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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I. 제 목

원자력용 스테인레스강 개발

II. 연구 개발의 목적 및 중요성

원자력 구조용강은 방사선 환경과 물리적， 화학적 부식， 침식의 중첩 동 원자력

발전소 특유의 ·환경하에서 장시간 사용되므로 고도의 건전성을 확보， 유지하여야 하

며， 원자력 소재는 재료규격에 따랴 화학조성 둥이 엄격히 규제된다. 국내에서는 원

전 건셜을 계속하면서 원자력 소재의 자급능력이 증가되고 았다. 원자략 자립을 위

해서는 신뢰성이 보증된 원자력 소재의 국산화가 매우 중요한 과제이며， 주요 원전

부품의 품질향상과 개선은 원자력발전소의 효율화에 크케 기여한다. 본 연구에서는

원자력 소재 중에서 차기의 국산화 전략품목으로 예상되는 스테인레스강과 터변블

레이드용 특수강의 개발과 국산화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ill.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1. 원전 부품의 재료현황

가. 노내구조물 재료규격 및 개발동향

나. 일차압력경계부품 구조재료 현황

다. 국내 원전의 주조스테인레스강 열취화 평가

2. 열역학적 합금설계 기술개발

가. 스테인레스강 합금계의 열역학 수식화

나. 2상 스테인레스강의 합금설계

다.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레스강의 합금설계

?

나



3. 원자력급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레스강 개발

가. 청정강 제조를 위한 정련용해기술 도출 및 축적

나. 주조불의 포정반응과 미세조직 연구

다· 316L(N) 강의 제조공정 개발

라· 316LCN) 강의 재료물성 평가

미-. 316LCN) 강의 내식성 및 예민화 평가

바· 347 강의 제조공정 개발

사· 347 강의 재료불성 평가

아.347 캉의 내식성 평가

4. 터빈블레이드용 특수강 개발

가. 특수강의 제조공정 개발

나. 특수강의 재료물성 평가

다. 특수강의 상안정성 평가

IV. 연구개발 결과 및 활용에 대한 건의

1. 원전 부품의 재료현황

가. 노내구조물 재료: 노내구조물 재료는 조사손상에 대한 저항성이 우수

하며， 반복하중에 의한 피로저항성이 커야하며 고온고압수에 대한 내식성이 양호

하여야 한다. 주요채료는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레스강으로 차기의 국산화 대상

품목이다.

나. 일차압력경계부품 구조재료: 원자로 압력용기 및 일차 배관용 저합금

강을 비롯한 일차압력경계부품-재료의 채료규격과 손상사례를 분석하였다.

다. 국내원전의 주조스테인레스강 열춰화 평가: 가동중 국내원전의 일차

배관 재료인 주조스테인레스강의 화학조성으로부터 배관재의 열취화 정도를 평

가한 결과， 대부분의 발전소는 수명말기까지 배관채의 열취화 경향이 심하지 않

-4-



을 것으로 샤료되냐， 영광 I , 2호기 배관재는 열취화의 경향이 다소 심할 것으

로 예측되었다.

2. 열역학적 합금셜계 기술개발

Fe-Cr-Ni-Mo-Mn-Si-C-N 8원 합금계에 대한 열역학 수식화를 완성하였

으며， 이로부터 실용 합금강 및 머지 합금강의 상평형， 상안정성에 대해 실험오

차 이내의 계산에 의한 예측이 가능하였다. Duplex steel에서 sIgma 상 석출로

인한 인성저하를 개선하기 위한 합금설계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austenitic steel

에 대해서 고온가공성과 업계부식 꽁식 응력부식 둥의 내식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합금셜계 방안을 제시하였다. 제시된 합금설계 방안은 실험결과와 연계되어

원자력 소재의 합금설계에 활용될 것이다-

3. 316L(N) 스테인래스강 개발

국내업체에서 생산되고 있는 316L 강을 근거로 원자력 소채용 고내식， 고

강도 스테인레스강으로서 적합한 316L(N) 강의 제초공정을 개발하고 그 재료규

격을 평가하였다. 316LCN) 강의 주조조직과 5-femte 양을 관찰하고， 고온산화성

을 측정하였다. 그리고 질소 첨가에 따른 열간가공성 및 미세조직， 기계적 특성

의 영향을 조사하고 제조공정에 미치는 Ti. B의 효과를 연구하였다. 예만화 처

리에 따른 입계부식성을 평가하고， 질소 및 미소원소의 효과를 규명하였다. 개발

된 제조공정은 원자력 소재용 시제품 생산에 적용하고 국내업체의 제조기술에

직접 적용될 것이다.

4.347 스테인레스강 개발

내식성이 향상된 원자력급 347 스테인레스강을-개발하기 위하여 청정강 용해

기술을 축적하였으며， 소둔온도 영향을 조사하여 347 강의 최적 열처리 조건을 설정

하는 등 제조공정을 확립하였다.347 청정강의 예민화 처리에 따른 입계부식성을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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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방법으로 평가하였고， 응력부식균열 시험을 수행하여 그 특성을 연구하였다.

5. 터빈블레여드용 특수강 개발

원자력급 소재의 재료규격을 충족시켜는 특수강을 제조하여 최적의 제조공정

과 열처리 조건을 확립하였다. 시험제품의 미세조직 및 언장특성， 충격특성 둥의 재

료물성을 평가하고 수업소재의 불성과 비교하여 국산 특수강의 재료규격을 확인하

고 신뢰성을 확보하였다. 국내악 원자력발전소에 적용하기 위한 국산 특수강의 시제

품 제작과 현장실험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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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I. Project Title

Development of stainless steels for nuclear power plant

II. Objectives and Importance of the Project

Nuclear s다uctur머 materials are manufactured to the controlled material

specifications since the integrity of the components depends on the quality of

the materials. Currently, demands for domestic nuclear materials are

increasing as the number of nuclear power plants, under operation or

construction, increase. The localization of qualified nuclear structural materials

through mid-to-long term R&D projects is one of the major responsibilities

for Korean nuclear society. This study has been performed to localize and

develop the martensitic steels for turbine blades and the stainless steels for

primary components of nuclear plants.

III. Scope and Contents of the Project

1. Analysis of materials specification for nuclear components.

- materials specification of reactor internals

- materials specification of pressure boundary components

- thermal embrittlement of cast stainless steels in domestic plants

2. Development of computer-assisted alloy design technology

- thermodynamic evaluation of stainless steel system

- design of duplex stainless steels

- design of austenitic stainless ste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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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Development of austenitic stainless steels for nuclear applications

- remelting technologies for manufacturing of su맺r clean materials

- study on peritectic reaction and microstructure of castings

- manufacturing process of 316L(N) steel

- material characterizations of 316L(N) steel

- corrosion resistance and sensitization of 316L(N) steel

- manufacturing process of 347 steel in the nuclear grade

- material characterizations of 347 steel

- corrosion resistance of 347 steel

4. Development of martensitic steels for turbine blades

‘ manufacturing process of martensitic steel for nuclear applications

- material characterizations of martensitic steel

- phase transformation of ferritic steel

IV. Results and Proposal for Application

1. Analysis of materials specification for nuclear components

A. Materials for reactor internals: Principal material is austenitic

stainless steel which has certified good performance under neutron irradiation,

fatigue resistance against cyclic loads, and corrosion resistance in a coolant of

high temeprature and high pressure.

B. Materials for pressure vessel and pipes: Material specifications for

pressure boundary components like pressure vessel, primary pipes, etc. are

reviewed, and degradation mechanisms of the components are analized.

C. Thermal embritt1ement of cast stainless steels in domestic pl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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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mal embrittlement of cast stainless steels for primary pipes m

domestic nuclear plants is evaluated from the chemical compositions of the

material specifications. 1fost of the materials for domestic plants show good

resistance to thermal embrittlement, but the materials for Yongg、N'ang Unit

1&2 are calculated to be susceptible in a significant degree.

2. Development of computer-assisted alloy design technology

A thermodynamic description of the Fe-Cr-Ni-Mo-Mn-Si-C-N system

has been obtained, which enables evaluation and prediction of phase equiliblia

and phase stabilities in alloy steels by the use of computer calculation. An

alloy design was attempted focusing on the improvement of toughness

against sigma phase precipitation for duplex stainless steels. Another design

for austenitic stainless steels was focused on the improvement of hot

workability and corrosion resistances including intergranular corrosion, pitting

and stress corrosion cracking. The present suggestions, combined with

experimental feedback data, can be utilized for designing advanced nuclear

materials.

3. Development of 316L(N) stainless steels

High strength and corrosion resistant 316L(N) stainless steel \vas

produced using the bases of domestic technologies of 316L, and characterized

rnaterial pro야rties. Cast microsσucture and delta-ferrite content of 316L(N)

steel were observed, and the oxidation behavior under high temperature was

measured. The effects of adding nitrogen were analized in the points of hot

workability, microstructure and oxidation, and the effects of Ti and B on

manufacturing process were surveyed. In addition, sensitization behavior of

-9-



316L(N) steel was evaluated with the addition of nitrogen or alloying

elements. The suggested manufacturing process would be utilized to produce

the nuclear grade· materials in domestic steel makers.

4. Development of 347 stainless steel

High corrosion resistant 347 stainless steel was produced using

improved refining technologies for su야r clean nuclear grade steels. The

manufacturing process for 347 steel was established, and conditions for heat

treatment were optimized from the results of annealing study. Sensitization

and stress corrosion cracking behaviors of 347 steel were evaluated.

5. Development of martensitic steel for tubine blades

Martensitic steel was produced as per the material specification for

tubine blade, and established the optimized heat treatment process. The

material was characterized in the views of microstructure, tensile and impact

properties, and compared with those of commercial martensitic steels, which

resulted in good performance for nuclear grade materials. Manufacturing and

field experience of the model alloys would be required for application in

domestic nuclear pl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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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스테인레스강 및 저합금강은 원자력 발전소에 쓰이는 재료중 약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요며 그중에서도 가장 핵섬인 압력용기 및 가압기， 증가발생기의 동

체， 그리고 노내구조물， 배관， 펌프， 밸브， 볼트， 터빈블레여드 둥 주요부품 제조

에 사용되고 있다. 다른 재료에서도 마찬가지로 재료성분， 성능면에서 원자력 구

조용강은 일반 산업용 재료규격에 비해 방사선 작용과 물리적， 화학적 부식， 침

식의 중첩 및 조사유기 현상 둥 원자력발전소 특유의 열악한 환경하에서 장사간

사용되므로 가동기간중 고도의 건전성을 확보， 유지하기위하여 제조사 P, eu둥의

불순물은 물론 모든 화학조성을 규정에따라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1978년 고려 1호기의 상업발전을 시작한 이래 원전 건셜을 계속하면서 스테인레

스강 및 합금강의 자급능력도 어느정도 갖추게 되었으며， 원전의 구조재료 국산

화 정도는 증가될 것으로 확신된다. 그러나 이러한 국산화 제품은 재료규격 및

신뢰성의 보증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스테인레스강 및 합금강의 재질은 발전소

의 안전성과 가동율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우리나라와 같이 계속 원전건

설을 추진하는 상황하에서는 원전 주요부품의 품질향상 및 개선을 통한 안전성

확보는 원자력 발전의 중요한 전제요건이 되고 있다 .

원자력발전소 얼차계통의 주요부품에 사용되는 재료규격 및 소요량은 표 1-1

에 나타나 있듯이 합금강과 스테인레스강이 주를 이룬다. 현재 국내에서는 영광

3,4 호기 건설부터 압력용기， 가압기， 증기발생기를 국내에서 공급하기 시작하였

고， 그에 따라 합금강의 단조품을 ABB-CE 재료규격에 맞추어 국산화하였다.

기타 재료는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며， 차기의 주요 국산화 품목으로

노내구조물용 스테인레스강을 고려하고 있다.

노내구조물 재료는 일반적인 구조재료의 펼요성질 외에 중성자 조사환경의

특수 분위기에 적합한 요구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따라서 중성자 흡수단면적어

작아야 하고， 조사손상에 대한 내성이 강해야 하며， 유도방사능을 생성하기 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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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1 Structural steels for PWR primary components

WT(ton)/2Unit

、、 Com!
Reactor Steam Primary Reactor

Pressurizer
Vessel Generator; Piping Internal

Materials \‘~ ~~ ‘ --

i ton I %ton % ton % ton % : ton I %

잉m 때SA508 CI-3 1000 95 1660 90 \

Forging SA508 CI-1a i 150 44

Type 304 SiS 100 19

SA516 Gr-70 11 1 300 12 18 8 180 53

A176 Type 409 24 1
Plate

Type 304 SIS 360 66

5B158 N06600 8 1 3 4 l

5B163 N야끓00 352 14
Pipe &

5A312 Type 347 9 3
Tube

Type 304 SIS 60 11

5B166 N06600 33 3 1

Bar A176 Type 409 37

Type 304 SIS 20 4

Shape SA36 13

Vendor Dryer &
m냉 3

Items Separator

TOTAL 1062 100 2448 100 223 100 340 100 54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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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며， 고온수 중에서 내식성이 우수해야 한다. 따라서 노내구조불은 대부분 스

테인레스강으로 구성되어 었다. 국내에서는 이미 포항제철을 비롯하여 삼미특수

강 동의 철강업체에서 일반 구조물용 스테인레스강을 생산해 오고 있다. 원자력

급으로서의 스테인레스강은 일반용에 비해 엄격한 재료규격이 요구되고， 특히 원

자력 환경하의 재료특성이 확인되어야 할 것이나， 스태인레스강 제조기술이 축적

되어 있는 국내 철강업체와 원자력 환경과 관련한 연구기술이 축적된 한국원자

력연구소가 협력하면 원자력급 스테인레스강의 국산화 및 생산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기존의 304 계열 스테인레스강으로 제작된 노내구조물은 원진 셜계수명 30 

40 년의 조사환겸 조건에서 충분한 재료성능을 보인다고 발표되어 있으나， 원전

의 수명이 60 년 이상으로 연장될 경우 중성자 조사량의 증가에 따른 조사손장

의 정도를 확인해야만 한다고 보고되고 있다. 특히 조사유기응력부식균열 현상이

304 스테인레스강 재료에서 나타난다고 보고됨에 따라 원자력급 스테인레스강의

채질개선을 위한 연구가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따라서 스테인레스강의 연구

는 소재의 국산화와 더불어 조사유기응력부식균열 저항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채질개선의 연구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스테인레스강의 연구는 기존의

경수로 노내구조물 재료에도 적용될 뿐만아니라 스테인레스강 크래드 합금강으

로 되어 있는 현재의 배관재료의 대체재료로도 사용될 수 있으며， 더나아가 신형

경수로， 액체금속로， 핵융합로용 구조재료로도 활용될 것이다.

압력용기는 원자로의 가장 중요한 부품으로 전체 수명 및 건전성을 좌우하는

부품이므로 그 소재의 중요도 또한 매우 크다. 압력용기용 합금강의 최우선 재료

특성은 파괴인성이다. 합금강의 파괴인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인자는 제강법을

비롯하여 화학성분， 열처리 둥으로 압력용기 제조회사는 각각 나름대로의 재료규

격을 확보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한국중공업이 ABB-CE 의 설계에 따라 ABB

CE의 재료규격에 맞추어 현재 생산하고 있다. 국내의 체조경험이 축적되어감에

따라 압력용기 소재의 물성이 개선되고 있으나， 독자적인 국내의 재료규격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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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국산 소재의 조사거동이 확인되지 못한 상태이다.

따라서 압력용기용 합금강의 독자적 재료71 술의 확보는 기술자립의 차원에서 매

우 중요하다.

현재 국내에서는 다목적연구로의 완공， 주요 기가 국산화 추세 둥과 함께 원

자력급 국산소재의 연구를 위한 장비 기술 그리고 경험 둥이 충분히 축적되어

있다. 그러므로 합금원소 제조공정 둥이 국산 원자력 채료에 미치는 영향을 독

자적으로 평가， 국산 소재의 조사특성을 확인하여 국산 소재의 셜계와 제조의 국

산화를 정립해야 한다. 더불어 원전 건전성과 밀접한 관계인 원전소재의 조사취

화 시험을 국내의 연구로를 활용하여 자체적으로 연구함은 원자력용 소재연구의

획기적 발전을 이루는 시발점이 될 것이다.

구조채료의 경우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는 그동안 원자로 압력용기의 조사취

화， 건전성 평가 빛 스테인레스강의 업계부식 둥에 관한 연구가 수행된 바 있으

나 이제는 연구 분야를 확대하여 스테인레스강의 열화요인 규명 및 이에 바탕한

스테인레스강 재료개발도 주도적으로 선도할 위치 및 사점에 도달하였다. 스테인

레스강의 제조 및 가공은 제조사마다 다르고 같은 제조사라 하더라고 heat

number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제조공정의 단일화 및 가공기술은 그 어느

공정보다도 중요하게 고려된다. 그리고 원자력급 구조용강의 제조사양 및 제조변

수는 합금원소의 설계기술과 함께 선진국에서 거술전수를 기피하는 사항들이다.

따라서 국내에서도 원자력 환경에 적용할 수 있는 원자력급 국산 소재의 개발은

원자력 션진국의 진입을 위해서 필수적이다.

기본적으로 구조용강 제조공정이 재료의 성질에 미치는 영향을 각 제조변수

에 따라 규명하려면 많은 시간과 경비가 소요된다. 나아가 원자력급 구조용강으

로 제조된 각종 부품이 원자로 환경하에서 수명기간동안 안전하게 가동되기 위

해서는 특히 제조결함이 없는 구조용강의 제조가 절대적이다. 이와함께 일부 국

산화되었다가 향후 개선， 개량될 재료에대한 성능평가 기술의 확보는 그 결과가

제조과정의 개선 및 보다 우수한 품질의 구조용강 개발에 다시 조명되므로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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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하다. 따라서매우재료개발 차원에서도
r그 E걷

걷FtEr측면에서는수명관리재료의

요청개발이구조용강의우수한 성능의해결된문제점이언급한 모든지금까지

원차세대기존의 경수로는 물론개선은구조용강의 개량 및되는 것이다. 한편

삼미(특)， 한국중공업01
ji;;고속증식로에서도요청되는 사항이다. 포항제철자로 및

창출한 새로운 기술이 합하여지면 새로운기술과 연구소에서는있보유하고이

있으수l을얻가장 유용한 결과를적은 투자로서설비투자가 지양되어01
;’<시설

리라 확신한다‘

본 연구에서는 원자력신소재 개발에 관한 정부 주도형

원자력급 스테인레스강 개발에 그 목표를 두고 있다. 제 2 장에서 원자력 부품의

종의중장기 연구과제

관하여연구동향에pJ
;><:및 배관용 재료규격노내구조물，압력용기재료현황을

석하였고， 국내 원전 일차배관용 주조스테안레스강의 열취화 거동을 평가하였다‘

철합금계의있도록이용한 합금설계를 체계적으로 할 수
::rl :Ir r..l a
"B"1Tl:-1 을，제 3 장에서

및 고내식열역학 수식화를 8원계까지 확장하였으며 고인성의 2상 스테인레스강

국내오스테나이트 스태인레스강 합금설계 방안을 제시하였다. 제 4 장에서성의

있는 316L 강을 기준으로 원자력용 고내식， 고강도 스테인레생산되고업체에서

평가하였다.재료규격을개발하고적합한 316L(N) 강의 제조공정을스강으로서

활고청정강 용해기술을원자력급 347 스테인레스강을아울러 내식성이 향상된

파악하였다.그리고을드
O

토득/세.., 。공정과 예민화열처리제조하였고， 최적용하여

제 5 장에서 원자력급 소재의 재료규격을 충족시키는 터빈 블레이드용 특수강을

개발하여 사험제품을 제조하고， 그 재료물성을 평가하여 개발된 특수강의 신뢰성

qJqJ

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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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원전부품 재료기술 현황

제 1 절. 노내구조물 채료기술

1. 머리말

원자로 기술자립을 위해 십여년 이상의 많은 노력속에 이제는 원자로 계통의

셜계 뿐만아니라 건설까지 국내의 기술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와 더불어 원자로

기기 및 부품의 설계와 제작 또한 상당량 국산화 되고 있어， 영광 3,4 호기부터

는 원자로 압력용기， 가압기， 증가발생기 그리고 배관 둥의 일차계통 기기틀을

국내업체에서 제작， 공급하고 있다. 한편， '92년도부터 원자력 연구개발 중장가

계획이 범국가적으로 수행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원자력 신소재 개발과 관련

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는 여러가지로 원자력 기술확립

을 위한 여건이 아주 잘 형성되어 있는 상황이다.

