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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1.

마르에이징강이란 명칭은 마르텐사이트를 시효

하여 고강도가 얻어진다는 의미에서 붙여진 이름

으로서 이 강의 특징은 고강도임에도 불구하고

고인성을 갖는 회백색 금속으로 성형성 가공성, ,

내식성 고온강도 및 용접성 등이 우수하며 열처, ,

리가 간편하고 열처리 후 치수변화가 거의 없는

등의 장점을 들 수 있다.
(1~3)

초고장력강인 마르에이징강은 저탄소(C≤

의 마르텐 사이트 기지에 석출경화성0.03%) Fe-Ni

합금원소인 등을 고용하고 있기 때문에Co, Mo, Ti

시효에 의하여 쉽게 금속간화합물이 석출됨으로

서 강화된다.

본 연구에서는 조성의 마르에이200Grade 18%Ni

징강을 대상으로 용체화 처리 및 시효처리조건을

적용하여 우수한 기계적 특성을 얻을 수 있는 방법

에 대해 고찰해보았다 또한 시효조건에 따른. ,

강도평가 등을 수행하여 이를 반응표면법을 통하

여 각각의 반응값들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를 도출

하고 이들 인자들 간의 상호관계를 분석하여 시효

처리 프로세스의 최적화를 도출하고자 한다.

은 마르에이징강의 별 시효Table 1 18%Ni Grade

경화 처리 후의 기계적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Table 1 Typical mechanical properties of 18%Ni

maraging steel by age hardening

Grade
Yield
strength
(MPa)

Tensile
strength
(MPa)

Elongation
in 50mm
(%)

Reduction
in area
(%)

18Ni(200) 1400 1500 10 60

18Ni(250) 1700 1810 8 55

18Ni(300) 2000 2050 7 40

실험방법2.

우수한 기계적 특성을 가진 마르에이징강의 생

산을 위해 요인을 온도과 시간으로 선정하여 시효

처리를 하고자 한다 인자의 수준결정에서 온도는.

및 으로 시간은 시간 시간455 , 482 510 1 , 2 ,℃ ℃ ℃

시간 및 시간으로 선정하였다4 8 .

진공유도용해로 에서 잉곳을 제조하고 열(VIM)

간압연 하여 용체화 처리 및 시효처리 조건을 적용

하였는데 이때 용체화 처리는 에서 시간815 1℃

실시하였으며 시효처리는, 48% KNO3+52%NaNO3 염

욕을 이용하였다 시효온도는 및. 455 , 482℃ ℃

을 주고 각각 시간 시간 시간 및 시간510 1 , 2 , 4 8℃

동안 실시하였다.

은 열처리를 종합적으로 정리한 열처리Fig. 1

선도를 나타내고 있다.

Fig. 1 Heat treatment conditions

실험결과3.

반응표면회귀3.1

결과값을 반응표면회귀를 통해 차방정식이라2

가정한 후각각의 계수 값을나타낼 수 있고여기서

코드화된 회귀식을 도출해 낼 수 있다.

반응표면법을 이용한 마르에이징강의18%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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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Hardness = 50.7666+(0.1578×Temp)+

(2.3056×Time)+(-1.2743×Temp
2
)+(-1.

8249×Time2)+(-0.5761×Temp×Time)

(2) Yield Strength = 1796.88+(20.51×Tem

p)+(147.83×Time)+(-42.1×Temp2)+(-1

10.71×Time
2
)+(-39.17×Temp×Time)

(3) Tensile Strength = 1801.83+(37.57×Te

mp)+(112.33×Time)+(-13.71×Temp
2
)+

(-74.68×Time2)+(-55.02×Temp×Time)

(4) Elongation = 16.4162+(-0.6616×Temp)

+(-1.3611×Time)+(-0.0109×Temp
2
)+(-

0.2718×Time
2
)+(0.5291×Temp×Time)

(5) Young's Modulus = 14306.3+(253.6×Te

mp)+(99.8×Time)+(-920.7×Temp2)+(-1

17.7×Time2)+(-283.5×Temp×Time)

(6) Fatigue Life = 98054+(7075×Temp)+

(1444×Time)+(-5616×Temp
2
)+(21533×

Time2)+(-2681×Temp×Time)

등고선도 및 반응최적화 결과3.2

는 유의한 요인들의 값의 변화에 따라Fig. 2

결과값이 변화하는 내용을 파악하기 위하여 반응

표면법 중에 등고선도를 이용하여 나타내었고,

는 시효처리의 시간과 온도에 대한 최적화Fig. 3

결과를 나타낸 그림이다 설정한 목표값을 나타내.

기 위하여 설정해야 할 각 인자들의 값을 보여주고

있다.

(a)Hardness (b)Yield strength

(c)Tensile strength (d)Elongation

(e)Young's Modulus (f)Fatigue life

Fig. 2 Contour Plot of Response

Fig. 3 Response Optimization

결론4.

시효시간이 증가할수록 경도와 강도는 높아지

는 경향을 보이며 그 순서는 및, 455 , 482℃ ℃

순으로 증가하여 시효온도가 높을수록 경도510℃

와 강도는 높게 조사되었으나 에서 시간510 8℃

시효는 과시효 효과가 나타나 역변태 마르텐사이

트 조직이 나타나 경도와 강도가 오히려 낮아지는

결과로 보여 진다.

최적화를 통해 수행한 범위 내 모든 인자들의

조합에 따른 반응값을 알 수 있으며 최적화 분석결

과 온도가 시간이 일때 최대 결과값은482 , 6.5hr℃

경도 약 인장강도 약 으로 나타51.5HRC, 1841.5MPa

나며 가장 최적의 시효조건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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