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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철강은 주방용품, 가 제품에서 자동차, 선박, 건축

구조물에 이르기까지  산업사회에서 가장 리 사

용되는 소재로서 재도 매년 세계에서 15억톤 이상 

생산되어 사용 에 있다. 이러한 철강소재는 우수한 

물성과 용 성을 가지고 있을 뿐 만 아니라 낮은 제조

원가로 량생산이 가능하므로 향후에도 지속 으로 사

용될 것으로 상된다. 한편, 최근 각종 자연 재해를 

발생시키는 지구온난화 방지를 해  세계 으로 온

실가스 배출 감을 한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으며, 

철강을 비롯한 소재산업 분야에 있어서도 이를 한 많

은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자동차의 경우, 연비향상을 통한 CO2 배출량 감을 

해 차량 경량화에 한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

다. 이로 인해 알루미늄 합  등과 같은 경량 속의 차

량 용 비율이 차 증가하고 있으나, 여 히 철강소

재는 차량 체 무게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한 

소재로 사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에는 철강소재의 

경량화를 한 연구는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나 어 

진행되고 있다. 첫째, 기존 소재 비 높은 강도를 가

지는 고강도 강재를 개발하고 이를 차량에 용하여 

기존 강재 비 차량 당 강재 사용량을 낮춤으로써 차

량을 경량화할 수 있으며, 다음으로 기존 철강소재 

비 도가 낮은 비  경량철강(Lightweight steel)

을 개발하여 이를 차량에 용하는 방법이 있다. 

  경량철강은 Al, Si과 같은 경량원소를 강 에 첨가

하여 기존 철강소재 비 도를 낮춘 소재로서 최근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Al은 Fe 원자보다 가벼울 

뿐 만 아니라 강 에 첨가 시에 격자를 팽창시킴으로

써 강의 도를 낮추는데 있어서 매우 효과 인 원소이

다. 실제 Fig. 1에서 보듯이 1 wt%의 Al을 강 에 첨가 

시, 강의 도가 약 0.1g/cm3 ( 도감소율 1.2%) 감

소한다고 알려져 있다1). 지 까지 가장 활발히 개발되

고 있는 경량철강은 Fe-Mn-Al-C을 기본 성분계로 가

지고 있으며, 략 5-12wt%의 Al을 첨가하여 기존 

철강소재 비 6-15% 도가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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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고에서는 먼  최근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Fe- 

Mn-Al-C계 경량철강의 개발 황에 해 소개하고, 다

음으로 경량철강의 부품 용을 해 필요한 용 특성

에 해 살펴보고자 한다. 

2. 경량철강 개발 황

2.1 경량철강 합 설계  미세조직

  Table 1은 Mn, Al, C의 화학성분 범 에 따른 Fe- 

Mn-Al-C계 경량철강의 미세조직 변화에 해 보여주

고 있다1). 잘 알려진 로 Mn, C은 오스테나이트 안

정화 원소이며, Al은 페라이트 안정화 원소로써 그 첨

가량에 따라 Fe-Mn-Al-C계 경량철강의 미세조직은 

페라이트계, 듀 스계, 오스테나이트계로 각각 나  

수 있다. 즉, 상 으로 낮은 Mn (0~8%), C (0~ 

0.3%) 함량에서는 낮은 Al (5~8%) 함량 하에서도 페

라이트 기지조직을 얻을 수 있는 반면, 높은 Mn (15~ 

30%), C (0.5~1.2%) 함량 하에서는 상 으로 높

은 함량의 Al (8-12%)을 첨가하더라도 오스테나이트 

기지조직을 얻을 수 있다. 다음의 Fig. 2는 20 wt%

의 Mn을 함유한 Fe-20Mn-Al-C 경량철강의 1100, 

1200℃에서 Al, C 함량에 따른 평형상을 보여주고 있

다. 그림에서 보듯이 C 함량이 증가함에 따라 오스테

나이트 (γ) 단상 역이 높은 Al 함량 범 까지 확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Table 1에서 알 수 있듯

이 페라이트계와 오스테나이트계 사이 당한 범 의 

Mn, Al, C을 첨가한 경우에는 오스테나이트와 페라이

트가 공존하는 듀 스 기지조직을 얻을 수 있다. 