원자로 부품 중에서 차기의 국산화 전략품목은 노내구조물로 예상하고 었다.

영광 3,4 호기의 경우 ABB-CE에서 설계， 제작하여 공급하였으나， 현재 국내업체

에서 노내구조물 관련 설계기술 및 제작기술을 습득하고 있는 단계로서 영광 6

호기 이후의 후속기부터는 국내에서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노내구조

물용 재료는 대부분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레스강으로 단조품， 판재， 봉재 둥으

로 구성되어 었다. 국내에는 포항제철 삼미종합특수강을 비롯하여 굴지의 세계

척 철강업체들이 스태인레스강을 생산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중공업 둥의 발전계

통 제작업체들은 원자력 발전과 관련한 기기제작의 경험을 풍부하게 확보하고

있다. 따라서 원자로 노내구조물의 국산화는 어 렵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원자력 소재와 관련한 국내의 환경은 열악한 실정이다. 비록 다수의

원자로 기기들을 국내에서 공급하고 있으나， 용기류 동체의 단조품을 제외한 소

재의 많은 부분이 해외에 의존해 오고 있다. 원자력 산업의 수요부족과 철강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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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의 사셜부족으로 원자력 소재에 대한 관심도가 낮았다. 하지만 원자력 중장기

계획에 따른 원자로 장기 건설계획이 수립되어 원자력 산업의 수요가 안정화 되

어 가고， 해외 수출의 전망아 밝으며， 철강업체의 고품질화와 고부가 가치품 생

산을 추진하고 있는 점 둥으로 미루어， 앞으로 국내의 원자력 소재 개발과 국산

화는 매우 중요하며 전환점을 맞고 있다고 확신한다.

본 절에서는 가압경수로 노내구조물의 재료개발 현황을 분석하고， 영광 3,4

호기 노내구조물 재료의 재료규격을 검토하여 소재개발의 기준을 설정하고자 하

였으며， 노내구조물의 주요소재인 스테인레스강의 개발동향을 분석하여 양칠의

국산소재를 개발하는데 활용하고자 하였다.

2. 노내구조물의 재료규격

노내구조물 재료는 통상의 구조재료로서의 요구성질 외에 원자력 환경의 특

수성에 의해 중성자 흡수단면적이 작아야 하고， 조사손상이 작아야 하며， 유도방

사능이 생성되기 어렵고 고온수중애서의 내식성이 좋은 점 풍을 요구한다.

위의 사항 중에서， 열중성자 흡수단면적은 중성자의 흡수능력을 표시하는 것

으로서， 입사 중성자가 원자핵파 충돌하여 홉수되는 확율의 척도이다. 열중성자

로인 경수로의 경우 특히 각 원소에 따라 홉수단면적의 차이가 현저한 점을 유

의해야 한다. 내식성과 유도방사능 저감과 관련하여 전면부식저항이 높은 재료가

요구되는 외에 내see성 내IASCC성이 요구된다.

가압경수로 노내구조물 주요부품에 사용 되고 있는 재료논 표 2.1-1과 같으

며， 일반적 재료규격은 표 2.1-2와 같다[2.1-1 ，2J. 앞 항에서 언급한 이유로， 노내

구조물 부품은 304 형의 오스테나어트계 스테인레스강을 사용하였다. 이 강은 내

식성， 가공성， 용접성이 우수하고 중성자조사에 의한 취화가 일어나지 않아 경화

가 생기기 어렵다. 또한 내식성을 더욱 향상시키기 위하여 탄소량을 낮게 제한

하고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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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1-1 Materials for reactor internals

Westinghouse

Subcomponent Material

Core baπel， thermal shield, shroud,
fonners and baffles

Upper support structure

Lower support structure

Flux thimbles

Split pins

Bolts and dowel pins

Flow mixer

Crucifonn instrument guides

Hold-down spring

Radial support key bolts

Core support pads

Type 304 stainless steel

Type 304 stainless steel

Type 304 stainless steel; Grade CF-8 cast
stainless steela

Type 304 cold-worked stainless steel

Alloy X-750

Type 316 stainless steel

Grade CF-8 cast stainless steel3

Grade CF-8 cast stainless steela

Type 403 stainless steel

Alloy X-750

Alloy 600

Subcomponent

Combustion Engineering

Material

Core barrel assembly

Upper guide structure assembly

Core shroud assembly

Hold-down ring

Bolts and pins

Wear surfaces

Flow baftle

Core stabilizer lugs

a. Some early designs.

Type 304 stainless steel; Alloy A-286

Type 304 stainless steel; Grade CF-8 cast
stainless steel; Alloy A-286

Type 304 stainless steel

Type 304 stainless steel

Alloy A-286 and Type 316 stainless steel

Chrome plating; Stellite 25 hardfacing

Alloy 600

Alloy 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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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내구조물은 볼트로 조립되어 았으며， 그 볼트는 강도를 향상시키가 위하여

냉간가공채인 316형 스테인레스강을 사용하고 있다. 그라고 제어봉 크라스타 안

내관의 지지핀 및 split pin은 높은 웅력 조건이 요구되어 고온강도특성이 양호한

X-750 합금을 사용하고 있다.

비둥경수로 노내구조물에 사용되는 재효는 표2.1-3[2.1-2]에 표시되어 있는 바

와 같이 주로 304형 및 316형 스테인레스강이다. 당초 주로 304 스테인레스강을

사용하였으나， 제강법이 진척되면서 내식성， 용접성 관점에서 보다 신뢰성이 높

은 재료인 청정도 높은 극저탄소 ( <0.02 %) 스테인레스강을 채용할 수 있게

되었다. 더구나 탄소량의 감소에 따른 강도저하를 보상하기 위하여 강도를 요구

하는 부품에는 0.1 % 정도의 질소를 첨가하여 결정입도를 미세화한 원자력용

저탄소-질소첨가 스테인레스강을 개발하여 실용화하고 있다. 그 외에 제트펌프의

빔에는 X-750합금을， 그리고 제어봉구동기구 부품의 일부분은 고강도， 내식성 오

스테나이트계 스테인레스강 XM-19를 사용하고 있다. 후자는 304 스테인레스강

에 비하여 Cr 빛 Ni의 함량이 높고 Mo를 첨가하였다. 그리고 탄소 고용한계를

높어고 Ni당량을 높이기 위하여 5 % 정도 Mn을 첨가하였다. 기계적 성질은 N

의 고용강화에 의하여 304 스테인레스강보다 약 2배 높다.

3. 영광 3, 4 호기 노내구조물의 재료규격

가.재료규격

노내구조물의 제작시 사용된 재료는 인코넬로 된 flow skirt를 제외하고

는 주로 304 스테인레스강이다. 연결부위는 용접가능한 곳은 용접을 하였으며，

손상 발생서 균열전파를 한정할 필요가 있는 부위는 structural fastener를 사용

하여 기계적으로 연결하였다. Fastener 재료는 전형적으로 고강도 오스테나이트

계 스테얀레스강을 사용하였으며， 316 스테인레스강을 부분적으로 사용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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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내마모성이 요구되는 부위에는 Stel1ite의 표면처리를 가했다. 재료에 미

치는 조사효과에 대해서는 노내구조물 설계시 반영되었으며， 오스테나이트계 A

테인레스강의 가공경화 효과는 고려하지 않았다.

노내구조물의 주요 부품재와 재료규격은 Palisades (DOC짧T-50-255)，

Fort Calhoun (DOCKET-50-285). Maine Yankee (DOCKET-50-309) 동의 운전

중인 상용로에서 성능이 확인된 재료로서 그 재효규격은 다음과 같다[2.1 -3].

(1) 노심 지지통 집 합체 (Core support barrel assembly)

- 304 오스태나이트 스테인레스강:

。SA 182

。SA 240

。SA 479

- 석출경화 스테인레스강:

。SA 453, Grade 660

。SA 638. Grade 660

(2) 상부 안내관지 지 집합체 (Upper guide structure assembly)

- 304 오스테나이트 스테인레스강:

。SA 182

。SA 240

。SA 213

gSA 479

- 석출경화 스테인레스강:

。SA 638. Grade 660

- 347 오스테나이트 스테인레스강

。SA 479

。SA 312

(3) 노심 배흘 집 합체 (Core shroud assemb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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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4 오스테나이트 스테인레스강:

。SA 182

。SA 240

(4) 흘드다운 링 (Holddown ring)

。SA 182, modified to AS:ME Code Case N-124

(5) Bolt & Pin 재료

。SA 453, Grade 660

。SA 638, Grade 660

- 상품명 A-286으로 불리는 합금으로 최소 항복강도가 85,000 lb/피2

(5976 kg/cm2)인 열처려된 재료를 사용함.

- 부식특성은 300 계열 오스테나이트 스테인레스강과 유사한 것으로，

합금의 제조 및 열처리 조건은 오스태나이트 스태언레스강의 경우

와 통일.

(6) Chrome plating 및 hardfacing

。 Federal Specification No. QQ-C-320b for Chrome plating

。 Stellite 25 for hardfacing

(7) 특수 재료

。SA 479 S21800 (상품명 Nitronic 60)

’ Snubber와 lift bolt insert 동의 antigalling 용도로 사용.

나. 소요채료물량

노내구조물은 다양한 형태와 크기의 채료로 구성되어 었다. 영광 3, 4 호

기의 경우 호기당 소요되는 스테인레스강의 물량은 대략적으로 단조재가 약 50

톤， 판재 약 180 톤， 봉재 약 8 톤， 튜브/파이프재 약 30 톤 동， 총 270 톤 규모이

다[2.1-4] ， 노내구조물 제작에 필요한 채료의 규격과 재질， 중량 동의 구체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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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계는 표2.1-4에 정리하였다.

다. 용접허용기준

노심구조물의 용접은 AS!\1E B&PV Code의 Section ITI, Division 1.

Article NG-5000 에 명기된 용접허용기준을 만족시켜야 하며 용접부는 Section

TIl, Division I과 Section IX과 일치하는 성능을 보여야 한다. 그리고 USNRC

Regulatory Guide 1.31과 1.44의 건의사항을 따라야 한다.

라. 오스테나이트 스테언레스강의 제조와 공청

(1) 오스테나이트 스테인래스강의 예민화 조절

오스테나이트 스테인레스강을 사용시는 Regulatory Guide 1.44를 따

르나， 예민화에 대한 자유도 (freedom from sensitization)를 나타내 주는 기준은

ASTM A708 Strauss test에 의 한다. ASTM A706 Strauss test는 ASTM A262

E , modified Strauss teat에 비해 예만화 정도가 심한 오스테나이트 스테얀레스

강의 부식형태를 잘 나타내 주므로 사용된 비예민화 오스테나이트 스테인레스강

에서 예민화에 대한 자유도를 나타내는 방안으로 이용된다.

(가) 용제화 열처려 요구조건

모든 오스태나이트 스테인레스강은 노심 구조울용으로 사용될

때， ASNIE B&PV Code의 재료규격에 명시된대로 용체화 열처리 조건으로 공급

된다. 열처 리 조건은 1900 - 2000 0 F (1037.8 - 1121.1 0 C)에서 두께에 따라 1/2

- 1 hr/in 동안 열처리 후 700 "F (371.1 0 C) 이하로 급냉한다. 온도와 시간은

부품의 크기와 형태에 따라 결정한다.

안전성과 관련이 있는 부품의 완전 혹은 부분적 조립품은 용체화 열처리를

수행하지 않는다. 다만 부품의 모든 제조공정에서 예만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조

절하여 크롬탄화물의 석출량을 조절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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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채료검사계확

노내구조물 제조공정과 통일한 방법으로 제조한 스테인레스강

mockup 을 사용하여 용접공정이 비예민화 스테인레스강의 예민화 정도에 미치

는 영향， 즉 업계부식에 미치는 용접공정의 영향을 결정하기 위하여 접중적인 실

험을 수행하여야 한다. 이 방법에 의하여 예민화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이 확인

될 때， 그 용접방법을 노내구조물 부품의 제작에 이용할 수 있다. 입계부식에 대

한 민감성을 결정하는 기준으로는 예민화 스테인레스강 특유의 국부적 부식형태

를 잘 보여주는 ASTM Standard A708 (Strauss Test)를 이용한다. 304 스테인

레스강의 탄소량과 용접열 인염량과의 관계식이 실험결과로부터 잘 정립되어 있

으므로， 이 관계식을 활용하면 열영향 부위에서의 예민화를 방지할 수 있다.

(다) 비예민화 오스테나이트 스테인혜스강

노내 구조물에 사용되고 있는 0.03% 이상의 탄소량을 함유한 오

스테 나이트계 강은 비예민화 304 스테인레스강으로 구성된다. 이 재료는 용체화

열처리 조건으로 공급되며， 사용허용기준은 ASTM A262, Method E에 따라 설

험하여 제공되는 제조회사의 실험자료를 활용한다. 그리고 이 재료를 이용하여

완전히 혹은 부분적으로 제작한 부품은 800 - 1500 0 F (426.7 - 815.6 0 C)의 온

도범위에 노출되는 것을 예민화 반웅과 연계해서 금지하고 있다.

5 FN delta ferrite 이상을 함유하는 이상 오스테나이트 스테인레스강 (주조

품， 용접품， 용착금속)은 예먼화 반응이 일어나지 않으므로， 벼예민화 처리를 고

려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범주에 속하는 재료는 다음과 같다:

CF8M, CF8: Cast stainless steel (delta ferrite: 5 - 33 FN)

Type 308, 309, 312, 316: single and combined stainless steel weld

filler metal (delta ferrite: 5 - 20 FN as deposited).

Duplex 스테인레스강에서는， 크롬-철 탄화물이 800 - 1500 0 F (426.7 - 815.6 ’

C)의 온도범위에서 ferrite/austenite 계면에 우선적으로 석출된다. 이 탄화물 석

출물은 오스테나이트 스테인레스강이 산화 혹은 극심 분위기에 노출되어도 예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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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에 따른 업계균열 현상을 억제한다.

(라) 예민화 방지

비예민화 300 계열 오스테나이트 스테인레스강은 800 - 1500 0 F

온도범위에서 입계에 탄화물 석출을 일으킨다. 탄화물 석출정도 즉 예민화 정도

는 온도와 시간의 함수이다. 크롬-철 탄화물이 업계에 연속적으로 석출되면 예민

화는 매우 심각한 상태로서， 산화성 혹은 염화물 분위기에서 입계부식의 민감성

을 아주 높인다. 이러한 조직의 재료는 Strauss Test에서도 쉽게 손상된다. 반

면에， 불연속적 탄화불 석출은 PWR 조건에서는 입계부식의 민감성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오스테나야트 스테인레스강의 용접열영향 부위에서의 예민화는 다음과 같은

재료 요구조건， 용접조건을 지켜서 방지하여야 한다:

- 용접열 인입량: 60 kJ/in 이하

- Interpass Temperature: 최고 350 ’ F (176.7 0 C)

- 탄소량: 0.065 % 이하

대부분의 노내 구조물은 60 kJ/in 이하의 용접열 인입량에서 제작되고 있으

나， 아주 큰 용접부에서는 때때로 그 이상의 용접열을 사용한다. 이러한

경우는 용접열영향 부위에서의 예민화 정도를 시험편을 제착하여 확인하여

야 한다. 시험편은 탄소량이 구조물 재료보다 적어도 같거나 많은 재료

를 이용하여 부품제조사 동시에 제작하여야 하며， 부식시험은 ASTM A708,

Strauss Test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마) 예민화 온도에 노출된 요스테나이트 스테인례스강의 재시험

복잡한 구조물은 용접시 예민화 온도범위에서 작업되는 것을 피

하여야 하며， 팔요시 부품 제작 전과 최종 가공 후에 열적으로 안정화시켜， 소수

의 불연속 석출물을 형성하게 하여야 한다. 안정화 열처리를 수행할 때， 열처리

온도를 기록하여야 하며， 구조물 재료보다 탄소량이 같거나 많은 감시용 시험편

을 확뾰하여야 한다. 열처리 후， 시험편을 이용하여 Strauss Test를 통한 부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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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확인과， 재료조직검사를 통한 예민화에 대한 자유도를 검증하여야 한다.

(2) 버금속 열차폐

노내구조물 속에는 버금속 열차폐 재료를 사용하지 않는다.

(3) 용접부에서의 delta ferrite 조절

오스테나이트 스테인레스강의 용접부는 Regulatory Guide 1.31 의 건의

사항에 부합되 어야 한다. Delta ferrite 결정은 ASJvIE Code Section ill에 명 시 된

대로 용착금속의 각 heat. lot 혹은 heaνlot combination에 대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Submerged arc process의 경 우， 각각의 wire/flux combination에 대 한

delta ferrite 결정은 용접부위 자체에서 혹은 모의용접한 시험편을 이용하여 수

행하여야 한다. ASME Code Section IX Table QW-442에 따르면， 오스테나이

트 스테인레스강 용착금속에서의 delta fenite 량은 5 - 20 FN 범위 내로 조절

되어야 한다.

4. 노내구조물 제작공정

노내구조물은 가능한한 앓고 단순하게 설계되어야 하며 가공 및 조립， 용접

동은 고도의 정밀도를 요구한다. 그리고 고청정도를 요구하므로 작업중에 충분한

청정도를 유지하여야 하며 따라서 가공성이 좋지 않은 스태인레스강의 취급시

어려움이 따른다. 원자로기기는 기능상 절대적인 품질이 요구되므로 공정상의 품

질관리를 엄격히 수행하여야 한다.

노내구조물 국산화는 소재의 국산화와 더불어 가공 및 제작의 국산화와 병행

되어야 한다. 본 항에서는 일본 미쓰버시 중공업의 노내구조물 제작과정 [2.1 -5]을

검토하여， 국산화 추진에 참조하고자 한다. 일본은 68년부터 미쓰비시 중공업을

중심으로 노내구조물의 국산화 계획을 수립하고 70년대 초에 미국의 혜스팅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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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와 기술제휴로 기기를 제작， 공급하기 시작하였다. 그렴 2.1-1은 미쓰비시 중공

업의 경수로용 노내구조물 제작수순을 개략적으로 보여주는 그림이며， 각 부품

의 제작공정 설명은 아래에 기술하였다.

노내구조물의 소재는 주로 304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레스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스테인레스강은 가공성이 극히 나쁘고 변형아 쉽게 되어 제작이 매우 어

렵다. 따라서 제작 관련자는 총력을 다하여 노력하고， 개척정선을 발휘하여， 고도

의 정밀도를 확보하고 품질을 관리하는 기술을 개발해 나가야 할 것이다.

가. 노섬통

노심통은 원통형으로 핵연료집합체와 제어봉의 위치를 결정해 주는 매우

충요한 거대부품이다. 노심통은 높이가 8m에 이르므로 상부와 하부로 분할하여

가공한 후， 용접하여 일체화시킨다.

(l) 노섬통 가공

노섬통은 내경의 정밀도가 특히 요구되면서 또한 큰 구조물이므로

1/1000 단위 의 광학측정 장치 와 더불어 특수한 가공 전용기 가 필요하다.

