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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성형성이 우수한 소부경화형 냉연강판 및 그 제조방법

요약

  본 발명은 자동차의 외판재 등에 사용되는 냉연강판 및 그 제조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탄질화물 형성원소인 Nb을 적정수
준으로 첨가하여 소둔후 서냉처리를 행하더라도 적정 소부경화성을 확보할 수 있고 또한, 38% 이상의 우수한 연신율을 제
공할 수 있는 소부경화형 냉연강판 및 그 제조방법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상기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은,

  중량%로, C : 0.0018~0.0025%, Si : 0.02% 이하, Mn : 0.07~0.2%, P : 0.05~0.08%, S : 0.008% 이하, Sol.Al :
0.02~0.06%, N : 0.0030% 이하, Nb : 0.008~0.012%, 잔부 Fe 및 기타 불가피한 불순물로 조성되고, 소부경화량이
3~6kgf/mm2, 평균r치가 2.0이상이며, 그리고 연신율이 38%이상인 성형성이 우수한 고강도 소부경화형 냉연강판, 및 그
제조방법을 기술적 요지로 한다.

색인어

소부경화, 연신율, Nb, 성형성, 냉연강판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자동차의 외판재 등에 사용되는 냉연강판 및 그 제조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보다 상세하게는 강중 Nb을 적정
량 첨가하고 제조공정중 연속소둔온도를 제어함으로써, 38% 이상의 우수한 연신율 및 성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소부경화
형 냉연강판 및 그 제조방법에 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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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자동차의 연비향상 및 차체의 경량화를 목적으로, 차체에 고강도강판을 사용하여 판두께를 감소시키고 내덴트성을
향상시키려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한편, 자동차용 냉연강판에 요구되는 특성으로는 우수한 항복강도 및 인장강도, 양호한 프레스 성형성, 스폿트(spot) 용
접성, 피로특성 등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강도와 가공성은 서로 상반된 특징을 나타내며, 이러한 두가지 특성을 만족할 수
있는 강판이 요구된다. 이와 같은 강판으로는, 크게 복합조직형 냉연강판과 소부경화형 냉연강판을 들 수 있다.

  복합조직형 냉연강판은, 인장강도 40kgf/㎟급 이상에서는 일반적으로 용이하게 제조할 수 있고 자동차용 소재에 있어서
스트레칭성(stretchability)을 나타내는 인자인 연신율은 높지만, 자동차의 프레스 성형성을 나타내는 평균 r치가 낮으며,
망간, 크롬 등 고가의 합금원소가 과다하게 첨가되어 제조원가가 높은 단점이 있다.

  그러나, 소부경화형 냉연강판은 인장강도 40kgf/㎟급 이하에서도, 프레스 성형시 연질강판에 가까운 항복강도를 가지므
로 연성이 우수하고, 프레스 성형후 도장소부처리시 저절로 항복강도가 상승하기 때문에, 강도가 증가하면 성형성이 악화
되는 종래의 냉연강판에 비해 매우 이상적인 강으로 주목 받고 있다.

  상기 소부경화는, 강중에 고용된 침입형 원소인 탄소나 질소가 변형과정에서 생성된 전위를 고착하여 발생되는 일종의
변형시효를 이용한 것으로, 고용탄소 및 질소가 증가하면 소부경화량은 증가하나, 고용원소가 많으면 상온시효를 수반하
여 성형성의 악화를 초래하므로, 적정한 고용원소의 제어가 매우 중요하다.

  한편, 일반적으로 소부경화성을 가지는 냉연강판은, 저탄소 P첨가 Al-killed강을 단지 저온권취(즉. 열연 권취온도가
400~500℃ 온도범위의 권취)하고, 상소둔에 의해 소부경화량을 약 4-5kgf/㎟로 하여 제조하였는데, 이와 같은 상소둔법
을 이용하면 성형성 및 소부경화성을 보다 용이하게 얻을 수 있다. 반면, 연속소둔법에 의한 P첨가 Al-Killed강의 경우, 비
교적 빠른 냉각속도를 이용하기 때문에 소부경화성 확보는 용이지만, 급속가열, 단시간 소둔에 의해 성형성이 악화되는 문
제점이 있어, 가공성이 요구되지 않는 자동차 외판에만 그 사용이 제한되고 있다.