  Table 1의 구성상을 보면 페라이트계, 오스테나이트

계, 듀 스계 모두 기지조직과 함께 κ-carbide라는 

석출상을 가지는 것을 알 수 있다. κ-carbide는 규칙

상으로서 (Fe,Mn)3AlCx의 화학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높은 함량의 Mn, Al, C을 함유하는 Fe-Mn-Al-C계 

경량철강에서 압연  용체화 열처리 후 냉각공정 는 

시효열처리 공정 에 주로 석출된다. κ-carbide는 석

출 시 경량철강의 강도를 크게 향상 시킬 수 있어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Fig. 3(a)는 오스테나이트계 

Fe-30Mn-9Al-0.9C-0.5Mo-1Si 경량철강의 시효열

처리 후 미세조직을 TEM으로 찰한 결과이다3). 그

림에서 나노사이즈의 κ-carbide가 오스테나이트 입내

에 규칙상으로 생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 3(b)는 오스테나이트와 규칙상인 κ-carbide에서

의 합 원소 partitioning을 3D-APT로 분석한 결과

이며, 오스테나이트 기지에 비해 κ-carbide 내에서 C, 

Al의 함량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κ-carbide의 석출에 따라 경량철강의 기계

 성질이 크게 좌우되므로 κ-carbide의 석출기구 규

명을 한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어 온 바 있다3-5). 

Fig. 4는 Si, Mo 첨가에 따른 오스테나이트계 Fe-30M- 

9Al-0.9C 경량철강의 시효경화 거동의 변화를 보여주

고 있다. 그림에서 보듯이 Si, Mo 미첨가 합 에 비해 

Si첨가강의 경우 시효경화가 빠르게 발생하며, Mo첨가

강의 경우에는 상 으로 시효경화 속도가 느린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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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Mass density of austenitic Fe-30Mn-1C-xAl light-
weight steel with increasing Al content1)

Ferritic lightweight steel Duplex lightweight steel Austenitic lightweight steel

Composition ranges Fe-(0-8)Mn-(5-8)Al-(0-0.3)C Fe-(5-30)Mn-(3-10)Al-(0.1-0.7)C Fe-(15-30)Mn-(8-12)Al-(0.5-1.2)C

Microstructure 
constituents

Ferrite + κ-carbide Austenite + Ferrite + κ-carbide Austenite + κ-carbide

Table 1 Microstructure constituents of Fe-Mn-Al-C based lightweight steels according to composition range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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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Isothermal phase diagram for Fe-20Mn-Al-C al-
loys: (a) at 1200℃ and (b) 1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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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수 있다. 이는 Mo, Si 첨가에 따른 austenite기지

와 κ-carbide 간의 계면에 지 변화와 련이 있다. 

Fig. 5는 제1원리 계산을 통해 Mo, Si 첨가에 따른 

austenite기지와 κ-carbide 간의 계면에 지 변화를 

계산한 결과이다. 그림에서 보듯이 Fe3AlC type의 κ- 

carbide 내에서 Fe 자리에 Mo이 치환되는 경우에는 

계면에 지  strain energy가 크게 증가하는 반면에 

Al자리에 Si이 치환되는 경우에 strain energy가 감

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Mo의 첨가는 κ- 

carbide의 석출을 억제시키는 반면에 Si의 첨가는 이

를 진시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계산결과는 

Fig. 4의 시험결과와 잘 일치한다. 이외에도 표 인 

페라이트 안정화 원소인 Cr의 경우, Mo과 같이 κ-carbide

의 석출을 억제한다고 보고되고 있다6). 

  κ-carbide 외에도 화학성분  시효열처리 조건 등

에 따라 D03상, β-Mn상 등의 제2상들이 Fe-Mn-Al- 

C계 경량철강에서 석출될 수 있다. D03상은 규칙상으

로서 Fe3Al의 화학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주로 페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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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a) TEM micrograph of Fe-30Mn-9Al-0.9C- 
0.5Mo-1Si alloy after ageing for 100 h at 550 ℃
and (b) 3D-APT analyses for Fe-30Mn-9Al- 
0.9C-0.5Mo alloy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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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Results of the first-principles calculations for the 
precipitation of κ-carbide within austenite: (a) 
Unit cell showing the austenite / κ-carbide inter-
face structure and (b) The calculated chemical 
bonding and strain contribution to the interfacial 
energy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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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 입내에 규칙상으로 석출되거나 는 오스테나이트 입

