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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요약

최근 급속한 산업화와 기술 고도화 추세에 따라 압력용기용 강재의 고기능성, 친환경,

내구성 등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저온에서 액화시키거나 액화시킨 물질을 저장

하고 수송하는 설비가 점차 대형화되어 감에 따라 저온용 용기에 쓰이는 재료의 강도와

저온인성에 대한 요구성능도 매우 엄격해지고 있다. 이러한 물성향상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압력용기용 강재는 기존의 노멀라이징 열처리 방법에서 NACT(Normalizing and 

Accelerated Cooling + Tempering)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변화되었다. NACT 공정에 포함된

가속냉각으로 인해 기존의 페라이트 + 펄라이트의 미세조직에서 베이나이트를 포함하는

복합조직으로의 변화를 수반하였고 동시에 이런 미세조직의 변화가 후판 전영역에서 국

부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강재의 불균등을 야기했다. 

강재의 불균등을 완화시키고 잔류응력을 해소하기 위해 템퍼링이 필수적인 공정으로

사용되며 이에 따른 연구가 필요하다. 그러나, 최근 진행된 템퍼링에 대한 연구는 주로

마르텐사이트를 포함하는 강재나 오스테나이트를 포함하는 베이나이트 강재에서 진행되

었고 베이나이트를 포함하는 복합조직에서의 연구는 추가적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속냉각 이후 템퍼링 온도를 다양하게 조절하여 미세조직의

변화거동과 그에 따른 기계적 성질간의 상관관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템퍼링 온

도는 냉각종료온도 450 ℃ 와 베이나이트 시작 온도인 681 ℃ 를 기준으로 하여 500, 

600, 700 ℃로 설정하였다. 베이나이트가 나타나지 않는 영역인 Bright 영역(B)과 나타나

는 영역인 Dark 영역(D)를 구분하여 미세조직의 변화거동을 광학 현미경, 주사전자현미

경을 통해 관찰하였다. B 영역에서는 펄라이트의 변화거동이 주로 관찰되었으며 D 영역

에서는 베이나이트의 변화거동이 관찰되었다. 또한 미세조직적인 변화가 기계적 성질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비커스 경도, 인장 및 샤르피 충격 시험을 진행하였다. 템퍼링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전위의 회복과 탄화물의 성장등이 관찰되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주

요한 미세조직의 변화로 펄라이트와 베이나이트의 형상을 관찰하였다.

템퍼링 온도가 증가에 따라 인장강도는 비례하여 감소하였으나 연신율과 샤르피 충격

값은 600 ℃의 템퍼링 온도에서 가장 높은 값을 보였다. 이는 700 ℃에서 펄라이트와 베

이나이트의 형상이 없어지는 것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NACT 공정조건에 따

른 적절한 템퍼링 온도를 선정해야함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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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서론

1.1 연구배경

최근 급속한 산업화와 기술 고도화 추세에 따라 압력용기용 강재의 고기능성, 친환경,

내구성 등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액화가스 및 원유정제, 원자력, 화력 플랜트 등

에너지 산업의 발달과 더불어 저온 또는 고온, 고압하에서 제품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생산하거나 운반 및 운전할 수 있는 설비의 제작이 필요하게 되었다. 저온에서 액화시키

거나 액화시킨 물질을 저장하고 수송하는 설비가 점차 대형화되어 감에 따라 저온용 용

기에 쓰이는 재료의 강도와 저온인성에 대한 요구성능도 매우 엄격해지고 있다. 이러한

물성향상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한 방법으로 합금원소의 제어, 공정변수의 제어가 일반적

으로 사용된다. 하지만 고강도 고인성의 강재의 제조에 있어서 합금원소의 첨가는 매우

제한적인데, 그 이유는 강도와 저온 인성 향상에 주로 사용되는 합금원소는 가격이 비싸

고, 고강도를 위해 첨가하는 다른 합금원소들은 오히려 인성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되기

도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압력용기용 강재에서는 공정변수를 제어하여 우수한

강도와 저온인성을 확보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기존의 노멀라이징 열처리 방

법에서 NACT(Normalizing and Accelerated Colling + Tempering)공정을 수용하는 방향으

로 변화되었다[1, 2]. 

NACT 공정은 기존의 노멀라이징 공정에 가속냉각과 템퍼링이 추가된 공정으로 가속냉

각에 의해 베이나이트와 같은 저온변태상이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다. 후판의 전영역에

걸쳐 가속냉각이 적용되면 부분적으로 베이나이트가 형성되거나 형성되지 않는 영역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러한 불균등한 미세조직의 분포가 인성을 낮추기 때문에 템퍼링이 필

수적으로 적용된다[3].

이전까지의 템퍼링에 대한 연구를 통해 템퍼링 변수는 온도와 시간으로 나타낼 수 있

으며, 템퍼링에 대한 연구는 템퍼링 온도에 따른 마르텐사이트를 포함하는 복합조직의

변화거동[4-7]이나 오스테나이트를 포함하는 베이나이트 조직의 변화거동[8-12]에 대해

진행되었다. 따라서 NACT 공정으로 제조된 베이나이트를 포함하는 복합조직에서의 템

퍼링 영향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베이나이트를 포함하는 복합조

직에서 각 미세조직들의 템퍼링 온도에 대한 저항성에 대해 조사하고 이에 따른 기계적

성질을 관찰하여 NACT 공정에 적합한 템퍼링 온도에 대한 기준을 정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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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 1 Effect of carbon equivalent on mechanical proper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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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목적

본 연구에서는 NACT 공정으로 제조된 복합조직강에서 템퍼링 온도 500, 600, 700 ℃에

서의 미세조직 변화 거동을 관찰하였다. 또한 경도, 인장 및 샤르피 충격 시험을 통해

기계적 성질을 분석하였으며 이를 미세조직의 변화 거동과 함께 설명하였다. 그리하여

각 템퍼링 온도에서의 미세조직 변화 거동과 기계적 성질의 상관관계에 대해 규명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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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이론적 배경

2.1 NACT 강

2.1.1 NACT 강의 개요

NACT(Normalizing Accelerated Cooling + Tempering)란 노말라이징 공정에서 가속냉각

과 템퍼링이 추가된 일종의 제어냉각공정으로서, 가속냉각으로 인한 저온변태상의 형성

으로 기계적 성질의 향상을 달성하고자 하는 프로세스이다. 이러한 공정변수의 제어를

통해 함금원소의 첨가를 최소화할 수 있고 따라서 NACT 강재는 합금원소로 인한 저온

인성, 내 HIC(Hydrogen Induced Cracking) 특성, 용접성(Weldability) 감소에서 탁월한 강

점을 보이는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NACT강의 여러 장점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TMCP(Thermo Mechanical Control 

