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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공석강에서 합금원소 Cr, Si 첨가 및 상변태 온도가
미세조직 변화와 인장성질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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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mperature on the Microstructures and Tensile Properties of Hyper-Eutectoid 

Ste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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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s of alloying elements, especially Cr and Si, and transformation temperature on the 
microstructures and mechanical properties of hyper-eutectoid steels were investigated. Increases in Si and 
Cr changed the morphology of cementite in upper bainite, while the morphology of pearlite seemed to be 
unchanged by the amount of alloying elements, except for variation in interlamellar spacing. Increasing Si 
and Cr content also caused increases in tensile strength and a reduction of area of the steels containing 
pearlitic microstructure, while  decreasing tensile strength and reduction of area in steels transformed into 
upper bainitic microstructure. The tensile strength of steels consisting of pearlite, upper bainite and a 
mixture of pearlite and upper bainite, can be expressed with the equation σ σ ･λ ･σ ･λ ･. The values calculated using the above equation coincided well with the measured tensile 
strength of hyper-eutectoid steels containing Cr and 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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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교량 및 건축구조물에 사용되는 건설용 강선은 교량의 초

장대교화 및 건축물의 초대형화 추세에 맞추어, 고강도화를 

목적으로 상변태 온도제어에 의한 미세조직의 개선은 물론 

탄소함량의 증가 및 일부 합금원소 첨가의 방향으로 기술발

전이 진행되고 있다 [1-7,28-30]. 탄소함량 증가에 의한 과공

석화는 펄라이트의 강화상인 시멘타이트 분율 증가에 의한 

강도 상승효과가 우수하나, 중심편석으로 인한 초석 시멘타

이트 발생 등의 문제로 강선이 함유할 수 있는 탄소함량의 한

계가 존재한다.

또한 펄라이트 미세조직으로 구성된 과공석강에서 높은 

강도를 유지하는데 효과가 커서 산업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합금원소로 Cr과 Si를 들 수 있다. 합금원소 Cr은 펄라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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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상간격 미세화 효과를 갖는 원소로써 강도의 증가는 물론 

가공경화율을 상승시키는 효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8-12]. Si는 펄라이트 중 페라이트에 고용되는 원소로써 고

용강화 효과를 가지며, 교량용 강선의 내식성 향상을 목적으

로 실시하는 용융 아연도금 처리시 구형 시멘타이트 성장을 

지연시키므로 강도저하 방지효과를 갖는다 [13]. 그러나 Cr

을 과다 첨가한 경우 경화능의 증가로 냉각 중 마르텐사이트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Si 함량의 증가에 따른 제조과정 중 

탈탄의 심화 및 과다 합금 첨가에 의한 연성의 저하 등 부작

용 발생의 우려로 인하여, 첨가하는 합금원소의 양이 제한되

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고강도 과공석강의 연성 확보를 위한 노력으로 가공

경화율이 높은 펄라이트 미세조직을 대체할 수 있는 미세조

직으로써 상부 베이나이트가 관심을 받고 있다. 상부 베이나

이트는 펄라이트에 비하여 낮은 가공경화율을 가지고, 신선

가공성이 우수한 장점이 있다는 것이 보고되었다 [14-17]. 



박정훈･정신웅･남원종 461

Table 1. The compositions of the hyper-eutectoid steels used in 
this work.

(wt%)
C Mn Si Cr S P

Steel A 0.92 0.30 0.50 0.17 0.0087 0.0073
Steel B 0.92 0.49 1.27 0.30 0.0077 0.0024

Fig. 1. The measurements of mean free path in pearlitic and bainitic microstructures of hyper-eutectoid steels. (a) Steel A, pearlite, (b) 
Steel A, upper bainite, (c) Steel B, upper bainite.