계에 D03상 단독으로 생성된다. Fig. 6은 Fe-30Mn- 

10.5Al-1.1C-4Mo 합 의 용체화 열처리 후 미세조직

을 보여주고 있다7). Fig. 6(a)에서 미세조직은 오스테

나이트 기지 (Red)에 BCC 결정구조를 가지는 제2상 

(Yellow)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TEM 분석결과 이러한 제2상은 D03상으로 확인되었

다. β-Mn은 일반 으로 높은 Mn을 함유하는 경량철

강에서 시효열처리 에 생성된 ferrite ( 는 D03상) 

주 의 Mn 농화 지역에서 생성되며 매우 Brittle한 특성

을 가진다. 다음의 Fig. 7은 Fe-30Mn-9Al-0.9C-1Si 

합 에 해 용체화 열처리 후 550 ℃에서 10000분 

시효 열처리한 샘 의 입계 미세조직을 보여주고 있다
8).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오스테나이트 입계를 

따라 생성된 페라이트 주 의 Mn 농화 지역에서 β- 

Mn이 생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지 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Fe-Mn-Al-C계 경량철

강의 경우, 오스테나이트와 페라이트의 기지상 외에 시

효열처리 조건에 따라 κ-carbide, D03상, β-Mn 등 

다양한 제2상들이 생성될 수 있다. 다음의 Fig. 8은 

오스테나이트계 Fe-30Mn-10.5Al-1.1C-3Mo 경량철

강의 시효열처리에 따른 제2상의 상변태 과정을 도식

으로 보여주고 있다9). 먼 , Fig. 8(a)에서 보듯이 

시효 기에 오스테나이트 입내에 κ-carbide가 생성되

며 시효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κ-carbide가 성장하며 

(a) (b) 

(c) 

20㎛

1㎛

Fig. 6 Microstructure of Fe-30Mn-10.5Al-1.1C-4Mo 
lightweight steel after solution treatment at 
1050 ℃: (a) EBSD phase map (Red: FCC, 
Yellow: BCC), (b) TEM bright-field image for 
D03 phase and (c) SAD pattern for D03 phase7)

(a) (b) (c)

(d) (e) (f)

Fig. 8 Phase transformation sequence during ageing at 675 ℃ of Fe-30Mn-10.5Al-1.1C-3Mo lightweight steel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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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Microstructure of Fe-30Mn-9Al-0.9C-1Si light-
weight steel after ageing treatment for 10,000 
min at 550 ℃: (a) SEM micrograph, (b) EBSD 
phase map (Red: FCC, Yellow: BCC, Green: β- 
Mn) and (c) EDS elemental ling profile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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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분율이 증가한다. 다음으로 이러한 κ-carbide 생성

에 따라 오스테나이트 내의 탄소 농도가 감소함으로써 

오스테나이트의 상 안정성이 떨어지고 이로 인해 입계

에서 페라이트 규칙상인 D03상이 생성된다 (Fig. 8(b)). 

이때 Fig. 8(c)와 같이 D03상 주 의 Mn 농화 지역

에서 β-Mn이 생성된다. 이후 β-Mn이 오스테나이트 

입내 는 D03상 역으로 성장해 나감에 따라 Al이 

농화된 지역에서는 FeAl 구조의 B2 상이 생성되게 된

다 (Fig. 8(d-e)). 

2.2 경량철강 기계  성질

  Fig. 9는 문헌에 보고된 경량철강의 인장특성을 보

여주고 있다1,10-18)
. 페라이트계 경량철강의 경우 다소 

낮은 강도와 연신율을 가지며, 듀 스계는 페라이트

계에 비해 높은 강도를 가진다. 한편, 오스테나이트계는 

가장 우수한 강도 (≥1GPa) - 연신율 (≥50%) 밸런

스를 보인다. 이러한 기계  성질의 차이는 기지조직의 

특성과 련이 있다. 즉, 오스테나이트계 경량철강의 

경우 Table 1에서 보듯이 페라이트계에 비해 다량의 

Mn, Al, C을 함유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오스테나이

트 내에서의 높은 Mn, C의 고용도로 인해 고용강화가 

크게 발생한다. 한, 기지조직인 오스테나이트의 우수

한 가공경화특성으로 인해 인장시험 시 강도와 연신율

이 모두 증가하며, 마지막으로 높은 C, Al 함량으로 

인해 한 열처리를 통해 미세한 κ-carbide를 석출

시켜 석출강화를 유도할 수 있다.   