노섬통은 압력용가 속에 놓이는 기기이므로 정확한 높이의 조정이 필요하

므로 용접시 길이변화에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그리고 비교적 박판의 가

공에 해당하므로 진동방지를 위한 보강 지지물의 사용이 중요한 포인트이다.

내부의 구조불을 부착하기 위해 필요한 다수의 볼트구멍을 내는데 효율적인 가

공가가 필요하다.

(2) 노섬통 노즐가공

노심통 동체에 용접되는 노즐은 그 형상이 일반적인 기계가공이 불가

능하므로， 장시간의 수작업이 요구된다. 수작업이 거의 필요없을 정도와 기계가

공을 할 수 었도록 3차원 가공이 가능한 특수 선반을 개조하여 많은 인력이 요

구되는 수작업을 기계화할 펼요가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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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노섬통의 용접

노섬통은 하부노심지지판에서부터 상부노섬통까지 기계가공후 용접하

여 일체화서칸다. 이때 용접공정은 전체 길이를 단축시키거나， 변형을 유발하므

로， 적절한 용접공정어 요구된다. Hot TIG 용접이 추천되고 있다. 무거운 노심통

을 앓은 하부노심지지판에 없어 용접하기 위하여 고도의 정멀 크레인이 필요하

다. 그라고 용접시 발생하는 변형을 측정하기 위하여 각 부에 다이알 게이지를

설치하여 용접 공정마다 변형정도를 확인하여야 하고， 또한 용접부의 결함여부를

방사선 검사 및 액체침투탐상법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용접후에는 국부적인 응력

제거소둔올 실행하여 변형발생 가능성을 없애야 한다.

나.노심판

노심판에는 상.하부 노심지지판과 상.하부 노심판의 4종류로 구성되어 있

다. 야들 노심판은 2 - 4 m 간격으로 조립되며， 이때 각 노심판에 있는 구멍은

0.1 mm 정도의 수직 alignment가 요구된다.

(1) 노섬판 구명 가공

각 노심판에는 직경 65 - 260 mm의 문 구멍이 대략 150 一 200 채가

뚫여 었다. 이를 위해 특수한 trepaning tool이 요구된다. 고청정성이 요구되는

원전 기기인 점을 감안하여 절삭유 성분의 제한이 있으므로， 공구강의 재질션택

을 신중히 하여야 한다.

(2) 연료지지판 구멍 가공

각 노심판에는 여러 종류의 기능을 가진 구멍이 뚫여 었다. 이들 구멍

가공을 위해서는 적절한 전흉기구-가 필요하다. 특히 연료집합체 지지핀 구멍은

요구되는 정밀도가 매우 높아 직경 3400 mm 판에서 피치공차가 0.07 mm에 이

르는 정멸도가 보증되어야 한다. 따라서 공작파정에서 공법순서를 확립하고 공작

기계의 청밀도 관리， 공장환경의 공조시설 둥이 잘 갖추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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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노섬배플 가공

배플은 연료집합체의 격납벽을 형성하며 노섬통 내부애 위치하는 박판으

로 구성되어 었으며， 평면도가 특히 요구되는 부품이다. 스테인레스강은 열전도

도가 나쁘므로， 절삭시 발생하는 열때문에 변형이 발생하기 쉽다. 따라서 적정한

절삭공구와 특수한 절삭열 제거 방안이 필요하다. 그리고 앓은 비자성체 박판을

취급하기 위하여 진공압착식 clamp가 필요하다.

라. 크라스타 안내관 가공

크라스타 안내관은 운전중에 제어봉의 원할한 움직임을 보장하여야 하는

매우 중요한 부품이다.

(1) 중앙판 가공

중앙판은 안내관의 위치를 정확히 유지하고 각도를 맞추어야 하므로

높은 정밀도를 요구하는 부품이다. 따라서 다수의 수치제어 공작기계를 사용하

여야 하며， 특히 용접에 의한 변형을 고려하여 공정오차를 최대한 낮추어야 한

다. 공정능력을 개선하기 위하여 가공순서를 엄격히 준수하고 가공열 방지방안

을 수립하며 열처리 공정의 최적조건을 설정하는 둥 전 공정에서 세심한 주의가

펼요하다.

홈통 가공은 농률면이나 변형방지를 위하여 동시에 홈통을 가공할 수 있는

방전가공이 추천된다. 다수의 전극을 이용한 방전가공의 효율향상을 위해서 가공

안정화 방안연구 및 전극재질 개발이 필요하다.

(2) 주위판 가공

주위판은 중앙판을 지지하는 두께 약 4mm의 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고도의 lineup성을 요구한다. 변형방자를 위하여 재료의 가공방향， 평탄도 둥을

충분히 고려해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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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용접 및 열처리

안내관은 기계가공된 부품 완성품을 중앙판의 홈통이 0.1 mm 정밀도

륜 갖는 한도내에서 용접하여 조립하여야 한다. 따라서 중앙판의 균질도를 충분

히 확보하여야 하고， 세심한 용접작업이 요구된다. 용접수순과 열처리 시기가 변

형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작업순서와 용접후 열처리 조건 설정을 적절히 하여야

한다.

(4) 계측 및 통과시험

부품의 형상이 복잡하연서 정밀도를 요구하므로 전 공정을 통한 계측

작업을 엄격히 요구한다.3차원 측정기를 이용하여 다수의 계측점에서 적절히 검

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안내관의 종합품질을 보증하기 위하여 게이지가 부착된

모의안내봉으로 마찰력 시험을 수행하여 합격여부를 판정한다. 1.6 m 길이의

모의봉에서 최대마찰력 4.5 kg 이하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

마- 노내구조물의 조렵

노내구조물의 조립은 기계조립으로반 구성된 것이 아니라 용접작업과 계

측착업이 혼채된 극히 복잡한 공정으로 되어 았다. 조립과정에서 특히 고려해야

할 사항은 부품의 청정도 유지， 용접변형의 고려， 종합적 alignment 및 노심판

수평유지 퉁이다.

(1) 노섬 배플의 조렵

배플은 볼트로 조립된 구조물로서 온도차에 의한 변화를 많이 받는

부분이다. 따라서 조립이 매우 어려운 부품의 하나이다. 최종의 조립정확도가 배

흘과 배플의 이음매 차이가 0.13 rflm 배플의 변수직도가 0.25 rom 이하로 정밀

도를 요구한다. 이러한 정밀도를 확보하기 위해서 각 조렵단계에서 수회의 계측

을 행하여 변화량을 인지하고 최종적으로 배플의 조정가공 수행할 때 가공량을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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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섬판 수형초청

노심 배플의 상.하부에 위치하는 두께 약 40 nun 직경 약 3400 nun의

다공판인 노심판은， 수평도를 0.1 mm 이내에서 조정하여야 한다. 자체 무게와

부품가공시 발생한 변형 동은 정확한 수평을 유지하며 조립하는 것을 어렵게 한

다. 보통은 4개 부위를 측정가능한 전자 수준기를 사용하여 수평을 맞춘다.

(3) Alignment 측정

높이 8m의 노섬통에 상.하부 노심판과 노심지지판을 일직선상으로 조

립하는 것은 제어봉 안내관의 수직도 유지와 압력용기와의 관계 동의 관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8 m 높이에서 0.1 rom 정또악 직진도를 맞추는 것은 온도변화

와 진동때문에 극히 어려운 작업이다. 노심통 상부에 계측용 게이지를 설치하고，

기준 타게트를각 노심판， 지지판의 대표적 위치에 표시한다. 최종 alignment는

각 부위의 타게트 변위를 읽고 조정하는 반복 과정으로 얻는다-

(4) 세정 및 청정도 유지

부품 및 조립품의 세청은 전체의 세정 기준을 정하고， 세정실과 세정구

역을 지정하여 순수세정장치를 설치하여 수행한다. 작업장 청정도를 항상 유지하

고， 세정용수는 순수장치로부터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확인한다.

바. 포장 및 운송

노내구조물은 상부구조물과 하부구조물로 나누어 ‘전용 운반기에 탑재하

여 운송한다. 총중량이 매우 무거우므로 진동방지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여러 방진 방안을 고안하고 있으며 품질열화 방지를 위하여 방습에도 특별

한 배려를 하여야 한다. 운송전의 최종세정을 마친 후에는 강제 건조를 시켜 수

분을 완전히 제거하고 밀봉포장을 실시하여야 하며， 경제성과 가능성을 고려하

여 포장재료를 엄선하여야 한다.

사.품질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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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내구조물의 철저한 품질관리로 결함없는 완성품을 만즐기 위하여 설계

도 검토에서부터 재료발주 시방서 검토， 전공정의 작업표준 설정에 이르기까지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재료관리 시스템， 품질검사 시스템， QC sticker 사

스템 동의 시스템에 더불어 품질향상을 위한 팀활동 둥의 품질관리 활동을 집대

성하여 완전한 최종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추전하여야 할 것이다.

5. 노내구조물의 손상원인 및 사례

경수로 노내구조물의 건전성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대표적 인자로는 경수로

의 고온， 고압수 환경과 중성자조사， 냉각수흐름， 열응력 둥을 들 수 있다. 경수

로 냉각수는 빠른 속도로 노심 영역을 지나면서 방향이 바뀌어 노내구조물에 고

주기 진동에 따른 반복하증을 가한다. 따라서 in-core flux tube 혹은 guide tube

와 같은 작거나 가는 부품들은 빠른 유체에 의한 피로손상을 입을 수 있다. 노

심에 놓이’는 대형의 노내구조물은 위치에 따라 냉각수의 온도가 다르고 감마열

이 다르므로 열응력이 발생한다. 그려고 노내구조물 자체의 중량과 압력차이， 볼

트조엄 동은 또다른 응력원이 된다.

여러 종류의 웅력원과 냉각수의 환경 둥은 대형 노내구조물에 부착된 많은

볼트와 핀에 특히 손상을 가하여 파손을 유발한다. 대부분의 부품 손상은 어떤

특정한 원인 하나에 가인하기 보다는 여랴 원인이 동시에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므로 손상원인들의 상때적 중요성 및 중첩성을 감안하여야 한다. 현재까

지 노내구조물에서 발생하고 있는 부품의 열화원인과 손상사례[2.1-1]를 정려하

면 다음과 같다.

가. 피로 (Fatigue)

경수로의 노내구조물 셜계시 ASME Section III에 제시된 소재에 대한

피로곡선 기준을 고려해 준다. AS!v1E 기준은 충분한 보수성을 갖고 있으며， 피

- 58-



로수명의 예측을 위하여 l\1iner ’s rule을 토대로 한 cumulative fatigue usage를

따라 총체적언 피로손상을 계산하고 있다. 그리고 고주기피로 손상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알려진 fatigue limit 개념을 도입하여， 스테인레스강의 경우는 일반적

강재보다 훨씬 긴 lOll 주기를 기준으로 fatigue limit를 결정하였으며， 볼트용 고

강도강재는 106 주기를 기준하였다.

노내구조물의 설겨}에서 비록 피로손상에 대한 기준을 만족하도록 하였으나，

피로곡선이 경수로 냉각수 분위기가 아닌 공기중에서의 실험결과를 바탕으로 하

였으며， 열웅력에 의한 저주기 피로현상을 완전 배제할 수 없고， cumulative

fatigue usage 적용의 한계성 둥으로 노내구조물의 피로손상을 완전히 방지할 수

는 없는 실정이다.

두 기의 CE 발전소에서 열차폐체 지지물이 냉각수 흐름에 의한 진동하중에

의하여 손상을 입었다. 1983 년에 St. Lucie Unit 1 (7년 가동) 에서 9 개의 열차

폐체 지지핀 중에서 2 개 그리고 상부 위치조정핀 9 개 중에서 2 개가 손실되었

고， 나머지 핀들도 마모 혹은 손상된 것을 발견하였다.

Millstone Unit 2에서도 유사한 손상이 1983 년에 (8년 가동) 발견되었다. 열

차폐체 제거 후， 노심통에서 관통 균열이 발견되었으며， 그 원인으로 열차폐체

지지물이 노심통에 부차적 하중을 가하였기 때문으로 추정되었다. 그 후부터 지

지핀에서의 피로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열차폐체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

그 외에도 찌Testinghouse 의 옛 모델의 열차폐체 볼트， B&찌7의 감시시펀 지지

관과 제어봉 뭉치， 핵연료 집합체 hold-down spring 둥에서도 부분적으로는 파

로손상이 보고되었다.

부식분위기는 피로수명과 펴로한계를 저하시킬 수 있다. BWR 분위기에서는

104
- 105 주기범위에서 피로강도를 낮추어 준다고 보고되어 있다. PWR 환경에

서도 볼트나 핀， 용접부위 동에 존재하는 crevice 혹은 응력집중 부위. sec 균열
부위 등에서 피로손상의 발생가능성은 충분히 예상된다. 따라서 ASME Code

Committee에서는 PWR 환경에서의 고주기 피로곡선을 조사하고 있으며， 가까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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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장래에 ASl\1E Code에 부식피로애 대한 지침이 추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

다.

나. 업계용력부식균열 (IGSCC)

예먼화 스테인레스강의 IGSCC는 BWR의 경우 심각한 손상원인으로 알

려져 있으나， PWR의 경우는 냉각수 조건의 차이 때문에 거의 발생하지 않는것

으로 보고되었다. 그러나， 고강도 핀 볼트， 스프링 재료로 사용되고 있는 X-750

합금 (Alloy X-750) 과 A-잃6 합금 (Alloy A-286) 에서는 IGSCC 손상이 빈번

히 발생하였다.

X-750 합금의 IGSCC 손상은 Westinghouse 발전소의 제어봉 안내관 하부에

부착된 split pin에서 발견되었다. 1978 년 일본 Mihama Unit 3에서 split pin이

손상되어 증기발생기 속에서 발견되어， pin올 조사한 결과 105 개 중에서 104에

서 균열 존재 가능성이 검출되었다. 국내의 고리 1호기에서도 체 8 차 정기보수

검사시에 제어봉 안내관의 flexure head 2개가 절손되어 housing plate 위에 떨

어져 있는 것이 발견되었으며， 그 외에도 수 개의 flexure가 헐거워져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2.1--6].

X-750합금의 IGSCC 손상사례는 Westinghouse 발전소 뿐만아니라 Frama

tome, KWU 둥 대부분 발전소에서 발견되었다 X-750 합금의 미세조직이

IGSCC 현상과 직결되어 있는 것으로 판명되어 열처리 조건을 엄격히 규제하여

IGSCC 손쌍을 방지하고 있다.

A-286 합금은 시효경화된 오스테나이트 스테인레스강으로 B&W 발전소의

열차폐체 지지볼트로 사용되어 왔다. 1981 년 Oconee Unit 1의 10 주년 정기검

사에서 다수의 볼트가 손실되고 96 개 중 94 개가 손상된 것을 발견하였다. 그

후에도 손상은 계속 발견되어 A-286 합금의 열화 원인으로 간주되었다.

A-286 합금의 IGSCC는 부식환경， 마멸 그리고 피로 동의 혼합적인 요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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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사료되고 었다. 설험실 연구에서 열처리전의 40 - 50 %

정도의 냉간가공 혹은 볼트 제작시 수행한 hot heading은 IGSCC에 예민한 재료

조직을 갖게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용체화 쳐리된 채료를 냉간가공하면 업계

주위에 dislocation이 집적되어 열처리시에 입계에 우선척으로 석출물이 형성되게

한다. 볼트의 hot heading 공정은 일반적으로 재결정 온도 부근에서 수행하는

단조공정을 포함하고 있어 IGSCC 손상에 예민한 열영향부위를 형성시킨다.

다. 마모 (Wear)

In-core neutron flux monitor thimble tube는 유체의 흐릅에 의한 진동

때문에 튜브 자체 혹은 안내관을 마모시킨다. Westinghouse 발전소형에서 특히

하부노섬판과 연료집합체 사이에서 thimble tube는 일차 냉각수에 직접 노출되어

있으며， 이 부분에서 마모가 일어나 손상된 경우가 종종 있었다. North Anna

Unit 1에서 50 개의 thimble tube 중에서 23 개가 마모된 것으로 판명되었고，

D.C. Cook Unit 2에서 58 개 중 19 개가 60 % 이상 앓아졌다고 보고되었다.

Westinghouse 사에서는 60 % thinning을 교체 기준으로 정하고 있다. CE 및

B&W 발전소에서는 설계의 차이 때문에 thimble tube의 마모 손상은 발견되지

않았다. 그 외에도 노내구조물에서 마모손상은 key 혹은 pIn, 그리고 노심통

flange 부위에서도 마모 현상은 일부 관찰되기도 하였다.

라. 스테인래스강 주조품의 열취화 (Thermal Embritt1ement)

노내구조물 중에서 CE 발전소형의 upper guide structure assembly,

eRA shroud는 Grade CF-8 주조 스테인레스강을 사용하고 었다. 이러한 주조품

은 femte/austenite 미세조직 중에서 femte 조직이 변화되어 열취화 현상을 일

으킨다. Austenite 상은 열취화 저항성이 매우 좋아 장시간 노출되어도 연성을

갖고 있으나， femte 상은 열취화에 예민하여 연성을 잃는다. 따라서 주조품 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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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하는 ferrite 함량에 따라 열취화 현상은 의존하게 된다.

마. 일차냉각수 웅력부식람열 (PWSCC)

인코넬 600은 PWSCC에 취약하며， 증기발생기 전열관. CRDM nozzle,

가압기 동에서 손상사례가 많이 보고되었다. 노내구조물 중에서도 인코넬 600은

core stabilizer lug, flow baffle(CE), 혹은 core support pad (vVestinghouse) 동

에서 소량 사용되고 있다. 인코넬 600이 사용되고 있는 부품의 위치가 낮은 온도

영역이라 PWSCC의 발생 가능성이 낮으나 배제할 수만은 없다.

바. 조사취화 (Radiation Embritt1ement)

스테인래스강과 인코넬은 고속중성자 속에서 인장성질에 영향을 받는다.

일반적으로 304 스테인레스강은 연성이 1019
rν'cm2 (>1 MeV) 정도에서 급격히

감소되기 시작하여， IX 1021 n/cm2 (>1 MeV) 이상의 조사량에서 10 % 이하로

감소한다. 32 effective full power year (EFPY)에서 전형적인 조사량은 baffle

plate에서 1022 n/cm2, core barrel 에서 1020 n/cm2 정도인 것을 고려하면， 노내

구조물의 부품들은 부분적으로 조사취화 및 연성감소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Surry Unit 1에서의 조사결과 상당 부분이 조사취화의 가능성을 내포하였다.

인코넬 600의 경우 조사에 의한 연성감소 현상은 304 스테인레스강과 유사한

거똥을 다타내었다. 연성의 감소는 2 X 1020 n/cm2 (>1 MeV)에서 급격히 시작

되어 1 X 1021 n/cm2 (>1 MeV) 이상의 조사량에서 10 % 이하로 감소되었다.

사. 응력 이 완 (Stress Relaxation)

노내구조물에 사용되고 있는 볼트는 초기 설치시에 높은 응력이 가해쳐

었다. 그러나 높은 운전온도에서 장시간 가동되며 중성자 조사를 받으면 이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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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트는 응력이완 현상이 일어나 느슨해지면서 가해져 었는 초기응력을 잃게된다.