Tarui 등 [13]은 상부 베이나이트 85%와 펄라이트 15%로 구

성된 미세조직을 갖는 소재의 기계적성질 (인장강도 1183 

MPa, 단면감소율 60.8%)이 펄라이트 강의 기계적성질 (인장

강도 1090 MPa, 단면감소율 45.4%)보다 우수하다고 보고하

였다. 상부 베이나이트는 펄라이트에 비하여 시멘타이트의 

길이가 짧고 시멘타이트 간의 간격이 크기 때문에 가공경화

율은 낮고 신선가공성이 우수하다. 그러나 이러한 상부 베이

나이트 관련 연구는 대부분 합금원소가 소량 첨가된 공석강 

또는 과공석강에 국한되었으며 신선가공 공정에 집중되었기 

때문에, 합금원소 함량이 증가한 고강도 과공석강에서의 미

세조직 및 이에 따른 기계적성질 변화에 대해서는 이해가 부

족하다. 따라서 과공석강의 고강도화, 즉 기계적성질 향상을 

위해서는 합금원소 Si와 Cr의 영향 및 상변태 온도에 따른 미

세조직 변화와 이에 따른 기계적성질 변화에 대한 이해가 필

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합금원소 Si와 Cr 함량이 다른 두 가지 과공

석강에서 항온변태 온도 조건에 따른 미세조직 변화를 관찰

하였고, 미세조직 변화에 수반되는 기계적성질을 분석하였

으며, 평균자유행로 (mean free path, MFP)를 측정하여 펄라

이트, 상부 베이나이트 및 펄라이트와 상부 베이나이트 혼합 

조직의 인장강도를 예측하였다.

2. 실험방법

표 1의 화학성분을 갖는 직경 4 mm 강선을 이용하여 상변

태 온도에 따른 미세조직 및 기계적성질을 측정하였다. Steel 

A에는 탄소함량 0.92%를 기본으로 Cr을 0.17% 첨가하였고, 

Steel B에는 Si 1.27%와 Cr 0.30%를 첨가하여 원소첨가의 효

과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항온변태 열처리 조건을 설정하기 위하여, 직경 3 mm, 길

이 10 mm의 시편을 제작하고 딜라토미터 (dilatometer)를 이

용하여 각 강종에 대한 항온변태 곡선을 작성하였다. 딜라토

미터 실험은 시편을 950 ℃까지 20 ℃/sec의 속도로 승온 및 

30초간 유지 후, 350~650 ℃의 온도범위에서 상변태 온도를 

설정하고 목표 온도까지 급냉하여 항온변태 하였다.

상변태 온도가 미세조직과 기계적성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딜라토미터 실험 결과를 근거로 가열조건

을 950 ℃에서 5분간 유지 후, 350~650 ℃의 염욕에서 항온

변태를 실시하였다. 550 ℃ 이상의 상변태 온도에서 주로 펄

라이트 변태가 이루어지므로 5분으로 유지시간을 설정하였

고, 500 ℃ 이하의 온도 범위에서는 상부 베이나이트 변태가 

주로 발생하므로 상변태에 필요한 유지시간을 확보하기 위

하여 1시간으로 유지시간을 설정하였다.

기계적성질은 상온에서 만능인장시험기를 이용하여 측정

하였고, 미세조직 관찰은 2% 나이탈 용액에서 엣칭하여 주

사전자현미경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SEM)으로 관

찰하였다. 항온변태한 시편의 시멘타이트 분포를 관찰하기 

위해 투과전자현미경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e 

TEM)을 이용하였고, 시편은 박막 제조 후 메탄올 75%와 질

산 25% 혼합용액에서 제트 폴리싱 (jet polishing)을 이용하

여 제작하였다. 본 연구에서 펄라이트와 상부 베이나이트의 

MFP 측정은 정량적 분석을 위해, 각각의 조건에 대해 배율 

5,000~15,000배의 SEM 사진 최소한 20장에서 그림 1과 같

이 지름 D의 원을 그리고 원주와 교차하는 시멘타이트의 개

수 N을 측정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얻어진 평균자유간격 

(mean random spacing)을 2로 나누어 평균진간격 (mean true 

spacing)을 구하였다 [18].

Mean random spacing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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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Isothermal transformation curves of hyper-eutectoid steels. 
(a) Steel A, (b) Steel B

Fig. 3. SEM micrographs of Steel A specimens, isothermally transformed at 400~600 ℃.