  독일 막스 랑크 연구소에서는 지난 2006년도에 오

스테나이트, 페라이트, κ-carbide의 3개 상으로 구성

된 경량철강을 개발하여 발표하 으며 이를 TRIPLEX로 

명명하 다. TRIPLEX는 Fe-(18-28)Mn-(9-12)Al- 

(0.7-1.2)C 의 화학성분을 가지고 있으며 Fig. 10(a)

는 TRIPLEX의 미세조직을 보여주고 있다11). 그림에

서 보듯이 TRIPLEX는 오스테나이트를 기지조직으로 

가지며 약 6-8 vol. %의 페라이트와 오스테나이트 입

내에 미세한 나노사이즈의 κ-carbide가 분포하고 있

다. Fig. 10(b)는 TRIPLEX의 인장시험결과를 보여

주고 있다. TRIPLEX는 경량철강으로써 높은 Al 함량

으로 인해 6.5-7 g/cm3의 낮은 도를 가지면서도 우

수한 인장특성 (TS: 700-1100 MPa, El.: ≥ 60 %)

을 가진다. 

  Fig. 11은 2015년 포항공 에서 발표한 HSSS 경

량철강의 물성을 보여주고 있다19). HSSS 경량철강은 

Fe-15Mn-10Al-0.8C-5Ni을 화학성분으로 가지며 냉

간압연과 어닐링 열처리를 통해 입내에 미세한 B2상을 

석출시킴으로써 강도와 연성을 동시에 확보하 다. Fig. 

11에서 보듯이 HSSS 경량철강은 낮은 도와 더불어 

높은 강도를 동시에 가짐으로써 기존에 개발된 경량철

강 (TRIPLEX), 상용 경량합  (Ti alloy, Al alloy) 

등에 비해 높은 비강도를 갖는다.

  이 외에도 재료연구소, 포항공 , 독일의 막스 랑

크 연구소 등을 심으로 다양한 경량철강이 개발되고 

있다. 기존에 개발된 경량철강들이 주로 자동차용으로 

강도와 연신율 향상에 목표를 둔 반면에 최근에는 군수

용, 발 용 등으로 그 용 범 를 확 하기 해 상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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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장성능 뿐 만 아니라 충격특성, 고온인장특성 등을 

확보하기 한 연구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3. 경량철강 용 특성

3.1 경량철강 용 부 미세조직  기계  
성질

  Fe-Mn-Al-C계 경량철강의 용 부 특성은 모재와 

마찬가지로 κ-carbide 석출거동과 한 계가 있

다. 다음의 Fig. 12는 Al의 함량을 변화시킨 3종의 경

량철강에 해 HAZ 충격특성을 평가한 결과이다20). 

Fig. 12(a)에서 보듯이 HAZ 재 을 한 용 입열량

은 2조건 (10, 30 kJ/cm)으로 변화시켰다. Fig. 

12(b)에서 HAZ 경도는 Al함량이 증가함에 따라 크게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Al 함량이 높은 강재

에서는 입열량이 증가함에 따라 경도가 한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반면, Fig. 12(c)에서 HAZ의 충격

인성은 경도와 반 로 Al함량  입열량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먼 , Al 함량 증가는 

Fe3AlC κ-carbide 석출 구동력을 증가시킴으로써 HAZ

에서의 κ-carbide 석출을 진하고 이로 인해 HAZ의 

경도는 증가시키고 충격인성은 반 로 감소시켰다. 용

 입열량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HAZ 에서의 냉각 속도

가 감소하고 이로 인해 냉각  HAZ에서 κ-carbide 

석출을 한 시간이 증가함으로써 κ-carbide 분율이 

증가하게 되고 따라서 HAZ의 경도는 증가하고 충격인

성은 감소하 다. 한편, 페라이트 안정화 원소인 Al의 

함량이 증가함에 따라 페라이트가 모재  HAZ에서 

일부 생성되며, 이러한 페라이트는 HAZ의 충격특성에 

향을 미칠 것으로 단되나, 합 원소 변화에 따른 충

격특성 변화와 련하여 참고논문20) 에서는 충격인성

에 보다 결정 인 향을 미치는 κ-carbide 석출의 

향에 해서만 기술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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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경량철강 용 부 균열감수성 