  최근에는, 제강기술의 비약적인 발달에 힘입어 강중에 고용원소를 적정량으로 제어하여 성형성이 우수한 소부경화형 냉
연강판을 제조하는 것이 가능해졌는데, 특히 Ti 또는 Nb 등의 강력한 탄질화물 형성원소를 첨가한 Al-Killed 강판은, 내덴
트성이 필요한 자동차 외판재 용으로 그 사용이 증가되는 추세에 있다.

  일례로, 일본 특공소61-026757호는, C: 0.0005~0.015%, S+N ≤0.05%, Ti, 및 Ti, Nb복합첨가 극저탄소 냉연강판을
개시하고 있고, 일본 특공소57-89437호는 C: 0.010%이하인 Ti첨가 강을 사용하여 소부경화량이 약 4kgf/mm2이상인 강
의 제조방법을 개시하고 있는데, 이들은 Ti, Nb의 첨가량 혹은 소둔시 냉각속도를 제어함으로써 강중 고용원소량을 적절
히 제어하여 재질의 열화를 방지하면서 소부경화성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Ti 또는 Ti, Nb 복합첨가강의 경우, 적정 소
부경화량의 확보를 위해서는 제강공정에서 Ti 및 N, S의 엄격한 제어가 필요하게 되므로, 원가상승의 문제가 발생한다. 또
한, 상기 Nb첨가강의 경우 고온소둔에 의한 작업성 악화 및 특수 원소첨가에 의한 제조원가 상승이 예상되는 문제도 있다.

  한편, 일본 특공소57-192225에서는 C: 0.008~0.02%, Mn: 0.04~1.2% 이면서 Nb함량을 1×C%~5×C%의 범위로 제
어한 Nb첨가 극저탄소강에 관한 기술을 제안하고 있고, 또한 일본특공소57-31827에서는 C: 0.007%이하에서 Ti를 48/
14(N-0.002%)〈 Ti ≤(48/14)N으로 제어하고 Nb함량을 93/12(C%-0.002%)〈 Nb≤93/12(C%-0.001%) 또는 0.02%
이하로 제어한 Ti-Nb복합 첨가 극저탄소강을, 일본 특공소60-77957에서는 C: 0.003%, B: 0.0085~0.03% 첨가한 Nb-
B복합 첨가 극저탄소강을, 일본 특공소58-84929에서는 C: 0.01%이하, B/N이 0.5~1.6이면서 Nb/C 원자비를 0.5~4로
제어한 Nb-B 복합첨가 극저탄소강의 제조방법에 대해 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들은 NbC 또는 BN석출물을 이용하여 성형성과 더불어 적정한 소부경화성을 부여하고자 하였으나,
평균r치가 1.8수준으로 낮았고, 또한 보다 우수한 성형성 향상을 위해서는 B을 첨가하거나 슬라브재 가열온도(SRT)를
1100℃이하로 관리해야 할 뿐 아니라, NbC석출물의 재용해에 의해 소부경화성을 부여하기 때문에, 균열소둔후 냉각시 재
석출을 방지하기 위해 소둔후 즉시 70℃/s이상의 급냉처리를 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저온 SRT는 슬라브의 혼립조
직을 발생시켜 향후 열간압연시 열연강판의 상하(top & end)부에 조직이 불균일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B은 성형성
향상에 유리한 원소라고 알려져 있으나 제강단계에서 적정 성분의 관리가 매우 어려우며 제조원가의 상승을 초래하는 문
제가 있다.