Process) 강재와 비교하여 일반적으로 낮은 기계적 성질을 나타내기 때문에 해당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지 않다[13]. TMCP 공정은 열간압연 공정에서 오스테나이트 입자를

미세하게 제어하여 상온에서 강의 조직을 미세하게 하는 제어압연공정과 열간압연 직후

상변태 온도 이상에서 강재를 급속하게 냉각함으로써 강의 조직에 저온변태상을 형성하

는 가속냉각으로 되어있다. 제어압연방법은 열간 압연법의 일종으로 강재의 가열온도, 압

연온도, 압연패스 등을 제어하여 강의 미세조직을 미세화하여 기계적 성질을 개선하는

압연법이다. 그러나 TMCP 공정은 제어압연공정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NACT 공정에

비해 경제성이 떨어진다. 후판강의 경우 강재의 크기에서 강도를 보완해주는 측면이 있

기 때문에 공정의 경제성이 우수한 NACT 공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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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Normalizing Accelerated Cooling Tempering (NACT) process>

RT

Temperature (℃)

930

T
nr

450

Time

ACC

ACC: Accelerated Controlled Cooling

Figure 2 - 1 Schematic illustration of different heat treatment process (a) Normalizing, (b) 

Thermal Mechanical Cooling Process (TMCP), (c) N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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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특징 및 제조원리

NACT강은 Fig. 2-1과 같이 압연 공정 이후 오스테나이트징(austenizing) 열처리를 실시

하고 냉각종료온도까지 가속냉각을 진행한다. 가속냉각은 냉각종료온도 시점이 정해져있

다는 점에서 퀜칭(Quenching)과는 차이를 보이며 가속냉각의 결과로 베이나이트나 마르

텐사이트와 같은 조직을 형성하게 된다. 가속냉각에 의해 형성된 미세조직은 빠른 냉각

속도로 인해 불안정한 상태를 가지며 후판의 경우 국부적인 영역과 전반적인 영역의 기

계적 성질이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도 발생한다. 이런 불안정한 상태를 템퍼링을 통해 연

화시켜 강도와 인성을 확보한다.

기존의 노멀라이징 공정에서는 페라이트 + 펄라이트의 미세조직이 형성되는데 이 경우

강도는 낮으나 인성이 높은 장점이 있고[14], 가속냉각을 통해 마르텐사이트를 형성시게

되면 마르텐사이트로 인해 강도는 매우 증가하지만 인성이 매우 취약해진다[15, 16]. 베이

나이트는 강도는 펄라이트보다 우수하고 인성은 마르텐사이트보다 우수하기 때문에 근래

의 후판강에서는 베이나이트를 포함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17]. 아래의 그림을 통해서

각 미세조직의 형상과 기계적 성질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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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 2 Microstructure morphologies (a) Pearlite + Ferrite, (b) Martensite. (c) Bain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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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 3 Effect of microstructure on mechanical proper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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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노멀라이징 온도

일반적으로 노멀라이징은 강의 조직을 표준상태로 만들기 위하여 변태점 이상의 적당한

온도로 가열한 후, 공랭하는 열처리 조작이지만 NACT 공정에서는 노멀라이징 이후 가속

냉각을 실시한다. 노멀라이징 온도는 강의 AC3 또는 Acm 점보다 30 ~ 50 oC 정도 높게 선

정한다. 노멀라이징은 주로 결정립을 미세화시켜 기계적 성질을 개선하거나, 퀜칭 이전에

탄화물의 크기 및 분포를 조절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NACT 공정 중 노멀라이징 온도는 오스테나이트 결정립 크기 (PAGS : Prior Austenite 

Grain Size)와 연관이 있다. 노멀라이징 온도가 증가할수록 오스테나이트 결정립의 크기가

증가하게 된다. 오스테나이트 결정립 크기의 증가는 결정립계의 감소로 수반하며 핵생성

속도를 감소시키고 핵성장 속도는 증가시킨다. 따라서, 노멀라이징 온도가 높을수록 냉각

이후 생기는 미세조직의 크기가 조대하게 나타난다. 또한 오스테나이트 결정립 크기는

저온변태상의 형성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마르텐사이트는 오스테나이트 결정립 크기로 인해 변태 시작 온도에 영향을 받는다. 마

르텐사이트 변태 시작 온도는 오스테나이트 결정립 크기가 클수록 높아지며 초기 마르텐

사이트 변태 속도는 결정립이 미세할 경우에 빨라진다. 베이나이트 변태에서는 오스테나

이트 결정립 크기가 클수록 유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18, 19]. 오스테나이트 결정립의

크기가 증가할수록 조대한 미세조직이 나타나기 때문에 미세한 오스테나이트 결정립에

비해 강도와 인성이 낮게 측정되며 이를 아래의 그림을 통해 나타내었다[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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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 4 Three different martensite structures with average (prior) austenite grain sizes 

(a) Crystal orientation maps, (b) Grain boundary ma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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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 5 Three martensite formed from austenite of differing grain sizes (a) Nominal 

stress-strain curves, (b) Absorbed energy as a function of Charpy impact test temp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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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 6 (a) Optical micrograph from a coarse austenite grain size, (b) The average 

austenite grain size and (b) Phase volume fraction and hardness as a function of austenizing 

temp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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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 가속냉각

가속냉각은 냉각공정 중 하나로 강도가 높을뿐만 아니라 인성이 우수하고 용접성 같은

기능적인 측면도 개선된 철강을 얻기 위한 공정이다. 이러한 가속냉각은 후판강을 생산

하는데 큰 강점이 있다. 근래의 후판강은 두께가 두꺼워지면서 압연공정을 통해 기계적

성질을 향상시키는데 제한이 있고 80 mm의 두께를 넘어가는 경우 강재의 물성을 충족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가속냉각은 결정립 미세화를 촉진하여 후판강의 물성을 충족하고

있다. 철강에 적용되는 가속냉각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23].

1. Interrupted Accelerated Cooling (ACC): 열간 압연이 끝난 직후에 냉각을 시작해 설정

한 냉각종료온도까지 냉각하는 방식이다. 일반적으로 500 ~ 800 oC의 온도 범위에서 5 ~ 

80 oC/s의 냉각속도로 냉각한다.

2. Direct Quenching (DQ): ACC 방식보다 더 넓은 범위에서 냉각이 진행되는 공정이다.

열간 압연이 끝난 직후에 마르텐사이트 시작 온도 범위까지 냉각하여 완전한 마르텐사이

트 변태를 촉진하는 공정이다. 냉각은 900 oC부터 시작하여 200 oC에서 종료하며 냉각속

도는 5 ~ 60 oC/s의 냉각속도를 가진다.

