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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세계 으로 산업의 발 과 동시에 삶의 질이 향상

됨에 따라 에 지 수요증가에 응하기 하여, 해 와 

극지방과 같은 온의 극한 환경에서의 지하자원 개발 

  채굴이 활발하게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극한의 환

경에서 사용되는 해양 랜트용 철강재료는 거센 도와 

바람, 유빙과의 충돌 그리고 심해 의 온을 버틸 수 

있는 높은 고강도와 고인성의 강재특성이 요구된다. 고강

도 합 강 (high strength low alloy steel, HSLA 

steel)은 형구조물의제작에 주로 사용되는 구조용 강

재로 우수한 강도  인성을 가지고 있다. 해양 랜트

에서 활용되는 HSLA 강은 베이나이트계 미세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펄라이트보다는 높은 강도를 가

지고, 마르텐사이트보다는 높은 인성을 갖는다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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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the effects of Mo and Nb on the microstructure and Charpy impact properties of coarse-grain heat af-
fected zone (CGHAZ) in high-strength low-alloy (HSLA) steels were investigated. The high-Mo steel had a lower 
volume fraction of acicular ferrite (AF) and higher volume fraction of granular bainite (GB) than those of the low 
Mo steel. The high-Mo CGHAZ specimen had a lower volume fraction of AF and higher volume fraction of GB 
compared to the low-Mo CGHAZ specimen. This is because, an increase in Mo lowers the bainite transformation 
temperature, induces the formation of GB and bainitic ferrite (BF), and reduces the diffusion velocity of carbon, 
thereby inhibiting the formation of ferrite. The Nb-added steel had a volume fraction similar to that of AF but small-
er packet sizes of GB compared to the non-Nb steel. Compared to the non-Nb CGHAZ specimens, the Nb-added 
CGHAZ specimen had a lower volume fraction of AF, a higher volume fraction of GB, smaller packet sizes of GB 
and BF, and a smaller prior austenite grain size. This is because, Nb forms Nb(C,N) to inhibit the grain growth, thus 
inhibiting the formation of GB and BF. The Nb-added low-Mo CGHAZ specimen with the highest AF fraction and 
smallest average grain size had the highest Charpy-absorbed energy. However, articles in the Journal of Welding and 
Joining reported that the other CGHAZ specimens with high volume fractions of GB and BF with coarse packets 
showed low Charpy-absorbed ener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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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 랜트와 같은 용 구조물은 용융용 으로 건

조  조립되고, 모재는 용  공정을 거치면서 격

한 가열과 냉각의 과정을 거치게 되고, 이를 통해 미세

조직이 바 게 되어, 열 향부(heat affected zone, 

HAZ)가 형성된다. 열 향부는 용 할 때의 최고 온도에 

따라 CGHAZ (coarse-grain HAZ), FGHAZ (fine- 

grain HAZ), ICHAZ (inter-critically HAZ), SCHAZ 

(sub-critically HAZ)의 4가지 역으로 구분된다. 이

 가장 높은 온도로 가열되는 CGHAZ는 결정립이 조

하게 성장하고 마르텐사이트와 같은 경질상이 형성됨

에 따라 다른 열 향부 역에 비해 인성이 더 낮다
5,6).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해 강재의 제조 시 화

학 조성과 제조 공정을 제어해야 하는데, 특히극후물재 

경우 두께 방향에서의 냉각 속도의 한계가 있으므로 주

로 다양한 합  원소를 첨가하여 모재  열 향부의 

강도와 인성을 향상시키는 연구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

다7-10). 

  HSLA 강의 용  후 미세조직과 기계  특성의 변

화에 미치는 합  원소 연구는 주로 탄소 당량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으며, 탄소 당량이 높을수록 온변태조

직인 베이나이트나 마르텐사이트의 형성이 유리하다
11,12). 몰리 덴(Mo)은 강재의 강도 향상을 해 사용

되는 표 인 원소로서, 고용강화  온변태조직 형

성을 돕는 원소이고, 합 량을 최 화함으로서 온변

태조직을 미세화시킨다13,14). 한 탄질화물 형성을 

진시키는 니오 (Nb)은 오스테나이트 역에서 Nb 

(C,N)의 형성을 진시켜서 오스테나이트 결정립 성장

을 억제시키고 미세한 결정립을 형성하여 온충격인성

을 향상시킨다15,16). 그러나 1,300 ℃ 이상으로 가열되

는 CGHAZ에서는 Nb(C,N)의 재용해가 일어나 결정

립 조 화 상을 충분히 억제하지 못한다는 연구가 보

고되고 있다17). 그러나 최근 개발된 HSLA 강은 그 

합  원소의 함량이 더욱 미세하게 조 되고 있기에 미

량의 Mo과 Nb의 변화에 따른 CGHAZ 미세조직과 기

계  특성의 상 계 분석이 더욱 자세하게 요구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Mo과 Nb의 함량을 제어하여 

