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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요약

최근 전 세계적으로 자동차에 대한 연비규제와 환경규제가 심해짐에 따라 자동차에

사용되는 철강의 경량화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경량화를 위해 다양한 초고강도

강재들이 사용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DP 강은

우수한 물성과 간단한 제조공정으로 많이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DP 강의 고강도화가

진행됨에 따라 낮은 Stretch flangeability 에 의한 가공 균열 등의 문제점이 보고되기

시작하여 성형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현재까지 선행 연구들에서는

DP 강의 Stretch flangeability 는 인장 물성과 강도에 영향을 크게 받는다고 하였지만

최근에는 이러한 인장 물성과 강도 보다는 미세조직학적 영향이 더 크다는 보고도 되고

있다. 이처럼 HER 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들에 대해 의견이 분분한 상태이며 체계적인

연구 역시 아직까지는 부족한 상태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HER 에 미치는 미세조직의 영향을 명확하게 알아보기 위하여

Hole expansion test 를 진행하고 미세조직에 대한 정량화를 통해 변형거동의 차이를

분석하여 결과적으로 미세조직이 어떻게 HER 에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하여 규명하고자

하였다. DP1 과 DP2, CP1 의 서로 다른 HER 을 가지는 세 강종을 이용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DP1 와 DP2 는 Ferrite 와 Martensite 또는 Tempered martensite 로 이루어진

전형적인 DP(Dual phase)강이며 CP1 은 Bainite 도 함께 존재하는 CP(Complex 

phase)강이다. 이 중 DP1 은 비교적 높은 Ferrite 분율과 Martensite 분율을 가지고

있었지만 DP2 와 CP1 은 대부분의 상이 Tempered martensite 또는 Bainite 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미세조직학적 차이에 의해 서로 다른 변형 거동을

보여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Hole expansion test 를 하기 위하여 blanking 을 할 때 일반적으로 punching 을 통해

구멍을 뚫게 된다. 이 때 이 재료의 blanking edge 부에는 큰 변형이 가해지게 되고  

DP1 이 다른 두 강재에 비해 비교적 Ferrite 로의 변형 집중을 많이 받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Hole expansion test 를 진행할 때 DP1 의 경우 변형이 집중되어 취약해진

Ferrite 를 따라 균열이 급격하게 전파되어 낮은 HER 을 가지고 DP2 와 CP1 은 변형이

Ferrite 뿐만 아니라 Tempered martensite 와 Bainite 도 함께 변형이 일어나기 때문에

비교적 전체적으로 균일하게 일어나 균열의 blunting 이 일어나며 높은 균열 저항성을

보여 높은 HER 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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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서론

1.1 연구배경

최근 들어 자동차 산업에서는 환경보호와 연비 향상을 위하여 자동차용 철강소재의 고

강도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초고강도 강재는 다른 강재에 비해 높은 강도뿐

만 아니라 비교적 높은 연신율을 함께 가질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현재 이러한 초고강도

강재는 특히 높은 강도를 요구하는 섀시용 강판에 많이 적용되고 있다. 자동차의 섀시는

엔진을 지지하고 진동을 흡수하며, 특히 충돌 시 운전자를 보호하는 주요 부품이기 때문

에 높은 강도를 요구한다. 따라서 현재까지 초고강도 강재의 연구 목표는 대부분

Ultimate tensile strength (UTS), Yield strength (YS), Total elongation (EL) 등의 일반적인 기

계적 물성에 맞추어져 있었다. 하지만 자동차의 섀시용 강판은 대부분 복잡한 형상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가공 시 가공균열 등의 결함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가공균열의 발생은 비교적 높은 강도와 연신율을 가지는 강재에서도 잇따라 발생

하고 있다. 따라서 자동차용 섀시에 적용되는 초고강도 강재의 경우 높은 연신율 뿐만

아니라 우수한 Stretch flangeability를 가져야 한다. 일반적으로 Hole expansion ratio (HER)

은 이러한 Stretch flangeability를 가장 잘 나타내는 지표로써 알려져 있다[1-3].

현재 다양한 종류의 초고강도 강재 중 특히 Dual phase (DP) 강이 자동차용 강재의 소

재로 많이 적용되고 있다. DP강은 일반적으로 Ferrite와 Martensite가 함께 존재하고 있는

강재를 말하며 Ferrite의 높은 연신율과 Martensite의 높은 강도를 함께 나타내면서 다른

초고강도 강재에 비해 그 제조공정이 비교적 간단한 장점이 있다. 이러한 DP강 역시 최

근의 요구에 따라 점점 고강도화 되어 가고 있으며, 980 MPa 이상의 강도를 가지는 DP

강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 지고 있다. 하지만 DP강의 경우 고강도화가 점점 진

행됨에 따라 다른 초고강도 강재에 비해 낮은 Stretch flangeability를 보여주고 있으므로

보다 폭넓은 적용을 위해서는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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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목적

본 연구에서는 상간 경도차이를 가지는 서로 다른 세 가지 DP강판을 이용하여 Hole 

expansion test를 진행하였다. 세 강재의 미세조직에 따른 변형거동 차이와 가공경화의

차이를 확인하고, 그에 따른 균열전파 거동의 차이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결과적으로

980MPa급 DP강판에 있어서 Stretch flangeability를 결정하는 주요 인자에 대하여 고찰하

고, 인장물성과의 상관관계를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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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이론적 배경

2.1 Dual phase steel

2.1.1. 자동차용 강판

최근 연비 규제와 환경 규제 등의 이슈로 인해 자동차의 경량화가 주목 받고 있다. 따라

서 자동차의 경량화를 위해 철강의 고강도화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철

강을 경량화 하기 위해 소재의 고강도화가 필수적인 요소이다. 일반적으로 철강을 강화

시키는 방법으로는 결정립 미세화, 고용체 형성, 석출경화, 변태조직 제어 등의 다양한

방법이 있다. 특히 변태조직의 제어란 냉각 중 생성되는 Bainite와 Martensite 등의 저온

변태조직의 분율 및 분포를 제어하여 강도를 증가시키는 방법이다. 현재 연구되고 있는

많은 초고강도 강재 중 Dual phase (DP)강은 변태조직 제어를 통해 만들어진 강재로, 소

재 자체의 강도를 향상시키고자 했다.