Mean true spacing = 
 (2)

펄라이트와 상부 베이나이트 혼합조직에서의 인장강도 예

측을 위해 Image-Pro Plus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영상분석

기 (image analyzer)에서 펄라이트와 상부 베이나이트의 분

율을 측정하였다.

3. 결     과

3.1. 항온변태 곡선

Steel A와 Steel B의 항온변태 열처리 조건 설정을 위한 딜

라토미터 실험결과를 그림 2에 나타내었다. Steel A의 경우 

550~650 ℃에서 펄라이트가 생성되었고 항온변태 과정이 약 

8~25초 구간에서 이루어졌으며, 350~450 ℃ 온도 구간에서

는 상부 베이나이트가 생성되었고 변태 완료시간은 약 

200~800초 전후로 관찰되었다. 한편 Si와 Cr을 많이 함유하

고 있는 Steel B는 Steel A에 비해 펄라이트 영역과 베이나이

트 영역이 비교적 뚜렷하게 분리되는 경향을 보였다. Steel B

의 항온변태는 펄라이트 생성 구간인 600~650 ℃ 경우 10초 

수준에서 상변태가 시작되어 20초에서 상변태가 종료되었으

며, 350~550 ℃ 구간에서는 상변태 온도가 낮아질수록 상변

태 완료시간이 지연되어 종료시간이 500 ℃에서 7분, 400 ℃
에서는 약 1시간 소요되었다.

3.2. 항온변태 온도에 따른 미세조직 변화

Steel A와 Steel B를 400~600 ℃ 구간에서 항온변태한 미

세조직을 그림 3과 4에 나타내었다. 두 강종 모두 550 ℃ 이
상의 온도에서 항온변태시 펄라이트 조직이 관찰되었으며, 

변태온도에 따른 펄라이트 형상 변화 없이 그림 5에서와 같

이 변태온도의 저하에 따라 층상간격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

였다. 펄라이트 변태온도 구간에서의 층상간격은 Cr과 Si가 

더 많이 첨가된 Steel B가 Steel A보다 더 미세하였다.

반면, 450 ℃ 이하의 온도 구간에서 두 강종 모두 상부 베이

나이트가 생성되었으며, 화학성분 차이에 따라 Steel A와 

Steel B의 상부 베이나이트 형상에 큰 차이를 보였다. 그림 3

에 나타낸 Steel A의 상부 베이나이트는 Nishida 등 [8]에 의

해 보고된 공석강 또는 0.2% Cr을 함유한 과공석강의 펄라이

트 변태온도 이하에서 발생하는 상부 베이나이트와 같은 형

상을 보였으며, 변태온도가 낮아질수록 시멘타이트의 형상이 

미세해지는 경향을 보였다. 상부 베이나이트에서는 그림 

3-(c)~(e)에서 볼 수 있듯이 페라이트 기지에 존재하는 시멘타

이트의 형상은 펄라이트에 존재하는 시멘타이트보다 길이가 

짧으며 두께가 두꺼우나, 상당히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다. 

500 ℃에서 항온변태 한 경우는 그림 3-(c)에서와 같이 펄라

이트 (P)와 상부 베이나이트 (B)가 공존하는 혼합 미세조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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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SEM micrographs of Steel B specimens, isothermally transformed at 400~600 ℃.

Fig. 5. Interlamellar spacing of samples, isothermally transformed 
at 550~650 ℃.

Fig. 6. TEM micrographs of Steel A specimens, isothermally transformed at 500 ℃. (a) Mixture of pearlite and upper bainite, (b) Area 
marked as A in (a), (c) Area marked as B in (a), (d) Upper bainite, (e) Area marked as C in (d), (f) Area marked as D in (d).

존재한다. 그림 6에 500 ℃에서 항온변태하여 생성된 펄라이

트와 상부 베이나이트 혼합 미세조직의 TEM 사진을 나타내

었다. 그림 6-(b)의 펄라이트와 그림 6-(e)의 상부 베이나이트 

같은 전형적인 미세조직 이외에도 그림 6-(f)에서와 같은 특

이한 형상의 시멘타이트 입자들의 분포도 관찰되었다.

