 ℃에서는 관찰되지 않았다. 이 결

과로부터 오스테나이트에서 β-Mn으로의 상변태가 가장 활

발하게 일어나는 온도는 700 ℃ 부근이며, 이보다 높은 온도

에서는 β-Mn 핵생성을 위한 구동력이 저하되고, 이보다 낮은 

온도에서는 C를 포함한 용질 원소의 확산이 상대적으로 느

려져 상변태에 시간이 더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페라이

트(D03 포함)는 어닐링 온도 700 ℃까지는 상분율이 10% 미

만으로 증가 또는 감소의 뚜렷한 경향을 보이지 않으나, 800, 

900 ℃에서는 각각 16.8, 18.4%로 현저하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오스테나이트(κ-탄화물 포함)는 기지상으로서 다른 

상들이 활발하게 형성될수록 분율이 낮아지는 경향을 나타

내었다.

3.2. 경도 및 인장특성

9Al 및 11Al 합금 시편들의 경도 측정 결과를 그림 6에 나

타내었다. 9Al 합금의 경우 ST 시편의 경도는 202 HV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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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Tensile test results: (a) tensile strength, (b) total 
elongation, (c) stress-strain curves of 9Al alloy, (d) stress-strain 
curves of 11Al alloy.

Fig. 8. SEM fractographs of (a) ST, (b) CR, (c) A550, (d) A700, 
(e) A800 and (f) A900 tensile specimens of 9Al alloy.

냉간압연에 의해 경도가 크게 증가하여 CR 시편은 451 HV로 

측정되었다. 냉간압연된 조직에 큰 변화가 없었던 9Al 합금 

A550 시편은 464 HV로 CR 시편보다 약간 높은 값을 보였으

며, 이러한 경도 상승은 550 ℃에서 유지하는 동안 오스테나

이트 입내에 미세하게 κ-탄화물이 형성되기 때문으로 추정된

다. 한편 재결정이 진행 중인 9Al 합금 A700 시편과 재결정 

완료 후 결정립 성장이 진행된 A800, A900 시편들은 경도가 

각각 335, 277, 243 HV로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11Al 합금의 ST 시편의 경도는 264 HV로 9Al 합금의 ST 

시편에 비해 높은 값을 나타내며, 이는 상대적으로 작은 결정

립 크기와 높은 규칙화 경향의 영향으로 사료된다. 11Al 합

금의 CR 시편은 경도가 454 HV로 9Al 합금의 CR 시편과 유

사한 수준의 값을 보이나, A550 시편은 531 HV로 9Al 합금

의 A550 시편보다 높은 값을 보이며, 이러한 경도 증가는 

9Al 합금에서는 없었던 β-Mn 상의 형성이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 β-Mn 상이 다량 형성되었던 11Al 합금의 

A700 및 A800 시편들의 경도는 각각 774, 633 HV로 매우 높

은 값을 보이며, β-Mn 상의 분율 변화가 경도 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11Al 합금의 A900 시편

은 경도가 378 HV로 A700 및 A800 시편들에 비해 크게 감소

하였고, 이는 미세조직 중에 β-Mn 상이 형성되지 않은 점과 

오스테나이트가 재결정된 점에 기인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유사하게 재결정된 오스테나이트와 페라이트로 구성되어 있

는 11Al 합금의 ST 시편보다는 경도가 약 90 HV 높은 수준

이며, 이러한 경도 차이는 A900 시편의 오스테나이트 결정립 

크기가 상대적으로 더 작은 것의 영향이 크다고 사료된다.

9Al 및 11Al 합금 시편들의 인장시험 결과 측정된 인장강

도와 총연신율 및 응력-연신율 곡선을 그림 7에 나타내었다. 