3. Direct Quenching Plus Auto-Tempering (DQST): DQ 방식으로 제조된 강재의 중심부

에 완전히 냉각되지 못하고 남아있는 열로 인해서 강재가 저온 템퍼링의 효과를 갖는 공

정이다.

위의 가속냉각의 종류에서 알 수 있듯이 가속냉각은 크게 냉각종료온도와 냉각속도의

변수를 가진다. 냉각종료온도는 형성되는 미세조직을 조절할 수 있고 냉각속도는 형성되

는 미세조직의 분율을 조절할 수 있다. 냉각종료온도가 낮고 냉각속도가 빠를수록 저온

변태상이 잘 형성된다[2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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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 7 Variants of the plate accelerated cooling treatment: (a) interrupted accelerated 

cooling, (b) direct quenching, (c) direct quenching plus auto-temp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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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템퍼링 (Tempering)

템퍼링이란 A1점 이하의 적당한 온도로 가열유지 및 냉각하는 열처리 방식이다. 주로

형성된 미세조직의 안정화, 잔류응력 제거, 인성 향상의 목적으로 사용된다[3,26,27].

2.2.1 템퍼링 목적

강재는 퀜칭 상태 그대로 사용하는 일이 거의 없다. 이는 퀜칭 시에 형성되는 내부응력

으로 인해 후가공 혹은 냉각 시 응력의 균형이 달라져 변형이나 균열을 발생시키기 때문

이다. 또한, 퀜칭으로 형성되는 미세조직은 매우 단단하기 때문에 취약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 퀜칭으로 인해 일반적으로 마르텐사이트가 형성되며 마르텐사이트는 조직이 불안

정하고 과포화 고용된 탄소가 탄화물로 석출하려는 경향이 강하며 여기에 수반해서 체적

의 수축이 일어난다. 또 잔류 오스테나이트가 함유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것이 가공중에

마르텐사이트로 변태하여 체적 변화를 수반하기도 한다. 따라서 용도에 따라 적당한 인

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템퍼링이 필수적인 공정으로 적용된다.

템퍼링에는 열처리 온도에 따라서 저온 템퍼링과 고온 템퍼링이 있다. 저온 템퍼링은

일반적으로 150 ~ 200 oC의 저온에서 마르텐사이트 특유의 경도를 떨어뜨리지 않고 치수

안정성과 다소의 인성을 개선시킨다. 주로 공구강과 같은 높은 경도와 내마모성을 필요

로 하는 경우에 사용한다. 고온 템퍼링은 400 ~ 700 oC의 고온에서 인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사용하며, 템퍼링 온도가 높아짐에 따라 항복강도, 인장강도는 연속적으로 저하하

지만 연신율, 단면수축율, 충격치는 향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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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템퍼링 과정

일반적으로 강의 템퍼링 과정은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1. 제 0 단계 (25 ~ 100 oC):

탄소 원자들의 재분배가 일어난다. 탄소 원자들이 결정립계, 전위 등의 결함으로 편석

하고 클러스터를 형성한다. 클러스터는 고탄소강에서 주로 발생한다.

2. 제 1 단계 (100 ~ 200 oC):

고탄소 마르텐사이트가 저탄소 마르텐사이트 및 n(Fe2C)탄화물 혹은 �탄화물(Fe2.4C)로

변화된다. 기지는 저탄소 마르텐사이트로 되어 연화하지만 석출입자인 2 nm이하의 �탄화

물이 극히 미세하게 분포하면서 기지격자와 정합상태에 있기 때문에 경도의 저하가 매우

적게 일어난다. 또한, 퀜칭에 의한 뒤틀림이 제거되기 때문에 취성이 감소되어 충격치가

약간 증가한다.

3. 제 2 단계 (200 ~ 350 oC):

잔류 오스테나이트가 페라이트와 시멘타이트로 분해한다. 이 변화로 인해 베이나이트

가 형성되며 경화를 수반한다. 어떤 고합금강에서는 오스테나이트가 그와 같이 낮은 온

도까지 안정화될 수 있어 열을 가하면 마르텐사이트가 부분적으로 오스테나이트로 될 수

있다. 저탄소강의 경우에는 래스와 래스 사이에 매우 얇은 잔류 오스테나이트가 존재하

는 경우가 있는데 이 잔류 오스테나이트로 인해서 템퍼링과는 관계없이 인성이 향상되기

도 한다.

4. 제 3 단계 (350 ~ 550 oC):

저탄소 마르텐사이트 및 �탄화물이 페라이트 및 시멘타이트로 변화한다. 이 단계에서

석출된 시멘타이트는 �탄화물보다 조대하고 또한 부정합상태로 되기 때문에 연화와 동시

에 계속적으로 연성을 증가시킨다. 또한, 불순물 혹은 합금 원소들의 편석이 일어나는데

편석으로 인해 템퍼취성이 발생하기도 한다. 템퍼취성이란 350 ~ 400 oC에서 템퍼링을

하거나, 서냉시켰을때 취성이 일어나는 현상을 말한다.

5. 제 4 단계 (400 ~ 600 oC):

퀜칭한 직후의 래스 마르텐사이트는 고경각입계(High angle boundary)를 가지고 있으

며 래스내에는 소각세포경계(Low angle cell boundary)가 존재하고 세포 내에는 전위가 엉

켜 있는(dislocation tangle) 조직이 있다. 회복은 통상 400 oC이상에서 일어나며, 회복이

일어나게 되면 전위 엉킴과 세포 벽이 둘 다 소멸된다. 회복이 일어나도 래스의 형상은

유지되며 래스의 시멘타이트가 구상화되는 현상이 나타난다. 저탄소강의 경우에는 고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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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페라이트 재결정이 일어날 수 있지만, 중탄소강이나 고탄소강에서는 탄화물 석출에

의한 입계 고착 때문에 재결정이 일어나는 것이 방해를 받게 된다. 따라서 중탄소강이나

고탄소강의 경우에는 회복이 일어난 후 결정립 성장이 일어난다.

6. 제 5단계 (500 ~ 700 oC):

시멘타이트의 응집 및 조대화 현상이 일어난다. 템퍼링 온도가 높을수록 시멘타이트

입자는 성장하여 전체적으로 연화된다. 그러나 합금강은 시멘타이트 대신에 합금원소의

탄화물이 생성된다. 안정한 합금탄화물들이 형성되어 기지조직에 미세하게 분산되어 다

시 합금기지를 경화시키며 이를 2차경화(Secondary hardening)이라고 한다. 이런 2차 경

화현상은 주로 Ti, Cr, Mo, V, Nb, W과 같은 탄화물을 형상하는 합금원소를 첨가하고 있을

때 발생한다.