한편 Cr과 Si가 많이 첨가된 Steel B의 경우, 500 ℃ 이하 

변태온도에서의 상부 베이나이트 형상은 Steel A와 큰 차이

가 있다. Steel B에서는 이전까지 보고되지 않은 형태의 탄화

물을 함유한 상부 베이나이트 미세조직이 관찰되었다. 

Pickering [19]에 의하면 과공석 탄소강에서의 상부 베이나이

트와 하부 베이나이트의 구분은 상변태 온도 350 ℃를 기준

으로 하며, 기지조직인 페라이트가 래스 (lath) 형상을 갖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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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TEM micrographs of Steel B specimens, isothermally transformed at (a) and (d) 400 ℃, (b) and (e) 450 ℃, (c) and (f) 500 ℃.

Fig. 8. XRD diffraction patterns of samples, isothermally
transformed at 450 ℃ and 600 ℃.

다. 그림 4에서 관찰된 탄화물들은 상변태 온도 증가에 따라 

형상은 크게 변화하지 않았으나 탄화물의 두께가 다소 증가

하는 경향을 보였다. 상부 베이나이트에서의 탄화물 분포를 

자세히 고찰하기 위해 400~500 ℃에서 항온변태한 시편의 

TEM 사진을 그림 7에 나타내었다. 그림 4의 SEM 사진과 그

림 7의 TEM 사진에서 탄화물 입자들의 크기와 분포가 유사

하게 관찰되었다. 같은 상부 베이나이트 미세조직이지만 

Steel B에서 관찰된 탄화물의 형상은 Steel A의 탄화물보다 

다소 길이는 짧고 두께는 더 두꺼운 형상으로 관찰되었다. 또

한 500 ℃에서 항온변태한 경우 Steel B에서도 대부분이 상

부 베이나이트로 구성되어 있으나 일부 펄라이트가 잔존함

을 그림 4와 7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두 강종의 상부 베이나

이트 탄화물 형상차이는 화학성분 차이에서 기인하는 것으

로 판단되며, 이러한 특이한 형상의 탄화물을 확인하기 위하

여 XRD 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그림 8에 나타내었다. 그림 8

에서 알 수 있듯이 페라이트와 시멘타이트 피크 (peak) 만이 

존재하였으며, 따라서 두 강종의 펄라이트 (변태온도 600 ℃)

와 상부 베이나이트 (변태온도 450 ℃)가 함유한 탄화물은 형

상이 다르나 같은 시멘타이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500 ℃에서 항온변태한 경우 두 강종 모두 미세조직이 상

부 베이나이트와 펄라이트로 구성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

었으며, 그림 4-(c)의 A와 같이 덩어리 형태로 보이는 미세조

직은 마르텐사이트로 의심되었으나 배율을 확대하여 관찰한 

결과 미세한 펄라이트가 뭉친 형태로 다소 층상간격이 큰 펄

라이트 (그림 4-(c)의 B)와 다른 모양으로 관찰되었음을 확인

하였다. 한편 변태온도가 더 낮아질수록 두 가지 강종 모두 

상부 베이나이트의 시멘타이트 입자크기가 미세하게 작아지

는 경향을 보였으며, 특히 Steel B의 경우 시멘타이트의 두께

가 온도저하에 따라 감소하였다.

3.1. 기계적 성질 변화

과공석강에서 항온변태 온도가 인장강도와 단면감소율에 

미치는 영향을 그림 9에 나타내었다. 두 강종 모두 550~650 

℃ 온도 구간에서 펄라이트 미세조직을 가지며, 상변태 온도

가 낮아질수록 층상간격 미세화 효과로 그림 9-(a)에서와 같

이 인장강도가 증가한다. 특히 Steel B는 합금원소가 많이 첨

가되어 Steel A보다 층상간격이 미세하며 (그림 5), 또한 고

용강화 효과도 작용하여 인장강도가 Steel A보다 높게 관찰

된다. 한편 상변태 온도가 550 ℃ 이하로 낮아짐에 따라,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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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Mechanical properties of isothermally transformed hyper-eutectoid steels. (a) Tensile strength, (b) Reduction of area.