2.1.2. Dual phase steel의 특징

DP강은 일반적으로 Ferrite와 Martensite로 이루어진 초고강도 강재를 말한다. 다양한 초

고강도 강재 중 DP강은 Ferrite의 높은 연신율과 Martensite의 높은 강도를 어느 정도 함

께 가질 수 있어 우수한 물성을 가진다고 알려져 있다[4, 5]. DP강은 일반적으로

Martensite에 의한 높은 최대인장강도(UTS)와 함께 Ferrite에 의한 낮은 초기 항복강도를

가진다. 따라서 일반적인 다른 강재에 비해 낮은 항복비 (Yield Ratio)를 가지게 된다. 이

러한 DP강의 특징을 통해 높은 가공경화율을 가질 수 있고, 충돌 시 큰 에너지를 흡수할

수 있어 자동차의 구조용 재료로써 큰 장점을 가져 많은 초고강도 강재 중 높은 적용률

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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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 1 Schematic picture showing advanced high strength steels (shown in color) 

compared to low strength steels (dark grey) and traditional HS steels (grey)

Figure 2 - 2 Mechanical properties of DP ste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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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 3 DP steels as safety details in car bodies [Svenskt Stål 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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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제조 공정

이러한 DP강을 제조하는 대표적인 열처리 방법은 3가지가 있다. DP강의 제조는 기본

적으로 Inter critical annealing을 거치게 된다. 이 때 Inter critical annealing을 거치는 방

식에 따라 공정 이후 DP강의 미세조직에 크게 영향을 주게 된다[6-9].

1. Intermediate quenching

(1) 이전 열처리 공정에 의한 효과 및 초기 미세조직의 영향을 없애기 위해서 γ 단상영

역에서 오스테나이화 열처리(Austenitizing)를 실시한 후 퀜칭(Quenching)을 실시한다. 이

를 통해 초기 Martensite 조직이 형성된다.

(2) 이후 α + γ 영역까지 재가열을 실시하게 된다. 이 때 초기 Martensite의 얇은 lath에

서 γ의 핵 생성이 일어나게 되어 fine fibrous martensite가 형성된다.

2. Intermediate annealing

(1) 일반적으로 아무 열처리를 가지지 않은 철강의 경우 α 와 α + Carbides(Pearlite)조직

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 상태에서 그대로 α + γ 영역으로 가열을 한다. 이 경우 γ의 핵

생성은 보통 α 와 Carbide의 계면에서 일어나게 된다.

(2) 이후 퀜칭을 통해 성장한 γ가 Martensite로 변태하게 되어 비교적 둥근 형태의

Martensite가 형성된다.

3. Step quenching

(1) 이전 열처리 공정에 의한 효과 및 초기 미세조직의 영향을 없애기 위해서 γ 단상영

역에서 Austenitizing을 실시한다.

(2) 이후 α + γ 영역까지 냉각을 시키게 되고, α + γ 영역에서 일정 시간 유지한 후 퀜칭

을 하게 된다. 이 때 α + γ까지 냉각하게 되면 γ의 계면에서 α의 핵 생성이 일어난다. 또

한 일정 시간 유지되는 동안 이 α가 성장하게 되고, 이후 퀜칭을 할 때 Martensite가 형

성된다. 결과적으로 Step quenching을 통해서는 비교적 조대한 Martensite가 형성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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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 4 Schematic illustration of different heat treatment process (a)Intermediate 

quenching, (b)Intercritical annealing, (c) Step quenc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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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 5 Microstructure of Intermediate quenching

Figure 2 - 6 Microstructure of Intercritical annea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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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 7 Microstructure of Step quenc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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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 변형거동

DP강의 경우 비교적 경도가 낮은 Ferrite와 경도가 높은 Martensite가 함께 존재하고 있

다. DP강이 변형을 받을 경우 비교적 경도가 낮은 Ferrite가 먼저 변형이 일어나게 된다.

따라서 DP강은 비교적 낮은 항복강도(YS)를 가지게 되며, ferrite의 이동전위를 통해 연속

항복거동이 나타나게 된다. 이 때 초기 변형이 Ferrite에 집중되게 되어 급격하게 가공경

화가 일어나게 되고, Martensite는 변형을 거의 받지 않기 때문에 DP강은 높은 가공 경

화율을 가질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이후 변형이 심화될 경우 이 Ferrite로의 변형 집중에

의해 생성된 전위가 이후 Ferrite와 Martensite의 계면에 집적되어 미소 공극을 형성시켜

균열의 생성과 전파를 일으키게 된다.

DP강의 변형특성의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vickers hardness, nanoindentation, SEM-

EBSD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접근하고 있다. 첫 번째로 Ferrite로의 변형집중은 일반적으

로 Ferrite와 Martensite의 분율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고 알려져 있다. Martensite의 분율

이 크면 클수록 DP강의 초기 변형을 담당하는 Ferrite의 분율이 그 만큼 작아져 Ferrite의

가공경화 효과가 더 커질 수 있게 된다. 두 번째로 Ferrite의 grain size 역시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DP강에서의 Ferrite grain size에 의한 강화효과는 Ferrite 단상

강의 grain size에 비해 약 7배 정도 더 효과를 미친다고 보고되었다. 또한 Ferrite grain 

size가 작을 수록 ferrite로의 변형집중을 줄일 수 있다는 보고도 되고 있다[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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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 8 Schematic illustration of strain behavior on dual phase steel

Figure 2 - 9 TEM of DP steel ; (a)Dislocations in ferrite after deformation, (b)marten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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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 10 Strain localization in Ferrite (Arrow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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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Hole expansion ratio (HER)