중성자 조사는 이러한 응력이완 현상을 촉진시킨다. 일반적으로 초기에 가해진

응력 138 MPa (20 ksi)은 6 X 1019 n/cm2 (>1 ~1eV) 조사량에 서 69 1.1Pa

(10ksi) 정도로 감소된다고 알려져 있다. 볼트의 응력이완에 의한 손상은 피로손

상 효과와 복합적으로 일어냐는 현상이므로， 피로손상과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

아. 조사유기웅력부식끌열(IASCC)

IASCCOrradiation Assisted Stress Corrosion Cracking)은 중성자 조사하에서

재료가 입계부식에 의한 조기 손상을 업는 것을 지칭하며， 스테인레스강은 조사

시편을 이용하여 실험실에서 IASCC 경향을 실험한 결과， 5 x lO2O ψcm2 정도

이상의 조사량에서 IASCC 현상을 보였다. 스테인레스장의 업계균열 현상은

1960 년대 초에 관찰된 핵연료봉에서의 업계균열을 시작으로， 1970 년패에 BWR

중성자원 훌더와 제어봉 흡수관 둥에서 발견되었을 뿐만 아니라 계장안내관 동

의 낮은 웅력 부품에서도 IASCC 현상이 관찰되었다. 따라서 IASCC 현상은 모

든 원자로띄 일반적 문제로 알려졌다 r2.1-7 J •

최근들어 노내 구조물의 정기 검사에서 입계균열을 발견가능하게 되어， 원자

로의 운전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감소하였다. 그러나， IASCC는 수선비 관점에서

혹은 수선이 어려운 부품에서 발생할 가능성 둥의 관점에서 중요하다. 현재 경수

로에서의 IASCC 기구와 영향을 예측 평가하기 위한 국제공동 연구그룹이 형성

되어 활발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6. 요약 및 건의사항

PWR용 노내구조물 소재로서 요구되는 재료특성은 크게 조사손상에 대한 저

항성이 커야하며 반복하중에 대한 피로저항성이 좋아야 하고， 고온고압수 분위

-63-



기에 대한 내부식성여 양호하여야 한다. 노내구조물 채료로 사용되고 있는 주요

소재는 내식성 및 가공성， 용접성 둥이 우수한 304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얀레스강

이다.

현재까지 보고된 노내구조물의 파손사례는 크게 냉각재 유동에 의한 피로손

상， 재료예민화에 따른 부식손상， 미세조직의 변환에 가인한 열취화， 중성자 조사

와 연관된 조사취화 둥으로 냐뉘어 진다. 따라서 노내구조물 소재를 국산화하고，

가동중 노내구조물의 건전성 평가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분석된다.

- 피로특성 연구: 국산 소재의 저주기 피로뿐 만아니라 고주기 피로특성을 시

험하여 ASME Code 의 재료규격 만족여부를 확인하고， fatigue limit를 측정한

다. 아울러 원자력 환경조건을 모사한 부식피로 특성을 파악한다.

- 미세조직 예민화 특성연구: 제조공정에 따른 재료의 미세조직을 분석하고，

예빈화 특성을 예민화 온도， 열처리 시간 둥의 변수 영향을 정립한다. 예민화에

따른 업계석출 탄화물의 상분석과 크롬결핍층 분석 동을 통하여 예민화

mechanism을 규명하고 kinetic을 연구한다. 주조 조직의 상안정성을 조사하여 열

취화 현상을 파악하고， 용접열영향 부에서의 미세조직을 관찰하여 소재의 용접성

과 용접부 재료물성을 파악한다.

- IASCCIRIS 연구: 합금원소 및 불순물의 확산 거동을 연구하여 RIS의

mechanism을 규명하고， 조사편석현상을 모사할 수 있는 열처리 방법을 통하여

원소들의 업계펀석 거동을 관찰한다. 업계에서의 원소분포를 파악하고 피로특성

혹은 부식피로특성과 연계성을 조사한다.

- 조사취화 연구: 중성자 조사엔 딴른 재료의 취화， 특히 인장성질과 충격강

도의 변화를 파악한다. 조사량에 따른 미세조직의 변화를 관찰하고， 피로특성과

업계부식 특성과 연계성을 연구한다. 모재 뿐만아니라 용접부의 조사취화 특성

을 추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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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내구조물 재료의 국산화는 소재의 특성파악과 동시에 소재의 제조/가공 또

한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공동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원자력연구소 뿐만아니라

철강업계， 기기제조엽체 풍과 공동으로 연구를 추진해야 한다. 시설을 확보하고

기술을 자립하며， 신뢰성 있는 품질을 보증할 수 있을 때 진정한 소재의 국산화

와 나아가 재료의 개선이 이룩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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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얼차압력경계부품 구조째료 현황

1. 머리말

원자력발전소를 구성하는 각종 계통 (system) , 구조 (structure) 및 부품

(component) (이하 sse)은 가동기간중 고도의 안전성이 요구되므로 사용환

경을 고려한 우수한 품질의 sse 의 제작은 안전성 확보는 물론 경제성 확보

의 요체가 된다. 따라서 sse 를 구성하는 구조재료의 건전성은 원자력 기술

의 신뢰성， 안전성 및 경제성을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기반이 되며 나아가

차세대 새로운 원자력 system 의 실현도 “새로운 환경에서 장사간 건전성을

유지할수 있는 구조재료” 의 개발 여부에 좌우훤다고 할수있다.

국내에 1978 년 고리 l 호기를 필두로 상업 원자로가 도입 된 이래 구조

재료 관련 연구 현황은 외국에서 셜계시 선택한 재료의 가동중 거동을 확인

하는 수준올 벗어나지 못하였으나 최근 새롭게 시작한 원자력 중장기 연구는

원자로 구조재료관련 연구에도 새로운 과제를 부여하게 되었다. 이는 영광 3,

4 호기 압력용기 (reactor pressure vessel)의 국내제작을 시작으로 일차 배관

(primary pipe) 둥 일부 주요 구조재료를 국내에서 생산하게됨으로 이에따른

품질향상과 나아가 새로운 전열관 재료 노내 구조물 재료둥 국내의 기술로

개발 가능한 구조채료의 국산화로 요약될수 있다. 그러나 원자력 전진국에서

경험 한 바와같이 기존 재료의 품질향상과 새로운 구조재료의 개발은 사용환

경하에서의 구조재료 성능에 대한 평가 즉 재료손상 기구에 대한 규명이 선

행되어야 이에 대응하는 새로운 성능 및 기능을 가지는 재료를 개발할수 있

게 된다. 최근의 발전소 가동중 주요구조재료의 손상사례를 살펴보면 고주기

피 로에 의 한 PWR steam generator tube rupture, 열 피 로 (thermal fatigue)

에 의 한 PWR safety injection pipe 에 서 의 관통균열 형 성 , erosion-corro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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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 한 PWR feed water line 의 파손， primary water stress corrosion

cracking 에 의 한 instrumentation nozzle 및 pressurizer heater sleeve 의

through-wall cracking 둥이 있다[2.2-1].

따라서 기존에 사용되어온 구조재료에 대한 이러한 손상의 기구 즉 기술현황

분석이 새로운 재료개발에 앞서 요구되는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보고서

에서는 현재 사용중인 주요 구조재료의 규격 빛 부품별 사용환경에 따른 재

료손상기구 및 나아가 이러한 원자로 환경하에서의 재료손상에 대응하눈 새

로운 원자로 구조재료의 개발현황을 조사， 분석하였다. 이려한 조사분석올 통

하여 확보되는 자료 및 지식은 향후 새로운 구조재료의 개발방향 설정에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기대한다.

2. 주요 부품별 재료규격 현황 분석

가압경수로를 예로 원자로의 sse 가운떼 안전성에 미치는 중요도에 따라

부품을 분류하면 표 2.2-1 과 같다. 포함된 sse 는 비교적 크기가 크고， 수

리와 교체가 어렵거나 많은 비용이 들고， 통상 40 년 혹은 그 이상 사용하는

것 가운데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순서를 정한 것이다[2.2-2].

가압경수로에서의 이와같은 주요 부품(major components) 분류는 발전소의

안전성， 신뢰성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미국의 원자력 산업계가 Surry 1 호기

에 대하여 수명연장 관점에서 분류한 주요부품 순서와 통일하다. 본 보고서

에서는 이 분류를 참고로하여 주요 부품별 재료규격 현황을 조사， 분석하였

다. 이들 sse 외 에 센-서 (sensor)류， 콘트롤(controD류 축전지 (battery)류，

펌프(pump) 1.-} 밸브 (valve) ， 모터 (motor)류의 일부들은 발전소의 안전가동에

이들의 건전성이 필수으로 요청되지만 이틀은 교체하기 쉽고 비용 또한 크지

않으므로 주요부품 분류에서는 제외되었다.

그 결과 분류된 주요 부품들은 일차압력경계를 이루는 것들로서 발전소의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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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운전정지 (safe shutdown)에 필요할뿐 아니 라 운전정지 조건을 계속 유지

하고 사고사는 사고결과를 경감시커는데에 반드시 펼요한 것들이 분류되었

다. 자세한 사항은 별책으로 발간된 기술보고서를 참조하기 바란다.

표 2.2-1. 경수로 주요부품의 안전성 및 수명에 미치는 중요도에

따른 분류

1. 압력 용기 (reactor pressure vesse l)

2. PWR C。이ant Piping

3. Steam Generator Tube

4. Light Water Reactor Coolant Pumps.

5. PWR 가압기 (pressurizer)

6. PWR Vessel internals

3. 국내 원자력 발전소의 구조째료 현황

2 항에서는 주로 원자로 제조회사를 중심으로 각사에서 설계 및 제조에

사용하는 주요 구조채들의 재료규격 현황에 대한 사항을 요약하였으나 본 3

항 에서는 FSAR 을 기준으로 국내에 도입， 운전중(고리 1, 2, 3, 4, 월성 l

호기， 영광 1, 2) 이거나 현재 건셜중인 원자로(영광 3. 4)들의 주요 구조채들

을 표로서 요약 정리 하였다. 참고-로 고리 l 호기 및 2 호기의 경우는 다음

표 2.2-2 와 같고 거타 원자로의 구조채 현황은 별책으로 발간된 기술보고서

를 참조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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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2 고랴 It 2 호기 일차압력경계 주요 부품의 쩨료큐격

Components

Reactor Vessel ComDonents

(1) 하lell and head plates (other than
core region)

(2) 하lell plates (core region)

(3) Shell , flange and nozzle forgings
Nozzle safe ends

(4) Control rod drive mechanism and/or
emergency core cooling system
appurtenances , upper head

(5) Instrumentation tube Appurtenances ,

lower head
(6) Closure stude , nuts , washers , inserts

and adaptors
(7) Core support pads

(8) Monitor tubes and vent pipe

(9) Vessel supports , seal ledge and
head lifting lugs

(10) Cladding and buttering

Steam Generator ComDonents

(1) Pressure pl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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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Specifications

SA533 Gr A, B or C, Class 1 or 2
(vacuum treated)

SA533 or A or B, Class 1
(Vacuum treated)
SA508 Class 2 or 3
SA182 Type F304 or F316

SB166 or 167 라1d SA182 Type F304

SB166 or 167 and SA182 Type F304 ,

F304L or F316
SA540 Class 3 Gr B-24

(as modified by code case 1695)
SB166 wi바1 carbon less than

0.10 훔rcent

SA312 or 376 , Type 304 , 316 ,

。r SB167
SA516 Gr 70 quenched and tempered

。r SA533 Gr A, B, or C, Class 1
SA533 Gr A, B, or C, Class 1 or 2
(vessel supports may be weld metal

buildup of 엌uivalent strength)

A-8 없ld Ni-Cr-Fe weld metal
F-number 43

SA533 Gr A, B or C, Class 1 or 2



(2) Pressure forgings
(3) Nozzle safe ends

(4) Channel heads

(5) Tubes
(6) Cladding and buttering

(7) CloS\끄"e bolting

Pr~ssurlzer_Components

(1) . Pressure plates
(2) Pressure forg뇨19S

(3) Nozzle safe ends

(4) Cladding and buttering

(5) Closure bolting
(6) Pressurizer safety valve forgings

Reactor Coolant Pump

-‘
꽤
·
꽤

-
때짧
뺨

熾熾빼

p‘
nr

Ti

U

깅

히

(4) Pressure plates
(5) Bar material
(6) Closure bolting

(7) Fl.ywhe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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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S08 Class 2. 2a or 3
Stainless steel weld metal analysis

A-8
SAS33 Gr A. B or C. Class 1 or 2

or SA2l6
SB163 Ni-Cr-Fe. annealed
Stainless steel weld metal analysis

A-a 없1d Ni곳r-Fe weld metal
F-nωnber 43

SA193 Gr B-7

SAS33 Gr A. B or C, Class 1 or 2
SASoa Class 2, 2a or 3
SAla2 or 376 Type 316 or 316L and

Ni-Cr-Fe weld metal F-number 43
Stainless steel weld metal analysis

A-a 하1d Ni권r-Fe weld metal
F-number 43

SA193 Gr B-7
SA182 Type F3l6

SAla2 F304 , F316 , F347 or F348
SA35l Gr CF8 , CF’8A or CF8M
SA213, SA376 or SA312, seamless

Type 304 or 316
SA240 Type 304 or 316
SA479 Type 304 or 316
SA193 Gr B7 or B8. or SA540 Gr B23

。r B24. or SA453 Gr660
SAS33 Gr B, Class 1



Reactor Coolant Piolng

(1) Reactor c∞lant pipe

(a ) Auxiliary piping 1/2 inch
through 12 inch 하ld wall
schedules 40S through 80S
(하lead of second isolation
valve)

Code case 1423-2 Gr F304N or 316N f

。r SA351 Gr CF8A-or CF8M centrifugal
casting

SA351 Gr CF8A or CF8M
SA18Z Gr F304 or 316. or ∞de

case 1423-2 Gr F304N or 316N
SA376 Type 304 or 316. or code

case 1423-2 Gr F304N or 316N
ANSI B36.19

(2) Reactor C∞lant fittings
(3) Branch nozzles

(4) Surge line and loop bypass

(b) All other auxiliary
PIPING (ahead of second
isolation valve). socket
weld fittings. piping
flanges

ANSI B36.10
ANSI B16. l!
ANSI B16.5

4. 부품별 사용환경에 따른 재료열화 현상

본 항에서는 주요 원자력 기가 및 부품에서 발생하는 재료열화기구， 발생

장소 및 원인 동에 관하여 기술하였다. 고려된 기기 (부품) 플은 원자로압력

용기， 일차냉각재판， 증가발생기판， 냉각재펌프， 가압기 및 노내구조물 둥이

다. 이들 기기 혹은 부품에서 일어나는 재료열화기구틀 중에서 중요한 것들

로는 조사취화， 열적.기계적 피로 부식， 응력부식균열 및 열적취화퉁이 었으

며， 대부분의 부품들은 가동중 고온， 고압， 중성자 조사， 기계적 및 열적 응력

η



표 2.2-3 일차계롱 부품의 주요 열화기구

Components

Reactor pressure

vessel

Reactor c∞lant

pIpIng

야”
마때

gia

때
빠

,.‘
”
u

C
니

*‘

Reactor c∞1하1t

pumps

Degradation Sites
Beltline region ,\"elds ,

Hot-leg and cold-leg nozzles ,

Instrumentation nozzles ,

Control rod drive nozzles

I Closure studs
Main coolant piping and branch

nozzles

Dissimilar metal welds ,
Cast stainless steel piping and

fittings ,

Thermal sleeves
Inside tube surfaces at roll

transi tion , U-bend , and

dented regions ,

Outside tube surfaces at

tubesheet crevice , slud훌e

pi Ie , 하떠 tu놓 support plate

regIons ,
Contact points between tubes and

antivibration bars ,

Upper ends of the tubes in the

once throu밸 steam generators

Degradation Mechanism
Radiation 빼bri ttlel훨~nt

Fatigue ,

Pri빼ry-water stress

corrosion cracking,
Boric acid corrosion

Low- and high-cycle

thermal fatigue ,
Thermal embrittlement ,

Hi방l-cycle mechanical

fatigue

Pump casing,

Closure studs

Shaft

Primary water stress

corrosion cracking,

Intergranular stress

cor‘ rosion cracking,

Inter훌ranular attack ,

Pi tting,

Fretting , wear , denting ,

ErosiαI-corrosion，

Corrosion fatigue ,
Hi양l-cyc1 e fatigue ,

Wastage
까lermal embri ttlement ,

Boric acid corrosion ,

High-cycle mechanical

하~ thermal fatigue

Pressurizer

Sw용.e and spray nozzles ,

Pressurizer shell ,

Alloy 600 instrument

penetrations and heater

sleevers

앓
·
때

빼

암
빠

뼈

따m

샌
뺑
때
때

생t
힘

떼
따

따

·n

I‘

p
‘

Reactor

internals

Instrument nozzles ,

tubes (thimble tubes) ,

Ther떠I shield and core barrel

bolts , split pins

High-cycle mechanical

fatigue ,

Intergranular stress

corrosion cracking,

Stress relaxation ,

Mechanical ‘rear ,
fret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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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이 복합된 환경에 노출되므로 손상역시 복합적인 기구에 의하여 야기된다.

중요한 원자력 부품에서의 관련 열화기구들을 정리하면 다음억 표 4.2-3 과

같다. 상세한 사항은 별책으로 발간된 기술보고서콜 참고하기 바란다.

5. 원자로 구조재료 개발 및 기술현황

1957년 미국에서 상업용 원자로 ( Shippingport )의 가동 이후 원자로

재료는 지속적인 발전 속에 현재까지 비교적 안전하게 사용되어 왔지만， 원

전의 안전성 측면과 장기적인 수명관리 측면에서 구조 재료의 개발과 이를

위한 기술 현황의 파악은 중요하다. 원자력 구조재료의 제조에 고도의 기술

이 요구되는 것은 원전 특유의 사용환겸(방사선 고온， 고압)으로 인하여 주

요 구조재료의 건전성이 위협받음므로서 부품의 파괴에 대한 위험이 가동시

간 증가에 따라 함께 증가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구조재료의 개발에서 부품

사용환경에 대한 고려는 매우 중요한 사항이 된다. 원전의 약 80%를 차지하

는 경수로의 주요 내압기기는 압력용기 (RPV) ， 증기발생기 CSG) ， 가압기 CPR) ，

펌프， 밸브， 주순환배관 둥이 있으며 이들 부품의 재조에 사용되는 주요 구

조재료를 요약하면 다움의 표 4.2-4 와 같으며 자세한 사항은 별책으로 발간

되는 기술보고서를 참조하기 바란다.

표 2.2-4. 경수로 주요 부품에 사용되는 재료 및 재료규격

사용부위 재료 장종여i

노내 구조불 스태인리스강 304. 316
압력 용기 저합금강 A533B ,A508
냉각재 배관 스테인리 A강 304. 316
증기관 저합금강 STS 49
급수 가열기 스테인리스캉 304
가압기 저합금강 A533B

증기발생기
저합금강{헬)， A533B , A508 ,

니켈합금(천열관) Alloy600 , 690, 800
격납용기 저합금강 A5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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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요약 및 건의사항

1978 년 고리 1 호기로 부터 시작된 상업발전소의 가동역사는 1994 년

현재 어언 17 년에 이르고 있다. 이 기간 동안 설계분야의 눈부신 발전은 울

진 3, 4 호기를 시작으로 한국형 표준원전 (Korean Standard Nuclear Power

Plant) 을 셜계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설계분야에서의 이러한 국산화와는

달리 원자력 발전소를 살제 구성하는 Hardware, 즉 원전 기자재 분야는 지

금까지 외형위주의 국산화 목표달성에 처우쳐와 명설 상부한 국산화는 상대

적으로 둥한시 되어왔다. 원자력 기자재의 국산화란 국내에서 제조된 재료를

사용하여 설계， 제작， 검사 및 시험이 이루워 져야 비로서 국산화 되었다고

할수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때 원자력 발전소의 국산화란 원전을 구성하는

기기의 국산화와 같은 의미이며 이는 또한 기자재를 구성하는 재료의 국산화

와 같은 의미를 같는다.