  한편, 최근에는 강중 Nb, V를 적정량 첨가하여 NbC, VC석출물을 형성함으로써, 열간압연단계에서 고용원소를 완전히
제거하고, 소둔공정에서 상기 NbC 및 VC 석출물을 재용해시켜서 고용탄소를 확보하는 기술도 제시되고 있다. 이 기술에
서는 낮은 소둔온도를 낮추어도 고용탄소를 확보하여 적정 소부경화성을 부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Nb-V계 강
은 Nb 단독 첨가강보다 강중 석출물의 밀도가 크기 때문에, 소둔시 이들 석출물에 의한 결정립성장이 방해되어 연신율이
저하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이에 본 발명자들은, 상기한 종래 기술들의 제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연구 및 실험을 행하고, 그 결과에 근거하여
본 발명을 제안하게 된 것으로서, 본 발명은 탄질화물 형성원소인 Nb을 적정수준으로 첨가하여 소둔후 서냉처리를 행하더
라도 적정 소부경화성을 확보할 수 있고 또한, 38% 이상의 우수한 연신율을 제공할 수 있는 소부경화형 냉연강판 및 그 제
조방법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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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량%로, C : 0.0018~0.0025%, Si : 0.02% 이하, Mn : 0.07~0.2%, P : 0.05~0.08%, S : 0.008% 이하, Sol.Al :
0.02~0.06%, N : 0.0030% 이하, Nb : 0.008~0.012%, 잔부 Fe 및 기타 불가피한 불순물로 조성되는 강을 1200℃이상
에서 균질화 열처리하고 900~950℃의 온도범위에서 마무리 열간압연한 후 700~750℃의 온도범위에서 권취하고,
75~80%의 압연율로 냉간압연한 다음 850~870℃의 온도범위에서 연속소둔하고, 1.3~2.0%의 압하율로 조질압연하는
것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성형성이 우수한 고강도 소부경화형 냉연강판의 제조방법에 관한 것이다.

  또한, 본 발명은, 중량%로, C : 0.0018~0.0025%, Si : 0.02% 이하, Mn : 0.07~0.2%, P : 0.05~0.08%, S : 0.008% 이
하, Sol.Al : 0.02~0.06%, N : 0.0030% 이하, Nb : 0.008~0.012%, 잔부 Fe 및 기타 불가피한 불순물로 조성되고, 소부
경화량이 3~6kgf/mm2, 평균r치가 2.0이상이며, 그리고 연신율이 38%이상인 성형성이 우수한 고강도 소부경화형 냉연강
판에 관한 것이다.

  이하, 본 발명에 대하여 설명한다.

  본 발명의 발명자들은, 적정 소부경화성을 확보하면서도 연신율이 우수한 강종에 대해 연구한 결과, Nb-V계 강 대신 Nb
계 강종을 이용해 VC 석출물에 의한 결정립성장 억제를 방지하고 강중 C의 함량을 낮추면 가능하다는 점에 착안하여, 본
발명을 완성시킨 것이다.

  이하, 본 발명의 강 성분 및 제조조건에 대하여 설명한다.

  C는 고용강화 및 소부경화성을 나타내는 원소로서, 본 발명에서는 강중 V가 첨가되지 않아 고용탄소 제거효과를 기대할
수 없으므로, 그 함량을 Nb-V계 강보다 낮추어야 한다. 따라서, 상기 C의 함량은 0.0018~0.0025%로 설정하는 것이 바
람직한데, 그 이유는 그 함량이 0.0018%미만이면 인장강도가 부족하게 되고, 절대 C량이 낮아 충분한 소부경화성이 얻어
지지 않고, 0.0025%이상이면 850~870℃의 소둔공정에서 NbC석출물로부터 재용해되는 C와, 열연단계에서 NbC로 석출
하지 못한 C의 량이 과다하게 되어, 소부경화성이 매우 높고 상온 내시효성도 확보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프레스
성형시 스트레쳐 스트레인이 발생하므로 성형성과 연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있다.

  Si은 강도를 증가시키는 원소로서,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강도는 증가하나 연성의 열화가 현저하므로, 그 첨가량을 0.02%
이하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Mn은 연성의 손상없이 입자를 미세화시키고, 강중 S을 완전히 MnS로 석출시켜 FeS의 생성에 의한 열간취성을 방지하
는 역할을 하는 원소로서, 이와 같은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0.07%이상 첨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0.2%이상 첨가
될 경우, Mn-C 다이폴(dipole)이 형성되어 성형성이 저하하고, 소부경화성이 감소하여 평균r치 2.0이상의 냉연강판을 제
조할 수 없게 되며, 고용강화에 의해 강도가 급격히 증가한다. 따라서, 그 첨가량을 0.07-0.2%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