일반적으로 자동차용 강판은 가공 시 가공균열이 발생하지 않는 등 충분한 성형성을

가져야 한다. 일반적으로 프레스 성형에서의 성형모드는 Deep drawing, bending, 

stretching, Stretch flanging으로 구분할 수 있다[2]. 이에 따라 자동차용 판재를 성형할

경우 필요한 다양한 성형성 지수 중 하나인 Stretch flange ability에 대한 평가 역시

중요하다. Hole expansion ratio (HER)란 강재의 Stretch flangeability를 나타낼 수 있는

지수로, Hole expansion test를 통해 측정할 수 있다. Hole expansion test는 판재에

punching, wire cutting, drilling 등의 다양한 blanking 방법을 통해 10mm 직경의 구멍을

뚫은 후 60°의 원주각을 가지는 punch를 통해 구멍을 확장시키며 진행된다. 구멍의

edge부에서 두께방향으로의 파괴가 일어나면 실험은 종료되게 되고, 이 때 늘어난

직경과 기존 직경의 차를 통해 HER을 측정하게 된다. HER을 측정은 아래의 식을 통해

구할 수 있다. 이 때 D는 두께방향으로의 파괴 이후 구멍의 직경이며 D0는 초기 구멍의

직경이다.

HER(%) =
����

��
x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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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 11 Formabilities in press forming of sheet steels

Figure 2 - 12 Schematic illustration of Hole expansion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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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HER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

HER은 Stretch flangeability를 나타내기 위해 많이 사용되고 있지만 현재까지는 체계적인

연구가 진행되지 않아 의견이 분분한 상태이다. 일반적으로 성형성의 경우 강재의

연신율에 비례하고, 그에 따라 강도에 반비례 한다고 알려져 있다. Stretch flangeability 

역시 강도에 반비례한다는 연구 결과가 많이 보고 되어 왔지만 최근에는 이러한 강도와

연신율 보다는 미세조직에 의한 영향을 받는다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19, 20]. 또한

최근 연구들은 DP강의 경우 그 변형거동이 다른 일반적인 강재와 다르고, 그에 따라

다양한 인자들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고 있다. 첫 번째로 현재 DP강은

비교적 경도가 낮은 Ferrite와 경도가 높은 Martensite가 함께 존재하고 있어 Ferrite와

Martensite의 경도차이에 의해 형성된 미소 공극이 형성되기 때문에 Stretch 

flangeability가 저하된다는 의견이 많다. 하지만 이러한 Ferrite와 Martensite의

경도차이에 의한 미소 공극의 형성은 Hole expansion test를 진행할 때 이외에 일반적인

일축인장시험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이다. 하지만 강도에 비해 비교적 연신율이 우수한

DP강의 경우에도 HER은 낮은 값을 가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공동의 형성이 Stretch 

flangeability를 결정하는 요소로는 보기 어렵다. 두 번째로 강을 이루는 Ferrite와

Martensite의 분율과 형상이 HER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의견이 있다. 일반적으로

Grain size가 클 수록 Ferrite로의 변형집중이 심화되어 비교적 낮은 HER을 나타낼 수

있고, Grain size가 작을 수록 Ferrite로의 변형집중이 작아 초기 변형을 줄여 비교적 높은

HER을 가질 수 있다. 또한 Martensite의 형상 역시 이러한 Ferrite로의 변형집중에

영향을 주게 되는데, Martensite가 island형태로 있을 경우 Chain 형태로 있을 때 보다

훨씬 더 큰 변형집중을 받게 된다는 보고가 되어왔다. 이러한 Ferrite로의 변형집중은

Ferrite의 Grain size, Ferrite와 Martensite의 상간 경도차이와 전위의 집적 등의

미세조직학적 인자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알려져 있다[12-14, 16, 19].

또한 이러한 미세조직학적 인자 이외에도 Blanking 후 표면의 상태 역시 HER에

영향을 주는 인자로써 연구되어 왔다. 일반적으로 Blanking 방법 중 Punching을 하게

되면 재료 표면에 심한 변형이 생기는 등 표면상태가 나빠지게 되고, 이는 Wire 

cutting등을 통해 blanking을 한 것 보다 더 낮은 HER을 가진다는 보고가 되고 있다[2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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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 13 Relationships between UTS and 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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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 14 Equivalent strain map; (a)island martensite (b)chained marten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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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 15 Effect of edge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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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실험방법

3.1. 실험 재료

본 연구에서는 인장강도가 약 980MPa급인 서로 다른 미세조직을 가진 3가지 강종을 사용하였

다. 또한 이번 연구는 현대제철㈜에서 강재를 제공해주어 진행되었다.

3.2. Hole expansion test

DP1, DP2, CP1에 대하여 Hole expansion test를 각각 10회씩 실시하여 평균값으로 HER을 측정하

였다. Hole expansion test를 진행하기 위하여 Blanking을 하는 방법으로는 punching을 실시하였다. 

Punching을 통해 blanking을 하게 되면 blanking edge부분이 크게 변형이 일어나게 되며, 마지막

에 파단이 일어난 부분에 Burr가 형성되게 된다. 이번 연구에서는 이 변형된 부분을 Shear zone, 

마지막에 파단이 일어나 Burr가 형성되어 있는 영역을 Fracture zone으로 명명하고, punching 후

시편의 단면을 Figure 3-2를 통해 나타내었다. HER은 초기 구멍의 두께 방향으로 관통균열이 생기

는 순간을 측정하였다. 아래의 Figure 3-1에 각 강종의 HER후 시편의 형상과 HER의 평균값을 나

타내었다.

3.3. Tensile test

인장 물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DP1, DP2, CP1에 대하여 일축인장시험을 각각 15회씩 실시하여

평균값으로 인장물성을 측정하였다. 아래의 Table 3-1에 각 강종에 대한 인장물성을 정리하여 나

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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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 1 Tensile properties of steels

YS

(MPa)

UTS

(MPa)

U-EL

(%)

T-EL

(%)

Yield

ratio
n

DP1 667 1047 8.7 16.2 0.64 0.114

DP2 838 1049 6.2 13.6 0.80 0.078

CP1 964 1127 4.6 9.3 0.86 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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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 1 Specimens after Hole expansion test

Figure 3 - 2 Schematic illustration of blanking edge after punc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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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미세조직 분석

본 연구에서 사용된 3가지 강재의 LS방향에 대한 미세조직을 관찰하기 위하여 시편을

연마하고, 3% Nital용액(Ethanol 98% + Nitric acid 2%)으로 에칭한 후 광학현미경(Optical 

Microscopy: OM)과 주사전자현미경(Scanning Electron Microscopy: SEM)을 통해 미세조직

을 관찰하였다. 또한 각 강종에 대한 미세조직을 Image analysis를 통하여 상분율을 정량

화 하였다.