  Fig. 13은 Gleeble hot ductility test를 통해 Fe- 

30Mn-9Al-0.9C 경량철강의 용 부 고온연성을 평가

한 결과이다21). Hot ductility test는 가열  (On- 

heating)과 냉각  (On-cooling)에 각각 고온변형시험을 

통해 실시되었다. Hot ductility test는 500-1215 ℃

에서 실시되었으며, 이 때 On-cooling test 시의 Peak

온도는 On-heating test 시에 측정된 ZDT (Zero- 

Ductility Temperature)로 결정되었다. Fig. 13(a)

에서 보듯이 On-cooling test , 온도가 감소함에 따

라 연성이 회복되다가 700-800 ℃ 부근에서 연성이 

격하게 감소하는 Ductility dip이 발생하는 것을 확

인할 수 있다. 이는 On-cooling 시에 생성된 취약한 

입계 석출물이 그 원인이다. 즉, On-cooling test 시, 

먼  Peak온도 역에서 국부 으로 입계의 용융 

(Liquation)이 발생하고, 냉각  응고 시에 입계에 Al 

등의 편석에 따라 Fig. 13(c)에서 보듯이 Fe3Al in-

termetallic compounds가 생성되게 된다. 한편, 이 후 

온도가 더욱 내려가면 연성이 다시 회복되기 시작하는데 

이는 Fig. 13(b)에서 보듯이 일반 으로 경량철강에서 많

이 보고되고 있는 MBIP (Microbands Induced Plas- 

ticity)7)가 발생하여 Plasticity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Fig. 14는 Varestraint test를 통해 서로 다른 Al, 

Cr 함량을 가지는 3종의 경량철강 (Fe-30Mn-10.5Al- 

0.9C, Fe-30Mn-11.5Al-0.9C, Fe-30Mn-10.5Al-0.9C- 

3Cr)의 용 부 고온균열 발생거동을 평가한 결과이다
22). Varestraint test는 3 mm 두께의 재에 해 

GTA (Gas Tungsten Arc) 용  에 4%의 Strain을 

인가하며 실시되었다. 일반 인 철강소재들의 경우, Fusion 

line 인근 CGHAZ (Coarse Grained Heat-Affected 

Zone) 등에서 액화균열 등이 발생하는 반면에 경량철

강의 경우, Fig. 14에서 보듯이 Fusion line으로부터 

일정 거리가 떨어진 지역 (750-900 ℃ peak tem-

perature 역)에서 균열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이러한 지역에서의 HAZ peak temper-

ature가 κ-carbide 석출이 활발하게 발생하는 온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즉, Fig. 14에서 보듯이 이러한 

지역에서 입내와 입계에 κ-carbide가 생성되며, 이때 

상 으로 Weak한 입계 주 를 따라 균열이 발생하

게 된다. 한편, Fig. 14에서 HAZ의 균열 발생은 Al, 

Cr 등 합 원소 함량에 향을 받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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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Al과 같이 κ-carbide의 석출을 진하는 원소의 

함량이 증가하는 경우 (Fe-30Mn-11.5Al-0.9C)에는 

HAZ에서 조 한 다량의 균열이 발생하는 반면에 Cr

과 같이 κ-carbide의 석출을 억제하는 원소가 첨가되

는 경우 (Fe-30Mn-10.5Al-0.9C-3Cr)에는 Cr을 첨

가하지 않는 강에 비해 균열 발생이 어드는 것을 확

인할 수 있다.