Fig. 10. The relationship between measured mean free path and 1/
ΔT in hyper-eutectoid steels, isothermally transformed at various 
temperatures.

강종 모두 500 ℃ 근처의 일부 온도 구간에서 인장강도 저하

현상이 관찰된다. 이 구간은 펄라이트와 상부 베이나이트가 

공존하는 변태온도 구간으로, 미세 펄라이트에 비해 500 ℃
에서 생성된 상부 베이나이트의 강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발

생하는 현상이다. 이러한 경향은 과공석강을 소재로 Ochiai 

등 [20]이 보고한 결과와 일치하며, 본 연구에서 SEM 및 

TEM으로 미세조직을 관찰한 결과와 일치한다.

펄라이트와 상부 베이나이트 미세조직을 비교하면 펄라이

트의 경우 가늘고 긴 형태의 시멘타이트 형상을 보이나, 베이

나이트의 경우 상대적으로 두껍고 길이가 짧은 형태의 시멘

타이트 형상을 보이고 있다. 550 ℃에서 500 ℃로 변태온도

가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인장강도 저하가 발생하는 이유는 

펄라이트와 베이나이트에 분포하는 시멘타이트의 형상 차이

에 따른 MFP의 변화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500 ℃는 

상부 베이나이트 변태온도 구간 중 높은 온도 영역이므로, 이

에 따라 낮은 상변태 온도에서 생성되는 상부 베이나이트에 

비해 시멘타이트 입자들은 조대한 경향을 나타낸다. 반면 

500 ℃는 펄라이트 변태온도 구간 중 낮은 온도 영역이므로, 

이 때 생성되는 펄라이트는 층상간격의 감소와 더불어 생성

되는 시멘타이트의 두께가 얇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이유로 500 ℃의 혼합조직에서 상부 베이나이트는 미세 펄

라이트보다 큰 MFP를 가지므로 상대적으로 낮은 강도를 갖

게 된다. 따라서 500 ℃에서 생성된 혼합 조직의 강도는 

100% 미세 펄라이트로 구성된 경우와 100% 상부 베이나이

트로 구성된 경우 나타나는 강도값 사이에 위치하게 된다 

[21,22].

한편 펄라이트 경우와 반대로 상부 베이나이트 영역에서 

Steel A의 인장강도가 Steel B보다 크게 관찰되는 것은 합금

성분 차이에 따른 시멘타이트 형상 차이에 기인하며, Steel B

가 Steel A에 비해 시멘타이트 입자 크기가 더 크고 입자간 

거리가 넓게 관찰되어 MFP가 더 크므로 강도가 더 낮게 나

타난다 (그림 10). 

단면감소율은 펄라이트가 형성되는 변태온도의 저하에 따

라 점차 증가하다가 600 ℃에서 피크 (peak)값을 보인 후 550 

℃까지 다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또한 낮은 항온변태 

구간인 상부 베이나이트 영역에서도 변태온도 저하에 따라 

피크값을 보인 후 다시 감소하였다 (그림 9-(b)). 이러한 경향

은 Gensamer 등 [21]이 공석강에 대한 실험에서 관찰한 결과

와 일치한다. 그림 9-(b)와 같은 상변태온도 변화에 따른 단

면감소율의 변화는 550~650 ℃ 온도 구간에서의 피크형성과 

400~550 ℃ 온도 구간에서의 피크형성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550~650 ℃ 변태온도 구간에서의 피크는 펄라이트 영

역에서 변태온도 감소에 따른 층상간격 미세화에 의한 단면

감소율 증가현상과, 500 ℃ 부근의 펄라이트와 상부 베이나

이트 혼합조직 형성 구간에서 단면감소율 감소현상으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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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형성된다. 이러한 혼합조직 존재구간에서 단면감소율 

