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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체계/수송기기용 고비강도 경량철강 기술

3 시장성 및 사업성

● 기동무기체계 분야 외 자동차 및 중장비 산업에서도 

    연비 향상을 위한 경량화 요구가 증가

● 승용차 서스펜션, 중장비 프레임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 풍력 터빈 부품 등 다양한 경량화 요구 분야에 응용 

    가능

<압연장갑판재> <승용차 suspension>

<중장비 cabin frame>

<풍력 터빈용 로터>

<주행장치 부품>

T-12

1 기술개요

● 기술의 필요성

   - 기동무기체계의 기동성 향상을 통해 작전수행능력을 증가시키기 위한 소재 경량화 필요

● 기술 개요

  - 기존 철강 소재 대비 15% 경량화된 고강도 경량철강 합금 

  - 우수한 강도(≥ 1.2 GPa)와 충격특성(≥  28 J) 구현

  - 기존 철강 소재 대비 동등 이상의 우수한 방탄 특성   

단위 무게당 엔진출력 증가
→ 기동성 증가
→ 작전 수행 능력 증가

2 주요내용 및 우수성

기술 주요내용

경쟁기술 대비 우수성 보유기술

● 합금 조성 설계 및 최적화 

● 기존 소재(RHA) 대비 우수한 

    기계적 물성 및 낮은 밀도 확보

● 방탄질량효율 : 1.2 이상 확보

   - 개발된 경량철강의 경우, 기존 

      소재(RHA)보다 20% 가벼운 

      소재로  동등 수준의 방호능 확보 

● 열간가공 및 열처리 기술● 기계적 물성 및 미세조직 분석

- 치환형 경량원소(Al, Si 등)을 이용한 밀도 저감

- C, Si, Mo, Cr 제어를 통한 미세 κ-탄화물 

   형성 제어

- Nb, V 등을 통한 결정립 크기를 제어를 통한

   물성 최적화 

- 대형 소재 제조를 위한 열간 가공 조건 설계 

   기술 개발

- 열처리 공정 조건 최적화

- 상용 공정 적용 가능

- 방탄특성 및 기계적 특성 평가 및 분석 기술

- 기계적 특성에 미치는 제조 공정(냉간압연, 열처리 등) 영향 DB 확보

- 합금 조성 및 제조 공정에 따른 우수한 기계적 물성 확인 및우수한 

   물성이 나타나는 미세조직적 원인 분석 실시

- XRD, SEM, TEM을 통한 κ-탄화물 등의 미세조직 분석 수행

방탄질량효율 = 
개발합금 질량

동일한 방호능의 RHA 질량

● 합금 조성 설계 및 최적화 기술

● 기계적 물성 및 미세조직 분석 기술

● 열간가공 공정 최적화 기술

● 합금 조성에 따른 열처리 조건 최적화 기술

● 경량철강 접합 기술

● 주조, 단조, 압연, 인발 등 다양한 제조공정 기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