Figure 2 - 8 Change of hardness, interparticle spacing, and particle size during aging of 

0.03 pct C rimmed steel at 60 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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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템퍼링 조직과 기계적 성질의 변화

퀜칭 상태의 마르텐사이트 조직은 매우 불안정하고, 펄라이트나 페라이트에 비해 현저

하게 경하다. 따라서 템퍼링의 목적은 퀜칭 상태의 불안정한 마르텐사이트 조직을 안정

한 조직인 페라이트와 시멘타이트로 변화시키는 동시에 인성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템퍼

링 온도가 상승함에 따라서 탄화물이 성장하여 점점 조대화 및 구상화가 진행된다. 즉,

템퍼링 온도가 상승하거나 시간이 길어지면 입자수는 적어지고 입자크기는 증가하여 광

학현미경으로도 관찰할 수 있을 정도의 크기의 탄화물이 관찰된다. 이러한 사실로 알 수

있는 기본적인 사실은 마르텐사이트를 템퍼링하면 과포화된 탄소가 탄화물로서 석출된다

는 것이다.

한편, 템퍼링에 의한 조직변화가 미치는 기계적 성질의 영향을 아래의 그림들을 통해

나타내었다. 탄화물이 석출되는 시점에서의 경도는 약간 상승하나 탄화물이 조대화되면

서 경도는 감소하게 된다. 강도 역시 마찬가지의 경향을 나타내는데 인성과 샤르피 흡수

에너지는 상승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ure 2 - 9 Precipitation of cementite in Fe-0.39 pct C martensite tempered 1 hr at 300 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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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 10 Recovered structure of Fe-0.18 pct C martensite tempered 10 min at 600 oC 

(Left), Partial recrystallization in Fe-0.18 pct C martensite tempered 96 hr at 600 oC (Right)

       

Figure 2 - 11 Recovered structure of Fe-0.18 pct C martensite tempered 10 min at 600 oC 

(Left), Pinning of grain boundary by Fe3C in Fe-0.18 pct C martensite tempered 96 hr at 600 

oC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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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 12 Hardness of iron-carbon martensite tempered 1 hr at 100o to 700 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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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 13 Effect of tempering temperature on yield strength

Figure 2 - 14 Fracture toughness and yield strength with various carbon contents and 

tempering treat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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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미세조직

본 연구에서는 나타나는 조직을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각 상들의 특징들에 대해 간단히

정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17, 28, 29]. 

(1) Ferrite (F)

low-carbon steel의 미세조직에서 가장 고온에서 가장 느린 냉각속도로 상변태하는 조직

이다. 등방정(equiaxed) 결정립으로 성장한 경우 polygonal ferrite라고 부른다. PF는

optical microstructure(OM)으로 형상관찰이 가능하고, 매우 낮은 전위밀도를 갖는다. PF보

다 빠른 냉각속도로 형성된 페라이트를 quasi-polygonal ferrite라고 부르며 불규칙적인

결정립계를 가지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PF와 다르게 QPF는 높은 전위밀도를 가지고, 

MA constituent와 같은 2차상이 분포한다.

(2) Pearlite (P)

페라이트와 시멘타이트 판이 교대로 배열된 층상조직(lamellar structure)을 펄라이트라고

한다. 펄라이트는 배열 방향과 간격이 부위마다 다르게 나타나는데 다른 부분과 구별되

는 한 부위를 콜로니(colony)라고 부르기도 한다. 펄라이트 콜로니 형성의 시작은 페라이

트 결정일 때도 있고 시멘타이트 결정일 때도 있다는 것이 알려진 바 있다. 원래 층상조

직은 각기 분리된 판들이 옆으로 핵생성 됨에 의해서만 형성된다고 생각되어 왔으나 시

멘타이트 단결정들이 연결되어 각 변태온도에 해당하는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평행판들

을 형성해서 층상조직이 생성된다고 하는 주장도 있다. 위 두 기구중 후자에 의하면 임

의의 한 콜로니의 모든 시멘타이트는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한 펄라이트 콜로니는 두개

의 단결정 즉, 페라이트 단결정과 시멘타이트 단결정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3) Bainite (B)

베이나이트는 펄라이트와 마르텐사이트의 생성조건의 중간쯤 되는 조건으로 연속냉각

혹은 등온 변태를 시킬 때 생성되는 조직이며 펄라이트와 마르텐사이트 두 상 모두와

변태 및 구조상 흡사하다. 베이나이트는 펄라이트와 흡사하게 페라이트와 시멘타이트의

혼합상이며, 따라서 페라이트와 시멘타이트 사이의 탄소확산에 의해 변태가 일어난다.

그러나 펄라이트와는 달리 페라이트와 시멘타이트가 층상배열을 하고 있지 않으며

이들의 특성은 합금 조성과 변태온도에 따라 정해진다. 마르텐사이트와 비슷한 점은

베이나이트의 페라이트가 전위를 포함하는 가지상 혹은 판상일 수 있다는 점과, 따라서

베이나이트 생성기구에는 확산은 물론 전단변형도 포함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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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 15 Microstructure in a eutectoid steel: (a) Pearlite, (b) bainite formed at 290 oC, (c)

bainite formed at 180 oC, (d) marten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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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 16 Time-temperature transformation diagram obtained using optical microscopy 

and dilatometry by Davenport and B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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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나이트의 구조 혹은 형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펄라이트가 생성되는 온

도영역 바로 아래에서 생성되는 상부 베이나이트 (upprer bainite)와, Ms에 더 가까운 온

도에서 생성되는 하부 베이나이트 (lower bainite)이다. 상부 베이나이트는 깃털모양이 나

타나는 것이 특징이며 상부 베이나이트의 탄화물 결정립들은 길게 늘어나며 페라이트 가

지사이에 생성되는 경향이 있어 페라이트가 자라나가는 동안에 탄소가 빠져나와 이동되

어 들어가는 곳의 역할을 한다. 하부 베이나이트는 큰 판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플레이트

마르텐사이트와 비슷한 모양으로 나타난다. 상부 베이나이트와는 달리 탄화물들이 판들

사이에 생성된 것이 아니라 판 안에 생성되었으며 크기도 훨씬 미세하다.

Figure 2 - 17 Growth and development of upper and lower bain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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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나이트의 템퍼링에 대한 연구는 베이나이트가 페라이트와 시멘타이트로 이루어진

미세조직의 경우와 베이나이틱 페라이트 (bainitic ferrite: BF)와 오스테나이트로 이루어진

미세조직의 경우로 나뉜다. 위 항목 중 전자의 경우, 템퍼링은 시멘타이트의 조대화 및

구상화에 의해 큰 영향이 나타난다. 또한, 2차 경화현상에 의한 소폭의 경도 상승 이후

템퍼링 온도가 올라갈수록 경도는 감소하는 일반적인 경향성을 보이며 이 경우 템퍼링에

의한 탄화물의 거동이 중요하다. 후자의 경우에는 템퍼링에 의해 베이나이틱 페라이트와

오스테나이트의 변화가 나타난다. 비교적 낮은 템퍼링 온도에서는 오스테나이트가 탄화

물로 석출되는 현상이 일어나고, 높은 템퍼링 온도에서는 베이나이틱 페라이트의 조대화

가 일어나며 경도가 큰 폭으로 감소한다.