저하는 인장시험시 서로 다른 미세조직인 상부 베이나이트

와 펄라이트 사이의 계면박리 현상 및 상부 베이나이트 내부 

시멘타이트에서의 공공 (void) 발생에 기인한다고 보고된 바 

있다 [2]. 한편 400~550 ℃ 온도 구간에서의 피크는 상부 베

이나이트 영역에서 변태온도 증가로 연화효과에 의한 단면

감소율 증가현상과, 500 ℃ 이상 온도의 혼합조직 형성 구간

에서 단면감소율 감소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단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두 강종의 기계적성질로부터 합금성

분 효과를 관찰한 결과에 의하면 펄라이트 변태온도 구간에

서는 합금성분이 더 많은 Steel B가 Steel A보다 인장강도와 

단면감소율이 더 높았으나, 상부 베이나이트 변태온도 구간

에서는 반대로 Steel A가 인장강도 및 단면감소율이 더 높았

다. 이는 펄라이트 구간에서는 합금원소가 많은 Steel B의 더 

미세한 펄라이트 층상간격 영향이 지배적이었고, 상부 베이

나이트 구간에서는 시멘타이트 형상 차이로 Steel A의 MFP

가 더 작은 영향 때문이었다.

4. 고     찰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과공석강은 350~650 ℃ 온도 구

간에서 변태 온도에 따라 펄라이트, 펄라이트와 상부 베이나

이트의 혼합조직, 상부 베이나이트 등 다양한 미세조직으로 

구성된다. 이와 같이 상변태한 과공석강의 인장강도를 예측

하기 위해서는 미세조직 각각에 대한 인장강도를 표현하는 

식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금속의 강도를 표현하는 식은 다음과 

같다 [23].

  Δ Δ Δ Δ (3)

여기서 Δ는 고용강화에 의한 강도증가, Δ는 결

정립 미세화에 의한 강도증가, Δ은 탄화물 또는 석출

물 형성에 의한 강도증가, Δ은 가공경화에 의한 전

위증가가 기여하는 강도증가를 의미한다.

한편 펄라이트의 강도, 는 층상간격에 의해 지배되며, 

아래의 식 (4)로 표현된다.

  ･ (4)

여기서 는 펄라이트의 층상간격을 의미하며, 층상간격

의 측정은 평균진간격 (mean true spacing)을 이용하여 측정

하였다.

상부 베이나이트의 강도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로는 래스 

크기, 래스 내부의 전위분포, 첨가된 원소에 의한 고용강화, 

탄화물 형성에 의한 분산강화를 들 수 있다 [22,24]. 상부 베

이나이트의 경우, 하부 베이나이트나 마르텐사이트와는 달

리 대부분 오스테나이트에 고용된 탄소가 상부 베이나이트

로 변태하면서 시멘타이트로 석출되었으므로 고용탄소의 효

과는 무시할 수 있으며, 그림 6과 7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시

멘타이트들이 미세하게 분포하므로, 시멘타이트 입자간 거

리가 강도에 크게 기여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상부 베이나

이트는 인장시험 중 시멘타이트의 변형 없이 페라이트의 소

성변형이 이루어지므로, 페라이트 내의 전위 이동거리에 해

당하는 입자간 거리를 이용한 강도식을 유추할 수 있다. 따라

서 상부 베이나이트의 인장강도를 아래의 식 (5)로 표현할 수 

있다.

  ･ (5)

여기서 는 상부 베이나이트의 MFP를 의미한다.

한편 과공석강에서 펄라이트, 상부 베이나이트 및 펄라이

트와 상부 베이나이트 혼합조직을 갖는 소재의 강도는 펄라

이트와 상부 베이나이트 각각의 강도와 분율을 고려한 값을 

이용하여 다음의 식 (6)으로 표현할 수 있다.

 ･ ･ (6)

여기서 는 펄라이트 강도, 는 펄라이트 분율, 는 상

부 베이나이트 강도, 는 상부 베이나이트 분율을 의미한다.