3.5. 경도 분석

시편의 경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하중 0.3kg으로 Vickers hardness를 측정하였다. 경도

시험을 측정할 때의 하중은 각 강종의 평균적인 경도를 얻기 위하여 Ferrite와

Martensite, Tempered martensite 등의 조직을 전부 포함할 수 있도록 충분히 큰 압입자

를 가지는 지 확인하였고, 시험 시 변형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1mm이상의 일정한 간격

을 두고 측정하였다. 또한 punching으로 blanking 했을 때 표면 부의 가공경화 정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표면 부를 따라 경도를 측정하였다. Figure 3-2를 통해 blanking 표면 부

의 경도 측정에 대한 모식도를 나타내었다. 또한 UNIST(울산과학기술원: Ulsan National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를 통하여 Nanoindentation을 실시하여 각 상에 대한

경도를 측정하였다.

3.6. Hole expansion test 후 두께방향 관찰

Hole expansion test 시 균열의 형성과 전파거동을 거시적으로 관찰하기 위하여 Hole 

expansion test 후 두께방향의 파면 관찰을 Macro scopy와 주사전자현미경을 통해 관찰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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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 3 Vickers hardness test location for blanking edge

Figure 3 - 4 Nanoindentation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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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Hole expansion test 모사 시험

만능 시험기를 통해 Hole expansion test 모사 시험을 진행하여 Hole expansion test 시

발생하는 Force와 Displacement를 측정하며 시험을 진행하였다. 또한 각 시편에 대하여

일정 응력마다 멈춰가며 Macro scopy를 통해 두께 방향으로의 사진을 얻으며 시험을 진

행하였다. 

3.8. Notched tensile test

각 시편에 대한 균열 전파 거동을 좀 더 면밀히 살펴보기 위하여 노치 인장시험을 실

시하였다. 노치 인장시험은 시편의 Gage length영역의 중간에 넓이 0.2mm, 깊이 1mm의

노치를 만든 후 인장시험을 실시하였다. 또한 시험을 진행하며 균열의 생성과 전파 거동

을 면밀히 관찰하기 위하여 시험 진행 전 시편을 연마하고 3% Nital 용액으로 에칭한 후

시험을 진행하였다. 또한 시험을 진행하는 동안 일정 displacement마다 멈추고 SEM을

통해 균열을 관찰하며 진행하였다. 아래의 Figure 3-6를 통해 노치 인장시험을 실시한 시

편의 형상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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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 5 Hole expansion simulation test

Figure 3 - 6 Specimens for notched tensil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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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실험 결과

4.1. 미세 조직

Figure 4-1과 Figure 4-2를 통해 각 강종에 대한 미세조직을 나타내었다. 미세조직을 관

찰하기 위하여 시편을 LS방향으로 채취하여 연마한 후 3% Nital 용액을 사용하여 에칭을

실시하였다. 첫 번째로 OM을 이용하여 관찰한 결과를 Figure 4-1에 나타내었다. DP1과

DP2는 Ferrite와 Martensite 또는 Tempered martensite로 이루어진 전형적인 DP강 형태

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CP1의 경우 Ferrite와 Martensite 또는 Tempered martensite 뿐

만 아니라 Bainite까지 함께 존재하는 CP(Complex phase)강에 더 가깝다고 판단하였다

DP1과 DP2의 경우 압연방향을 관찰할 수 있었지만 CP1의 경우 뚜렷한 압연방향을 관찰

하기는 힘들었다.

이러한 미세조직을 좀 더 면밀히 관찰하기 위하여 SEM을 촬영하였고, 각 강종에 대한

SEM사진을 Figure 4-2에 나타내었다. SEM을 통해 각 강종의 미세조직을 관찰하고, 정령

화를 한 결과를 Figure 4-3에 나타내었다. DP1의 경우 DP2와 CP1에 비해 비교적 큰

Ferrite grain size를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Ferrite 분율이 약 37%, Martensite의 분율이

약 33%로 비교적 높으며 Tempered martensite는 약 33%로 비교적 낮은 분율을 가지고

있었다. 이 DP1과 비교하여 DP2의 경우 비교적 작은 Ferrite grain size를 확인할 수 있었

다. 또한 Ferrite 분율도 약 27%로 약간 더 낮은 분율을 가지고 있었고, 특히 대부분의

Martensite가 Tempering 되어 Tempered martensite가 약 60%정도로 높은 분율을 차지하

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CP1의 경우 3가지 강종 중 가장 작은 Ferrite grain size를

확인할 수 또한 있었다. Ferrite와 Martensite, Tempered Martensite 뿐만 아니라 Bainite까

지 확인할 수 있었던 CP1의 경우에는 특히 Tempered martensite와 Bainite를 형상학적으

로 구분하기 힘든 것뿐만 아니라 Tempered martensite와 Bainite가 미치는 물성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판단하여 구분하지 않고 정량화를 실시하였다. 이 결과 CP1의 Ferrite 분

율은 약 13%로 매우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약 Tempered martensite와 Bainite가

약 67% 정도로 아주 높은 분율을 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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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 1 Optical microscopy of ste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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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 2 Scanning electron microscopy of ste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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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 3 Volume fraction of ste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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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인장 물성

Figure 4-4를 통해 인장시험을 통해 얻은 Engineering Stress-Strain curve를 나타내었다. 

