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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세계 자동차 산업에서 연료 효율을 높이고 더 나

은 충돌안 성을 보장하기 해 차량용 고성능 친환경 

소재에 한 수요가 크게 증가하 다. 미국에 수출하는 

로벌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목표 연비  오염 물질 

감소에 도달하기 해 자동차의 실질 인 변화를 강제하

는 기업평균 연비(CAFE, Corporate Average Fuel 

Economy) 표 에 따라 제정된 목표를 충족해야 한다
1-3). Fig.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이 목표 연비는 계속 

증가할 추세이므로 자동차 제조업체의 고강도 경량소재 

요구 한 증가하게 될 것이다. 한편, 알루미늄, 마그

네슘합 , 탄소섬유강화 라스틱 등 다양한 종류의 경

량재료가 활발히 개발됨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에 사용

되는 철강재는 비용 인 우 로 인해 상당한 양이 사용

되고 있다. 자동차 강 은 더 낮은 도로 더 나은 기

계  특성을 갖도록 개발되고 있으며, 이러한 발 과 

함께 고장력강(AHSS, Advanced High Strength 

Steel)은 차량용 경량소재로의 활용이 기 되고 있다4).

  Fig. 2는 다양한 자동차용 강 의 기계  특성을 보

여주는 표 인 도표이다5,6). 이 그림에서 1세  

AHSS는 인장 흡수 에 지가 약 20 GPa-% 인 강재 그

룹으로 1970년  석유 동 이후 기존의 연강  고강

도강을 체하기 해 개발되었다. DP(Dual Phase)

강  TRIP(Transformation-induced Plasticity)

강이 이 범주에 속한다7,8). 최근까지도 미세립의 기

지조직과 높은 분율의 마르텐사이트를 활용하는 기가  

인장강도의 AHSS강재가 개발되고 있지만, 경질  연

질의 상이 복합조직을 이루는 미세조직  특징으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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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인장 흡수 에 지를 증가시키는 데에 한계가 있다
9). 2세  AHSS에는 표 으로 700MPa 이상의 강

도와 50% 이상의 높은 연성을 가지는 고망간TWIP 

(Twinning-induced Plasticity)강을 들 수 있다10). 

강재의 우수한 연신율은 변형  상 오스테나이트 기

지로부터 정이 형성됨에 따라 그로 인한 동  Hall- 

Petch효과를 기반으로 한다. 그러나 TWIP강은 함유

하는 합 원소 함량이 상 으로 높아 용 성이 하

되고 원료비가 높은 단 이 있다11). 3세  AHSS는 

고망간TWIP강에 비해 상 으로 낮은 인장 흡수 에

지를 갖지만 량을 낮추거나 합  원소를 이는 방

향으로 개발되었다. 이 개념을 바탕으로 설계된 강종으

로는 고망간계 경량철강(Lightweight steel)과 망

간TRIP강이 있다. 여러 연구에서 용 성 하가 보고

되었지만12-15), 원인과 해결책에 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 논문은 차세  자동차용 강 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 되는 망간TRIP강의 용 성에 한 다양한 연구 

 리뷰 문헌16)을 참고하여 본 회지의 독자들을 하

여 번역  재가공하 으며, 망간TRIP강 항 용

부에 나타나는 주요 특징에 해 모재, 용  후, 후처리 

에서의 미세조직  변화의 에서 서술하고자 한다.

2. 망간TRIP강 모재 특성

  망간TRIP강은 낮은 스가공 온도와 뛰어난 기

계  특성으로 인해 자동차의 충돌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에서 범 하게 연구된 강재이다6,17). 강의 

합  설계 략은 기본 으로 3-10 wt.%의 높은 함

량의 망간을 활용하여 안정 오스테나이트의 TRIP 

효과를 이용하도록 설계되었다. 이 강재는 상온에서 일

부 오스테나이트와 페라이트의 이상조직을 가지는데, 

안정 인 오스테나이트는 강재에 뛰어난 연신율을 부

과하는 동시에 미세립으로써 항복  인장 강도를 향상

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6). 이 때, 두 상 간 계면에서

의 망간 재분배는 이상 역소둔(intercritical anneal-

ing) 공정을 통한 합 원소 재분배가 필수 으로 선행

되어야 하는데, 요한 것은 이와 같은 열처리 후 상온

으로의 후속냉각과정 에 강재 내에는 기존에 형성된 

오스테나이트 상이 다시 마르텐사이트로 변태하지 않는

다는 이다.