펄라이트는 잘 발달된 판상의 시멘타이트가 규칙적인 배

열을 갖는데 비하여, 상부 베이나이트는 상대적으로 시멘타

이트가 무질서하게 배열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림 10에

서와 같이 시멘타이트 입자들 사이의 간격이 1/ΔT (ΔT = 723 

℃ - 항온변태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직선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림 10에서와 같이 펄라이트와 상부 베이나

이트의 MFP가 1/ΔT과 직선적인 관계를 갖는 현상은 Nishida 

등 [16]에 의한 보고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사실을 

이용하면 펄라이트와 상부 베이나이트 각각의 미세조직에 

대하여 강도식 (4)와 (5)를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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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The relationships between MFP and tensile strength of 
hyper-eutectoid steels.

Fig. 12. The comparisons of measured tensile strength with 
calculated tensile strength.

식 (4)를 이용하여 그림 11에서 구한 펄라이트의 강도식은 

Steel A에 대하여  = 0.225･ + 426이며, Steel B에 대

하여  = 0.236･ + 403으로 표현된다. 여기에서 펄라

이트의 계수 는 Steel A가 225 KNm-3/2, Steel B가 236 

KNm-3/2으로, Alexander 등이 보고한 230~340 KNm-3/2 범위

의 값과 일치하였다 [25]. 또한 Song 등 [26]의 보고에 의하면 

펄라이트 조직에서 Cr을 첨가했을 때 가 증가한다고 하였

는데, 본 연구에서도 Cr 함량이 더 많은 Steel B의 가 더 크

게 측정되었다.

한편 펄라이트의 시멘타이트가 잘 발달된 층상 모양을 갖

추는 것과 달리 상부 베이나이트의 시멘타이트는 그림 3과 4

에서와 같이 다소 불규칙성을 띄는 막대 형상을 가지나, 인장

시험을 실시한 경우에는 파단부분 근처에서 시멘타이트들이 

변형이나 파단없이 인장방향과 평행하게 배열되는 경향이 

관찰된다 [11]. 따라서 상부 베이나이트의 강도는 전위이동

이 가능한 거리 MFP를 이용한 식 (5)로 표현할 수 있다. 따라

서 상부 베이나이트의 강도와 MFP 사이의 관계를 그림 11에

서 얻은 식 (5)의 값으로 표현하면 Steel A에 대하여  = 

1.732･ – 3357이, Steel B에 대하여  = 0.561･


 + 416이 얻어진다. Steel A의  값이 음수인 현상은 

상부 베이나이트 강도의 MFP에 대한 의존성을 과장되게 표

현하는 문제점은 있으나, 시멘타이트 입자가 래스 계면에서 

형성되므로 MFP변화에 의한 기여도는 래스크기 변화의 기

여도를 포함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상부 베이나이트 강도 역

시 MFP만을 고려한 경험식으로 적용하였다.

이와 같이 Steel A와 Steel B의 강도식이 크게 다른 이유는 

상부 베이나이트의 시멘타이트 형상 및 분포가 다르기 때문

으로 판단된다. 펄라이트에서 층상간격에 의해 강도가 지배

받는 것과는 달리, 상부 베이나이트의 강도 및 가공경화율은 

시멘타이트 형상 및 분포, 즉 MFP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다 [27].

따라서 펄라이트, 상부 베이나이트 및 펄라이트와 상부 베

이나이트 혼합조직의 인장강도는 다음의 형태의 식으로 표

현 가능하다.

   ･ ･ ･ ･ (7)

식 (7)을 이용한 각 강종의 인장강도를 표현하면 아래의 식 

(8), (9) 들과 같다.

Steel A :  = (0.225･ + 426)･ + (1.732･ - 
3357)･ (8)

Steel B :  = (0.236･ + 403)･ + (0.561･ + 

416)･ (9)

각 온도에서 항온변태한 소재의 인장강도와 식 (8)과 (9)를 

이용하여 계산한 인장강도의 관계를 그림 12에 나타내었다.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식 (8)과 (9)을 이용한 계산값이 실제 

측정값과 유사하였다. 특히 500 ℃의 경우 측정된 펄라이트

와 상부 베이나이트 분율이 Steel A에서 0.65와 0.35, Steel B

에서 0.1과 0.9 이었으므로, 이 분율들과 측정된 MFP를 식 

(8)과 (9)에서 얻은 값에 적용하여 계산하였다. 500 ℃에서 

Steel A의 계산값은 1268 MPa로 측정값인 1257 MPa와 11 

MPa 차이를 보였고, Steel B의 계산값은 1112 MPa로 측정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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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1071 MPa와 41 MPa 차이로 상대적으로 크게 관찰되었으

나, 그림 12에서 알 수 있듯이 전반적으로 R2 값이 0.99 수준

으로 계산값과 측정값의 상관성이 매우 높음을 알 수 있었다. 