원자력 중장기 연구의 일환으로 시작된 원자력 신소재 개발은 이러한 의

미에서 진정한 “기자재 국산화” 띄 첫걸음 이라고 할수있다. 본 보고서에서

수집， 분석 및 평가된 주요 구조재료 현황은 현재 한국중공업에서 제조하기

시작한 원자로 압력용기 및 일차 배관용 저합금강을 버롯 향후 제조가 계획

되어 있는 노내용 원자력급 스텐레스강둥 주요 구조재들의 제조 및 가공시

품질향상， 제조방향설정 동 여러면에서 유익하게 사용될수 있을것이다.

참고문현

2.2-1. Materials Failure Trends in LWRs, EPRI NP-5438 (1987).

2.2-2. Aging and Life Extension of Major Light Water Reactor Components,

V. N. Shah and P. E. Macdonald. Ed., Elsivier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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져q 3 철 국내 원전 주조스태언혜스강 부품약 열취화 평가

1. 머리말

주조스테인레스강은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레스강에 비해 용첩성， 강도 및 내

부식성 퉁이 우수하여 경수로 1차 압력계통의 주배관， 밸브 빛 펌프케이스 둥에

광범위하게 사용되어 왔다. 하지만 지난 십수년간의 연구결과는 주조스테인레스

캉이 고온에서 장기간 사용될 경우 심각한 취화가 발생할 수 있음올 보고하였다.

이는 주조스테인레스강이 오스테나이트상과 페라이트상의 2가지 혼합상 조직을

갖기때문에 비교적 취약한 페라이트 상 내에서 장기간 고온에 의한 미세조직의

변화로 기인한다 알려져 있다.

국내의 경우 영광3/4호기 이전에 건설된 모든 발전소는 1차계통 배관재로서

주조스테인레스강을 사용하였으며， 국내에서 부품을 공급한 영광3/4호기의 경우

에만 저합금강에 스테인레스강 피복옳 한 재료를 주배관재로 채택하였다. 하지만

CRDM(control rod drive mechanism) 과 밸브 둥 많은 부속품은 성형가공상의 문제

점 때문에 여전히 주조흐테인레스강을 사용하고 있으며， 일반 스테인레스강의 용

접부위도 주조스테인레스강과 동일한 특성을 나타낸다. 따라서 주조스테인레스강

의 열취화 현상은 우리나라의 실정에 직접적인 적용으로 최근 많은 관심이 집중

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 연구계에서는 아직 이렇다할 열취화에 대한 연구결과가

미홉하며， 그 현상 또한 장기간에 걸쳐 서서히 발생하므로 빠른 시간내에 국내

연구전의 연구결파를 기대하기도 힘든 실정이다.

외국의 경우 ANL, GE, FRA 둥 여러 연구기관에서 비교적 많은 실험결과들을

축적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열취화 현상에 대한 기구규명은 거의 딸성된 셈이다.

원전의 가동중 건전성 확보 측면에서는 무엇보다 열취화에 의한 기계적성질의

저하 정도를 정량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그에 의한 재료성질의

열화 평가가 중요하다. 특히 파괴인성의 저하는 발전소 가동중 급작스런 파손 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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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냉각수 누출로 인한 가동정지를 초래활 수 있기 때문에 원전의 1차 압력경계

내의 부품들은 건설시부터 파괴언성에 대한 기준치를 정하여 청해진 안천여유를

항상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스테인레스강 부품의 경우 재료가 가지고있

는 고유의 파괴저항특성이 우수하다고 여겨져서 어러한 파괴인성치의 감시대상

이 되지 못하여 왔다. 따라서 현재 문제로 제기될 수 있는 열취화 평가를 위한

기본적인 자료가 전무한 셈이다.

최근 미국 ANL에서는 그간의 연구결과틀을 종합하여 열취화 현상에 대한 제

반 문제점 및 평가방안올 제시하였다[2.3-1]. 대부분의 발전소에서 주조스테인레

스강 부품의 재료성적서에서 얻을 수 있는 자료는 화학조성， 언장특성 동 기초자

료에 국한되기 때문에 이러한 자료들로부터 많은 실험결과에 대한 상관관계를

정립함으로써 발전소 가동중 열취화에 의한 파괴인성의 저하를 예측할 수 있도

록 시도하고 있다.

본 절에서는 원자력용 스테인레스강개발과 판련하여 먼저 현재 국내에서 가

동중인 발전소에서 문제가 될수 있는 요인중의 하나인 주조스테인레스강의 열취

화 현상올 분석/평가하였다. 열취화를 발생시키는 미세구조적 관점에서의 자료정

리는 별도의 기술보고서에 상세히 수록되어 있으므로 여기서는 기계적 성질의

변화 측면올 강조하여 국내 원천 주조스테인레스캉 부품의 수명말기까지 파괴인

성치의 감소량올 정량적으로 예측한 결과를 정리하였다. 특허 원자력발전소의 가

동중 안전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파괴인성의 변화를 충격홉수에너지 및

J-R curve 톡성곡선의 관점에서 평가하였다.

2. 열취화의 기구(Mechanisn매;

주조스테인레스강에서 열취화는 취성형태의 급작스런 파손을 유발하며 이는

주로 페라이트상에서의 벽개파괴 (clevage)나 혹은 페라이트-오스테나이트 경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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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에 기인한다. 미세적으로는 페라이트상 내 혹은 페라이트-오스테나이트 경계

에 미세한 석출물의 발생을 의미한다.

순수 패라이트계 스테인레스강은 475
0

C 부근에서 서효될때 심한 취화현상을

보인다. 이때 매우 미세한 BCC 구조의 Cr-rich 상의 석출을 관찰할 수 있으며 이

Cr-rich상은 a ’으로 명명되고 약 80% 정도의 크름을 함유하며 475 0 C 취화의 주

원인으로 알려져있다.

이러한 a ’의 석출은 Fe-Cr의 2원 상태도(binary phase diagram)에서 약 475 0 C

이하의 고용도 차이 (solid solubility gap)로 설명된다. 상태도에서는 475 0 C 취화

현상이 10% Cr 강에서도 나타날 수 있음이 예견되지만 실제로는 Cr 함량이 13%

이하에서는 그 효과가 미미하며 Cr 함량이 증가할수록 취화현상이 심화된다.

주조 스텐레스강을 구성하는 원소중 몰리브덴은 크룸의 함량이 높을때(18%

이상) 475 0 C 취화현상을 촉진시카거나 심화시키는 것￡로 알려져 있다. 그 외에

도 Ti이나 Nb이 취화현상을 가속시킨다고 보고되어 있으나 가장 큰 효과는 니켈

로서 (Ni은 스텐레스 캉의 주합금 원소임) 기지 내에 Ni의 잔류량이 많을 수록

a ’의 석출이 촉진된다.

고순도의 Fe-Cr 합금에서 Q ’의 석출은 조성과 온도에 따라서 핵생성과 성장

(nucleation and growth)이나 spin여al 분해(decomposition)의 기구로 진행된다. 보통

은 spinodal 분해의 생성불 조성이 석출물의 조성과는 다르므로 석출이라 함은 핵

생성과 성장 기구로 진행되는 a ’만을 의미한다.

Cr의 함량이 많거나 시효온도가 낮을시에는 spin띠al 분해가 a ’의 석출에 비

해 우세한 현상으로 작용한다.

300 0 C-450 0 C의 온도에서 퉁온 시효 (isothermal aging)된 주조스탠레스강에

대 등}여 TEM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y), SANS(Small Anglε Neutron

Scatte더ng)， APFIM(Atom Probe Field Ion Microscopy) 둥의 방법으로 조사한 연구

결과들은 다음의 몇가지 주된 금속학적 과정틀을 발견하였다[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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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상을 형성하는 페라이트 내의 spinodal 분해 (Cr-다ch)

。 α ’상의 핵생성과 성장

。 G-phasε (Si-,Ni-rich FCC) 의 석출

。 오스테나이트/페라이트 경계 혹은 조직내에서의 M23C6 탄화물 석출

。 페랴이트 내에 72 오스태나이트의 석출

이러한 서로 다른 금속학적 과정들이 취화에 미치는 영향은 서로 다르며 또

한취화의 속도와도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Spinodal 분해

475 0 C 취화를 일으키는 주 요인은 α ’의 석출로 알려져 있요나 400 0 c 야하

와 온도에서 1년 이내의 짧은 시간동안 시효시칸 주조 스텐레스캉에서 α ’ 석출

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투과 전자현미경 (TEM) 사진 분석으로부터 spm어al 분해

의 증거라고 생각되는 mottled image가 관찰되었으며 충격홉수에너지는 뚜렷이

감소하였으므로 이때 취화의 주 요인은 spinodal분해에 의한 Cr의 기지내에 편석

(segregattion)이라 설명되었다. 또한 같은 시편을 더 장기간 시효시킬경우 spinodal

분해에 의한 Cr-rich 상으로부터 조대한 판상형의 a ’ 상이 석출되는 매우 심한

취화현상도 관찰되었다. 또한 취화된 시편을 550
0

C에서 I 시 간 annealing 한 결

과 충격홉수에너지는 원상으로 회복되었고 이때 Spin여al 분해로 생성된 상과 a ’

주원인은취화의고려하여것을있는二l후에도

석출물동은 기지 내에 전부 용해되었음이 관찰되었다. 또한 G-phase 동의 상뜰은

상태를 유지하고annεaling

spinodal 분해와 a ’의 석출임을 보여주었다.

G-Phase

G-phase는 Ni과 Si를 많이 포함한 FCC 구조의 상으로서 α ’에 비해서 그 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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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크다. 초기에는 전위 (dislocation) 주위에서 불균일(heterogeneous)하게 생성되며

나중에 기지 내에도 균일(homogeneous)하게 생성된다. G-phase가 직접적으로 취

화에 관계하지는 않는다는 견해도 있으나 G-phase가 기지 내에 생성되는 양이 다

른 상에 비해 매우 많고 조성이 기지와 전혀 다르기 때문에 G-phase의 존재는 기

지의 조성을 불균질하게 변화시켜 취화 진행속도에 중대한 영향올미친다.

G-phase는 Ni을 많이 함유하고 있으므로 기지의 Ni 잔류량을 감소시킨다. 기지내

의 잔류 Ni은 spinodal 분해의 속도를 촉진시키는 영향어 있음이 보고되었흐며 따

라서 G-phase의 생성은 spinodal 분해의 속도를 늦추는 경향이 있다. G-phase의 생

성은 비교적 고온에서 활발하며 300 0 C 부근에서는 그 효과가 미미하므로 활성

화에너지를 예상보다 작게하는 원인이 된다. 또한 G-phase의 양이 매우 많올 경

우에는 그자체가 취화의 주요인이 될 수도 있다.

M23C6 tvpe의 타화뿔

탄소는 그 합유량은 작지만 철강재료와 겨계적 성질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

원소보다도 크다. 주조 스텐레스캉 중에서 탄소 함유량이 적은 CF-3 퉁급에서는

탄화물이 별로 관찰되지 않으나， CF-8 둥급에서는 입계근처에 탄화물이 관찰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입계 탄화물은 입계를 약화시켜서 충격홉수에너지를 상당히

감소시키기도 한다. 탄화물의 석출은 비교적 고온(450 0 c 이상)에서 발생하며 저

온 시효에서의 생성은 그다지 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탄화물은

부품 제조시의 열처리에 의해서도 생성될 수 있으므로 특히 탄소 함량이 많은

CF-8 퉁급의 제조시 주의가 요망된다. SA351 주조 스텐레스강은 고온에서 급냉

읍 함으로써 탄화물의 석출을 억제 하고 있으나 부품 두께 풍의 영향으로 냉각

속도가 달라질 때 탄화물이 석출될 가능성도 있다.

주조스텐레스강의 열취화 과정중 발생하는 여러가지 금속조직학적 현상들은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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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라이트 내부 :

- Spinodal 분해

- 구상형과 판상형 a ’의 핵생성과 성장

- G-phase의 석출， r 2 상， Niobium carbide, M23C6 carbide

** 오스테나이트 내부 :

- Spinodal 형의 분해，

- 슬립 띠 (slip bands)와 적충결함(stacking faults) 위에 6 상의 석출

** 페하이트·오스테나이트 경계 :

- M23C6 과 Cr2N의 석출

- 페라이트 내부로 경계의 이동 (오스테나이트 상의 확장)

Ni과 Fe는 제조 공정중에 오스테나이트 상으로 모이며 Cr, Mo, Si 둥은 페라

이트 상에 더 많이 포함되므로 실제 페라이트 상의 화학조성은 전체조성과 다르

다. 주요 성분들이 열취화의 과정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다，

- 기지내에 Ni, Mo, C의 함량이 높을수록 Fe-Cr spin며al 분해 혹은 a ’의 석출

이 촉진된다. 특히 니켈의 효과가 큰 것으로 알려져있다.

- G-phase (Ni, Mo, Si, Mn, C -rich phase)의 폰재는 기지내의 잔류 니켈양을

감소시키므로 일반적으로 취화를 지연 서키는 효과가 있지만 저온보다 고온

쪽에서 G-phase의 반웅이 활발하기때문에 전체적으로 활성화에너지를 낮추

는 역할올 한다.

- Si는 G-phase의 석출을 심화시키므로 활성화에너지를 낮춘다. 또한 제조공정

시에 생긴 고 전위밀도 (high di~Jocation density) 역시 G-phase 삭출의 우선적

인 위치가 된다.

- 탄소 함량이 많은 CF-8 둥급에서는 계면을 따라 M23C6 형의 탄화물이석출하

여 계면의 결합력을 약화시키기도 한다. 그러나 Mo가 함유된 CF-8M 둥급에

서는 이러한 입겨l 탄화물이 발견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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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b를 많이 합유하고 있는 일부 CF-8M 풍급에서는 Niobium carbide가 페라이

트 내와 페라이트-오스테나이트 경계에 석출하여 균열 시작처로 작용하므로

파괴인성의 심한 저하를 나타내는 경우도 었다.

3. 국내 원전 부품의 열취화 경향 예측

열취화 현상은 가동중 열적활성화 기구에 의해서 마세조직이 변화하는 반옹

에 의하여 발생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열적활성화 반웅의 관계를 이용하여 평가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반용시간의 온도의존성을 나타내는 활성화에너

지를 알아야하며 이에 의해서 결정되는 미세조칙상의 반웅이 기계적성질의 변회

와 어떠한 관계를 갖는지가 정립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과정을 정량화

하기란 실제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기계적성질의 변화를 직접 겉보기 활성화

에너지 (apparent activation energy, 이하 활성화에너지라 칭한다)와 통계적으로 연

관짓는 mechanistic modelling 방법의 적용이 일반적 이 다.

현재 국내에서 가동중인 경수형 원자로의 I차 압력경계내 배관계통 부품은

모두가 ASME Spec. SA351에 해탕하는 주조스테인레스캉으로 제조되었다. 발전

소 부품 공급시 체출한 재료시험성적서의 화학조성표에 따르면 울진 1/2호기만이

비교적 열취화 경향이 그다치 크지 않은 CF-3 둥급 재료이며， 나머지 발전소(고

리 1/2/3/4 ， 영광 1/2) 들은 모두 열취화의 경향이 강한것으로 알려져 있는 CF-8M

풍급으로 탄소와 몰려브덴이 강화된 재료이다. 재료시험성적서에는 Charpy 충격

흡수에너지 둥 평가에 필요한 초기 자료들이 수록되어 었지 않으므로 앞 장에서

소개한 평가 방법에 기초하여 주어진 화학조성으로 부터 펼요한 기초자료를 유

추하고 이 값들을 이용하여 가동중 열시효에 의한 취화 정도를 예측하고자 한다.

다음의 표2.3-1은 현재 가동중인 8개 경수형 발전소에 사용된 주조스테인레스

강 부품의 대표적 인 화학조성을 나타내고 있다. 실제 사용된 각 부품의 화학조성

-81-



Table 2.3-1 Chemical compositions of CSS components of KNVs

(단위: wt%)

J.D. C Mn Si Cr Ni Mo Site .

A 0.022 0.085 0.79 20.33 9.61 0.38 V-1/2 M/B

B 0.04 0.25 1.02 19.03 9.71 2.08 K-1/2/3/4 M

C 0.063 0.33 0.83 18.25 9.93 2.22 K-3/4 B

D 0.06 0.68 0.56 18.71 9.57 2.52 K-l/2 B

E 0.06 1.07 0.49 19.33 9.77 2.63 Y-l/2 M/B

V: Vljin K: Korl
M: Main loop

Y: Yonggwang
B: Pipe branch connection

은 heat 별로 편차를 나타내지만 모든 heat에 대하여 조사를 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각 발전소별 대표값올 한개씩 취하였다.

가.기초자료

가동중 열취화의 정도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먼저 가동전의 Charpy 충격

홉수에너지 빛 페라여트 함량 둥윷 알아야 하나 국내 원전 주조스테인레스강부

품의 경우 이러한 자료가 전무한 실정이다. 가동전 충격홉수에너지 값은 대부분

의 주조스테인레스강이 초기에 약 200J/cm2 (-120 잔-lbs) 정도의 충격치를 상온에

서 나타내고 있으므로 국내 원전의 경우도 평균치를 나타낸다고 보고 이 값을

모든 발전소의 초기 충격에너지 값으로 가정하였다.

페라이트 함량， l) c 은 잘 알려진 Hull ’s equation을 이용하여 주어진 화학조성

으로부터 유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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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q = Cr + 1.21Mo + 0.48Si - 4.99.

Nieq = Ni + O.llMn - O.OO86Mn2 + 18.4N + 24.5C + 2.77.

oc = lOO.3(Cr에Nieq)2 - 170.72(Cr에Ni찍) + 74.22.

U

낀

죄
-
-

/l

rL
‘

f‘

질소함량 N 값은 채료시험성적서에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일반적인 값인 0.04

wt%로 가정하였다.

충격홉수에너지(Cv월I， Ch장py impact energy)는 실험이 버교적 간단하여 예로부

터 파괴인성의 척도로 이용되고 있으며， 열취화의 연구에서도 기계적성질 평가졸

위한 주된 방법이 되었다. 많은 실험 결과로부터 충격흡수에너지는 열취화가 진

행됨에 따라 점차 감소하다가 최종적으로는 재료에 따른 어떤 값으로 포화되고

있다. 따라서 재료열화를 정량척으로 평가하가 위해서는 이 값을 알아야 한다.

실험실에서 가속취화 시킨 재료의 포화된 최소 충격홉수에너지는 화학조성과 다

음의 두가지 관계가 가장 잘 성립한다고 알려져 있다.

Correlation # 1

- CF-3 과 CF-8

log Cv sut ::; 1.15 + 1.36exp( - 0.035φ ), (4)

여기서 φ = δc (Cr+Si) (C+O.4N).

- CF-8M

logCVsut ::: 1.10 + 2.l2exp(-0.041φ) for <10%Ni, (5)

log CV .5l1t ::: 1.10 + 2.64exp( -0.064φ ) for >10%Ni, (6)

여기서 φ 二 oc(Ni+Si+1\1n)2( C+O.따V)/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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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relation #2

- CF-3 과 CF-8

logCV훨 = 5.64 - O.OO6oc - 0.185Cr + 0.273.7\10

- O.204Si + 0.044Ni - 2.12( C+O.4N)

- CF-8M

logCv sm = 7.28 - 0.011o c - O.l85Cr - 0.369.7\10

- 0.451Si - 0.007Ni - 4.71 ( C+O.4N)

(7)

(8)

국내 원전의 경우 표2.1-1 의 화학조성을 이용하여 표2.2-2와 같은 자료를 유추

하였다. 여기서 최소 충격홉수에너지 (Cv원) 값은 correlation #1과 #2의 결과중 작

은 값으로 취하였다.