3종류의 해양 랜트용 HSLA 강을 제조하고 이들의 

미세조직을 분석하 다. 그리고 상온에서 인장 시험과 

비커스 경도시험을 실시하고, 0~-60 ℃에서 샤르피 

충격 시험을 실시하여 모재의 미세조직과 기계  특성

의 상 계를 규명하 다. 한 용 공정모사 시험을 

통해 CGHAZ 시편을 제조하 고, 이들의 미세조직을 

분석하 다. CGHAZ의 기계  특성을 분석하기 해

서 비커스 경도 시험과 -40 ℃에서의 샤르피 충격 시험

을 실시하여 CGHAZ의 미세조직과 기계  특성의 상

계를 조사하 다. 이를 통해 HSLA 강의 CGHAZ 

미세조직과 샤르피 충격 인성에 미치는 Nb와 Mo의 

향을 규명하고자 하 다.

2. 실험 방법

2.1 HSLA 강의 제조

  모재  용 부의 미세조직과 기계 성질 변화를 

찰하고자 화학조성계를 달리하여 Table 1에 나타내었

다. 항복 강도는 460 MPa  후 으로 Mo과 Nb을 제

외한 다른 화학 조성의 함량은 거의 동일하며, M1 강은 

Mo 함량이 0.05wt%이고, Nb의 함량은 0.01wt% 이

다. M1N 강은 Mo의 함량은 0.05wt%로 M1 강과 

동일하지만 Nb의 함량이 0.03wt%로 3배 증가되었

다. M2N 강은 M1N 강에 비해 Mo이 0.14wt%로 

증가하 고 Nb의 함량은 0.03wt%로 M1N 강과 동

일하다. 모재는 50kg  진공유도 용해로에서 150mm 

두께의 잉곳을 제작하여, 모사압연기에서 TMCP공정

과 동일하게 가열, 압연, 냉각 공정을 모사하 다, 1100~ 

1200 ℃에서 오스테나이트화 열처리를 2시간 동안 진

행하 다. 최종 16mm의 두께로 미재결정역에서 40%

이상의 압하율로 모사제어압연 후, 두께 심부를 기

으로 3~7 ℃/s의 속도로 450~500 ℃까지 수냉하

고, 이후 공냉하여 강을 제조하 다.

2.2 CGHAZ 시편의 제조

  용  모사 시험이 가능한 MTCS 장비 (Thermorestorw, 

Fuji Electronic Industrial Co., Tokyo,Japan)를 

이용하여 Fig. 1의 열사이클을 용하여 CGHAZ 시

편을 제조하 다. 이 때 용된 입열량은 8 kJ/cm로 

Steel C Si Mn P+S Mo Nb Others Ceq (%)

M1

0.05~0.07 0.1~0.2 1.5 <0.015

0.05 0.01
Ni, Cr, Cu,
V, Ti, Al

0.432

M1N 0.05 0.03 0.437

M2N 0.14 0.03 0.446

* Ceq(%)=C+Mn/6+(Ni+Cu)/15+(Cr+Mo+V)/5

Table 1  Chemical compositions of the base metals (w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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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되었으며, 이 조건은 입열로 해양 랜트구조용강

에서 주로 사용되는 수평자세의 럭스 코어드 아크 용

(flux cored arc welding)을 모사한 것이며, 해양

랜트용 강재의 제품승인을 하여 요구되는 규격의 

최 입열량 기 은 일반 으로 7±2 kJ/cm이다18). 이 

입열량에서는 냉각속도가 증가하여 용융선 역에서 인

성을 하시키는 민감한 조건이다. 편의상 CGHAZ 시

편의 경우 강재 뒤에 ‘-H’를 붙여 표시하 다.

2.3 미세조직 분석  기계  특성 평가

  강재의 두께 1/2 지 에서 미세조직 찰용 시편을 채

취하 다. 모든 시편의 압연 롤이 닿는 면(longitudinal- 

transvers plane, L-T plane)을 600, 800, 1,000, 

1,500, 2,000 grit 사포 순으로 연마 후, 1 µm 다이

아몬드 서스펜션으로 미세 연마하 다. 이 후 2% 나이

탈 용액(에탄올+질산)으로 에칭한 후 학  주사

자 미경(scanning electron microscope, SEM)을 

이용하여 미세조직을 찰하 다. 후방산란 자회 패

턴분석기(electron back scatter diffraction, EBSD) 

분석을 해서 시편의 표면을 기계 으로 연마한 후, 

A2용액 (2-부톡시에탄올 + 에탄올 + 증류수 + 과염

소산)을 사용하여 flow rate 5, 10~20 V, 3s 조건

으로 해연마 하 다. EBSD 분석은 주사 자 미경 

내에서 step size 0.2 µm로 실시되었으며, 결정 방

는 OIM analysis 소 트웨어를 이용하여 분석하 다.