  망간의 첨가는 고용강화  오스테나이트 안정화 효

과와 함께 Fig. 3에 제시된 바와 같이 층결함에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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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cking fault energy, SFE)를 변화시켜 강재의 

고유한 변형 모드를 부여한다10,18,19). 기존 TRIP강에 

비해 망간TRIP강의 비교  높은 망간 함유는 우수

한 기계  물성을 얻기 해 필수 인 TRIP 상을 

유발할 수 있을 정도의 낮은 SFE를 가지면서도 다량

의 안정 인 오스테나이트를 갖게 한다. 그러나 문제

는, 이러한 매우 잘 제어된 모재의 미세구조는 용 공정

을 거치고 나면 불가피하게 As-cast 상태와 유사한 미

세조직으로 변화하여 기계  특성을 하시킨다는 것이다.

  다른 고망간 함유의 AHSS와 마찬가지로, 망간

TRIP강의 용 성 하 문제는 용   빠른 열-기계

 사이클로 인한 상변태에 기반한다. 망간TRIP강의 

용 성에 한 선행연구에서 일반 으로 용 물의 기계

 특성 하가 주로 마르텐사이트의 취성과 련있다

고 보고하고 있다12). 자동차강  합을 한 부분의 

용  방법은 일반 으로 열 유입이 어 냉각속도가 빠

른 데다가, 강재의 높은 합 원소 비율로 인한 낮은 임

계 냉각속도로 인해 용  후에 마르텐사이트 형성은 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3. AHSS 항 용 성

  일반 으로 고합 강은 항 용 에서 합 강보다 

은 류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합 원

소의 첨가는 Bulk 항을 증가시켜 용  공정에서 더 

많은 열을 발생시키는 요인이기 때문에, 고합 강은 연

강에 비해 동일한 용  깃 크기를 얻기 한 류값

이 작다. 즉, 상 으로 많은 합 원소가 첨가된 TRIP 

는 DP강은 Bulk 항을 기 으로 다른 탄소강보다 

체 으로 낮은 용  류 범 를 갖는다.

  일반 인 항 용  공정은 수냉식 구리 극의 

냉 효과로 인해 1000-10000 K/s의 매우 빠른 냉각

속도를 가진다. 그 결과 용융역 는 열 향부 역에

는 체로 경한 상이 형성된다. 결과 으로 용 물의 

경도는 모재에 비해 증가하며, 용 부 주변의 경화성은 

탄소 당량(Carbon Equivalent, Ceq)과 한 련

이 있다. 탄소당량은 철강재료의 경화능에 한 각 합

원소의 효과에 해 탄소의 효과를 1로 두었을 때의 

비율을 환산하여 더한 것이다. 일반 으로 탄소당량이 

높으면 경한 상이 생기기 쉽고 용 성이 낮아지기 때문

에 용 성 향상을 해서는 이를 낮추는 것이 요하

다. 한편, 항 용 에서의 빠른 냉각속도는 용 부의 

경한 상 형성을 유발하기 때문에, 항 용 부의 기계

 특성은 탄소 당량과 매우 한 계에 있게 된다.