Table 2.3-2 Feπite contents estimated by equations (4)-(8)

(단위: wt%)

\R\ A B C D E

Cr，어 16.2 17.0 16.3 17.0 17.8

Ni여 13.7 14.2. 14.8 14.6 14.9

Ferrite Content
12.7 13.7 8.1 11.5 14.9

(%)

CVsaI (J/cmz) 122 112 168 104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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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충격홉수에너지약 변화

가동온도 및 가동시간에 따른 상온 충격에너지의 감소량은 포화치 CVsar 빛

열취화의 반웅속도 관계로부터 예측된다. 서로 다른 온도에서 취화된 실험 data

혹은 발전소의 가동중 특성을 연관짓기 위해서는 취화의 mech뻐ism이 동일하다

는 가정하에 다음과 같은 시효인자(P)가 정의된다. P 값은 가동온도에서 서서히

진행되는 열취화 현상과 비교적 짧은 시간동안의 고온 가속실험 data를 연관지어

준다. 일반적으로 많은 실험 data를 축적하고 있는 4(XtC 에서의 열취화 경향이

특정재료의 기준으로 가정된다.

P = log [t] - 츄聽[ Y/273 - 웹] (9)

t : time (hr)

Q : Activation energy (kJ/mole)

T : Temperature tC).

시간에 따른 충격에너지의 감소량은 sigmoidal 형태로 다음식으로 표현된다.

log Cv :::: log CVsat + ~ { 1- tanh [ (P-8 )/a] } . (10)

여기서 상수 β 는 CVint 와 CVsat 로부터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 = (log Cv 꺼t - log CV sat)/2.
n”’’’

i

/
l
I
l

、

열취화의 kinetics에 대한 결과들은 a가 CVsat에 대하여 선형으로 중카함을 보고

하고 있다. 여러 종류의 재료에 대한 best-fit 결과로부터

a = -0.585 + 0.7951ogCv s1α· (1 2)

-85 -



열취화의 활성화에너지 Q는 화학조성 및 열처리 이력의 합수로서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Q = 10 [74.52 - 7.208 - 3.46Si - 1.78Cr - 4.35I I Mn

+ (148-125I))N - 61hC]. (1 3)

11 과 12 는 CF끽 CF-8의 경우 각각 0과 I 이며， CF-8M의 경우는 반대로 1, 0이

계산에 필요한 parameter 들은 식 (10)-(1 2)로 다음의 표2.3-3과 같이 구해졌다.

표2.3-3의 parameter들을 식 (9) 와 (10)에 대입하면 발전소 가동중 충격홉수에너지

의 변화를 시칸의 함수로 얻올 수 있다.

위의 관계식으로 부터 구해진 국내 원전 주조스테인레스캉 부품에서 가동중

저하되는 충격홉수에너지 값의 예상되는 취화경향올 그림2.3-1 에 나타내었다. 그

림에서 보듯이 주조스태인레스강의 취화경향은 각 발전소별로 크게 차이를 나타

내고 있으며 대부분의 경우 수명말기까지 기대치 정도의 인성올 유지하고 있으

나 E (영‘광 1/2호기)의 경우 취화정도가 가장 심할 것이 예상된다.

Table 2.3-3 Parameters for estimating the aging degradation of KNUs

~ A B C D E

Q (kl/mal) 193 161 178 164 138

a 1.0737 1.0441 1. 1841 1.0185 0.8615

β 0.1073 0.1259 0.0379 0.1420 0.2407

8 2.9 2.9 2.9 2.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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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파괴언성 J-R curve

일반적으로 열취화의 정도를 평가하기 위한 물성치로써 Charpy 충격홉수에너

지의 변화를 이용하고 있으나， 이는 취화의 정도를 정성적으로는 뚜렷이 보여졸

수는 있지만 실제 발전소에서 취화의 심각성이 어느정도인지 혹은 설계상 안전

여유는 얼마나 남아있는지에 대한 해답을 주기에는 미홉하다. 원자력발전소 l차

압력경계내 부품의 가동중 건전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탄소성 파괴역학 방법이

적용되고 있으며 이때 해석의 기초가 되는 자료는 재료획 탄소성 파괴역학

parameter인 J-R curve이다. 특히 배관 구조물의 파손에 대한 안전여유를 위해서는

LBB(Leak Before Break) 개념이 적용되고 있으며 이때 필요한 data도 역시 재료의

J-R curve이다. 일반적으로 채료의 J-R 특성은 상온보다 발전소 가동온도에서 더

나쁘기 때문에 그 온도에서의 J-R 특성곡선야 요구된다.

많은 연구자들이 간단한 충격샤험으로부터 J-R 특성곡션을 유추하려는 시도

를 하였으며 J-R curve를 벽함수， Jd = C· !J.a n , 로 나타낼 때 계수 C 와 n의

Charpy 충격홉수에너지 값에 대한 관계는 다음과 같다.

** 상온에서 CF-3과 CF-8 재료의 경우

Jd = 49[ Cv] 0.52 [!J. a] n for CF-3 and CF-8,

Jd = 16[Cv]o.67 [!J. a]n for CF-8M.

** 원자로 가동옹도 290-320°C 에서는

Jd =: 102[Cv]o.28 [!J. a]n for CF-3 and CF-8,

Jd 二 49[ Cv]o써 [!J. a]n for CF-8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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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관계식은 모두 보수적인 static-cast를 가정한 값이며 centrifugal-cast의 경우에

계수 값은 각각 57, 20t 134t 57이다.

지수 n값은 static-cast와 centrifugal-cast에 동일하게 다음의 관계가 적용되며

n :::: a2 + b210g Cv. (1 8)

각 재료의 퉁급별， 옹도별 상수값은 표 2.3-4와 같다. 그림 2.3-2는 위의 연관식을

이용하여 외국의 실험자료와 예측된 J-R curve를 비교한 것으로서 계산치가 실혐

치에 잘 일치하고 있다. (1 6) , (1 7)의 경험적 관계식에 국내 원전의 자료를 이용하

여 각 발전소의 설계수명인 32EFPY에서의 J-R 특성곡선(J = C (L1 a)n )을 유추하

면 표 2.3-5와 같은 J-R parameter 들을 얻는다.

그림 2.3-3은 취화정도가 가장 큰 D와 E (고려 1/2 와 영광 1/2) 발전소에 대한

설계수명 32EFPY 에서 예상되논 J-R 특성곡선이다. 버교를 위하여 건설중인 영

광3/4호기의 1차계통 주배관의 LBB 해석에 사용된 reference 특성을 함께 도시하

였다. 그림에서 보듯이 수명말기에 일부 발전소의 주조스테인레스강 부품윤 고온

에서 장기칸 가동으로 인한 파괴인성의 처하가 심하여 설계시의 안전여유를 계

속적으로 충분히 유지하지 못할 것으로 사료된다.

4. 요약 및 건의사항

현재 국내에서 가동중인 경수형 원자로의 1차 계통 배관부품들은 모두가 주

조스테인레스강으로 제조되었으며 이 재료는 고온에서 장기간 가동될 경우 파괴

얀성의 저하(열취화)가 발생할 수 있는 재료어다. 현재까지 국내에서는 이 분야

에 관한 연구 및 관심도가 거의 없었으냐 외국의 여러기관에서는 십수년전 부터

많은 관심을 쏟아온 분야 중의 하나이다. 본 보고서에서는 일단 외국의 연구결과

및 자료들을 취합하여 열취화에 대한 현황을 정리하고 현재 국내 원전의 상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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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간접적인 예측 및 평가를 수행하였다.

보다 정확한 평가는 계속적인 연구와 관심을 가지고 국내 발전소 재료에 대한

설험을 수행한 후에야 결론지을 수 었지만 본 보고서에서 제한된 자료만을 가지

고 예측한 결과는 대부분의 발전소에서 수명발기까지 열취화의 영향은 그다지

심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된다. 하지만 영광1/2호기의 경우는 다른 발전소에 비하

여 뚜렷이 심한 열취화의 경향이 예견되며 발전소 설계시의 안천여유를 충분히

유지하지 못할 수도 있다.

영광3/4호기 이후에 국내업체에 의해 공급되는 I차계통 주배관은 SA508 둥의

저합금캉 단조재로 제작되므로 열취화의 직접적인 영향은 없다고도 할 수 있으

나， 원자력발전소 전체의 공급소재 관점에서 볼 때 원자로의 CRDM (Control Rod

Drive Mechanism) 둥의 주요 부폼에 아직도 주조스테인레스강이 많이 사용되고

있올 뿔만 아니라， 오스테나이트 스태인래스강의 용접부위도 주조조직과 유사하

여 열취화 현상이 일어나므로 향후 동 문제에 태한 감시계획 혹은 연구방향 수

렵 동의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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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2 .3-4 Constants in equation (18) for estimating exponent n

of power-law J-R curve

Room Temp. 290-320°C
Grade

a2 h a., k

CF-3 0.08 0.228 0.14 0 .1 30

CF-8 0.22 0.139 0.22 0.074

CF-8M 0".25 0.077 0.23 0.057

Tab1ε 2.3-5 Predicted J-R constant of KNUs at 32 EFPY

\\ A B C D E

Cv (1/cm2) 139.6 122.8 175 .1 115.6 71.5

Cv (ft-lbs) 83.8 73.7 105.1 69.4 42.9

C (kJ/m2
) 407 352 407 344 282

n 0 .42 0.35 0 .36 0.35 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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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열역학적 합금설계 기술재발

제 1 절 서 절

합금강의 기계적성칠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인자는 미세구조여다. 합금

강의 미세구조는 그 조직을 이루는 각 안정상 또는 준안정상의 열역학적 안정성

에 의해 좌우되며， 기계적 특성의 평가 및 향상은 미세조직의 조절 즉， 각 구성

상들의 열역학적 안정성 분석， 평가 및 이의 조절 능력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이를 조절하기 위해 다양한 종류 및 함량의 합급 원소들이 첨가되어 왔으며 합

금설계시 복잡한 열처리 공정이 아울러 행해지고 있다. 이러한 합금설계 과정띈

주로 시행착오에 의해， 경험적인 실험자료들을 바탕으로 발전되어 왔으나 첨 7r

원소의 종류가 늘어나고 요구되는 특성치가 점점 높아지고 다양화됩에 따라 기

존 실험에 의존하는 방법만으로는 한계에 이르게 되었다. 따라서， 합금 설계시

거초자료로서 합금계 상태도 자료의 펼요성이 점점 더 증가되어 왔으나 다원

합금계의 상태도를 실험적으로 작성할때 소요되는 엄청난 양의 실험과 정확도의

미비로 필요한 정보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재의 실정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최근 합금계 열역학 자료를 수식화하고 컴

퓨터계산을 통해 다원 합금계 상태도를 구하여 미세조직의 안정성을 예측하는

기술에 대한 연구가 전 세계적으로 시도되고 있다. 수식화된 열역학 자료는 상

태도 계산 뿐 아니라 준평형상의 석출 구동력， 온도， 조성의 영향 동을 단시간

내에 계산해 내고， 실험이 이루어지지 않은 미지 합금의 열역학 특성 및 안정

성에 대해서도 실험 오차 이내의 예측 기능을 가짐으로해서 합금 설계 및 상안

정성 평가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법으로서 기대되고 있다.

본 연구는 한국표준연구원과 공동으로 상평형 열역학에 기초한 컴퓨터 계

산을 통해 원전 구조용 합끔강의 합금설계 기술을 확립함을 최종 목표로 한다.

즉， 원전 구조용 합금강으로 사용되고 있는 austenite 계 stainless steel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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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plex stainless steel 동 다양한 강종에 대해， 상평형 계산을 통해 구성상과 며

세 조직을 알아내고 이에 대한 첨가 원소와 온도 등의 영향을 분석하며， 기계적

특성과의 연관성 둥을 파악하여 소재 특성의 개선 및 국산화 개발을 위한 합금

설계의 가초 자료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제 2 절 철합금계의 열역학 수식화

1. 열역학 모헬

열역학 자료의 수식화란 각 상에 대해 Gibbs 자유 에너지 모댈을 셜정하

고 관련 상평형 및 열역학 실험 정보들로 부터 모델 상수 값을 구해내는 과정을

말한다. Stainless steel의 근간이 되는 Fe-Cr-Ni-Mo-Mn-Si-C-N 8 원 합금

계에 대해 열역학 수식화가 완성되면 위의 8원 합금계의 임의의 온도， 엄의의 조

성에 대해서도 상평형 계산이 가능하게 되며 stainless steel 뿐 아니라 위의 8

개의 원소 중 일부로 구성되는 어떤 합금계에 대해서도 상평형의 계산이 가능하

게 된다. 또한 위의 수식화 결과에 V , W 둥 원소에 대한 열역학 수식화 자료

를 추가하면 HSLA Steel 을 비롯한 실로 광범위한 합금계의 상평형 계산이 가

능하게 되므로 소재 개발을 위한 합금 셜계시 막강한 Tool 로써 이용될 수가 있

다.

본 연구에서는 Hillert 동에 의한 부격자 모델[3-1，2]의 개념을 이용하여 모

든 상의 Gibbs 에너지 함수를 정의하였다. 부격자 모델이란， 예를 들어 bcc 고

용체 상의 경우 금속 원소가 차지하는 격자 자리와 침입형 원자 (C, N) 및 원차

공공 (vacancies)으로 이루앤진-- 격자간 자리를 각기 독립적인 부격자 (sub

lattice) 로 가정하여 이 bec 격자가 두 개의 부격자로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이다.

이 모델은 fcc 및 hcp 고용체 상에 대해서도 같은 방법으로 적용되며 본 연구

대상인 8 원 합금계에서 위 세가지 상의 분자식은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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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nnula Unit (Fe ,Cr,lVi,1'10,1'fn,S i) a( Fa,C,N) c.

여기서 아래첨자 a 와 c 는 두 부격자 상에서의 자리 Bl 율을 나타내는 정수로서

격자 자리와 8 면체 공극의 자리 비율에 따라 bee 격자의 경우 a=l , e=3, fee

격자의 경우에는 a=l , e=l 의 값이 이용되고 있으며， hep 격자의 경우에는 격자

구조상 fee 격자에서와 같은 값이 이용되어야 하나 상대적으로 격자간 거리가 작

은 C 축 방향으로는 매 격자감 자리마다 침입형 원자가 들어서지는 못한다고 가

정하여 a=l , c=O.5 의 값이 이용되고 있다. 이러한 fee 와 hcp 고용체에 대한

열역학 모델은 각기 같은 격자구조를 갖는 M(C ,N) 및 M2(C ,N) 형태의 탄화물

또논 질화물 상에 대해서도 똑같이 척용된다. 위의 분자식으로 표현되는 상의

분자식 l 몰 당 Gibbs 에너지 식을 예흘 들어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G m = YFeYVa °GFe:Fa + YCrYVa °Gcr:Va + y'NiYVa °G Ni :Fa

+ YMoYVi:J °Gλ10: ‘ "a + YMn}’ Va °G II1n:Va + Y SiYVa °G Si:Va

+ YFeYC °GFe:C + YCrYC °GCr:C + Y Ni}'’ C °G Ni:C

+ J‘ MoYC °G lI1o:C + Y Arn}’ C °GMn:C + Y SiYC °G Si:C

+ J’Fe}'N °GFe:N + }'Cry’ N °GCr. N + Y Ni}'N °G Ni:N

+ YMoYN °GMo’N + YMn}’ N °GMn:N + Y SIYN °G Si:N

+ aRT (YFelnYFe+YcrlnYer+Y Ndny Ni+YMolnYMo+YMn1ny‘ Mn+ysdnYsd

+ cRT (yvalnyva+yclnyc+YNlnYN) +!J. G
mo + !J. G

xs
. (3-1)

위의 식 (3-1)에서 y 는 각 원소의 해당 부격자 내에서의 자리분율을 나타내며

°GM:oo 는 순수 원소 M 의 비자성 상태에서의 Gibbs 자유에너지를 나타낸다.

또한 °G.I\J: C 와 °GM:N 는 격자간 자리가 모두 C 또는 N 으로 채워진 가상의 l\1-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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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M-N 화합물의 Gibbs 에너지를 나타낸다. aRT 및 cRT 로 시작되는 항은

각각의 부격자 내에서 원자 배열 엔트로피로 인한 Gibbs 에너지 항이며， ~G’m

는 자기변태에 의한 Gibbs 에너지의 변화를 나타내는 항으로 Inden [3-3] 및

Hillert 와 Jarl [3-4]에 의 해 제안된 모델식 이 사용된다. 위 의 식 (3-1)로 부터

알 수 있듯이 각 상에 대해 적용휠 열역학 모델， 즉 분자식이 청해지면 Gibbs

에너지의 표현식은 대략 자동적으로 결정이 된다. 따라서 Fe-Cr-Ni-Mo-l\1n

Si-C-N 8 원계에 포함되는 모든 상의 Gibbs 에너지 식을 모두 식 (3-1)처럼

서술할 펼요는 없으며， 본 장에서는 각 상에 적용된 부격자 모델을 표 3-1과 같

이 정리함으로써 열역학 모델 설명에 대신하고자 한다.

식 (3-1)의 마지막 항인 IJ.GXS
는 이종원자간의 상호작용을 나타내는 과잉

에너지 항으로 앞서 설명한 항틀과는 달리 정해진 수식 형태가 있논 것은 아니

며 열역학 수식화를 행하는 연구자들에 따라 약간씩 다른 형태를 가질 수 있는

항이다. 3 가지 이종 원자간의 상호작용， 즉 3 원 상호작용 에너지향까지를 고

려하였을 경우 IJ.GXS
는 다음과 같은 형태로 표현될 수 있다.