  P은 고용강화효과가 가장 큰 치환형 합금원소로서, 면내 이방성을 개선하고 강도를 향상시키며, 열연판 결정립을 미세화
시켜 향후 소둔단계에서 평균r치의 향상에 유리한 (111)집합조직의 발달을 조장하는 역할을 한다. 특히, 소부경화성의 영
향측면에서, C와의 싸이트경쟁(site competition)효과에 의해, 그 함량이 증가할수록 소부경화성은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
내기 때문에, 상기 P의 함량은 0.05% 이상 첨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0.08%이상 첨가하는 경우 성형성의 향상에
비해 급격한 강도상승이 발생되며, 또한 P량의 과다첨가로 인해 P가 입계에 편석하여 재료를 취하시키는 등 연성의 현저
한 저하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그 첨가량은 0.05~0.08%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S은 고온에서 MnS의 황화물로 석출되는 원소이나, 그 함량이 과다한 경우 MnS로 석출하고 남은 S가 입계를 취화시켜
열간취성을 야기시킨다. 또한, S의 함량이 MnS석출물을 완전히 석출시키는 양이라 할지라도, S함량이 많으면 과도한
MnS석출물에 의한 재질열화로 인해, 2.0이상의 평균r치를 확보하기가 어려우므로, 그 첨가량을 0.008% 이하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Sol.Al은 강의 탈산을 위해 첨가되는 원소로, 그 함량이 0.02%미만이면 강중에 산화개재물이 많아져 가공성이 열화되는
등 기계적 성질에 불리하며, 특히 고용질소를 완전히 AlN으로 석출시키지 못하게 되어 고용질소에 의한 시효열화를 유발
하게 된다. 또한, 0.06%이상으로 과다하게 첨가되면, 고용질소를 AlN으로 완전히 석출시켜 질소에 의한 시효열화는 방지
될 수 있으나, 재질의 경화 및 제조비용의 상승을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상기 Sol.Al의 함량은 0.02-0.06%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N는 소둔전 또는 소둔후에 고용상태로 존재하여 강의 성형성을 열화시키며 시효열화가 다른 침입형원소에 비해 매우 크
므로, Al에 의해 고정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그 함량이 0.0030%이상이면 고용질소를 제거시키기 위한 Al의 함량이 증가
하게 되어 재질을 경화시키고 또한 제조비용 상승을 초래하게 되므로, 그 함량을 0.0030% 이하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

  Nb는 C와 결합해 NbC석출물을 석출시켜 강도를 증가시키고 성형성을 향상시키는 역활을 한다. 그러나, 그 함량이
0.012%이상이면, 과도한 NbC 석출물의 형성과 더불어 NbC 석출물의 재용해온도가 상승하기 때문에, 850~870℃의 소
둔온도에서 NbC 석출물이 재용해되지 못하여 강중에 적정 고용탄소량의 확보가 매우 어렵다. 이 경우, NbC 석출물의 재
용해를 통해 적정량의 고용탄소량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소둔온도를 870℃이상으로 증가시켜야 하는데, 소둔온도를 증가
시키면 소둔시 버클링(buckling) 등의 작업성 악화를 유발하게 된다. 따라서, 상기 Nb의 함량은 0.012% 이하로 첨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상기 Nb의 함량이 0.008%미만이면, 본 발명에서 제시한 C성분 범위에서는 Nb가 C를 충분히
고정시키지 못하게 되어 열연단계에서부터 강중에 고용탄소를 다량 함유하게 되므로, 특수원소를 첨가하지 않은 일반 극
저탄소 Al-Killed강과 같이 소부경화성은 커지지만, 평균r치 2.0이상의 고성형 소부경화강을 제조하기가 어렵다. 또한, 과
다한 고용탄소로 인해 상온 내시효성의 확보가 불가능해 진다. 따라서, 상기 Nb의 함량은 0.008~0.012%로 설정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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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와 같이 조성된 강 슬라브는 오스테나이트조직이 충분히 균질화될 수 있는 1200℃이상에서 가열한 후, Ar3온도직상

인 900~950℃의 온도범위에서 열간압연을 마무리한다. 상기 슬라브가열온도가 1200℃미만이면, 강의 조직이 균일한 오
스테나이트 결정립으로 되지 못하여 혼립이 발생하게 되므로, 재질의 열화가 초래된다. 상기 열연마무리 온도가 900℃미
만이면, 열연코일의 상(top), 하(tail)부 및 가장자리가 단상영역으로 되어 면내 이방성의 증가 및 성형성이 열화된다. 또한,
950℃이상이면, 현저한 조대립이 발생하여 가공후 표면에 오렌지 필(orange peel) 등의 결함이 생기기 쉽다.