모재와 CGHAZ 시편의 경도 측정은 비커스 경도기를 

이용하여 실시하 다. 경도 측정은 강재의 두께 1/2 

지 의 L-T면에 실시하 으며, 시험 조건은 하  300 

gf, 유지 시간 10 s로 설정하 다. 모재와 CGHAZ 시

편은 샤르피 충격 시험을 진행하 다. 샤르피 충격 시

편과 V-노치의 방향은 각각 압연 방향에 수직한 방향

(transverse direction)과 압연 방향에 평행한 방향

(longitudinal direction)으로 ASTM E23규격에 따

라서 55x10x10 mm의 표  크기의 시편으로 채취하

다. 모재는 0, -20, -40, -60 ℃에서, CGHAZ 시편

은 -40 ℃에서 샤르피 충격 시험을 진행하 다. 해양

랜트용 후 은 열 향부의 샤르피 흡수 에 지가 46 

J 이상이 되는 온도에 따라서 그 등 이 나뉜다. ‘E’ 

등 의 경우, -40 ℃에서의 평균 샤르피 흡수 에 지

가 46 J 이상을 만족하여야 한다.

3. 실험 결과

3.1 모재 미세조직  경도

  베이나이트계 미세조직은 형태학  특징으로 구분된

다. 모든 강의 모재는 침상형 페라이트(acicular fer-

rite, AF)와 입상형 베이나이트(granular bainite, 

GB)가 주 조직을 이루고 있으며 AF는 결정립 크기가 

수 µm 정도이며, 결정립계에 미세한 크기의 경질상이 

분포하여, 강도와 온 인성이 우수한 조직이다18-20). 

GB는 고경각 결정립계로 결정립을 구분한 패킷(packet)

이 크고, 패킷 내부에 미세한 복합 탄화물, 잔류 오스테

나이트, MA (martensite-austenite constituents) 

등과 같은 경질의 이차상이 혼재되어 있는 조직이다
19-21). 베이나이트계 페라이트 (bainitic ferrite, BF)

는 AF나 GB보다 빠른 냉각 속도에서 형성된 조직으

로 래스(lath)가 일정한 방향성을 가지며 래스 경계부

에 경질상이 분포한다. 한 BF 내부는 경각입계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GB와 마찬가지로 패킷의 크기가 

AF에 비해 큰 편이다. 따라서 BF는 강도가 우수하나 

인성은 AF에 비해 낮다. 특히, 패킷의 크기가 클 경

우, 온 인성이 매우 낮다고 알려져 있다22,23). 경질의 

이차상은 GB와 BF의 내부와 AF 결정립들 사이에서 

찰되며, 탄화물, 질화물, MA, 잔류 오스테나이트 등

이 있다. 

  Fig. 2에 모재의 미세조직을 주사 자 미경으로 

찰하여 나타냈다. 모든 시편의 상분율과 결정립 크기를 

측정하 고 Table 2에 나타내었다. 모든 모재는 AF가 

80 %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고, 약간의 GB가 혼재되

어 있다. AF의 분율은 M1 강이 가장 높고, M2N 강

이 가장 낮다. GB의 분율은 M2N 강이 가장 높고, 

M1 강이 가장 낮다. M1 강과 M1N 강은 AF 분율과 

GB 분율이 비슷하며, M2N 강은 AF 분율이 80 %로 

다른 강들에 비해 AF 분율이 낮다. 미세조직의 결정립의 

크기는 M1 강과 M2N 강의 AF 결정립 크기가 5 µm 

Time (s)

Te
m

pe
ra

tu
re

 (℃
)

1350 -

800 -

500 -

100 ℃/s

5 s

55 ℃/s

28 ℃/s

10 ℃/s

Heat input : 8 kJ/cm
RT -

Fig. 1 Schematic diagram of weld thermal cycles of the 
CGHAZ specim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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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로 가장 미세하고, M1N 강의 AF 결정립 크기는 

10 µm 정도로 M1 강과 M2N 강에 비해 더 크다. 

GB 결정립 크기는 20~30 µm 정도로 모두 조 하며, 

특히 M1 강의 GB 결정립 크기가 가장 크다. 평균 비

커스 경도는 M1, M1N, M2N 강에서 각각 217, 

219, 224 Hv로 비슷한 수 이다. 모든 강의 항복 강

도는 460 MPa 이상을 만족하 다. 