IJ.GXS = YFeY’ vaye LFe:ι'"a， C + YCrYVaY CLCr:l/a,C + YNiY’ l강’ C LN샤'a ， e

+ YMoYVaYC LMo:l;a,C + YMnY ωIYC LMn:Va,C + Y’ SjYvcVi’ C LSi:va,C

+ YFeY’ V강’N LFe:Va,N + YCrYVaYN LCr:Va,N + Y NJYVaYN L ,vi’:Va, N

+ YMoYVQ}'’ N LMo찌λr + YMnY l-'Q}'N L 1I1n:.Va,N + YS(VVa)l N LSj:Va, N

+ YFeYCrYVa LFe,Cr. Va + YFeY NzYVa L Fe ,Ni:Va + YFeY’ MoYVa LFe ,AIo:‘i
+ YFeYMn)’ Va LFe,Mn:.Va + }'FeY SI)"ya L Fe,Si:Va + YCrY NIYVa L Cr,Ni:Va

+ }'Cr)lll1o)l Va LCr,ll1o:Va + }'CrYM，바IVa L Cr,Mn:Va + YCrY5j}'Va LCr,Si:Va

+ Y Ni}'’ hloY Va L NU\fo:Va + Y Ni}'’ M'V‘ Fa L Ni ,Mn:Fa + Y NiYSiYVa L Ni.Si:Va

+ Y’ Mo}'’ Mil}’ Va LAIo，lIt，π:Va + YMoYSi}'’ l'a L 1I10.5j:Va + Y !I1n}‘ 5jYVa LλIπSj: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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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1 Sublattice models for indibidual phase

LIQUID
BCC-A2
FCC_Ai
HCP_A3
CUB-A13
CBCC_A12
SIGMA
다H_A12

LAVES_PHASE
에LPHASE

P_PHASE
1LPHASE
M6C
M23C6
CE맨NTITE

KSI_CARBIDE
M7C3
M3C2
M5C2
Me_ETA
MC_S맨

PI
F’E4N
FECN_CHI
DIAMOND_FCC_A4
GRAPHITE

(C. CR , FE , t에， MO ， N.N I， SI)1

(CR. FE ， I'쇄， Miα NI , SI h (C , N, V.~h

(CR. FE ,빠， MO ， NI , Slh(C , N, YAh
(CR. FE. 뻐， MO ， NI. S1 h l(C, N. VA ), s
(CR , FE , MN , NI , SI)I(C , N, VA)t
(CR , FE , MN , NI , SI)I(C , N, VA)t
(FE.MN.NI , SI)8(CR , MO)c(CR , FE , 뼈， 뼈， NI. SI) 18
(CR. FE }zc(CR , MOho(CR, FE, MOhc
(CR , FE }z (MO)l
(CR. FE , NI ), (MOh(CR , FE.l삐， NI) ‘

(CR , FE. NI )zc(CR , FE , MO , NI ho(MO) 12
(CR, FE. NI h7(MO) 14(CR , FE , MO. NI) 12
(FE.NI)2(MO)z(CR , FE , MO , NI)z(C)1
(CR.FE , MN , NI)zo(CR , FE , MN , MO , NI)3(C)6
(CR , FE , MN , MO , NI)3(C, N)t
(CR , FE , MOh(C) 1
(CR.FE , MN , MO , NI)7(C)3
(CR , MOh <C}z
(FE, MN )s (Ch
(MO)dC , VA)l
(MOh(C)l
(CRh2.8(FE , NI h2 (N)‘
(CR, FE , MN , NI)4(C , N)1
(FEhz(C. N) 1
(C , S1)l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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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e}" ci깐'c LFe,Cr. C + YFe}’ Ni}'‘ c L Fe.Ni:C + }'Fe}’ λJoY C LFe ,;i1o:C

+ }"Fe}'Mi끼y C L Fe ,Mn.C + Y Fe}' SiY' C L Fe.Si:C + Y Cr}" Ni}' C L Cr.Si ’ C

+ }'Cr}’끼Jo}' C L Cr.Mo:C + Y Cr}' -'l1lY’ C LCr，λIn:C + }'Cr}’ S깐·c LCr,Si:C

+ }' κi}'끼Io}' C L l\'i,;Uo:C + }' .vt}' MIlY' C L Ni .Mn:C + Y Ni}' Si}’ C L Ni.S j: C

+ }"Mo} 끼In，....’ C LMo，MiπC + }'Mo}'S.깐"c LMo,Si:C + }"IIJr안:Si}’ C LMn. Si:C

+ }'Fe}’ Cr}'N LFe.Cr:N + }’ Fe}" !'IIY’ N L Fe.Ni:N + Y’ Fe}' l.Jo}" N L Fe,MoN

+ }"Fe}" MIlY' ,'If L Fe.Mn:N + Y’ Fe}' SiY’ N L Fe.Sj:N + }" Cir}" Ni}’ N L Cr,Ni:N

+ }'Cr}'Mo}'N LCr.Mo:N + }'Cr}' lIJlψ’ N LCr,Mn.N + YCr}"St}'N LCr,Si:N

+ }' Ni}'Mo}'N L κi，Mo:N + }' NIY Mn}' N L Ni.Mn.N + }' Ni}' SiY N L Ni,Si: /\,

+ }'Mo}'Mn)’ N LMo.l\In:λr + }'’ Mo}' Si}' N L MO ,Si:N + }' Atn}' Si}' N L Mn.Si:N

+ }'FeY’ cY N LFe:C,N + YCrYC}'N LCr:C,N + Y Ni}’ cY N LNi:ζN

+ }'lIJoYCYN LMo:C,N + YMn)’G)I’ N L Mn.C,N + }'S,Y ’ CY’ N LSi:ιN

+ YFeY CrY NiY’ l'a L Fe,Cr,Ni:Va+Y Fe}'Cr}'M야샤'a L Fe,Cir,Mo:Va +YFe}' CrY Mn,}’ Va L Fe ,Cr.Mn:l'a

+ YFeYCr}' SαFa L Fe,Cr.Si:Va+ YFe}' MY MoYVa L Fe,Ni ,Mo:Va +Y Fe}' Nt}' Mn,}’ Va L Fe ,Ni ,Mn:Fa

+ }'Fe}' NIY S i}'’ Fa L Fe.Ni ,Si:Va +YFe}' MaY MnY Va L Fe，Mo，Mn:ιa+Y FeY Mo}' SiY’ Va L Fe,Mo,Si:Va

+ }'FeYMn}'Si}'Va L Fe,Mn,Si:Fa+}"Cr}' N,YAJo}'Va L Cir,Ni,Mo:l'a+}'CrY Nt}'Mi끼Y l'a L Cr,Ni ,Mn ’ Va

+ }" CrY N i}' S,Y ’ Fa L Cr.Ni ,Si:Fa +}' CrY Mo}' Mn}' Fa L Cr,1I10. lI1n:Va+ Y' C강’ Mo}' SiYVa L Cr,Mo,Si:Vu

+ }'Cr}"J‘l IlY’ Si}'Va L Cr.Mn ,Si ’Va+Y’ NIYMoY1Hn)’ Va L Ni ,Mo ,Mn.Va+Y’ Ni}' "\fo}' SiY’ '''a L Ni ,Mo,sn.'a

+ }' NiY’ MIlY’ Si}' Va L Ni,Mn,Si:Va + Y MoY M.v’ Si}'Va L MO ,1'I1n,Si:1"a. (3-2)

위의 L 상수에 대한 아래 첨자 중 “,” 는 같은 부격차 내의 원소들， “." 는 서로

다른 부격자 내의 원소들을 구분하는 부호이다. 식 (3-2)에 나타낸 항 이외에

도 펼요에 따라 4 원 상호 작용 에너지 항을 추가 할 수도 있으며， 각각의 L 상

수는 다시 온도， 또는 조성의 함수 형태를 띨 수도 있다. 따라서 8 원 합금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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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한 상에 대해 수식화되어야 하는 모델 상수의 수는 약 100 여개에 이르는

엄청난 양이 된다. 그러나 이들 상수틀을 한꺼번에 수식화시키는 것은 아니다.

2. 열역학 수식화

일반적으로 다원 합금계의 열역학 수식화 시에는 구성 원소 간의 2 원， 3 원

합금계에 대한 열역학 수식화가 선행되어 그 결과가 그대로 이용된다. 예를 들

어 A-B-C 3 원 합금계의 열역학 수식화를 위해서는 A-B, A-C, B-C 2 원계

에 대한 열역학 수식화가 먼저 이루어져야하며 이들 결과불 가초로 하여 A-B-C

3원계의 실험 자료로부터 최종 3 원 합금계에 대한 열역학 수식화가 완성되는

것이다. 또한， A-B-C-D 4 원 합금계의 열역학 수식화에는 A-B , A-C, A-D,

B-C, B-D, C-D 2 원 합금계 외에 A-B-C, A-B-D, A-C-D 및 B-C-D 3 원 합

금계의 열역학 수식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Fe-Cr-Ni-Mo-Mn- Si-C-N

8 원 합금계의 완벽한 열역학 수식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8C2 = 28, 8C3 = 56,

sC4 = 70 ... 둥둥 수많은 합금계에 대한 열역학 수식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일개 연구자 또는 연구 그룹에 의해 이루어질 수 없는 방대한 양의 작업이며

실제로 주 관심 조성영역이 50% 이상의 Fe 으로 구성된 합금강종인 경우 이루

어잘 펼요도 없는 일이다 Stainless Steel 에 포함되는 Mn, Si, C, N 의 양은

대개 올분율로 1% 안팎이거나 그 이하이며， austenite 나 ferrite 의 Gibbs 에너

지에 기여하는 위의 4 가지 원소에 의한 3 원 상호작용 에너지 항은 다음의 식

으로 표시된다.

}'Mn}'S‘?‘ CLλIκSi:C + }'끼ln}'Si}'NL，un.si:N + }'Mn}’ cY'NLMn:ζN + .y‘ SiY’깐.. NLsi:C.N (3-3)

여기서 자리분율 y 는 몰분율과 크게 다르지 않은 크기의 값을 갖는다. 3 원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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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작용 에너지 상수인 L 은 일반적으로 약 10-i - 106 Joule 사이의 값을 갖게

되며 세개의 y 값 틀의 곱이 10-6 정도의 크기를 가지므로 위의 식 (3-"3)에서의

각 항들의 크기는 0.01 - 1.0 Joule 정도가 된다. 일반적으로 고온 열량계에 의

해 측정된 용액의 엔탈피 값의 실험 오차가 ± 90 caVrnole 정도 인것을 고려

하면 위의 3원 상호작용 에너지 항의 크기는 극히 작은 양에 불과하며 이들 원

소들로 구생된 3 원계 수식화는 제외되더라도 전체 8 원 합금계의 계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나온다. 죽， 현실적인 연구 목적을 빠론 시간

내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1% 미만 포함된 원소 간의 3 원계 이상 합금계의 열

역학 수식화는 생략될 수 았으며 수 % 이상 포함된 합금 원소 간의 합금계라

하더라도 경험적으로 4 원계까지 수식화가 진행되면 최종 대상 합금계에 대한

상펑형 계산시 의미있는 결과를 얻을수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표 3‘2에

stainless steels 의 대표적 조성과 이의 열역학 수식화를 위해 미리 수식화가 이

루어져야할 주요 2 원， 3 원 및 4 원 합금계의 목록과 수식화 현황을 나타내었

다.

표 3-2에 나열된 합금계 중 stainless Steels 상평형에 관한 본 연구 주체에

관련되어 가장 중요한 합금계는 Fe-Metal 2 원 합금계와 Fe-Metal-Metal 3 원

합금계이다 Metal-Metal 2 원 합금계는 전체 8 원 합금계에 대한 열역학 계

산에서 그 영향을 무시할 수 없으므로 고합금강의 열역학 계산에서 정확한 결

과를 얻기 위해 정확한 수식화가 요구되는 합금계이다. C따bon이나 nitrogen을

포함한 2원， 또는 3원 합금계는 stainless steels 의 경우 워낙 두 원소의 함량이

작아 큰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으나 상평형에 미치는 두 원소의 영향이 다른 금

속 합금 원소에 비해 매우 크기 때문에 stainless steels 합금강 계의 열역학 계

산을 위해 반드시 수식화가 이루어져야 할 합금계이다 Fe-Metal-Metal-C

또는 Fe-Metal-Metal-N 4 원 합금계 중 Mo, Mo, Si 둥 비교적 적은 양이

포함되는 원소들로 이루어진 4 원계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갖지는

못하지만 Cr이나 Ni 둥 다량이 첨가되는 원소들을 포항한 경우에는 수식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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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2 Com position range of stain less and list of lower order

system to be assessed for reasonable termodynamic description

of the steels systems

Composition of Stainless Steels: Duplex(SAF2205) &Austenitic(316)

316 : Fe一 16/18Cr - 10/14Ni - 2/3Mo - 0/강1n - O/lSi - N - O/.08C (wtx)
SAF’2205 : Fe- 22 Cr - 5.5 Ni ‘ 3 Mo - 1.7에n - .4Si -.14N -·O.02C (wtx)

Binary Systems

:lI Fe-Cd5.6) @Fe-Ni(7. 6) :;Fe-샌。 (8) =Fe-Mn (9) lI: Fe-Si(10)

*Fe-C(ll) =Cr-C(12.13) =Ni-C (13) *Mo-C (1 4) lI: t1n-C(15) @Si-C(16)
*Fe-N(17) :Cr-N(l7) ltNi-N(18) llMo-애 (17) *댄l-N(19) Si-N

IllCr-Ni (l3) :;Cr-Mo(20) =Cr-바1(2 1) #Cr-Si(22) :;Ni-Mo(23)
@Ni-샌1(24) Ni-Si Mo-바l Mo-Si @바1-Si(25)

Ternary Systems

aFe-cr-C(13.6) =Fe-Ni-C(26) *Fe-Mo-C(27) lJ Fe-바1-C(28) -Fe-Si-C (10)
....Fe-Cr-N(29) *Fe-Ni-N(30) *Fe-Mo-N(31) =Fe-뻐1-N(32) Fe-Si-N

aFe-Cr-Ni(33) -Fe-Cr-Mo(34) -Fe-Cr-바1(21) #Fe-Cr-Si(22) -Fe-Ni-Mo(35)
Fe-Ni-바1 Fe-Ni-Si Fe-Mo-야1 Fe-Mo-Si =Fe-바l-S i( 36)

*Cr-Ni-C(13) :aCr-Mo-C(37) -Cr-삐-C(38) #Cr-Si-C(22) Ni-Mo-C
Ni-빼l-C Ni-Si-C Mo-빼l-C Mo-Si-C @Mn-Si-C(24)

·Cr-Ni-N(39) =Cr‘ Mo-N(1?) =Cr-빼l-N(40) Cr-Si-N Ni-Mo-N
Ni-뻐l-N Ni-Si-N Mo-바')-N Mo-Si ‘ N Mn-Si一N

*Cr-Ni-Mo (41) Cr-Ni-Mn Cr-Ni-Si Cr-Mo-뻐1 Cr-Mo-Si
Cr-바l-Si Nj“Mo-바1 Ni-Mo-Si Ni-바l-Si Mo-Mn-Si

Quaternary Systems

#Fe-Cr-Ni-C(22)
Fe-Ni-Mo-C
Fe-Mo-Si-C

*Fe-Cr-Ni-N(39)
Fe-Ni-Mo-N
Fe-Mo-Si-N

*Fe-Cr‘Mo-C(37)
Fe-Ni-센l-C

Fe-뻐l-Si-C

*Fe-Cr-Mo-N(31)
Fe-Ni-야')-N

Fe-바l-Si-N

*Fe-Cr-바l-c (38)

Fe‘ Ni-Si-c

=Fe-Cr-Mn-N(42)
Fe-Ni-Si-N

#Fe-Cr-Si-C(22)
Fe-Mo-바l-C

Fe-Cr-Si-N
Fe-Mo-Mn-N

• from open literature
@from SGTE data bank
# from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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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질 펼요가 있다.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위의 모든 합금계에 대한 열역학 수식화 작업은 일개

연구자나 연구기관에 의해 이루어지기에는 너무 많은 양이며 세계의 관련된 연

구자틀이 공동 연구를 통하여 서로의 정보를 교환하고 연구 결과를 이용하는

체계가 구축되어 왔다. 그 중 대표적인 공동 연구 협의체로 유럽의 SGTE

(Scientific Group Thennodata Europe) 를 틀수 있다. 이를 통해 스웨 댄， 독일，

영국， 프랑스 풍 유럽 4 개국의 7 개 관련 연구 기관이 공동으로 합금계 및 순수

물질에 대한 수식화된 열역학 자료를 data bank의 형태로 구축하고 있으며， 양적

질적인 면에서 이 분야 세계 최고의 열역학 data bank 로 인정 받고 있다. 본

연구팀은 스웨 벤의 Royal Institute of Technology 내의 Thenno_Calc 그룹과의

공동 연구를 통해 SGTE data bank 구축에 동참하고 있으며 종합적으로 구축된

자료플을 보급받아 활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도 많은 합금계에 대해 SGTE 내에 수록된 열역학 수식화 자료

들을 이용하였다. 표 3-2에서 “*” 표시된 합금계는 이미 열역학 수식화가 이루

어져 그 결과가 문헌을 통해 발표가 된 합금계이고， “@" 표시된 합금계는 학술

지 둥 문헌을 통해 공개되지는 않았으나 SGTE data bank로부터 수식화 자료를

얻을 수 았는 합금계이며， “#" 표시된 합금계는 본 연구에 의해 수식화된 합금계

로서 아직 발표가 안된 합금계를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는 주로 Cr 과 Si 을 포함하는 합금계의 열역학 수식화에 중

점을 두었으며， 이로써 표 3-2에서 언급한， Stainless steels system 의 주요 2,

3, 4 원 합금계 중 제 1, 2 원소인 Fe 과 Cr 을 포함하는 4 원계 까지의 합금계

는 Fe-Cr-Si-N 계 (Si-N, Fe-Si-N, Cr-Si-N 계 포함) 를 제외하고는 모두 수

식화되었다. 표 3-2에 열거한 수식화가 이루어진 모든 합금계의 자료를 종합하

면 최종 Fe-Cr-Ni-Mo-’ Mn-Si-C-N 8 원 합금계， 특히 duplex steels 및

austenitic steels 을 포함한 고 Cr 합금강계에 대해 상당히 정확한 정도로 열역

학 계산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 결과는 다음절에서 보고된 실험 자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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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비교를 통해 보여질 것이다.

제 3 절 2상 스테언례스강 합금절계

1. 합금셜계를 위한 접근방법

Stainless steel 은 크게 ferrite 계와 austenite 계로 구분되어 개발되어 왔

다. 그러나 ferrite 계에서는 sIgma 및 Cr-rieh bee 상의 석출로 인한 기계적 성

질의 저 하 (sigma phase embrittlement, 475°C embrittlement) 가， austenite 계에

서는 염화물 (CI 이온) 을 포함한 환경에서 공식， 틈부식 빛 응력부식균열 둥에

취약한 점이 단점으로 지적되어 왔으며， 이를 개선하고 양자의 장점을 살릴 목적

으로 ferrite 와 austenite 의 2상 조직을 이루고 있는 duplex stainless steel 여

개발되었다. Duplex stainless steel 은 잘 알려진 300 계열의 austenite 계 steel

에 비해 높은 인장 강도와 인성 및 용접성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CI 이온을 포

함한 부석 환경에서도 웅력부식균열 둥에 대해 우수한 내식성을 지녀 유망한 소

재로서 많은 연구가 야루어져 왔다. 그러나 ferrite 계 steel 에서 처럼 sigma

상으로 인한 취성 및 475°C 취성을 보이는 동 아직 보완해야 할 단점을 일부 지

니고 있어 개선의 여지가 남아 있는 강 종이다.

본 연구는 상평형 열역학에 이론적 기초를 두고 컴퓨터계산에 의해 기존의

duplex steel 의 특성을 개선하기 위한 합금 셜계 방안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하

였다. 즉， 기존의 보고된 실험 자료를 바탕으로 duplex steel 의 조성과 미세조

직 및 기계적 특성 간의 상호관계를 명확히하고 기계적 특성의 저하에 미치는

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후， 최적의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미세조직을 얻기

위한 죄적 조성을 열역학 계산을 통해 도출하고자 하였다. 열역학 계산에는 제 2

절에서 서술한， Fe-Cr-Ni-11o-Mn-Si-C-N 8 원 합금계에 대해 수식화된 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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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자료를 이용하였다.

최적 조성의 도출을 위한 합끔 설계에는 우선 ·‘합금강 조성 •• 미세조직

•• 기계적 특성” 으로 이어지는 상호 관계를 명확하케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

로 부터 기계적 특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미세 조직 상의 어떠한 요소이고 그

러한 미세 조직을 야기사키는 요인이 다시 여러 합금 원소 중 어느 것인가를 도

출해내야 한다. 기계적 특성과 미세 조직 간의 관계는 기 보고된 실험 자료를

이용할 수 있고， 미세 조직과 조성 간의 관계는 열역학 계산이라는 tool 을 이

용할 수 있다. 그러나 열역학 계산을 수행하기에 앞서 열역학적 평형 상태에 해

당하는 계산 결과와 열역학적 비평형 상태에 있는 소재의 저온 미세 조칙을 어

떻게 최대한으로 연결시킬 것이냐에 대한 방안이 우선 마련되어야 한다.