  상기 열간압연후 열연판에 잔존하는 고용탄소에 의한 성형성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700~750℃의 온도범위에서 고온권
취를 하는데, 그 온도가 750℃를 초과할 경우 이상립 성장이 발생하여 양호한 재질을 얻을 수 없으며, 700℃미만이면 열연
조직이 세립화되어 항복강도가 상승하고 성형성이 열화되는 문제가 있다.

  그 후, 통상의 방법으로 산세한 다음, 75~80%의 압연율로 냉간압연을 행한다. 즉, 본 발명에서 요구하는 2.0이상의 평균
r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상기 냉간압연율이 75%이상으로 되어야 하는 것이다. 즉, 냉간압연율이 75%미만이면 강중에
평균 r치에 영향을 주는 집합조직의 형성에 필요한 구동력이 작아, 2.0이상의 충분한 성형성 확보가 어렵다. 그러나, 냉간
압연율이 80%이상이면, 집합조직을 형성시킬 수 있는 구동력은 증가하나 과도한 압연율에 의해 결정립의 크기가 매우 미
세해져 오히려 재질의 경화를 초래하게 되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못하다.

  한편, 본 발명은 균열소둔후 서냉공정에서 석출되는 NbC 석출물의 존재여부에 관계없이 열연단계에서부터 일정량의 고
용탄소를 잔존시켜 소부경화성을 확보하기 때문에, 소둔온도가 소부경화성에 미치는 영향은 무시할 수 있다. 따라서, 소둔
온도는 성형성 측면에서 고려하여야 한다. 즉, 상기 냉간압연이 완료된 냉연강판을 연속소둔하는데, 본 발명에서는 NbC
석출물의 재용해에 의해 고용탄소를 확보함으로써 연신율의 증가를 도모하므로, 850~870℃의 온도범위에서 통상의 방법
에 의해 연속소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이유는, 상기 소둔온도가 850℃미만이면, 재결정 집합조직의 발달이 다소 약해
평균r치를 2.0이상으로 확보하기가 어렵고, 870℃이상이면 평균r치는 향상되지만, 과도한 소둔온도의 증가로 인해 실제
제조시 설비상의 문제, 즉, 고온소둔에 따른 강판의 텐션(tension)부여문제 및 고온버너(burner)의 개발 등의 문제가 발생
하기 때문이다. 또한, 소둔온도가 높으면 고온소둔으로 NbC 석출물의 재용해가 매우 활발해져 강중 고용탄소량이 증가하
여 소부경화성이 본 발명강에서 제시한 3~6kgf/mm2이상으로 되기 때문에, 내시효성이 열화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후, 적정 소부경화성과 상온 내시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질압연을 행하는데, 상기 조질압연율이 1.3%미만이면, 상
온유지시 단시간내에 시효가 발생하여 항복강도가 증가하고 프레스가공에 치명적인 스트레쳐 스트레인(stretcher strain)
이 발생하고, 2.0%이상이면 상온 내시효성은 충분히 확보될 수 있으나, 과다한 조질압연에 의한 가공경화가 발생하여 재
질이 열화되므로, 우수한 성형성을 가진 연질의 소부경화형 냉연강판을 얻을 수 없다. 따라서, 상기 조질 압연은
1.3~2.0%의 압하율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상기 방법으로 제조된 본 발명의 냉연강판은, 소부경화량이 3~6kgf/mm2, 평균r치가 2.0이상이며, 그리고 연신율
이 38%이상인 고강도 소부경화형 냉연강판으로 된다.

  이하, 실시예를 통해 본 발명을 보다 상세히 설명한다.

  (실시예)

  하기 표 1과 같이 조성되는 강 슬라브를 열간압연하고 75%의 압하율로 냉간압연한 후, 850℃의 온도에서 연속소둔한 다
음, 1.5%의 압하율로 조질압연하였다. 그 후, 기계적 특성 및 r값, 소부경화량, 항복점 연신율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하기
표 2에 나타내었다.

  

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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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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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표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강 성분으로 제조된 발명예(1)~(4)는, 재질실적이 모두 우수하였고, 특히 연신
율이 모두 38% 이었다.