3.2 CGHAZ 미세조직  경도

  Fig. 3에 CGHAZ의 미세조직을 학  주사 자

미경으로 찰하여 나타냈다. Table 3에 CGHAZ 

시편에 한 미세조직 분율  결정립 크기를 나타냈

다. 모든 CGHAZ 시편은 AF, GB, BF가 혼재되어 

있다. CGHAZ 시편과 모재 시편의 미세조직은 확연히 

다르다. AF 분율의 경우, CGHAZ 시편이 모재 시편

보다 매우 낮은 편이지만, GB와 BF 분율은 CGHAZ 

시편이 모재 시편보다 매우 높다. 이는 CGHAZ 모사 

시험에서 최고 온도 1350℃로 시편이 가열됨에 따라 

구 오스테나이트 결정립 크기(prior austenite grain 

size, PAGS)가 성장하고, 이후 빠른 속도로 냉각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M2N-H 시편에서 GB와 BF의 

분율이 가장 높았으며, M1-H와 M1N-H 시편의 미세

조직은 그 분율이 비슷하다. 결정립 크기는 AF가 10 µm 

정도로 가장 미세하며, GB와 BF의 결정립 크기는 30~ 

50 µm 정도로 매우 조 하다. M1N-H 시편과 M2N- 

H 시편에서 GB와 BF 결정립 크기는 30~40 µm 정도

로 비슷하지만, M1-H 시편의 GB와 BF 결정립 크기

는 50 µm 정도로 M1N-H 시편과 M2N-H 시편보다 

더 크다. PAGS는 M1-H, M1N-H, M2N-H 시편의 

순서로 크다. 비커스 경도는 M1-H, M1N-H, M2N- 

H 시편이 각각 247, 282, 280 Hv이다. GB와 BF의 

분율이 가장 낮고 GB와 BF의 결정립 크기가 가장 큰 

M1-H 시편은 비커스 경도가 CGHAZ 시편들 에서 

가장 낮다. 

3.3 모재  CGHAZ 시편의 샤르피 충격 특성

  모재의 시험 온도에 따른 샤르피 흡수 에 지를 Table 

4에 나타내었다. 0 ℃에서 M1 강과 M1N 강의 샤르

피 흡수 에 지는 270 J 정도로 비슷한 수 이며, 

M2N 강의 샤르피 흡수 에 지는 310 J로 가장 높다. 

시험 온도가 감소할수록 샤르피 흡수 에 지는 감소한

다. -60 ℃에서의 샤르피 흡수 에 지는 M1N 강이 

183 J로 가장 낮고, M2N 강이 277 J로 가장 높다. 

  CGHAZ 시편들의 -40 ℃에서 측정된 샤르피 흡수 

에 지를 Table 5에 나타내고, 각 시편에서 가장 낮은 

샤르피 흡수 에 지가 측정된 샤르피 충격 시편의 면 

심부를 주사 자 미경으로 찰하여 Fig. 4에 나타

내었다. M1N-H 시편은 평균 샤르피 흡수 에 지가 

111 J로 가장 높다. M1-H 시편은 평균 샤르피 흡수 

(a)

AF

M1

(b)

AF

GB

M1N

(c)

AF

M2N

AF
GB

GB

10 μm

10 μm

10 μm

Fig. 2 SEM microstructures of the (a) M1, (b) M1N, and 
(c) M2N steels. (AF: acicular ferrite, GB : gran-
ular bainite)

Table 2 Volume fractions and grain sizes of micro-
structures of the base metals

Steel
Volume fraction (%) Grain size (㎛)

Acicular
ferrite

Granular
 bainite

Acicular
ferrite

Granular
bainite

M1 93 ± 8 7 ± 7 5 ± 2 29 ± 13

M1N 91 ± 7 9 ± 8 10 ± 5 22 ± 9

M2N 80 ± 11 20 ± 10 5 ± 2 20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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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Optical and SEM microstructures of the (a) and (b) M1-H, (c) and (d) M1N-H, and (e) and (f) M2N-H specimens. 
(AF: acicular ferrite, GB : granular bainite, BF : Bainitic ferrite, PAGB : prior austenite grain boundary)

Table 3 Volume fractions and grain sizes of microstructures of the CGHAZ specimens

Specimen
Volume fraction (%)

Acicular ferrite Granular bainite Bainitic ferrite
M1-H 39 ± 17 29 ± 11 32 ± 13

M1N-H 38 ± 10 28 ± 15 34 ± 12
M2N-H 23 ± 8 34 ± 18 43 ± 14

Specimen
Grain size (㎛)