9Al 합금의 인장강도는 ST 시편의 757 MPa에서 냉간압연에 

의해 약 1,600 MPa까지 증가하였다가 700 ℃ 이상의 열처리 

온도에서는 재결정 및 결정립 성장에 의해 감소하며(그림 

7a), 이러한 인장강도의 변화는 그림 6의 경도 변화와 그 양

상이 매우 유사하다. 9Al 합금의 총연신율은 인장강도가 높

은 CR 및 A550 시편에서 약 8% 수준으로 낮고, 열처리 온도

가 높을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며(그림 7b), 결과적으로 

A800 시편의 경우 인장강도 970 MPa, 총연신율 50% 수준의 

우수한 특성을 보인다.

한편 11Al 합금의 인장강도는 냉간압연에 의해 약 1700 

MPa까지 증가하였다가, 열처리에 의해 감소된 결과를 보이

며(그림 7a), 미세조직 내에 β-Mn 상을 포함하는 11Al 합금

의 A550, A700, A800 시편의 경우에는 항복점에 도달하기 

전에 파단이 일어나 총연신율이 거의 0일 정도로 취약함을 

볼 수 있다(그림 7d). 반면 미세조직 내에 β-Mn 상이 존재하

지 않고 오스테나이트가 재결정된 A900 시편은 27% 수준의 

양호한 총연신율과 동시에 1,170 MPa의 높은 인장강도를 얻

을 수 있음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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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SEM fractographs of (a) ST, (b) CR, (c) A550, (d) A800 
and (e) A900 tensile specimens of 11Al alloy.

3.3. 파괴 거동

앞서 9Al 및 11Al 합금의 제조 공정에 의해 미세조직이 크

게 변화하는 것을 확인한 바 있으며, 그에 따른 파괴 거동의 

변화를 조사하고자 파단된 인장시편의 파면을 SEM으로 관

찰하였다. 그림 8은 9Al 합금 시편들의 파면 이미지를 보이

며, ST 시편의 경우 딤플(dimple) 구조가 발달한 연성파면을 

관찰할 수 있다(그림 8a). 냉간압연된 CR 시편에서는 연성파

면도 관찰되는 한편, 폭방향으로 취성파면도 많이 볼 수 있다

(그림 8b). 대체로 취성파면 중심부에는 폭방향으로 균열

(secondary crack)이 길게 형성되어 있는 것이 관찰된다. 9Al 

합금의 열처리된 시편들(그림 8c~e)에서도 공통적으로 연성

파면과 취성파면이 함께 관찰되며, 취성파면의 형태와 내부

에 균열이 형성되어 있는 양상도 모두 CR 소재와 유사하다. 

이러한 형태의 취성파면과 균열의 존재는 냉간압연된 소재

에서만 관찰되었으며, 냉간압연 이후의 열처리에 따른 재결

정 등의 미세조직 변화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점을 고려하

면, 냉간압연 중에 변형이 집중되는 shear band 또는 결정립

계 등에 미세한 균열이 형성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미리 형

성되어 있던 미세한 균열이 인장변형 도중 성장하고, 균열 주

위에 응력이 집중되면서 국부적으로 벽개에 의해 사진에서 

관찰되는 형태의 취성파면이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파

단 전에 네킹(necking) 부위에서는 3축응력 상태가 되어 인장 

방향 이외의 방향으로도 인장응력을 받게 되므로, 미세한 균

열의 성장, 합체 등이 일어나기 용이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9Al 합금은 연성이 우수한 소재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냉간압

연 중에 미세 균열이 형성된다면, 향후 균열 형성 장소와 메

커니즘에 대하여 심화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그림 9는 11Al 합금 시편들의 파면 이미지를 보이며, ST 