Figure 2 - 18 Microstructure obtained after tempering the initial microstructures for 1 hr at 

(a) 350 oC, (b) 450 oC, (c) 550 oC



34

3.실험 방법

본 연구에서는 압력용기용 NACT 강인 A516 강을 사용하였고 화학 조성은 0.14C-

0.33Si-1.09Mn-0.016Nb-0.13Cu-0.15Ni-0.09Cr로 제조되었다. NACT 공정은 열연이 끝난

55 mm슬라브에를 930 oC의 온도로 30분간 노멀라이징을 실시하였다. 노멀라이징이 끝난

직후 15 oC/s의 냉각속도로 냉각종료온도 450 oC까지 냉각하고 상온까지 공랭하였다. 템

퍼링 온도는 냉각종료온도 이상의 범위부터 베이나이트 시작 온도 범위로 설정하여서 각

각 500, 600, 700 oC로 한시간동안 진행하였다. 공랭이 끝난 강재를 ‘Q’ 시편, 템퍼링한 강

재는 템퍼링 온도에 따라 ‘T500’, ’T600’, ’T700’ 시편으로 명명하였다. 해당 공정은 Figure 

3-1에 정리하였다.

강재의 longitudinal-transverse (L-T) 면을 연마하고, 2% Nital 용액(질산 2% + 에탄올

98%)으로 에칭한 후 광학현미경(Optical Microscopy)과 주자전사현미경(Scanning electron 

microscope)으로 미세조직을 관찰하였고 Point counting method를 통해 상분율과 결정립

크기를 측정하였다. EBSD(Electron backscatter diffraction)분석을 위해 각 시편을 기계적

연마 후 전해 연마(A2 용액, 40V, 1s, 3 flow rate, user mask)하여 미세조직의 전위 밀도를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 EBSD 분석은 TSL사(Tex SEM Laboratories, Inc.)에서 제공되는

OIM(Orientation imaging microscopy) Analysis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탄화

물 분석은 투과전자 현미경(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e) 형상과 크기 및 분포를 조

사하였다.

인장 및 샤르피 시편은 강재의 표면부로 제작하였다. 인장 시편은 ASTM E8 DNV rule

에 따라 가공하여 100톤 용량의 인장시험기를 사용하여 상온에서 0.003 s-1의 변형률 속

도로 인장시험 하였다. 샤르피 시편은 ASTM E23에 따라 10 x 10 x55 mm로 시편을 가공

하여 상온, -20 oC, -46 oC에서 계장화 샤르피 시험을 진행하였다. 경도시험은 비커스

(Vickers) 경도기를 사용하여 하중 0.3kgf로 측정하였으며, 시험의 영향을 받지 않는 간격

을 두고 측정하였다. 측정위치는 시편의 전범위에서 측정하였으며 Figure 3-2에 나타내었

다. 샤르피 시편의 파면을 주사전사현미경을 통해 관찰하고 균열전파경로를 조사하기 위

해 파괴된 샤르피 충격 시편의 파면을 Ni 코팅하여 광학현미경을 이용해 파단면을 분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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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 1 Schematic diagram of NACT process of the A516 pressure vessel steels

Figure 3 - 2 Location of Vickers' hardness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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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실험 결과

4.1 미세조직 분석

Figure 4-1, 4-2는 모든 시편을 연마하고 에칭 한 후 저배율의 광학현미경과 주사전자

현미경으로 관찰한 미세조직이다. 모든 시편에서 밝은 영역(Bright area, B)과 어두운 영역

(Dark area, D)가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밝은 영역과 어두운 영역은 각각 65 : 35의

분율로 나타났다. 세부적인 분율 측정을 위한 주사전자현미경 관찰결과를 Figure 4-3에

나타내었다. 밝은 영역에서는 페라이트가 85 vol.%, 펄라이트가 15 vol.%로 나타나고 어두

운 영역에서는 페라이트가 70 vol.%, 베이나이트가 25 vol.%, M-A constituunts가 5 vol.%

이하로 관찰되었다. 펄라이트와 베이나이트는 선행연구 결과를 통해 형상학적인 인자로

서 구분하였다. 이를 통해 시편의 전체 미세조직 분율을 계산한 결과를 Table 4-1에 나타

내었다. 페라이트는 82.5 vol.%, 펄라이트는 9.75 vol.%, 베이나이트는 8.75 vol.%, 2차상은

1.75 vol.%로 측정되었다. 모든 시편의 전체적인 미세조직의 분율은 크게 변하지 않았으

나, Figure 4-4, 4-5에 나타난 고배율의 주사전자현미경을 통해서 템퍼링 온도에 따른 미

세조직의 형상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밝은 영역의 펄라이트는 ‘Q-B’ 시편과 ‘T500-B’ 시편에서 크게 변화하지 않으나 pearlite 

spacing distance가 조금 커지는 것으로 관찰된다. ‘T600-B’ 시편에서 펄라이트의 형상은

남아있으나 시멘타이트 층이 구상화되면서 연결성을 잃어가는 것이 관찰된다. 이는

‘T700-B’ 시편에서 확연하게 관찰되는데 ‘T700-B’의 펄라이트는 형상을 잃고 펄라이트를

구성하고 있던 시멘타이트의 구상화 및 조대화가 일어난다. 어두운 영역의 베이나이트는

‘Q-D’ 시편과 ‘T500-D’ 시편을 비교했을 때 ‘T600-B’에서 일어난 층상 조직의 연결성이

끊어지는 현상이 ‘T500-D’ 시편에서부터 래스의 연결성이 끊어지는 것으로 관찰된다. 템

퍼링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래스가 끊어지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점차 구상화 되어진다.

‘T700-D’ 시편에서 끊어진 래스가 구상화 및 조대화되어 베이나이트의 현상이 사라진다.

샤르피 충격 시편의 미세조직을 광학현미경으로 관찰한 것을 Figure 4-6,7,8,9 에

나타내었다. 대부분의 시편에서 변형된 영역이 크게 나타나고 있으나 ‘Q’ 시편과 ‘T700’ 

시편의 -46 oC 결과에서는 변형이 일어나지 않고 직선적으로 균열이 일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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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 1 Optical microstructures of the (a) Q, (b) T500, (c) T600, (d) T700. Nital etched.

Figure 4 - 2 SEM micrographs of the (a) Q, (b) 500, (c) T600, (d) T700. Nital etched.