Table 3-2를 통해 알 수 있듯이, DP1과 DP2는 약 1000MPa정도로 비슷한 수준의 UTS를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DP2가 DP1에 비해 더 높은 YS를 가지는 것 역시 확인할 수 있었

다. 비슷한 수준의 UTS를 가지고 있지만 YS가 더 높기 때문에 YS/UTS로 나타내어지는

YR(항복비: Yield ratio)역시 DP2가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반면에 CP1의 경우 DP2

와 CP1에 비해 더 높은 YS와 UTS를 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YR은 DP2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3가지 강종 모두 연속항복 거동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DP강의 경우

비교적 경도가 낮은 Ferrite에서 먼저 변형이 일어나게 되고, Ferrite에 형성된 이동전위에

의해 연속항복거동이 나타나게 된다. 즉, DP강의 인장물성에서 YS의 경우 일반적으로

Ferrite에 의존적이며, UTS의 경우 Ferrite 뿐만 아니라 Martensite와 Tempered Martensite

등 재료를 구성하는 전체적인 상들의 종합적인 물성에 영향을 받게 된다. 결과적으로, 비

슷한 수준의 UTS를 가지고 있는 DP1과 DP2를 비교해 보면 DP2가 DP1에 비해 더 높은

YS, 즉 더 높은 YR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DP2의 Ferrite가 DP1에 비해 더 늦게 변형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4.3. Nanoindentation

Nanoindentation 경도시험을 통해 각 Phase에 대한 경도를 측정한 결과를 아래의

Table 4-1에 나타내었다. Nanoindentation 실험은 UNIST의 도움으로 진행되었다. DP1의

Ferrite의 경우 DP2와 CP1에 비해 낮은 경도 값을 가지고 있었으며, Martensite는 비교적

높은 경도를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DP2와 CP1의 Ferrite는 비교적 높은

경도를 가지고 있었고, 대부분의 분율을 차지하는 Tempered martensite와 Bainite의 경도

가 DP1의 Martensite에 비해 훨씬 낮은 값을 가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DP1의 초기조직은 DP2와 CP1에 비해 훨씬 더 큰 상간 경도차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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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 4 Stress-Strain curve of steels

Table 4 - 1 Nanoindentation hardness for each phase

Nanoindentation hardness (GPa)

Ferrite
Tempered Martensite

+ Bainite
Martensite

DP1 2.6 4.5 8.4

DP2 3.9 5.8 6.8

CP1 3.7 5.3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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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Hole expansion test

Figure 4-5를 통해 각 각종에 대하여 Hole expansion test를 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DP1

이 DP2와 CP1에 비해서 현저하게 낮은 HER을 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Figure 4-6에 Hole expansion test를 진행한 이후 SEM을 통해 두께방향으로의 관찰을 실

시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a),(b),(c)는 파단 후 관통균열을 Macro scopy로 관찰한 결과이

다. 이 Macro scopy를 통해서도 확인 할 수 있듯이 DP1의 경우 큰 관통균열 하나가 형

성된 것을 관찰할 수 있지만 DP2와 CP1의 경우에는 큰 관통균열뿐만 아니라 주변에 작

은 잔 균열들이 많이 형성되어 있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이를 좀 더 자세하게 확인하

기 위하여 SEM을 확인하였고, (d),(e),(f)를 통하여 나타내었다. SEM사진의 경우 관통균열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잔 균열들을 중심으로 관찰을 진행하였다. 이 SEM사진을 통해 DP1

과 DP2, CP1의 3가지 강종 모두 공통적으로 Burr가 존재하는 Fracture zone의 끝부분에

서 균열이 발생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끝부분에서 발생한 균열이 Hole expansion

test가 진행됨에 따라 Shear zone으로 진행한 것을 관찰할 수 있다. 또한 DP1과 다르게

DP2와 CP1의 경우 파면 전체에 걸쳐 Shear band가 형성되고, 이를 통해 많은 잔 균열들

이 형성되는 것도 관찰할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DP2와 CP1의 균열 저항성이 DP1에 비

해서 훨씬 더 좋다는 것을 거시적으로 판단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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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 5 Hole expansion ratio distribution of ste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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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 6 OM and SEM observation for thickness direction 

after hole expansion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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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Hole expansion test 후 균열 형상

Hole expansion test 이후 관통균열이 형성된 판재의 표면 부를 채취하여 연마 후 3% 

Nital 용액을 이용하여 에칭한 후 균열의 형상을 관찰하였다. Figure 4-7을 통해 관찰할

수 있듯이 DP1의 경우 끝부분이 날카롭게 형성되어 비교적 빠른 속도로 균열이 전파된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DP2와 CP1의 경우 균열의 끝부분이 Blunting되어 비교적 뭉

툭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균열의 형상을 통해 서로 다른 균열형상을 가지는

이유가 미세조직학적 인자에 있다고 판단할 수 있었다.

Figure 4 - 7 Crack morphology after hole expansion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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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Hole expansion test 모사 시험

만능 시험기를 통해 Hole expansion test 모사 시험을 진행한 결과를 figure 4-8과

figure 4-10에 나타내었다. Figure 4-8은 모사시험을 통해 얻은 Force – displacement 그래

프이며 4-10에 각 응력 수준에 따라 멈춘 후 시편의 두께방향을 Macro scopy로 관찰한

사진을 나타내었다. 첫 번째로 Figure 4-8에 표시한 (a) 응력 수준에서 멈춘 후 관찰하였

을 때는 DP1과 DP2, CP1 3가지 강종 모두 아직까지 균열이 형성되지 않은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이 (a) 응력 수준까지는 시편의 Blanking edge부가 직접적으로 변형이 일어나

는 것이 아니라 시편이 punch에 눌리기 시작하면서 전체적으로 변형이 진행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이후 응력을 조금 더 가하여 (b) 응력 수준에 도달하게 되면 3가지 강

종 모두 비슷한 수준의 응력에서 균열이 발생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b) 응력 수준

은 시편의 Blanking edge부가 직접적으로 변형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응력으로 판단된다. 