용 부의 용  강도는 일반 으로 차량 생산에 합

한 방식으로 평가된다. 용  강도를 평가하기 해서는 

Fig. 4에 제시된 세 가지 유형의 인장 시험 방법이 주

로 사용되며, 그 에서 십자인장시험(Cross-tension 

test)은 재의 평면에 수직으로 당겨지는 용 부의 십

자인장강도(Cross-tension strength, CTS)를 평가

하는 것으로, 용  단면의 모양은 용 물의 단모드

를 결정한다20). 를 들어, 러그 단은 일반 으로 

Crack이 될 때 깃 주변에서 하 을 충분히 견디

고 단됨을 의미한다. 부분 러그 단의 경우는 러

그 단만큼 좋지는 않지만 충분히 견딜 수 있음을 의미

한다. 반 로, 용  깃이  강하지 않은 경우는 

Interfacial 단이 발생하고 주로 깃 크기가 충분하

지 않을 때 나타난다. 강도 측면에서 계면 단은 피해

야하며 러그 단 모드가 가장 이상 인 경우이다. 결

과 으로 깃 크기는 항 용 부 강도에 요한 요

소로 작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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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Three types of mechanical test methods for res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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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5는 강 의 인장강도와 용 부의 인장 단강도

(Tensile-Shear Strength, TSS)  십자인장강도

(CTS)간의 계를 보여 다. TSS는 강 의 강도에 

따라 비례하지만 CTS는 강 의 강도가 800 MPa인 

역에서 최고 에 도달한 다음 차 감소한다. 주목할 

은 고강도 강 의 CTS 감소에 한 것으로, Oikawa 

등19)은 이를 강재의 높은 탄소 당량에 의한 것으로 해

석하 다. 즉, 탄소 당량이 높을수록 열 향부  조립

역이나 용융부 등에서의 경도 상승이 크게 되므로, 시

험  주로 균열 가 이 지는 모재 는 연화역이 

아닌 취성의 열 향부 는 용융부 쪽으로 유발되어 

CTS를 감소시킬 수 있다.

4. 망간TRIP강 항 용 성

  망간TRIP강의 높은 망간 함량은 탄소 당량을 높

이고 Ms 온도를 낮춘다. 한 술한 바와 같이 탄소 

당량이 높을수록 AHSS의 항 용 부 CTS가 낮아

지므로, 이 강재의 CTS가 높지 않을 것을 상할 수 

있다. Fig. 6는 망간TRIP강과 DP강의 동종  이

종 용 부의 CTS  버튼 크기를 비교한다. 이 그래

의 Solid mark는 ISO18278-2에 따른 용  특성

을 나타내고, Open mark는 도장열처리 후 특성을 나

타낸다 (후자는 다음 섹션에서 설명하기로 한다). 망

간TRIP강의 동종  이종용 부 CTS값은 기존의 

TRIP강 용 부에 비해 매우 낮은데, 를 들면, 기존

의 TRIP강과 DP강의 동종  이종용 부의 CTS값은 

7.0kA 용  류일 때 모두 5kN 이상이다12). Fig. 7

은 망간TRIP강의 동종  이종용 부에서의 단 

모드를 모식도로 나타낸 것이다. 항 용 부는 깃 

크기로 표되는 용융부의 크기에 따라 다양한 단모

드를 가질 수 있지만, 망간TRIP강의 용  특성의 열

화(Fig. 6에서 이종용 부의 낮은 CTS 등)는 용융부

의 심선 는 CGHAZ로의 균열 로 인한 것이라 

볼 수 있다. Fig. 8과 9는 망간TRIP강의 모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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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Schematic illustrations of fracture mode changes for similar and dissimilar welds of medium Mn TRIP steel to-
gether with DP steel after paint-baking heat treatment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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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a) SEM and (b) TEM microstructural analysis for MT steel BM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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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a) SEM and (b) TEM microstructural analysis for MT steel CGHAZ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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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GHAZ의 미세조직을 각각 나타내는 SEM과 TEM 

image이다. 우선 (a)의 SEM 미세조직을 비교해보면 

모재의 세립의 결정립들은 용  열싸이클 후 CGHAZ

에서 수십배의 결정립성장이 발생하 음을 알 수 있다. 