38

Figure 4 - 3 SEM micrographs of the (a)&(b) Q-B, (c)&(d) Q-D

Table 4 - 1 Volume fraction and size of micro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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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 4 Morphology of pearlite microstructures at (a) Q, (b) 500 oC, (c) 600 oC, (d) 700 oC 

in bright area

Figure 4 - 5 Morphology of bainite microstructures at (a) Q, (b) 500 oC, (c) 600 oC, (d) 700 oC

in dark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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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 6 OM micrographs of the cross-sectional area beneath the fracture surface of the 

Charpy impact 'Q' specimens fractured at (a) RT, (b) -20 oC, (c) -46 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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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 7 OM micrographs of the cross-sectional area beneath the fracture surface of the 

Charpy impact 'T500' specimens fractured at (a) RT, (b) -20 oC, (c) -46 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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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 8 OM micrographs of the cross-sectional area beneath the fracture surface of the 

Charpy impact 'T600' specimens fractured at (a) RT, (b) -20 oC, (c) -46 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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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 9 OM micrographs of the cross-sectional area beneath the fracture surface of the 

Charpy impact 'T700' specimens fractured at (a) RT, (b) -20 oC, (c) -46 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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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기계적 성질

4.2.1 인장강도 및 경도

모든 시편에 대해 상온 인장 시험과 비커스 경도 시험을 실시하여 기계적 성질을 측정

하였고, 이를 Table 4-2에 정리하였다. 모든 시편의 상온 인장 시험으로 얻어진 공칭 응

력-공칭 변형율 곡선을 Figure 4-10에 나타내었다. ‘Q’ 시편은 연속 항복 거동을 보이며, 

404 MPa의 항복강도, 608 MPa의 인장강도, 32 %의 연신율을 나타내었다. 템퍼링을 실시

한 시편들은 모두 불연속 항복 거동을 나타내었다. ‘T500’ 시편은 ‘Q’ 시편보다 항복 강도

가 20 MPa 증가하였고, 인장강도는 28 MPa 감소하였다. ‘T600’ 시편은 ‘Q’ 시편보다 항복

강도와 인장강도가 각각 21, 55 MPa씩 감소하였다. ‘T700’ 시편은 ‘Q’ 시편보다 항복강도

와 인장강도가 각각 15, 62 MPa씩 감소하였다. 템퍼링 온도가 증가할수록 인장 강도는

감소하였다. 연신율은 ‘Q’ 시편에 비해 템퍼링한 시편들이 더 높았고, ‘T600’ 시편에서 40 %

로 가장 높았다.

비커스 경도는 0.3 kgf로 강재의 전영역에 걸쳐 측정하였으며, 이를 Figure 4-11에 나타

내었다. 해당 경도 측정맵을 통해 ‘Q’ 시편에서 국부적으로 경도 차이가 났던 부분들이

템퍼링이 되면서 경도 차이가 줄어듦을 알 수가 있다. 또한 템퍼링 온도가 높아짐에 따

라 전반적인 경도가 감소하였다. Figure 4-12에는 측정된 평균 경도, 최대 경도, 최소 경

도를 나타내었다. 최대 경도의 경향성이 평균 및 최소 경도의 경향성과는 다르게 나타나

고 있다. 최대 경도는 ‘Q’ 시편과 비교하여 ‘T500’ 시편에서 급격하게 감소하였으며, ‘T600’

시편은 ‘T500’ 시편과 비슷한 값을 보인다. ‘T700’ 시편에서는 ‘T600’ 시편보다 약간 감소

하였다. 그러나 평균 및 최소 경도는 ‘T600’ 시편까지 일정하게 감소하였고, ‘T700’ 시편은

‘T600’ 시편과 비슷한 경도를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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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 2 Mechanical properties of the steels

Figure 4 - 10 Stress-strain curves obtained from the room-temperature tensile test of the Q, 

T500, T600, T700 specim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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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 11 Vickers' hardness map of the Q, T500, T600, T700

Figure 4 - 12 Results of average, max and min Vickers' hardness of the Q, T500, T600, T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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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샤르피 충격 특성

샤르피 충격 시험은 상온, -20, -46 ℃에서 실시하였고, 각 시편의 샤르피 충격 특성은

Table 4-2 와 Fig. 4-13에 정리하여 나타내었다. ‘Q’ 시편의 경우, 가장 낮은 샤르피 흡수

에너지를 보였으며, 상온, -20, -46 oC로 시험 온도가 감소할수록 샤르피 흡수 에너지도 감

소하였다. ‘T500’ 시편의 경우, ‘Q’ 시편보다 샤르피 흡수 에너지가 크게 향상되었고, 시험

온도에 따른 샤르피 흡수 에너지는 비슷하였다. ‘T600’ 시편의 경우, ‘T500’ 시편보다 샤르

피 흡수 에너지가 약간 증가하였다. ‘T700’ 시편의 경우, ‘T600’ 시편보다 샤르피 흡수 에

너지가 약간 감소하였다. 그리고 상온과 -20 oC의 샤르피 흡수 에너지에 비해 -46 oC의

샤르피 흡수 에너지는 50 J 정도 낮다.

Figure 4 - 13 Charpy impact energy of Q, T500, T600, T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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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고찰

5.1 템퍼링 온도와 미세조직 변화 거동

‘T700’ 시편에서 펄라이트 및 베이나이트의 형상이 사라지는 현상은 SEM으로 관찰한

Fig. 4-5에 나타났다. 또한, 각 시편에서의 전위 밀도와 탄화물을 Fig. 5-1의 TEM 관찰

결과로 분석하였다. 템퍼링 온도가 높아질수록 전위밀도는 감소하고, 탄화물 형성 및

조대화가 관찰되었다. ‘T700’ 시편에서는 최대 250 �� 크기의 조대한 탄화물이 관찰되

었으며 주로 베이나이트의 Lath 혹은 결정립계에서 형성되었다. 해당 결과들을 정량적

으로 나타내기 위해 EBSD를 활용하였다. EBSD의 Phase map을 활용한 결과 모든 시편

에서 페라이트의 분율이 0.83 ~ 0.85 vol.%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Fig. 5-2

의 IPF map을 통해 시편의 결정립을 확인하였다. Grain boundary map을 통해 고경각계

를 확인하였고 그 결과를 Fig. 5-3에 나타내었다. ‘Q’ 시편에서 가장 높은 고경각입계를

나타내었으며 ‘T700’에서 고경각계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는 ‘T700’을 제외한 나머지