즉, 현저하게 낮은 HER을 가지는 DP1과 비교적 높은 HER을 가지는 DP2와 CP1의 경우

모두 균열이 형성되는 시점은 비슷하다고 판단할 수 있었다. 이후 (c) 응력 수준에 도달

하게 될 경우 DP1은 균열이 빠르게 전파되어 이미 관통 균열이 발생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DP2와 CP1의 경우 (c) 응력 수준과 (d) 응력 수준까지 응력을 가하더라

도 관통 균열이 발생하지 않고, (e) 응력수준 이상의 응력이 되어야 관통균열이 발생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실험 결과를 통해서 3가지 강종 모두 균열의 형성, 즉

Crack initiation은 Blanking edge가 직접적으로 변형이 일어날 때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Crack propagation의 차이에 의해 서로 다른 균열

저항성을 보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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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 8 Force-Displacement curve for simulated hole expansion test

Figure 4 - 9 Schematic illustration for deformation of blanking e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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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 10 Macro scopy of thickness direction for each force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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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Notched tensile test

Notched tensile test를 실시하여 얻은 force-displacement curve를 Figure 4-11에 나타

내었다. 이 그래프를 통해 균열이 형성된 후, 즉 최대인장강도 이후부터 파괴까지의

displacement 차이를 확인 해 보면 DP1이 가장 짧은 displacement를 가지며 DP2와 CP1

은 DP1에 비해 훨씬 더 긴 displacement를 나타내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최대인장

강도 이후 파괴까지의 displacement 값은 균열 개시 후 균열 전파 저항성에 크게 영향을

받는 HER과 비례관계를 가진다고 판단할 수 있었다. 

이후 이러한 균열 개시 후 균열전파 거동을 좀 더 면밀히 살펴보기 위하여 노치 인장시

험을 하는 도중 displacement에 따라 시험을 중지하고 SEM을 통해 균열의 전파를 확인

하며 시험을 진행하였다. Figure 4-13과 Figure 4-14은 각 시험에 대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첫 번째로 Figure 4-14의 (a)DP1의 경우 Ferrite로의 변형이 집중되어 있는 것을 관

찰할 수 있었으며, Martensite는 변형을 받지 않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또한 변형이

집중된 Ferrite를 통해 균열의 전파가 매우 빠르고 급격하게 전파되는 것을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최대인장강도에 도달한 이후 짧은 displacement를 가지며 파괴가 일어나게

된다.

반면 DP2와 CP1의 경우 DP1에 비해 훨씬 더 긴 displacement를 가지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는데, 이는 균열의 전파를 통해서도 훨씬 더 좋은 균열 전파 저항성을 가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ure 4-14의 (b)DP2를 통해 알 수 있듯이 Ferrite에 변형이 집중되

는 것이 아닌 Tempered martensite도 함께 변형이 일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후 균열이 전파할 때 Ferrite를 따라 급격하게 균열전파가 일어나는 것이 아닌, Ferrite와

함께 변형이 일어난 Tempered martensite를 통해서도 균열전파가 일어나며 비교적 느린

균열 전파가 일어나게 된다. Figure 4-14의 (c)CP1도 (b)DP2와 마찬가지로 Tempered 

martensite와 Bainite가 함께 변형이 일어나며 Ferrite로의 변형집중을 상대적으로 줄이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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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 11 Force-Displacement curve of notched tensile test

Figure 4 - 12 Correlation between HER - Displacement after UTS of notched tensil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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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 13 Force-Displacement curve of notched tensile test for each ste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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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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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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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Figure 4 - 14 Crack propagation behavior of notched tensile test; 

(a)DP1 (b)DP2 (c)C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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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고찰

5.1. Crack initiation

본 연구에서는 서로 다른 미세조직을 가지는 3 가지 강종에 대하여 hole expansion 

test 를 진행하여 HER 을 측정하였다. DP1 의 HER 이 DP2 와 CP1 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값을 나타내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Hole expansion test 모사시험을

진행하였다. 결과적으로 앞선 Figure 4-8 과 4-9 를 통해 세 강종 모두 공통적으로

blanking edge 의 표면부가 직접적으로 변형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응력 수준에서

균열의 개시가 시작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렇게 서로 다른 미세조직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같은 응력 수준에서 균열의 개시가 시작되는 이유는 blanking edge 부의

경도를 통해 알 수 있었다. 아래의 Figure 5-1 은 blanking edge 부의 경도를

(a)Punching 을 통해 Blanking 을 했을 때와 (b)Hole expansion test 까지 진행했을 때를

나타내고 있으며, Figure 5-2 는 각각의 경도를 모재 경도와 비교한 그래프를 나타내고

있다. Figure 5-1 과 Figure 5-2 를 통해 3 가지 강종 모두 blanking 을 위해 punching 을

하게 되면 변형에 의해 가공경화가 blanking edge 부의 경도는 모재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이러한 경도의 증가는 이후 hole expansion test 를

진행하더라도 더 이상 크게 증가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blanking 을

하기 위하여 punching 을 하게 되면 hole expansion test 시 직접적인 변형이 일어나는

blanking edge 부는 이미 파단이 일어나기까지의 충분한 변형을 대부분 받은 것이다. 

결과적으로 DP1 과 DP2, CP1 세 강종 모두 blanking edge 부가 직접적으로 변형을 받기

시작하는 Figure 4-10 의 (b) 응력 수준이 되면 균열의 개시가 시작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기존에 선행 연구들이 punching 을 통해 blanking 을

하게 되면 wire cutting 등의 방법을 통해 blanking 을 하는 경우보다 더 낮은 HER 을

가진다는 보고와 일치하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21-26]. 하지만 기존의 연구 결과들은

punching 을 하면 형성되는 공극에 의하여 HER 이 저하된다는 보고가 많이 되어 왔다.

하지만 이번 연구를 통해 서로 다른 HER 을 가지는 강재의 경우에도 punching 으로

인해 형성된 공극이 균열 개시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선행 연구들과 다르게

punching 시 blanking edge 부에 이미 파단이 일어날 만큼의 충분한 가공경화가 되고, 

이후 hole expansion test 를 진행할 때 edge 부의 변형이 일어나면 균열의 개시가

일어난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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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5 - 1 Vickers hardness of blanking edge ; (a)after only punching

(b)after hole expansion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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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 2 Vickers hardness distribution after hole expansion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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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Crack propagation

현재 많은 선행연구들을 통해 DP 강의 변형에 따른 파괴에 대한 보고가 되어 왔다. 