시편의 경우 전체적으로 연성파면을 보인다(그림 9a). CR 시

편의 경우 연성파면과 더불어 입내 또는 입계를 따라 형성된 

것으로 보이는 취성파면이 관찰되며, 취성파면 중에는 9Al 

합금의 CR 시편에 존재하였던 것과 유사하게 폭방향으로 길

게 형성되고 내부에 균열을 포함하는 파면도 역시 관찰된다

(그림 9b). 11Al 합금의 A550 및 A800 시편은 전체적으로 취

성파면을 보이며(그림 9c,d), A700 시편의 경우에는 취성이 

매우 심하여 파면 이미지를 얻지 못하였으나, A800 시편과 

유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시편들은 공통적으로 열처리 중

에 미세조직 내에 β-Mn 상이 형성된 시편들로서(그림 3b-d), 

인장시험시 탄성영역에서 파단이 되어 거의 연신되지 않았

다. 이와 같이 Fe-Mn-Al-C계 합금이 β-Mn 상 형성에 의해 취

약해지는 현상은 기존의 연구 문헌에서도 보고된 바 있다 

[22,30-34]. Schmatz[31, 32]는 7~13 wt% Al, 20~40 wt% Mn, 

0.1~1.0 wt% C의 조성범위를 갖는 Fe-Mn-Al-C계 합금에 대

한 연구를 통하여, Mn과 Al 함량이 높을수록 β-Mn 상이 형

성되어 취약해지는 경향이 높다고 하였고, Kayak[33]은 Mn 

함량이 약 30 wt%인 Fe-Mn-Al-C계 합금의 열처리 과정에서 

주로 오스테나이트 입계에 β-Mn 상이 형성되어 취약해진다

고 하였으며, Krivonogov 등[34]도 유사한 합금을 750 ℃ 이
하에서 열처리함에 따라 입계에서부터 β-Mn 상이 형성되고 

매우 취약해진다고 보고하였다. Kalashnikov 등[22]은 9 wt% 

Al, 0.9 wt% C를 함유하고 30 wt% 이상의 Mn을 함유하는 합

금을 550 ℃에서 장시간 유지하는 경우 β-Mn 상이 형성되고 

극히 취약해진다고 하였으며, Lee 등[30]은 11Al 합금을 균

질화 열처리 후 냉간압연 하지 않고 550 ℃에서 유지하면 약 

300분 경과 후 입계 또는 상경계에 β-Mn 상이 형성되기 시작

하고, 파단시 균열이 주로 입계와 상경계를 따라 전파되는 것

을 관찰한 바 있다. 이와 같은 취화 현상은 β-Mn 상 특유의 

복잡하고 대칭성이 낮은 결정구조로 인해 전위의 이동에 필

요한 슬립계(slip system)가 발달하기 어려워 소성변형을 수

용하지 못하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β-Mn 상이 형성되지 않은 

11Al 합금의 A900 시편은 CR 시편과 유사하게 연성파면과 

더불어 입내 또는 입계를 따라 형성된 것으로 보이는 취성파

면도 관찰된다(그림 9-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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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EBSD analysis results of cross-sectional area beneath the 
fractured surface of 11Al alloy A800 specimen after tensile test: 
(a) phase map overlaid with image quality map and (b) inverse 
pole figure map for the direction normal to the observed plane 
overlaid with image quality map.

β-Mn 상이 형성되어 연성이 저하된 시편에서의 균열 전파 

양상을 관찰하고자 11Al 합금 A800 인장시편의 파단부 근처 

단면에 대한 EBSD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phase map과 

inverse pole figure map을 그림 10에 나타내었다. 미세조직 

내에 균열이 다수 형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전체적

으로 인장 방향에 수직한 방향으로 전파되는 경향을 보인다. 