시편에서는 베이나이트 및 펄라이트가 형상을 유지하고 있고, 따라서 각 미세조직의 패

킷의 경계가 고경각입계로 나타나기 때문에 비교적 높은 고경각입계 분율을 나타내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Figure 5 - 1 TEM micrographs of the T500, T600, T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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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 2 EBSD inverse pole figure (IPF) map of T500, T600, T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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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 3 Results of EBSD-misorientation angle + grain bound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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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기계적 성질과 미세조직간의 상관관계

모든 시편의 인장 강도, 비커스 경도, 연신율의 변화 경향성을 Fig. 5-4에 나타내었다. 템

퍼링 온도가 증가하면서 인장 강도와 경도는 꾸준히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났으며, 연신

율은 증가하다가 ‘T700’에서 조금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템퍼링 온도 증가에 따른 미

세조직의 변화로는 전위밀도의 감소, B 영역과 D 영역간의 경도차이 감소, 탄화물 형성

및 조대화, 펄라이트와 베이나이트의 형상 변화가 관찰되었다. 전위밀도의 감소와 미세조

직의 불균등 해소로 인해 연신율은 크게 증가하였다. 그러나, ‘T700’에서는 펄라이트와 베

이나이트의 형상 변화가 나타나며 연신율이 감소되었다. 이는 고경각입계를 이루는 펄라

이트와 베이나이트의 패킷들이 페라이트와 탄화물로 변태되며 고경각입계로 인한 강화효

과를 잃기 때문이다.

Figure 5 - 4 Tendency of mechanical proper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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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미세조직의 성질이 템퍼링 온도에 의해 변화하는 거동을 관찰하기 위해 작은 압흔

을 갖는 0.01kgf 하중의 경도를 측정하여 그 경향성을 Fig. 5-5에 나타내었고 해당 경도

를 갖는 미세조직의 OM 이미지를 Fig. 5-6에 나타냈다. ‘Q’ 시편에서 비교적 낮은 온도인

‘T500’시편으로 템퍼링이 될 때 평균경도의 변화에 비해 최대경도의 변화가 크게 나타난

것을 관찰할 수 있다. 이는 ‘Q’ 시편에서 M과 M-A 상 같은 높은 경도를 갖는 경질상이

비교적 낮은 온도에서도 연화되어 급격한 경도감소를 수반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이러한

최대경도의 변화는 ‘T500’, ‘T600’에서는 크게 나타나지 않으며 ‘T700’에서 또 한번 감소되

는데 이는 미세조직의 형상변화로 인한 경도의 감소이다. 한편, 평균경도와 최저경도는

비슷한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평균경도가 해당 시편의 높은 분율을 차지하는 동시에 가

장 낮은 경도를 갖는 페라이트의 경도 변화거동에 따라 변화하기 때문에 최저경도와 비

슷한 경향을 나타낸다. 시편들의 평균 경도는 대체로 비슷하게 측정되었지만 템퍼링이

진행될 때 약간의 상승폭은 미세한 탄화물로 인해 2차경화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2차경

화에 의해 상승하는 경도는 템퍼링 온도가 높아짐에 따라 전위밀도 감소, 탄화물의 조대

화로 인해 감소하였다.

Figure 5 - 5 Results of average, maximum and minimum Vickers' hardness of the Q, T500, 

T600, T700 at 0.01 kg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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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 6 OM micrographs at 0.01 kgf indentation. martensite(up), ferrite(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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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샤르피 충격 에너지와 미세조직간의 상관관계

평균 샤르피 충격 에너지는 Fig. 4-13에서 나타나듯이 템퍼링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증

가하다가 ‘T700’에서 감소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템퍼링 온도에 따른 인성의 변화에서 마

찬가지로 나타났기 때문에 ‘T700’에서의 미세조직의 형상학적 변화로 인한 감소라고 추

측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계장화 샤르피 충격 시험기를 활용하여 균열 개시에

너지 (Crack initiation energy, Ei)와 균열 전파에너지 (Crack propagation energy, Ep)를 측

정하여 Table 5-1에 나타내었다. 해당 에너지는 시험을 통해 얻어지는 그래프를 통해 계

산되었다. 균열 개시에너지는 그래프의 가장 높은 Force의 좌측에 해당하는 면적을 계산

한 값이며, 전파에너지의 경우 우측의 면적으로 계산되었다.

‘T500’의 결과를 통해 균열 개시 및 전파에너지를 템퍼링을 통해 크게 증가시킬 수 있

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Q’의 34J로 측정된 균열 전파에너지가 ‘T500’에서 235J로 크게

증가하였다. 일반적으로 균열 개시에너지는 경질상에 의해 큰 영향을 받고 균열 전파에

너지는 전위밀도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샤르피 충격 시험

은 시편의 전체 미세조직에 대한 흡수에너지를 평가하는데 시편이 미세조직적 불균등이

심하여 경도차이가 크게 나타나면 충격 에너지가 낮게 측정된다. 초기 낮은 템퍼링 온도

에서도 ‘Q’ 시편의 경질상이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Fig. 5-6의 미세조직 결과를 통해 확

인하였고, 전위밀도의 변화 역시 Fig. 5-1의 TEM 결과를 통해 확인하였다. 미세조직적 불

균등은 Fig. 4-11의 결과를 통해 ‘T500’에서 상당부분 경도차이의 감소가 일어난 것을 확

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들로 인해 저온 샤르피 시험 결과에서 ‘Q’ 시편과 ‘T500’ 시편이

247J의 충격 에너지 차이를 보였다.

‘T600’은 ‘T500’에 비교하면 균열 개시에너지의 감소와 균열 전파에너지의 증가가 나타

났다. 이는 템퍼링 온도의 증가로 경질상인 탄화물이 형성 및 조대화되어 균열 개시에너

지가 감소하고, 전위밀도는 감소하여 균열 전파에너지는 증가한 것이다. 그러나, ‘T700’에

서는 미세조직의 형상변화로 인해 균열 전파에너지가 감소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Table 5 - 1 Results of instrumented Charpy impact test at -46 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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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열의 전파 경로를 관찰하기 위해 저온 샤르피 시험의 파단면을 니켈 코팅하여

SEM 으로 분석하였다. Fig. 5-7 의 파단면에서 관찰되듯이 ‘Q’시편은 미세조직의

소성거동을 나타내지 않고 균열이 진행한 반면, 나머지 템퍼링 시편은 충격 방향으로

소성이 일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저온 샤르피 시험의 파면 (Fig. 5-8)에서도 ‘Q’ 

시편에서 벽개파면이 주로 관찰되었고, 나머지 시편들은 연성파면이 관찰되었다.

미세조직의 변화를 보이는 Fig. 5-8 (d)의 연성파면은 (b), (c)의 연성파면에 비해 평탄하게

소성변형이 일어난 형상이 나타난다. 이러한 결과는 펄라이트와 베이나이트의 패킷으로

인해 강화되는 효과가 사라지기 때문이며 Fig. 5-9 의 인장시험 파면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Fig. 5-9 (a)에 비해 (b)에서 측정되는 딤플 (dimple)의 크기가 작게 측정된다.