Prior austenite grain size (㎛)
Acicular ferrite Granular bainite Bainitic ferrite

M1-H 8 ± 3 46 ± 29 50 ± 23 144 ± 69
M1N-H 9 ± 2 30 ± 15 39 ± 21 103 ± 45
M2N-H 8 ± 3 28 ± 16 38 ± 25 91 ±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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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지가 11 J로 가장 낮고, 면에서는 소성변형도 

거의 찰되지 않는다. M2N-H 시편은 평균 샤르피 

흡수 에 지가 14 J이며, M1-H 시편과 유사하게 

면에서 소성변형이 거의 찰되지 않는다. M1-H 시편

과 M2N-H 시편의 면은 부분 취성의 벽개 면이

었고, M1N-H 시편에서는 취성의 벽개 면과 연성의 

미세한 딤 (dimple)이 함께 찰되었다. 3 시편 모두 

벽개 면의 크기는 각 시편에 존재하는 GB나 BF 패

킷의 크기와 유사하 다. GB와 BF의 패킷의 크기가 

유사한 M1N-H 시편과 M2N-H 시편은 벽개 면의 

크기가 30 µm 정도이다. 반면, GB와 BF의 패킷의 

크기가 가장 큰 M1-H 시편은 벽개 면의 크기가 50 

µm 정도로, CGHAZ 시편들  가장 크다. 

4. 고    찰

4.1 CGHAZ 조직 변태에 미치는 Mo과 Nb의 
향

  본 연구에서 사용된 HSLA 강의 베이나이트 변태 시작 

온도(bainite start temperature, Bs)를 계산하 다
24,25). M1, M1N, M2N 강의 Bs 온도는 각각 649, 

649, 639 ℃이다. 따라서 모든 CGHAZ 시편에서는 

빠른 냉각의 향으로 베이나이트계 조직이 잘 형성될 

수 있다. 하지만 Mo과 Nb의 함량에 따라 상분율  

결정립 크기가 달라지며, 이는 기계  특성에도 향을 

다. CGHAZ 미세조직의 형성에 미치는 Mo의 향

을 살펴보기 해서 M1N-H 시편과 M2N-H 시편을 

비교하 다. Mo은 탄소의 확산 속도를 낮추고, 오스테

나이트 안정화 원소로서 오스테나이트에서 페라이트로

의 상변태를 지연시켜 온변태조직의 형성을 유도한

다. 즉 Mo의 증가는 연속냉각곡선을 오른쪽 아래로 이

동시키고 온변태조직의 형성을 진시킨다26,27). 

  M1N-H 시편에 비해 Mo 함량이 높은 M2N-H 시

편은 GB와 BF 분율이 더 높지만 결정립의 크기는 비

슷하다. 이러한 CGHAZ 시편의 상분율 차이는 탄소의 

확산 속도에도 향을 받는다. Biss와 Cryderman에 

따르면28), 베이나이트 변태 시 탄소의 확산 속도가 빠

르면 페라이트/오스테나이트 계면에서 탄소 함량이 낮아

지게 되고, 페라이트의 성장이 활성화된다. 반 로 탄소

의 확산 속도가 느리면 페라이트/오스테나이트 계면에

서 탄소 함량이 높아지게 되고, 페라이트의 성장이 억

제된다. 냉각 속도에 따라 페라이트/오스테나이트 계면 

주 에는 작은 결정립의 페라이트나 마르텐사이트가 혼

재되어 형성될 수 있다. 즉, Mo 함량이 높은 M2N-H 

시편은 베이나이트 변태 온도가 M1N-H 시편에 비해 

Table 4  Charpy absorbed energy of the base metals

Steel
Charpy absorbed energy at test temperature (J)

0 ℃ -20 ℃ -40 ℃ -60 ℃
M1 272 ± 18 280 ± 15 270 ± 10 183 ± 60

M1N 275 ± 20 283 ± 25 267 ± 30 240 ± 20
M2N 310 ± 5 282 ± 8 282 ± 8 277 ± 13

Table 5 Charpy absorbed energy at -40 ℃ of the CGHAZ
specimens

Specimen 1st/2nd/3rd (J) Average (J)
M1-H 12/11/10 11

M1N-H 178/124/32 111
M2N-H 23/9/9 14

Cleavage facet

M1-H

10 um

Fine dimple

M1N-H

10 um

M2N-H

10 um

(a)

(b)

(c)

Cleavage facet

Cleavage facet

Fig. 4  SEM fractographs of the fractured Charpy impact 
tests at -40℃ of the (a) M1-H, (b) M1N-H, and 
(c) M2N-H specim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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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으로 낮으며, 이 온도에서의 탄소 확산 속도도 

느리다. 그 결과, M2N-H 시편은 M1N-H 시편에 비

해 페라이트의 형성과 성장이 억제되고, GB와 BF가 

더 많이 형성되게 된다. 