균열은 주로 β-Mn 상의 입내 또는 β-Mn 상과 인접한 다른 상

(오스테나이트, 페라이트)과의 상경계를 따라 전파되는 경향

을 보이며, 오스테나이트 입내를 가로지르는 부분들도 보인

다. 오스테나이트는 압연에 의해 연신된 형태가 남아 있는 재

결정되지 않은 결정립과 재결정이 된 결정립들이 모두 관찰

되며, 두 종류 모두 결정립내 균열 전파가 관찰된다. 일반적

으로 균열이 전파되다가 연성이 좋은 상을 만나면 진행이 저

지되고 소성변형에 의해 균열 첨단이 뭉툭하게 되거나, 균열 

전파 경로가 바뀌는 경향을 보이는데, 그림 10의 오스테나이

트에서는 그런 양상을 볼 수 없는 것으로 미루어 상당히 취약

해진 상태임을 알 수 있다. A800 시편 조직내 오스테나이트 

연성 저하의 원인은 C 함량 증가에 의한 κ-탄화물 형성으로 

사료된다. 경량철강에서 β-Mn 상이 형성될 때, β-Mn의 C 고

용한도가 페라이트와 유사한 수준으로 낮고, 그로 인해 C 원

자가 오스테나이트로 확산하여 오스테나이트내 C 농도가 증

가하는 현상이 관찰된 바 있다 [30]. A800 시편의 오스테나

이트 분율이 ST 시편에 비하면 절반 수준이고 나머지가 페라

이트와 β-Mn임을 감안하여, 대부분의 C 원자가 오스테나이

트에 농화되었다고 가정하면 오스테나이트내 C 농도가 합금

내 평균 농도의 2배 수준, 즉 대략 1.8 wt%에 가깝게 높아졌

을 것으로 추정된다. C 농도가 높을수록 오스테나이트내에 κ

-탄화물이 형성되기 쉬우며, 실제로 그림 4b의 X선 회절시험 

결과에서 β-Mn 분율이 높은 A700과 A800 시편에서 κ-탄화

물 회절피크가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

림 10에서 균열이 페라이트 입내를 가로지르는 부분은 거의 

관찰할 수 없으며, 페라이트가 일부 D03로 규칙화되었을 것

으로 보이지만 A800 시편에서는 상대적으로 다른 상들에 비

해 연성이 높은 상태일 것으로 사료된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Al 함량이 각각 9, 11 wt%로 다른 

Fe-30Mn-xAl-0.9C 경량철강 합금을 이용하여, 냉간압연 및 

어닐링 열처리 온도가 미세조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기계적 특성 및 파괴 거동의 변화를 조사하여 다음

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Al 함량이 9 wt%인 합금은 냉간압연 후 550~900 ℃의 

온도 범위에서 10분간 열처리하는 동안 다른 상이 거의 형성

되지 않고 오스테나이트 상이 안정하게 유지되며, 열처리 온

도 800~900 ℃에서는 재결정이 완료되어 총연신율 45~55%, 

인장강도 900~1000 MPa의 우수한 인장특성을 보인다. 

2. Al 함량이 11 wt%인 합금은 열처리 온도 550~900 ℃에

서 κ-탄화물 및 D03가 형성되고, β-Mn 상은 550~800 ℃에서 

형성되며 700 ℃에서 가장 활발하게 형성됨을 확인하였다. β

-Mn 결정립은 shear band와 오스테나이트/페라이트 상경계

에서 우선적으로 핵생성되고, 주로 오스테나이트를 잠식하

면서 성장하며, 그 영향으로 오스테나이트의 재결정은 β-Mn 

상이 형성되지 않는 Al 함량이 9 wt%인 합금에 비하여 지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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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β-Mn 상이 형성된 시편은 경도가 크게 증가하는 반면 

연성은 극히 저하된다. 이러한 시편은 취성파면을 보이고, 균

열이 주로 β-Mn 결정립내 또는 β-Mn과 인접한 다른 상(오스

테나이트, 페라이트)과의 상경계를 따라 전파되며, 오스테나

이트 결정립내를 가로지르는 모습도 관찰되었다. β-Mn 형성

시 오스테나이트 내의 C 농도 증가에 의해 κ-탄화물이 형성

되어 오스테나이트도 연성이 저하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4. Al 함량이 11 wt%인 합금을 900 ℃에서 열처리하는 경

우, β-Mn이 형성되지 않고 오스테나이트도 재결정이 완료된 

미세조직을 얻을 수 있으며, 인장강도 1,170 MPa, 총연신율 

27%의 우수한 인장특성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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