(a)의 딤플은 펄라이트 및 베이나이트 패킷의 크기에 해당되지만 (b)의 딤플 크기는

탄화물의 크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작게 측정된다. 따라서, 펄라이트와 베이나이트의 패킷

형상이 사라지면서 샤르피 에너지의 감소가 나타난 것이다.

Figure 5 - 7 SEM micrographs of the cross-section fracture surfaces fractured at – 46 oC of 

(a) Q, (b) T500, (c) T600, (d) T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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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 8 SEM micrographs of the fracture surfaces fractured at – 46 oC of (a) Q-brittle, (b) 

T500-ductile, (c) T600-ductile, (D) T700-ductile

Figure 5 - 9 SEM micrographs of tensile test specimens fractured at room-temperature of (a)

T600, (b) T700-small dimples s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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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결론

본 연구에서는 NACT 공정으로 제조된 A516 강재의 템퍼링 온도에 따른 미세조직 변

화거동과 그에 따른 기계적 성질과의 상관관계를 조사하여 다음의 결론을 얻었다.

1. ‘Q’ 시편에서 페라이트 85 vol.%, 펄라이트 15 vol.%로 구성된 밝은 영역(-B)과 페

라이트 70 vol.%, 베이나이트 25 vol.%, M-A 5 vol.%로 구성된 어두운 영역(-D)이

관찰되었다. 템퍼링 온도가 500 oC 인 시편에서는 어두운 영역의 베이나이트의

래스가 점차 구상화되고, 템퍼링 온도가 600 oC 인 시편에서는 밝은 영역의 펄라

이트도 어두운 영역의 베이나이트와 함께 구상화가 진행된다. 템퍼링 온도가 700 

oC 인 시편에서는 모든 영역에서 조대한 석출물이 관찰된다.

2. ‘Q’ 시편에서는 연속 항복거동을 보이는 응력-변형률 곡선이 나타나는 반면, 템퍼

링이 진행된 모든 시편은 불연속 항복거동을 보였다. 인장강도는 Q 시편이 가장

높았으며 템퍼링 온도가 높은 시편일수록 감소하였다. 연신율은 Q 시편에 비해

템퍼링 시편이 높게 측정되었으며 ‘T600’ 시편이 가장 높은 연신율을 보였다.

3. ‘Q’ 시편은 가장 낮은 샤르피 흡수 에너지를 가지며, 시험 온도가 감소할수록 샤

르피 흡수 에너지도 감소하였다. ‘T500’ 시편의 샤르피 흡수 에너지는 ‘Q’ 시편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고, ‘T600’ 시편에서 가장 높은 샤르피 흡수 에너지를 보였다. 

시험 온도 –46 oC에서 ‘T700’ 시편은 ‘T600’ 시편에 비해 약 30J 낮은 샤르피 흡

수 에너지를 나타냈다. 

4. 템퍼링에 의해 페라이트는 크게 변화되지 않았으나, M-A 상, 베이나이트, 펄라이

트의 순서로 연화되었고, 베이나이트와 펄라이트는 템퍼링 저항성이 비슷한 수준

으로 관찰되었다. TEM 결과를 통해 템퍼링 온도가 높아질수록 전위밀도는 감소하

고, 탄화물이 조대화되는 것을 관찰되었다. ‘T700’ 시편에서는 최대 250 �� 크기

의 조대한 탄화물이 관찰되었으며 주로 베이나이트의 래스 혹은 결정립계에서 형

성되었다.

5. 템퍼링에 의해 전위밀도 감소, B 영역과 D 영역간의 경도차이 감소, 탄화물 형성

및 조대화, 펄라이트와 베이나이트의 변태와 같은 미세조직의 변화가 관찰되었다.

템퍼링 시편에서 전위밀도의 감소와 미세조직의 불균등 해소로 인해 연신율은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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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증가하였다. 그러나, ‘T700’ 시편에서는 펄라이트와 베이나이트의 형상 변화가

나타나며 연신율이 감소되었다. 이는 고경각입계를 이루는 펄라이트와 베이나이

트의 패킷들이 페라이트와 탄화물로 변태되며 고경각입계로 인한 강화효과를 잃

기 때문이다.

6. 계장화 샤르피 시험을 통해 균열 개시에너지와 균열 전파에너지를 측정하였다.

‘T500’ 시편에서 가장 높은 균열 개시에너지가 측정되었고, ‘T600’에서 가장 높은

균열 전파에너지가 측정되었다. ‘Q’ 시편에 비해 경질상이 연화된 ‘T500’ 시편의

균열 개시에너지는 크게 증가하였다. ‘T600’, ‘T700’ 시편에서는 조대화된 탄화물로

인해 균열 개시에너지가 감소하였다. ‘T500’, ‘T600’ 시편의 높은 균열 전파에너지

는 전위 밀도의 감소로 인한 결과이며 더 높은 온도에서 템퍼링된 ‘T600’ 시편이

57J 증가한 결과를 보였다. 한편, ‘T700’ 시편은 ‘T600’ 시편에 비해 25J 낮은 균열

전파에너지가 측정되며 ‘T600’, ‘T700’ 시편의 연신율과 비슷한 거동을 나타냈다.

7. 본 연구에서 진행된 NACT로 제조된 복합조직강에서의 템퍼링 온도 설정은 베이

나이트와 펄라이트 형상 변화 거동이 중요한 인자로 관찰되었다. 해당 연구에서

는 템퍼링 온도 500 oC에서 비교적 높은 인장강도, 연신율 및 샤르피 흡수 에너

지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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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요약
This paper provides a correlation between microstructure change behavior and 

mechanical properites at various tempering temperature(500, 600, 700 ℃) after accelerated 

cooling. The Bright(B : spot where pearlite appears) and Dark(D : spot where bainite appears) 

areas were distinguished and the microstructure change behavior was observed through 

optical and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As tempering proceeded, carbides in pearlite 

and bainite were spheroidized. Pearlite and bainite transformed into ferrite and carbides at 

‘T700’ specimens. In addition, various mechanical property experiments were conducted to 

reveal the correlation. As the tempering temperature was higher, tensile strength and 

hardness decreased and generally elongation increased. In this study, dislocation recovery, 

carbide formation and growth, morphology change, and reduction of microstructure gap 

which are bright and dark areas were observed. Among them, the change of microstructure 

mophology was interesting. The mophology of pearlite and bainite perfectly transformed 

into ferrite and carbides, and then elongation and Charpy impact energy were decreased.

As result, the most highest elongation and Charpy impact energy were measured at ‘T600’ 

specimens. This will allow us to set the appropriate NACT process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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