  CGHAZ 미세조직의 형성에 미치는 Nb의 향을 살

펴보기 해서 M1-H 시편과 M1N-H 시편을 비교하

다. Nb은 표 인 탄질화물 형성 원소로서 고온에

서는 오스테나이트 결정립의 성장을 억제하고, 냉각 과

정에서는 페라이트와 베이나이트계 결정립의 성장을 억

제한다16,29). Nb 함량이 가장 낮은 M1 강의 AF 분율

은 93 %로 모재 시편  가장 높고, GB 분율은 7 %

로 가장 낮았다. 한, M1 강의 GB 패킷 크기는 29 

µm로 가장 크다. 반면에, M1N 강은 AF 분율이 91 

%, GB 분율은 9 %로 M1 강과 상분율은 비슷하지

만, GB 패킷의 크기는 더 작다. 이는 Nb이 Nb(N,C)

을 형성하여 조 한 GB 결정립의 성장을 억제하 기 

때문이다. M1 강과 M1N 강의 GB 패킷 크기는 각각 

29 ㎛와 22 ㎛이다. 그리고 CGHAZ 시편인 M1-H와 

M1N-H 시편의 PAGS는 각각 144 ㎛와 103 ㎛이

다. 즉, Nb의 첨가는 모재의 GB 패킷 크기도 감소시

키고, CGHAZ의 PAGS도 감소시켰다. 이는 Nb의 첨가

로 형성된 Nb(N,C)가 결정립 성장을 억제하는 pin-

ning 효과를 일으키기 때문이다. 핵생성은 열역학 으

로 불안정한 결정립계, 이차상과 기지의 계면,  등

에서 우선 으로 일어난다30,31). 모재의 GB 패킷 크기

가 감소함에 따라 용  공정 모사 시 역변태되는 오스

테나이트 결정립의 수가 증가하고 결국 PAGS를 작게 

형성하게 된다. M1-H 시편은 M1N-H 시편에 비해 

상분율의 차이는 거의 없지만, GB와 BF 패킷의 크기

가 더 크다. 이는 PAGS가 클수록 페라이트의 생성이 

억제되고 조 한 베이나이트의 형성이 진되기 때문이

다32). Nb(N,C)는 AF의 핵생성 자리로 작용하기 때

문에 M1-H 시편에서 AF 분율이 M1N-H 시편에서 

비해 크게 차이 나지는 않는다15). 

4.2 CGHAZ 미세조직과 샤르피 충격 특성의 
상 계

  베이나이트계 미세조직으로 구성된 CGHAZ에서는 

AF 분율이 높고, 결정립이 미세할수록 샤르피 흡수 에

지가 증가한다. 본 연구에서도 AF 분율이 상 으로 

높고, 결정립 크기가 작은 M1N-H 시편에서 CGHAZ 

시편들 에서 가장 높은 샤르피 흡수 에 지를 나타내

었다. 샤르피 충격 시험에서 취성 괴가 발생할 때 

괴  에 지는 고경각입계의 도에 비례한다고 알

려져 있다22,23). AF는 미세한 결정립 크기로 인해 치

한 고경각입계를 이룬다. 그러나, GB와 BF는 패킷

의 크기가 크고, 결정립의 내부는 경각입계로 구성된 

아결정립들(sub-grains)로 구성되어 있어서 AF에 비

해 고경각입계 도가 낮다16,20,21). 따라서 GB와 BF

의 분율이 높은 M2N-H 시편의 샤르피 흡수 에 지는 

M1N-H 시편보다 더 낮다. 그리고 AF의 분율이 가장 

높은 M1-H 시편은 샤르피 에 지가 가장 낮은데 이는 

GB와 BF의 패킷 크기가 가장 크기 때문이다. 