DP 강의 경우 낮은 경도를 가지는 Ferrite 에 변형이 집중되면서 비교적 높은 초기

변형률을 가지게 된다. Ferrite 로의 변형집중은 DP 강의 파괴에 있어서 핵심적으로

여겨지고 있다. Ferrite 에 변형이 집중되어 Ferrite 에 우선적으로 전위가 형성되게 되고, 

변형이 진행됨에 따라 Ferrite 와 Martensite 의 계면으로 이동하여 미세 공극을 형성하게

된다[27]. 이후 일반적으로 연질상과 경질상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져 있는 경우 일어나는

파괴거동과 유사하게 미세 공극들을 통해 파괴가 일어나게 된다. 따라서 DP 강의

성형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이러한 Ferrite 로의 변형 집중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Ferrite 의 초기 변형에는 Ferrite 의 grain size 와 경도 등의 다양한 인자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DP 강에서 YS 를 향상시킴으로써 이 Ferrite 로의 변형 집중을

줄일 수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DP 강의 경우 Ferrite 에서 먼저 변형이 일어나기 때문에

YS 를 향상시킴으로써 초기 Ferrite 의 변형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DP 강의 YS 를 향상시킬 수 있는 가장 직관적인 방법은 Ferrite 의 경도를 증가시키는

방법이 있다. 현재 다양한 선행연구들을 통해 DP 강을 적절한 온도에서 Tempering 시

bake-hardening 효과를 통해 Ferrite 의 경도를 향상시켜 결과적으로 DP 강의 YS 를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DP 강의 bake-hardening 은 일정한 조건에서

Tempering을 진행하게 되면 UTS는 어느 정도 유지한 채 YS를 증가시킬 수 있는 열처리

방법이다. DP 강을 Tempering 하게 되면 Martensite 가 Tempered martensite 로 변태하게

되는데, 이 때 Martensite 내부에 과포화 된 탄소가 Ferrite 와 Martensite 의 계면으로

확산되게 되고, 이 탄소에 의해 전위의 pinning 현상이 일어나 YS 가 증가하게 된다[28-

30]. 

Ferrite grain size 가 클 경우가 더 미세한 조직을 가지는 경우 보다 변형 초기에

Ferrite 로의 변형집중이 훨씬 더 심화된다는 결과가 보고 역시 되고 있다. 이 선행연구에

따르면 Ferrite 의 미세화를 통해 이동 전위의 자유 경로를 줄여 전위간의 상호작용을 더

빠르게 야기할 수 있고 초기 가공경화율을 증가시킬 수 있어 Ferrite 로의 변형 집중을

줄일 수 있다[11, 31]

본 연구를 통해 서로 다른 HER 을 가지는 세 강종이 비슷한 응력에서 균열의 개시가

시작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DP1, DP2 CP1 은 Figure 4-10 을 통해 비슷한 응력

수준에서 균열의 개시가 되었지만 DP1 의 경우 균열이 급격하게 전파하여 낮은 응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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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통균열이 발생하여 낮은 HER 을 가지게 되고, DP2 와 CP1 의 경우 훨씬 더 좋은 균열

전파 저항성을 보이며 비교적 높은 HER 을 가진다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차이는 균열개시 이후 균열전파 거동의 차이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하였고, 이는 서로 다른 미세조직을 가지기 때문이다. Figure 4-1 과 Figure 4-2 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DP1 의 경우 DP2 와 CP1 에 비해 훨씬 더 높은 분율의

Martensite 를 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Ferrite 와 계면을 이루는 Martensite 의

분율도 훨씬 더 크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DP2 와 CP1 의 경우 Ferrite 의 분율이

비교적 작고 대부분이 Tempered martensite 또는 Bainite 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들이 Ferrite 와 계면을 이루고 있다. 결과적으로 Table 4-1 의 Nanoindentation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듯이 DP1의 경우 주로 상간 계면을 이루는 Ferrite 와 Martensite의

경도 차이가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DP2 와 CP1 의 경우 상간 계면을 이루는

Ferrite 와 Tempered martensite 또는 Bainite 의 경도 차이가 비교적 작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실험을 진행할 때 세 강종이 서로 다른 변형 거동을 가지며

결과적으로 DP1 이 DP2 와 CP1 에 비해 훨씬 더 큰 Ferrite 로의 변형집중을 받게 된다. 

이는 본 연구에서의 실험 결과를 통해서도 쉽게 알 수 있다. Figure 4-14 에 나타낸

것처럼 DP1 의 경우 변형을 받게 되면 Ferrite 와 계면을 이루는 Martensite 는 변형이

거의 일어나지 않고, Ferrite 에 변형이 집중된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이후

균열이 전파할 때 변형이 집중되어 취약해진 Ferrite 를 따라 균열이 급격하게 전파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하지만 DP2와 CP1의 경우 Figure 4-14를 통해 Ferrite 에 변형이

집중되는 것이 아닌, Tempered martensite 와 Bainite 도 함께 변형이 일어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이후 균열이 전파할 때 역시 Ferrite 를 따라 균열이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Tempered martensite 와 Bainite 를 통해서도 비교적 느린 균열 전파가

일어나 높은 균열 저항성을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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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 3 Void nucleation of DP steels

Figure 5 - 4 Schematic illustration of bake-hardening mechan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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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파괴 거동과 Hole expansion ratio간의 상관관계

본 연구를 통해 DP1 과 DP2, CP1 의 균열 개시는 비슷한 시점에서 시작되지만 균열

전파 거동에 차이를 보이고, 이는 미세조직학적 인자로 인한 Ferrite 로의 변형집중에

의한 것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아래의 Figure 5-5 를 통해 각 강종에 대하여 hole 

expansion test 시 균열전파 거동에 대하여 나타내었다. 변형 초기에는 DP1 과 DP2, 

CP1 모두 비교적 낮은 경도를 가지는 Ferrite 가 먼저 변형되기 시작한다. 하지만 이 때

DP1 과 DP2 를 비교해 보면 DP1 이 DP2 에 비해 훨씬 더 낮은 Ferrite 경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DP1 의 Ferrite 가 DP2 에 비해 훨씬 더 높은 초기 가공경화율을 가져