4. 요    약

  지 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기존 철강소재 비 낮은 

도를 가지면서도 우수한 기계  성질을 가지는 비

 경량철강 개발을 한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어 오고 

있으며, 최근에는 기존의 자동차용 뿐 만 아니라 군수

용, 발 용에 이르기까지 경량철강의 용 범 를 확

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진행되어 오고 있다. 반면, 경량

철강 용 특성에 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며, 

따라서 향후 경량철강을 이용한 부품 제작 등을 해서

는 개발 강재들의 용 특성에 한 많은 연구와 더불어 

경량철강 합을 한 용 재료 개발이 필요한 시 으

로 단된다.

Acknowledgement

  본 연구는 한국 연구재단사업 (NRF-2019R1A2C- 

4070650)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으며 이에 감사 드립니다. 

ORCID: Joonoh Moon: http://orcid.org/0000-0002-9171-1953

References

1. H. Kim, D. W. Suh and N. J. Kim, Fe-Mn-Al-C light-
weight structural alloys: a review on the microstructures 
and mechanical properties, Sci. Technol. Adv. Mater. 14 
(2013) 1-11.
https://doi.org/10.1088/1468-6996/14/1/014205   

2. K. Ishida, H. Ohtani, N. Satoh, R. Kainuma and T. 
Nishizawa, Phase equilibria in Fe-Mn-Al-C alloys, ISIJ 
Int. 30 (1990) 680-686.
https://doi.org/10.2355/isijinternational.30.680

3. C. W. Kim, S. I. Kwon, B. H. Lee, J. O. Moon, S. J. 
Park, J. H. Lee and H. U. Hong, Atomistic study of 
nano-sized κ-carbide formation and its interaction with 
dislocations in a cast Si added FeMnAlC lightweight 
steel, Mater. Sci. & Eng. A 673 (2016) 108-113.
https://doi.org/10.1016/j.msea.2016.07.029

4. J. Moon, S. J. Park, J. H. Jang, T. H. Lee, C. H. Lee, H. 
U. Hong, D. W. Suh, S. H. Kim, H. N. Han and B. H. 
Lee, Atomistic investigations of κ-carbide precipitation 
in austenitic Fe-Mn-Al-C lightweight steels and the ef-
fect of Mo addition, Scripta Mater. 127 (2017) 97-101.
https://doi.org/10.1016/j.scriptamat.2016.08.036

5. L. N. Bartlett, D. C. V. Aken, J. Medvedeva, D. Isheim, 
N. I. Medvedeva and K. Song, An atom probe study of 
kappa carbide precipitation and the effect of silicon ad-
dition, Metall. Trans. A 45 (2014) 2421-2435.
https://doi.org/10.1007/s11661-014-2187-3

6. J. Moon, H. Y. Ha, S. J. Park, T. H. Lee, J. H. Jang, C. 

(a)

100㎛

(a)

(b)

100㎛
100nm 

100㎛

(c)
Intergranular κ-carbide 

Crack
Generation

region

Fig. 14 Panoramic image from the fusion line to the HAZ after varestraint test22)



경량철강 개발 황  용 특성 

한용 ․ 합학회지 제38권 제4호, 2020년 8월 341

H. Lee, H. N. Han and H. U. Hong, Effect of Mo and Cr 
additions on the microstructure, mechanical properties 
and pitting corrosion resistance of austenitic Fe-30Mn- 
10.5Al-1.1C lightweight steels, J. Alloys Compd. 775 
(2019) 1136-1146.
https://doi.org/10.1016/j.jallcom.2018.10.253

7. J. Moon, S. J. Park, J. H. Jang, T. H. Lee, C. H. Lee, H. 
U. Hong, H. N. Han, J. Lee, B. H. Lee and C. Lee, 
Investigations of the microstructure evolution and ten-
sile deformation behavior of austenitic Fe-Mn-Al-C 
lightweight steels and the effect of Mo addition, Acta 
Mater. 147 (2018) 226-235.
https://doi.org/10.1016/j.actamat.2018.01.051

8. K. Lee, S. J. Park, J. Moon, J. Y. Kang, T. H. Lee and H. 
N. Han, β-Mn formation and aging effect on the frac-
ture behavior of high-Mn low density steels, Scripta 
Mater. 124 (2016) 193-197.
https://doi.org/10.1016/j.scriptamat.2016.04.040