  Fig. 5에 -40 ℃에서 샤르피 충격 시험으로 괴된 

M1N-H 시편과 M2N-H 시편의 단면(cross-sec-

tional area)을 주사 자 미경으로 찰하여 나타냈

다. M1N-H 시편의 단면에서 GB와 BF 역에서는 

균열 가 직선 으로 길게 찰되는 반면, AF 역

에서는 균열  경로가 많이 꺾여 있고, 짧게 찰된

다. 이는 비교  조 한 패킷을 갖는 GB와 BF 역에

서 균열의 가 빠르고 길게 진행되지만, 미세한 결

정립을 갖는 AF 역에서는 AF의 치 하고 미세한 고

경각입계로 인해 균열이 그 경로를 자주 바꾸면서 짧은 

균열  모습을 보인다. M2N-H 시편의 단면에서

는 GB와 BF 역의 경계에서 균열  경로가 꺾이

는 모습이 나타난다. 즉, 패킷의 방향이 다른 GB와 

Ni Coated
M1N-H

10 um

(a)

Ni Coated
M2N-H

10 um

(b)

BF

GB

AF

BF

AF

GB

GB

AF

Fig. 5  SEM micrographs of the cross-sectional area be-
neath the cleavage fracture surface of the Charpy 
impact test fractured at -40℃ for the (a) M1N-H 
and (b) M2N-H specimens. (AF: acicular ferrite, 
GB : granular bainite, BF : Bainitic ferr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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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F 역의 경계에서도 미세하지만 균열의 가 억제

되고 있다. 

  CGAHZ 시편들은 -40 ℃에서 취성 괴 뿐만 아니라 

연성 괴도 함께 일어나기 때문에 괴 시 미세조직별 

변형 정도를 분석하기 해서 Fig. 6~8에 CGAHZ 

시편들의 단면을 EBSD로 분석하여 band contrast, 

inverse pole Fig., KAM (Kernel average misor-

ientation) maps를 나타내었다. Fig. 6은 M1-H 시

편의 조 한 GB 역과 AF 역에서의 균열  모

습을 찰하 다. Inverse pole Fig. map에서 GB

는 15 o 이상의 고경각 결정립계로 나뉜 유효결정립도

(effective grain size)가 매우 조 하며, AF는 유효

결정립도가 미세하게 찰된다. 조 한 결정립의 GB 

는 직선 으로 긴 균열이 진행한 모습을 볼 수 있으며, 

변형량도 다. 반면, 미세한 결정립으로 구성된 AF 

역에서는 균열  경로가 짧고 자주 꺾이는 모습이 

나타나며, 변형도 많이 발생하여 KAM map에서 균열 

끝단부에서의 변형된 모습을 찰할 수 있다. 특히, GB

M1-H(a)

(b)

(c)

GB
AF

GB AF

GB AF

Fig. 6  (a) Band contrast maps, (b) inverse pole Fig. maps,
and (c) KAM maps of the cross-sectional area be-
neath the cleavage fracture surface of the Charpy 
impact test fractured at -40℃ for the M1-H 
specimens. (AF: acicular ferrite, GB : granular 
bainite)

M1N-H(a)

(b)

(c)

BF
AF

BF AF

BF AF

Fig. 7  (a) Band contrast maps, (b) inverse pole Fig. 
maps, and (c) KAM maps of the cross-sectional 
area beneath the cleavage fracture surface of the 
Charpy impact test fractured at -40℃ for the 
M1N-H specimens. (AF: acicular ferrite, BF : 
Bainitic ferr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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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AF의 경계부에서 매우 높은 변형이 수반된 모습이 

나타나며,(빨간색 세모 표시부) 이로 인해 미세한 결정

립을 갖는 AF가 온 괴 억제에 매우 효과 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 7은 M1N-H 시편의 비교  작은 패킷을 갖는 

BF 역과 넓은 AF 역에서의 균열  모습을 

찰하 다. BF는 패킷이 작더라도 균열이 직선 으로 

되는 모습을 보이며, 변형도 거의 일어나지 않는

다. 반면, 넓은 역에서의 AF 결정립들은 균열의 

 경로가 짧고, 주변부에서의 변형도 매우 많이 발생

한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BF는 비록 패킷의 크기가 

작더라도 변형없이 빠른 균열 가 온에서 일어난

다. 여기서도 BF와 AF의 경계부에서 높은 변형이 수

반된 모습이 나타난다.(빨간색 세모 표시부) 한 AF 

역에서는 많은 소성 변형의 결과로 시편 수직 방향으

로의 균열도 찰되며,(노란색 세모 표시부) 이는 결국 

높은 샤르피 흡수 에 지로 나타난다. Fig. 8은 미세

한 결정립의 AF와 BF가 혼재된 역이 존재하는 

M2N-H 시편의 균열  모습을 찰하 다. AF는 

미세한 결정립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BF는 이러한 AF 

결정립과 함께 복잡한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BF 패킷의 크기도 10 ㎛ 정도로 비교  작다. 따라서 

균열의  경로도 조 한 패킷의 GB와 달리, 짧고 

자주 꺾이는 모습을 보인다. 특히, AF와 혼재된 역

에서는 비교  높은 변형이 수반된 모습도 나타난다.