한 (b)의 TEM 분석결과로부터 합 성분의 이상

역소둔 공정에서 얻어진 합 원소 재분배의 열역학  

균형이 깨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모재의 오스테나이

트에 축 된 망간은 용   Ac3 온도보다 훨씬 높은 

CGHAZ의 피크 온도에서 열역학  평형을 이루기 

해 체 오스테나이트 기지에 균일하게 분포된다. 망

간TRIP강의 매우 낮은 임계 냉각 속도와 항 용

의 빠른 냉각 속도를 모두 고려할 때 용 부에서 마르

텐사이트 형성은 불가피하다. 따라서, CGHAZ의 기지

조직은 용  후 마르텐사이트로 변태되므로 모재가 가

지는 안정 오스테나이트의 변형 에서의 TRIP 상

을 기 할 수 없으며, 인장 특성의 열 가 발생하는 것

이다. 이러한 열화는 용  방법에 계없이 많은 망

간TRIP강의 용 물에서 주요 용 성 문제로 지 되고 

있다12,13).

5. 도장열처리로 인한 특성 개선 효과

  마르텐사이트의 취성  그에 따른 CTS 하는 불충

분한 자기 템퍼링 (Self/Auto tempering)과 련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도장열처리(Paint-baking, PB)에 

의해 개선될 수 있다. 도장열처리는 용  공정 후 자동

차 차체(Body-in White, BIW) 표면에 있는 페인트

를 경화시키기 한 차로, 자동차 생산 공정에 있어

서 필수 이다24,25). 열처리는 약 130-170도의 온도에

서 약 10-20 분 동안 3회 수행된다26). 이는 Clear, 

base coat 등 3가지 코 을 각각 경화시키는 과정이

다. 이 때 작업온도가 상 으로 낮은 온도임에도 불

구하고 강재 자체 혹은 용 물의 기계  물성이 향상되

는 효과가 다양한 문헌으로부터 제시되고 있다. 소부경

화 (Bake hardening, BH)강은 이러한 상을 이용

한 표 인 강재이다.

  BH는 비교  낮은 온도에서의 열처리로 인한 Strain 

aging 상에 의해 강 의 항복 강도를 향상되는 것을 

말한다. 강도 증가 원인으로는, 탄소  질소와 같은 

침입형원자가  주변에 확산되어 Cottrell 분 기를 

형성하여 응력이 완화되고  에 지를 낮춰 변형  

의 이동을 방지하기 때문이다27).

  Fig. 6과 7에서 제시된 망간TRIP강 용 물의 도

장열처리에 의해 향상된 CTS  단 거동의 변화는 

CGHAZ에서 온 템퍼링이 가능함을 의미한다. 170

도 미만의 온도에서는 침입형원자(이 경우에서는 체

로 탄소원자)만 lath 는 결정립계를 따라 확산을 하

게 되는데, 이 때 나노 미터 이내의 거리 내에서 탄소

확산에 의한 마르텐사이트의 오스테나이트로의 역변태

가 발생된다22). 일반 인 템퍼링 공정 후 강재 내에 탄

화물이 형성되는 것을 고려할 때 이러한 역변태는 특이

한 상이라 할 수 있다. 이는 망간TRIP강의 오스테

나이트 안정화 원소인 망간의 높은 함량에 의해 마르텐

사이트 내에서의 극미량의 탄소 확산에도 열역학 (평

형)으로 오스테나이트 변태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러

한 온템퍼링에 의한 CGHAZ 강화 효과는 강 의 스

탬핑 공정에서 생성되는 마르텐사이트에도 동일하게 

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8). 궁극 으로, 용  후 

CGHAZ 취성과 도장열처리 후 개선된 CTS는 모두 

국부 인 역에서의 열역학  평형을 이루는 잔류 오

스테나이트들의 분율 증감과 련이 있다.

6. 결    론

  본 리뷰에서는 망간TRIP강의 개발과 항 용

에 의한 기계  특성 하 요인  이에 한 개선에 

련한 연구 동향을 알아보았다. 망간TRIP강의 높은 

합 함량과 항 용 부의 빠른 냉각속도로 인해 형성

된 CGHAZ 내 취성의 마르텐사이트는 용 물의 CTS

를 하시키는 요인임을 확인하 다. 강재의 자동차 소

재로의 응용을 해서 필수 인 항 용 부 CTS강

도는 도장열처리 공정 후 일부 개선이 가능하며, 이는 

침입형원자인 탄소의 확산과 잔류 오스테나이트 변화와 

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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