9. J. Moon, S. J. Park, S. D. Kim, J. H. Jang, T. H. Lee, C. 
H. Lee, B. H. Lee, H. U. Hong and H. N. Han, Phase 
transformation mechanism and hardness during ageing 
of an austenitic Fe-30Mn-10.5Al-1.1C-3Mo light-
weight steel, J. Alloys Compd. 804 (2019) 511-520.
https://doi.org/10.1016/j.jallcom.2019.06.362

10. J. Herrmann, G. Inden and G. Sauthoff, Deformation 
behavior of iron-rich iron-aluminum alloys at low 
temperatures, Acta Mater. 51 (2003) 2847-2857.
https://doi.org/10.1016/S1359-6454(03)00089-2

11. G. Frommeyer and U. Brüx, Microstructures and me-
chanical properties of high-strength Fe-Mn-Al-C light-
weight TRIPLEX steels, Steel Res. Int. 77 (2006) 627- 
633.
https://doi.org/10.1002/srin.200606440|

12. K. T. Park, K. G. Jin, S. H. Han, S. W. Hwang, K. Choi 
and C. S. Lee, Stacking fault energy and plastic de-
formation of fully austenitic high manganese steels: 
Effect of Al addition, Mater. Sci. & Eng. A 527 (2010) 
3651-3661.
https://doi.org/10.1016/j.msea.2010.02.058

13. J. D. Yoo and K. T. Park, Microband-induced plasticity 
in a high Mn-Al-C light steel, Mater. Sci. & Eng. A 
496 (2008) 417-424.
https://doi.org/10.1016/j.msea.2008.05.042

14. H. J. Lai and C. M. Wan, The study of work hardening 
in Fe-Mn-Al-C alloys, J. Mater. Sci. 24 (1989) 2449- 
2453.
https://doi.org/10.1007/BF01174510

15. Y. Sutou, N. Kamiya, R. Umino, I. Ohnuma and K. Ishida, 
High-strength Fe-20Mn-Al-C based alloys with low 
density, ISIJ Int. 50 (2010), 893-899.
https://doi.org/10.2355/isijinternational.50.893

16. S. W. Hwang, J. H. Ji, E. G. Lee and K. T. Park, 
Tensile deformation of a duplex Fe-20Mn-9Al-0.6C 
steel having the reduced specific weight, Mater. Sci. & 
Eng. A 528 (2011) 5196-5203.
https://doi.org/10.1016/j.msea.2011.03.045

17. D. W. Suh, S. J. Park, T. H. Lee, C. S. Oh and S. J. Kim, 
Influence of Al on the microstructure evolution and 
mechanical behavior of low-carbon, manganese trans-
formation-induced-plasticity steel, Metall. Trans. A 41 
(2010) 397-408.
https://doi.org/10.1007/s11661-009-0124-7

18. C. H. Seo, K. H. Kwon, K. Choi, K. H. Kim, J. H. Kwak, 
S. Lee and N. J. Kim, Deformation behavior of fer-
rite-austenite duplex lightweight Fe-Mn-Al-C steel, 
Scripta Mater. 66 (2012) 519-522.
https://doi.org/10.1016/j.scriptamat.2011.12.026

19. S.-H. Kim, H. Kim and N.J. Kim, Brittle intermetallic 
compound makes ultrastrong low-density steel with 
large ductility, Nature, 518 (2015), 77-79 .
https://doi.org/10.1038/nature14144

20. S. Jeong, B. Kim, J. Moon, S. J. Park and C. Lee, Influ- 
ence of κ-carbide precipitation on the microstructure 
and mechanical properties in the weld heat-affected 
zone in various FeMnAlC alloys, Mater. Sci. & Eng. A 
726 (2018) 223-230.
https://doi.org/10.1016/j.msea.2018.04.088

21. B. Kim, S. Jeong, S. J. Park, J. Moon and C. Lee, Roles 
of (Fe,Mn)3Al precipitates and MBIP on the hot duc-
tility behavior of Fe-30Mn-9Al-0.9C lightweight 
steels, Met. Mater. Int, 25 (2019) 1019-1026.
https://doi.org/10.1007/s12540-019-00248-9

22. B. Kim, S. Jeong, S. J. Park, J. Moon, C. Lee, Local 
brittle cracking in the heat-affected zone of light-
weight steels, Mater. Char. Phys. 238 (2019) 121904.
https://doi.org/10.1016/j.matchemphys.2019.1219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