(빨간색 세모 표시부) 한 BF와 AF가 혼재되어 많은 

소성 변형의 결과로 시편 수직 방향으로의 균열도 찰

된다. (노란색 세모 표시부) 즉, 온변태조직이 작은 

크기의 결정립으로 구성된 경우에는 비교  균열 

를 효과 으로 억제하고 소성 변형량을 증가시킬 수 있

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로 상분율은 큰 차이가 없었지

만 더 작은 결정립 크기를 갖는 M1N-H 시편이 

M1-H 시편에 비해서 더 우수한 -40 ℃에서의 샤르피 

흡수 에 지를 가진다. 즉, Nb의 첨가로 결정립이 미

세하고, Mo의 첨가량은 게한 CGHAZ 시편에서 가

장 우수한 온 샤르피 충격 인성을 나타내었다. 추후 

연구에서는 베이나이트계 조직의 형성뿐만 아니라 이차

상인 탄질화물의 형상이나, 크기, 분포 등도 분석하여 

조직과 물성의 상 계를 연구한다면 더욱 우수한 물

성을 갖는 강재의 개발을 한 기 자료로 활용이 가능

할 것이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Mo과 Nb의 함량을 조 하여 3 종류의 

HSLA강을 제조하고, 용  모사 시험을 통해 CGHAZ 

시편을 제조하여 이들의 미세조직을 분석하 다. 그리

고 비커스 경도 시험과 샤르피 충격 시험을 실시하여 

기계  특성을 평가하 다. 이로부터 미세조직 과 기계

 특성에 미치는 Mo과 Nb의 향을 조사하여 다음의 

결론을 얻었다.

  1) 모재와 CGHAZ의 미세조직에 미치는 Mo의 

향을 비교하면, Mo 함량이 높은 강(M2N)은 Mo 함량

이 낮은 강(M1N)에 비해 AF의 분율은 낮고 GB의 

M2N-H(a)

(b)

(c)

GBAF
BF+ AF

GBAF
BF+ AF

GBBF+AFAF
BF+ AF

BF+AF

BF+AF

Fig. 8  (a) Band contrast maps, (b) inverse pole Fig. 
maps, and (c) KAM maps of the cross-sectional 
area beneath the cleavage fracture surface of the 
Charpy impact test fractured at -40℃ for the 
M2N-H specimens. (AF: acicular ferrite, GB : 
granular bain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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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율은 높았다. 그리고 Mo 함량이 높은 CGHAZ 시편

(M2N-H)은 Mo 함량이 낮은 CGHAZ 시편(M1N- 

H)에 비해 AF의 분율은 낮고 GB의 분율은 높았다. 

이는 Mo의 증가가 베이나이트 변태 온도를 낮추고, 베

이나이트계의 온변태조직의 형성을 유도하며, 탄소의 

확산 속도를 감소시켜서 페라이트의 형성을 억제하기 

때문이다. 

  2) 모재와 CGHAZ의 미세조직에 미치는 Nb의 향

을 비교하면, Nb 첨가된 강(M1N)은 Nb이 첨가되지 

않은 강(M1)에 비해서 상분율은 비슷하지만, GB 패

킷의 크기는 더 작았다. 그리고 Nb 첨가된 CGHAZ 

시편(M1N-H)은 Nb이 첨가되지 않은 CGHAZ 시편

(M1-H)에 비해서 AF의 분율은 낮고 GB의 분율은 

높았다. 그리고 GB와 BF 패킷의 크기와 구 오스테나

이트 결정립 크기는 약간 감소하 다. 이는 Nb이 탄질

화물을 형성하여 결정립 성장을 억제하고, 베이나이트

계의 온변태조직의 형성을 억제하기 때문이다. 

  3) CGHAZ 시편의 온 샤르피 흡수 에 지에 미

치는 미세조직의 향을 살펴보면, AF의 분율이 가장 

높고, 결정립의 크기도 가장 작은 CGHAZ 시편(M1N- 

H)은 가장 우수한 온 샤르피 충격 흡수 에 지를 갖

는다. 이는 높은 분율의 AF 역에서 소성 변형이 많

이 발생하며 연성 괴가 주로 발생하고, 일부 AF 

역에서는 취성 괴가 발생하더라도 약간의 소성 변형

과 함께 지그재그 형태의 짧은 균열  경로가 형성

되기 때문이다. 반면, 조 한 패킷의 GB와 BF의 분율

이 높은 CGHAZ 시편에서는 낮은 온 샤르피 충격 

흡수 에 지를 나타내었다. 이는 GB와 BF 역에서 

소성 변형이 거의 없는 취성 괴가 주로 발생하고, 긴 

균열  경로가 형성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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