한편 550 ℃ 이상에서는 펄라이트 만이 존재하므로 식들에

서  = 0를 적용했으며, 450 ℃ 이하에서는  = 0를 적용

하여 계산하였다.

따라서 펄라이트, 상부 베이나이트 및 펄라이트와 상부 베

이나이트 혼합조직의 인장강도는   ･ ･
  ･ ･ 형태의 식으로 표현 가능함을 

알 수 있었으며, 실제 측정한 값들과 잘 일치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5. 결     론

합금원소 Si와 Cr 함량이 다른 두 가지 과공석강을 

350~650 ℃ 구간에서 항온변태 열처리하여 미세조직 및 기

계적성질 변화를 관찰하고, 그 미세조직 인자를 이용하여 기

계적성질을 예측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항온변태 시험 결과, 0.92C-0.50Si-0.17Cr 강에서는 펄

라이트 변태완료가 약 20초, 350~450 ℃ 구간의 베이나이트 

변태완료가 약 200~800초 전후로 관찰되었다. 한편 

0.92C-1.27Si-0.30Cr 강에서는 0.92C-0.50Si-0.17Cr 강에 비

해 펄라이트 영역과 베이나이트 영역이 비교적 뚜렷하게 분

리되는 경향을 보였으며, 펄라이트 변태완료가 약 20초, 

400~500 ℃ 구간의 베이나이트 변태완료가 약 7분~1시간 전

후로 관찰되었다.

2) 펄라이트 변태온도 구간에서는 합금원소가 적게 함유

된 0.92C-0.50Si-0.17Cr 강이 0.92C-1.27Si-0.30Cr 강보다 인

장강도 및 단면감소율이 낮았으나, 상부 베이나이트 변태온

도 구간에서는 반대로 인장강도 및 단면감소율이 더 높았다. 

이는 펄라이트 구간에서는 0.92C-1.27Si-0.30Cr 강의 더 미

세한 펄라이트 층상간격 영향이 지배적이었고, 상부 베이나

이트 구간에서는 0.92C-0.50Si-0.17Cr 강의 평균자유행로 

(MFP)가 더 작기 때문이었다고 판단된다.

3) Hall-Petch type 식   ･ 에서의 값을 산

출하였는데, 펄라이트 영역에서는 0.92C-0.50Si-0.17Cr 강이 

225 KNm-3/2, 0.92C-1.27Si-0.30Cr 강이 236 KNm-3/2으로 두 

강종에서 유사한 값을 보였으나, 합금원소의 양이 많은 

0.92C-1.27Si-0.30Cr 강에서의 값이 다소 높았으며, 이 값들

은 이전에 보고된 230~340 KNm-3/2 범위의 값과 일치하였다. 

또한 상부 베이나이트 영역에서는  =  + ･를 

적용했을 때 0.92C-0.50Si-0.17Cr 강이 1732 KNm-3/2, 

0.92C-1.27Si-0.30Cr 강이 561 KNm-3/2으로, 두 강종 모두 펄

라이트보다 큰 k값을 나타내었다.

4) 미세조직 중, 상부 베이나이트의 강도는 MFP의 개념을 

이용해   ･ 형태로 표현 가능함을 확인하

였다. 따라서 펄라이트, 상부 베이나이트 및 펄라이트와 상부 

베이나이트 혼합조직의 인장강도는  = ( + ･)･
 + ( ･)･ 형태의 식으로 표현 가능하며, 

실제 측정한 값들과 일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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