Ferrite 에 변형이 집중되게 된다. Figure 5-6 의 Strain hardening rate – True strain curve 를

통해서도 DP1 은 높은 초기 Strain hardening rate 를 가지지만, DP2 와 CP1 은 비교적 낮은

초기 Strain hardening rate 를 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낮은 HER 을 가지는 DP1 과 비교적 높은 HER 을 가지는 DP2, CP1 의 균열

개시는 공통적으로 Hole expansion test 시 blanking edge 부가 변형되기 시작하면

일어나는 게 된다. 이러한 결과는 Hole expansion test 를 위한 blanking 을 진행할 때

Punching 을 하게 되면 blanking edge 부가 충분한 변형이 일어나 가공경화가 완료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Figure 5-7을 통해 알 수 있듯이 blanking edge부는 가공경화가 되어있을

뿐만 아니라 Burr 가 존재하고, 형상학적으로 인장응력을 가장 많이 받는 취약한

부분이기 때문에 균열의 개시점으로 작용한다. 이후 Hole expansion test 를 진행하게

되면 DP1 의 경우 변형이 집중된 Ferrite 가 DP2 와 CP1 의 Ferrite 에 비해서 훨씬 더

균열에 취약하며 주로 상간계면을 이루는 Martensite 는 거의 변형이 일어나지 않는다. 

따라서 균열이 전파하게 될 때 이 취약해진 Ferrite 를 통해 급격하게 균열이 전파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DP2 와 CP1 의 경우 Ferrite 로의 변형집중이 DP1 에 비해서

크게 줄어들고 Ferrite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상을 이루는 Tempered martensite 와

Bainite 역시 함께 변형이 일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균열이 진행될 때

Ferrite 를 따라 균열이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비슷한 경도를 가지는 연성재료에 대하여

균열 전파가 일어나는 것처럼 blunting 이 일어나며 비교적 느리게 균열이 전파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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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 5 Schematic illustration of crack propagation during hole expansion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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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 6 Strain hardening rate - True strain of ste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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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 7 Crack initiation on bur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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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론

서로 다른 HER을 가지는 세 강종에 대하여 미세조직이 HER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균열의 진행 거동을 좀 더 면밀이 살펴보기 위하여 Hole 

expansion test 모사시험과 Notched tensile test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미세조직의 차이

가 HER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DP1과 DP2, CP1은 서로 다른 미세조직을 가지고 있었다. DP1과 DP2는 Ferrite

와 Martensite, Tempered martensite로 이루어진 전형적인 DP(Dual phase)강이

었지만 CP1은 Bainite도 함께 존재하는 CP(Complex phase)강으로 볼 수 있었다. 

세 강종은 서로 다른 상 분율을 나타내고, 이에 따라 변형 시 변형 거동에 차이

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Hole expansion test를 진행하기 위하여 punching으로 blanking을 하게 되면

edge부에 파단이 일어나기까지의 충분한 변형이 일어나며 가공경화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이후 Hole expansion test를 진행할 때 edge부의

변형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순간 균열의 개시가 일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 결과는 세 강종 모두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3. 이후 Hole expansion test를 진행할 때 균열 전파 거동에 큰 차이를 보였다. 

DP1의 경우 Ferrite로의 변형집중이 DP2와 CP1에 비해 훨씬 더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결과적으로 취약해진 Ferrite를 따라 균열이 날카롭고 빠르게 진행되

었다. 하지만 Tempered martensite와 Bainite가 함께 변형이 일어나 Ferrite로의

변형집중이 비교적 적은 DP2와 CP1은 균열이 blunting되며 DP1에 비해 좋은

균열 저항성을 보여주었다

4. Ferrite로의 변형집중이 증가할수록 이후 균열 전파 거동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이 균열 전파 거동이 HER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Ferrite로의 변형집중은 Ferrite의 경도와 grain size등

을 통해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다. 또한 DP강의 경우 인장물성을 통해 연질상

인 Ferrite와 경질상인 Martensite 또는 Tempered martensite의 상간 경도 차이

를 어느 정도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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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요약

Recently, as the fuel economy and environmental regulations on automobiles become 

more severe, the demand for weight reduction of steel used in automobiles is increasing. 

Various ultra high-strength steels are used to reduce the weight and research is being 

conducted. Among them, DP steel is widely applied for its excellent physical properties 

and simple manufacturing process. However, as the strength of DP steel increases, 

problems such as cracks during the manufacture process due to low stretch flangeability 

have begun to be reported, and studies for improving formability have been conducted. 

In past, previous studies have reported that stretch flangeability of DP steel is greatly 

influenced by tensile properties and strength, but recently it has been reported that the 

microstructure effect is greater than the tensile properties and strength. As such, opinions 

on the factors affecting HER are divided, and systematic studies are still insufficient.

Therefore, in this study, in order to clarify the effect of microstructure on HER, hole 

expansion test is performed and the difference in deformation behavior is analyzed 

through quantification of microstructure, resulting in how microstructure affects HER. 

Experiments were conducted on three steels DP1, DP2 and CP1 with different HER. DP1 

and DP2 are typical dual phase (DP) steels consisting of Ferrite, Martensite or Tempered 

martensite, and CP1 is a complex phase (CP) steel with Bainite. Among them, DP1 had 

relatively high Ferrite and Martensite fractions, but DP2 and CP1 were composed of 

Tempered martensite or Bainite. It was confirmed that these microstructural differences 

show different deformation behaviors.

When blanking for the hole expansion test, punching is usually done. At this time, a large 

deformation was applied to the blanking edge of the material, and it was confirmed that 

DP1 received a much higher concentration of deformation into Ferrite than the other two 

steels. Therefore, during the hole expansion test, the cracks propagate rapidly along the 

ferrite where the deformation is concentrated and the DP1 has a low HER, and the DP2 

and CP1 are not only Ferrite but also Tempered martensite and Bainite. It rises uniformly 

and causes blunting of cracks and shows high crack resistance and has high 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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