  한편, S의 함량이 다소 높은 비교예(1)의 경우에는, 과도한 MnS 석출물이 형성되어 평균r치가 1.91이었다. C함량이 매
우 적은 비교예(2)의 경우에는, 평균r치는 2.0이상을 확보할 수 있었으나 강중 고용탄소함량의 절대치부족으로 소부경화
성은 전혀 얻어지지 않았다. 또한, Mn이 과잉첨가된 비교예(3)의 경우에는 과도한 MnS이 형성되어 재질열화 뿐만아니라
Mn-C 다이폴의 형성으로 평균r치가 다소 열화하였다. 비교예(4)는 C의 함량이 많아 고용탄소가 매우 증가하여 소부경화
량이 약 6.4kgf/mm2으로 매우 높아 100℃, 1hr시효처리후의 항복점 연신율이 0.7%로서 상온 내시효성의 열화가 발생하
였다. 또한, 항복강도가 28kgf/mm2수준으로 매우 증가하여 자동차사의 프레스가공시 스프링 백(spring back)과 같은 결
함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평균r치도 본 발명강의 규제조건을 벗어났다. 비교예(5)는 Nb함량이 0.013%로서 다소 높아
소부경화성이 감소하였다. 그럼에도 소부경화량이 2.6kgf/mm2으로 나타난 것은 Nb첨가에 의해 C의 고정이 충분히 많더
라도 N의 함량이 본 발명강의 규제범위인 0.003%이상인 0.0046%로 매우 높아 AlN석출물을 형성하고 남은 고용질소가
소부경화성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N는 C와 같이 침입형 고용원소로서 그 함량이 증가할수록 소부경화성이 증가하
지만, 강중 확산속도가 매우 크기 때문에 상온 내시효성의 열화가 발생하기 쉽기 때문에, N는 반드시 적정함량이하로 첨가
하여 Al에 의한 석출물로서 고정시킬 필요가 있다. 따라서, 비교예(5)에 있어서, 소부경화량이 2.6kgf/mm2으로 나타난 것
은 과도한 N첨가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N를 현 수준보다 낮게 첨가하면 소부경화량은 보다 낮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
다.

  한편, 비교예(6)은 Nb-V계 강 성분을 갖는 것으로서, 강중 C가 다량 첨가된 것을 알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재질실적은
본 발명예와 거의 유사하지만, V가 첨가되어 연신율이 34.6%로 낮았다. 또한, 비교예(7)은 강중 V이 다량 첨가되어 VC석
출물이 증가되고, 이로 인해 소둔공정에서 VC 재용해에 의한 고용탄소의 확보가 어려웠기 때문에, 소부경화량이 1.6kgf/
㎟로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발명의 효과

  상기한 바와 같은 본 발명에 의하면, 평균 r값이 2.0 이상으로 성형성이 우수하고 연신율도 38% 이상인 인장강도 35kgf/
㎟급 소부경화형 냉연강판을 제조할 수 있어서, 자동차의 내외판재 등에 적용할 수 있는 효과가 있는 것이다.

(57) 청구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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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

  중량%로, C : 0.0018~0.0025%, Si : 0.02% 이하, Mn : 0.07~0.2%, P : 0.05~0.08%, S : 0.008% 이하, Sol.Al :
0.02~0.06%, N : 0.0030% 이하, Nb : 0.008~0.012%, 잔부 Fe 및 기타 불가피한 불순물로 조성되는 강을 1200℃이상
에서 균질화 열처리하고 900~950℃의 온도범위에서 마무리 열간압연한 후 700~750℃의 온도범위에서 권취하고,
75~80%의 압연율로 냉간압연한 다음 850~870℃의 온도범위에서 연속소둔하고, 1.3~2.0%의 압하율로 조질압연하는
것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성형성이 우수한 고강도 소부경화형 냉연강판의 제조방법

청구항 2.

  중량%로, C : 0.0018~0.0025%, Si : 0.02% 이하, Mn : 0.07~0.2%, P : 0.05~0.08%, S : 0.008% 이하, Sol.Al :
0.02~0.06%, N : 0.0030% 이하, Nb : 0.008~0.012%, 잔부 Fe 및 기타 불가피한 불순물로 조성되고, 소부경화량이
3~6kgf/mm2, 평균r치가 2.0이상이며, 그리고 연신율이 38%이상인 성형성이 우수한 고강도 소부경화형 냉연강판

등록특허 10-0496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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