가. 열역학 계산의 초기 조건

Duplex steel 의 제조 공정 중에는 l050-1100°C 에서 열처리 (annealing)

후 수냉시키는 과정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열처리는 austenite/ferrite 의 양

을 적절한 비율로 조절하기 위한 과정이며 급냉 처리는 이러한 적정 비율을 구

조재로서 사용 기간 동안 그대로 유지시키기 위한 방법일 것이다. 그러나 이러

한 공정 과정 이후 용접 이후의 서냉， 가공， 시효 처리 둥요로 인해 상변태가 일

어날 수 있는 온도에 방치될 경우 기계적 성질을 저해하는 금속간화합물이 나타

날 가능성이 있다. 합금 또는 공정 설계는 이러한 금속간화합물의 석출을 최소

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금속간화합물의 석출 거동을

예측，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 상평형에 대한 열역학 계산이 열역학적으로 평형

상태인 조건에서의 계산인 반면， 위의 공정 중에 일어나는 금속간화합물의 석출

은 비교적 단시간 내에 일어나는 일이므로 평형 상태를 향해 변태가 일어나는

과정의 초기 단계일뿐 평형을 이룬 상태는 아니다. 따라서 상평형 계산의 결과

로 도출된 석출상의 몰분율， 평형 조성 동은 이러한 상들의 석출 거동을 이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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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직접적인 도움이 되지는 못한다. 상변태 초기 석출 거동은 최종 석출량 보

다는 초기 석출 속도 (nucleation rate) 로 이해되어야 하며 이를 정 량화하는 열

역학적 요소는 석출 구동력 (driving force) 이다. 실제 석출 속도를 정량적으로

다루기 위해서는 석출 구동력 이외에도 계면 에너지， 탄성 변형 에너지 동을 함

께 고려해야 하지만 통일한 합금계 내에서 기지상과 특정 석출상 사이의 계면

에너지와 탄성 변형 에너지는 초기 조성이 약간씩 다르더라도 거의 동일하다고

가정할 수 있으므로 석출 구동력 하나만으로 초기 석출 거동을 정량화하는 것은

무리 없는 접근 방법이 될 것이다. 특정 금속간화합물의 석출 구동력을 계산함

에 있어서도 austenite/ ferrite 간의 상평형이 유지되는 조건에서 계산하기 보다

는 이를 배제한 상태에서 계산을 할 필요가 있다. 즉， sIgma 상의 경우 ferrite

가 분해되면서 austenite 와 함께 2원계 상태도에서의 공석 반응처럼 석출된다는

보고가 있다[3-5]. 따라서 sIgma 상의 석출 구동력을 보다 실제 상황에 가깝게

계산해내기 위해서는 열처리시의 ferrite 분율과 조성이 석출 초기까지 그대로 유

지되었다고 가정하여 이때의 ferrite 조성을 초기 조성으로 설정한 상태에서 열역

학 계산을 수행하는 것이 올바른 접근 방법이라는 결론을 내린다. 실제로 이러

한 접근 방법을 택하지 않고는 통일한 강에서 열처리 온도에 따라 sIgma 상의

석출 속도가 달라진다는 설험적 보고[3-5]를 셜명할 길이 없다.

나. 기계적 특성의 원인 분석

앞서 소개한 바와 같이 Duplex steel 은 높은 인장강도와 인성， 용접성

및 CI 이온을 포함한 부식 환경에서 응력부식균열에 대한 우수한 내식성 둥의

장점이 있는 반면， sIgma 취성 및 475°C 취성 둥 단점을 지니고 있다. 이와 같

은 장점을 유지하면서 단점을 개선해 나가기 위해서는 각 특성을 나타내는 요인

을 분석 이를 조절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Duplex stainless steel 에서 sIgma 상의 석출 거동을 분석하고， 이를 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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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으며， 기계적 성절

에 미치는 austenite/ferrite 비율의 영향 합금 원소의 영향 둥에 대해서도 많은

연구 결과들이 보고되었다.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Cr, Ni 의 증가가 sIgma 상 석

출을 촉진시킨다는 점에서 일치를 보이고 있다[3-5，6，7J. Mo 의 증가는 Cr 이상

으로 sIgma 상의 석출을 촉진시키고[3-7]， austenite 의 증가 역시 sIgma 상의

석출을 촉진시키는 것으로 보고되었다[3-5，7J. 반면 열처리 온도의 증가에 따라

sIgma 상의 석출이 억제된다는 보고가 있다[3-51 2상 조직 중 austenite 는 인

성과 용접성의 향상에 기여하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지만[3-7]， 너무 많은 양이

존재할 경우 웅력부식균열 둥에 취약해질 것이 우려된다. Cr 은 내식성을 향상

시키는 한편 sIgma 상의 석출을 촉진시키며[3-7]， N 은 austenite를 안정화시키

고[3-8 ，9，10)， 강도 향상[3-6]， 국부 부식에 대한 저항성 향상 및 금속간화합물 석

출의 억제 [3-10，11] 동 강의 가계적 성질의 향상에 가여하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

으나 한편으로는 ferrite 내 N 함량의 증가가 충격 인성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

는 보고도 있다[3-121

Duplex steel 의 강도에 영향을 미치는 미세 조직상의 요인으로는 Mo, C,

N 둥 원소에 의한 고용강화와 Cr-rieh bee 석출에 의한 시효 경화를 틀 수 었

다. 이 밖에 가공 경화 효과를 고려할 수 었지만 본 연구의 주제졸 미세 조직

상의 요인으로 한정하였으므로 여기서는 다루지 않을 것이다. 인성에 영향을 미

치는 요안은 austenite 의 안정화， sIgma 및 Cr-rieh bee 의 석출 둥이 될 것이

고， 입계부식에 대한 내식성은 일반적요로 austenite 내 Cr 농도와 밀접한 관계

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용접성은 용접으로 인한 가열 후 austenite 의 안

정화 여부가 강의 인성 회복 여부를 결정짓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 이 중 강

도는 현재의 duplex steel 에서 우수한 특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인정되고 있고，

또한 미셰 조직 외에 가공 둥의 공정을 통해서도 개선의 여지가 았으므로 합금

설계 과정 중 1\10, C, N 의 함량을 크게 변화시키지 않는 한 문제가 되지 않으

리라 여겨진다. 인성은 duplex steel 에서도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으로 용접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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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인한 고온 노출시 고온에서 austenite 률 안정화시키는 원소량이 감소되지 않

도록 합금 설계 중 유의하여야 하며， 특히 용접 후 공랭 과정에서 600-800°C 사

이의 slgma 상 석출， 400-500°C 사이의 Cr-rieh bee 상 석출을 최대한 억제할

수 있도록 합금 설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약 1% 의 slgma 상 석출은 여러

duplex 강 종에서 그 인성을 초기값의 50% 선으로 떨어뜨리고 있으며 1 slgma 상

이 10% 정도 석출하였을 경우 인성은 초기값의 5%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3-31

이와 같이 강의 인성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slgma 상은 Cr-rieh bee 상에

비해 석출 가능 온도 범위가 고온까지 넓게 분포하고 있기 때문에 속도론적으로

유리한 800°C 근처에서 부터 비교적 빠른 속도로 석출이 가놓할 것인 반면，

Cr-rieh bee 상은 석출 가능 온도가 500°C 이하의 저온으로 속도론적으로 석출

이 쉽지는 않을 것이다. 또한， slgma 상의 석출로 인한 인성의 저하는 많이 보

고되어 있으나 Cr-rieh bee 상의 석출로 인한 인성의 저하를 보고한 문헌은 많

지 않으므로 인성의 저하 요인을 slgma 상의 석출로 국한하고 이에 대해 집중적

인 분석을 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방법이라 생각된다. 또한 업계부식에 대한

내식성을 손상시키지 않으려면 석출이 일어나면서 주위의 austenite 내 Cr 함량

을 크게 떨어뜨리는 금속간화합물이 무엇인지를 알아내고 이러한 화합물들의 석

출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합금 설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600-800°C 온도 영역에

서 석출되는 모든 석출상 (Cr강oJ， M23C6, Sigma, Laves) 의 Cr 함량이 austenite

내에서 보다 높으므로 이들 모두가 austenite 내 Cr 함량을 떨어뜨리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다른 상들의 석출이 금속 원소의 확산을 수반하는 반

면 M23C6 의 석출은 고온에서 가장 먼저 일어나고 금속 원소에 비해 확산 속도

가 월동히 빠른 C 원자의 확산이 결정적인 기여를 하므로 입계부식을 야기시키

는 austenite 내 Cr 농도 저하는 M강C6 의 석출이 가장 문제가 된다고 볼 수 있

다.

위와 같은 설험자료의 분석을 통해 duplex steel 의 기계적 성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미세조직 상의 요인으로 인성에는 sigma 상의 석출이 치명적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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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접성과 관련해서 고온 austenite 의 안정화가 중요하며， 업계 부식에 대한 저항

성에는 M23C6의 석출이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결론을 얻었다. 아울러 이러한

미세 조칙을 유도 또는 피할 수 있기 위해 합금 원소 함유량을 어떻게 조젤해야

하는가를 열역학 계산을 통해 각각 특성에 대해 알아 보았다. 그 결과 sIgma

상 석출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Cr+Ni 의 양이 척을수록 유리하고 고온 austenite

안정화를 위해서는 Cr+11o 및 Ni+N 함유량이 많을수록 유리하다는 다소 상반된

결론을 얻었다. 또한， C 와 N 은 sIgma 상의 석출에 커다란 영향을 주지는 않

으며 Mn 은 Cr 이나 Ni 보다는 그 정도가 약하지만 sIgma 상의 석출을 촉진시

키는 역할을 하고， Si 의 경우 초기 1 wt% 정도 까지는 sIgma 상의 석출을 억

제시키다가 그 이상 함유되면 오히려 이를 촉진시키며 Mo 는 실험적으로 보고

된 바와는 달리 sigma 상의 석출을 촉진시키는 경향이 그리 크지는 않은 것으로

계산되었다. 이러한 계산 결과틀을 염두에 두면서 Duplex steel 의 인성 저하에

가장 치명적인 sIgma 상의 석출을 억제하기 위한 최척의 조성을 찾고자 하였다.

2. 최적 조생의 도출

칙적 조성의 도출은 합금 원소 함량의 여러 조합으로 이루어진 후보 합금

중 600-800°C 온도 구간에서 sIgma 상의 석출 구동력이 대표 조성을 가진 기준

합금 (SAF2205) 에서 보다 작으면서 이에 비해 고온 austenite 를 안정화시키고

MZ3C6 의 석출 구동력을 증가시키지 않는 조성을 최적 조성으로 택하여 이를 도

출하고자 하였다.

합금 원소의 성분을 변화시켜 가면서 최적 조성의 도출 작업을 본격적으로

시도하기 이전에 기본적으로 얄아투어야 할 점은 각 합금 원소들이 구조용강의

성질에 미치는 얼반적인 영향들이다. 이들은 표3-3에 정리한 바와 같으며， 합금

설계에 앞서 조성 변화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제한 범위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

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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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3 Effects of alloying elements on the property of

structual steels

C Austenite 에 끄용하여 닫금질떠 다르탠서01료렬 섭섬시키1펴， 합량 뜸가와

함께 마르텐사이트의 왜곡율을 상승시켜 담금질 경도를 증가시낀다.

Fe. Cr. Mo. V 듬과 탄화물을 만들어 강도를 증카시킨다‘

탄소량의 증가와 함께 인장강도는 뜸가하나 용율점은 내려간다.

N AI. Ti. Zr. Nb 등과 결합하여 결정 압자를 미서|하게 한다.

인성을 저하시키고 륙히 저뜸 인성율 해친다.

Cr 경화능， 뜨임 저항을 크게 한다. 내식성을 크게 한다.

안정한 탄화툴툴 만률기 쉬우므로 칩탄을 촉진한다.

Ni-er 강은 뜨임 추|성이 크게 된다‘

Ni 경화능을 증가시키고 대형채의 열처리룹 용이하게 한다.

저온 취성을 방지화며 내식성을 개섣한다.

Mo Cr 과 안정한 복탄화물울 만들어 뜨임 저항을 증대시킨다.

따라서 M。 단독보다 Cr 과 명용하면 효과가 크며 경화능을 증대시킨다.

결정랍 조대화 온도률 상승시킨다 Ni-Cr 강의 뜨입 휘성율 감소시킨다

Mn 경화능을 증가시키고 강도롤 높여주나 뜨임저항을 증가시키지 않는다.

탈산체로서 유효， 유황과 결합하여 피삭성될 증가시키고 적얼추|성을 방지.

그러나 이 원소를 다량 칩가하게 되면 엽기성 용해로의 경우 로재의 칩식이

증대되어 해를다.

Si 용강 중의 규소 산화물은 Mn 산화물 등과 결합하여 부상탈이가 용이하므로

탈산제로서 가장 유효하다 Ferrite 상울 강화하여 300°C 이하의 뜨임

저항섭을 크게하나 2x 이상 첩가하면 소성가공성을 해치므로 첨가에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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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 절에서의 분석 결과를 보면， 최적 조성을 도출할 때 7 가지 합금 원소를

모두 고려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C 는 고온 austenite 안정

화나 sIgma 상 석출에 별 영향을 주지는 않으면서 많이 첨가될 경우 고용 강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나 반면 M 23C6 의 석출을 촉진시켜 인성이나 내식성 저하

를 야기시킬 수 있다 Si 은 austenite 안정화에 별 영향을 주치 않는 반면

sIgma 상 석출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첨가는 하되 1% 이하가 되어야 한다. 또한

Mn 의 경우 고온 austenite 안정화에 대해서는 Si 와 비슷한 상황아나， sigma

상 석출과 관련되어서는 그 함유량이 척을수록 유리하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의 Duplex steel 에서 강도나 탄화물 석출이 큰 문제가 되지 않는 점으로 보아

C 의 양은 현 상태를 그대로 유지해도 무방할 것으로 생각되어 C 함량을 대표적

조성안 O.024wt% 로 고정하였으며 Si 함량은 대표적 조성인 0.4 와 본 연구에서

셜정한 상한치 l 의 중간인 0.7 wt% 로 고정하였다. Mn 은 계산상으로는 함량

이 적을수록 유리하지만 표 3-3에 정리한 바와 같이 제강 공정 상의 또다른 목

적으로 첨가될 필요가 있으므로 본 연구애서는 duplex steel 에서의 대표적 함량

의 절반 수준인 0.8 wt%로 고정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에 의하여 최적 조성의

도출은 그 대상이 Cr, Mo , Ni, N 의 4 가지 합금 원소 만요로 압축되었으며 다

음과 같은 계산 과정을 통해 최적화하였다.

대부분의 문헌에서 austenite/fenite 비율을 조절하기 위한 열처리 온도는

1050-1100°C 의 범위를 택하고 있다. 이러한 온도 범위는 시간과 경비라는 제반

조건을 고려하여 얻어진 최적의 열처리 온도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이 온도 범위를 대폭 벗어난 열처리는 용이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본 계산에서

도 열처리 온도를 같은 범위로 가정하였다. 또한 50°C 의 온도 차이가

austenite/ferrite 분율에 마치는 영향이 그리 크지 않고 또한 이로 인해 sIgma

상의 석출 구동력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더 작으므로 여러 열처리 온도에서의

계산은 필요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Cr, Ni, !\tlo 및 N 의 최적

조성을 도출하기 위해 우선 N 을 대표적 조성인 0.14 wt% 와 이 보다 약간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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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에 대해 언i 을 4.5, 5.5, 6.5, 7.5 wt%조성 0.2 wt% 로 고정하고임의의

몰 분율을 Duplex steelferrite 의온도에서열처리변화시키면서 l050°C 의로

계산조합을조성에서와 같은 0.46 수준이 되도록 하는 Cr+Mo 함량의의 대표적

Cr, Ni, Mo, N 함이때 Mo 함량의 변화는 0-4 wt% 가 되게 하였으며하였다.

λLsIgma이루어진 후보 합금 중 600-800°C 온도 구간에서조합으로량의 여러

보다 작으면서(SAF2205) 에서합금기준가진조성을구동력이 대표의 석출

떨어뜨리지Cr 농도를내austenite안정화시키고고온 austenite 를비해이에

조성으로 택하여 합금 설계를 마무려 하고자 하였다.않는 조성을 최적

조성으로 하고 대표적인 후조성을 초기그림 3-1은 1050°C 에서 fernte 의

Sigma보 합금에 대해 700°C 에서 sIgma 상의 석출 구동력을 계산한 결과이다.

있는가장 큰 문제가 되고특성에서기계적

만큼 새로 설계될 합금은 기존 합금에서

상의 석출이 현재의 duplex steel 의

석출 구동력이 무조건보다 sIgma 상의

SAP삼은합금으로기준점션은그은수평으로3-1에서그림낮아야 한다.

전 온도 구간에서2205 steel 의 각 온도에서의 석출 구동력을 나타낸다. 계산된

기준 합금보다 낮은 sIgma 상 석출 구동력을 나타내는 후보 합금은 0.14 wt% N

8 개， 0.2 wt% N 그룹에서 6 개로 모두 14 개 정도이며， sIgma 상의그룹에서

높을수록)， 그리고 N 함(Mo 함량이낮。*로
를를끼-=j

낮을수록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석출 구동력은 Ni 과 Cr 함량이

었다.량 역시

고온만족시키더라도조건을첫번째대한구동력에석출상의Sigma

변화austenite 의 안정성이나 austenite 내 Cr 농도를 바람직하지 못한 방향으로

따라서 첫번째 관문을 통과한 14 개 합좋은 합금 셜계라 할 수 없다.시킨다면

분율의 변화를온도에 따른 austenite 평 형금에 대해 950°C 이상 온도 영역에서

도온950°C 이상보았다.계산하여계산하였고， 800°C 11정C5 의 석출 구동력을

그림 3-2에계산한 결과는변화를분율의온도에 따른 austenite 평 형영역에서

섣은

기준 합금에서의 계산 결파이고 중간 굵기의 선들은 0.2 wt% N 계의 6 개 합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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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가느다란 선들은 0.14 wt% N 계의 8 개 합금에 대한 계산 결과이다. 선들

이 대단히 중첩되어 있기 때문에 그렴 상에서 각각의 합금을 구분할 수는 없으

나 계산 결과로 부터 N 과 Ni 및 Cr 함량이 모두 높을수록 고온에서 austenite

를 안정화 시킨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0.14 wt% N 계 8 개 합금 모두

기준 합금보다 고온에서 austenite 분율이 낯은 반면， 0.2 wt% N 계 6 개 합금

은 Cr~ Ni 함량에 관계 없이 모두 그 반대 경향을 보였음온 주목할 만하며， 이로

부터 고온 austenite 의 안정화에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원소는 N 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M겸C6 의 석출 구동력은 대부분의 후보 합금에서 기준 합금

보다 유리한 것으로 계산되었으며 Mo 의 함량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면서 Mo

함량이 적을수록 M23C6 의 석출 구동력이 작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상의 결과로 부터， sIgma 상 석출 구동력과 관련된 첫번째 조건을 만족

시키는 14 개의 후보 합금 중 0.2wt% N 을 함유한 6 개 합금은 인성， 용접성 및

업계부식에 대한 내식성 풍 모든 부분에서 기존의 SAF 2205 duplex steel 을 능

가하는 특성을 보일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표 3-4에는 본 연구에서 선정한 40

개 후보 합금의 조성 및 위의 세가지 특성 각각에 대한 명가 근거와 함쩨 각 계

산 결과를 0 , X 형식으로 표시하였다. 즉， 각 항목에 대해 “ 0" 는 거준 합금

보다 우수한 특성이 예상됨을 나타내고 “ X" 는 그 반대임올 나타낸다. 각 특성

에 대한 조성의 영향을 나타내기 위해 항목 별로 가장 우수한 특성과 그 다음

우수한 특성이 예상되는 합금을 각각 "000" 및 “ 00" 로 표시하였으며 반대의

경우눈 "'XXX" 와 "xx." 로 표시하였다.

3. 요약 및 앞으로의 연구방향

Duples steel에서 인성， 용접성， 입계부식에 대한 내식성 및 기계적 특성을 저

하시키는 미세조직상의 요인을 분석하고， 그러한 미세조직의 형성에 미치는 조성

의 영향을 열역학 계산을 통해 밝혀 내었으며， 이로부터 기존의 duplex steel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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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4 Com position of candidate alloy and calculate res 니Its

on toughness weldability and intergranuar corrsion

resIstance.

Alloy Composition (wtx) Toughness Weldability IGC resistance

Driving Force High Temp. Drv. Force

” Ni 센。 Cr 。f Sigma Austeni t.e x 。f M23C6

0.14 7.5 0.0 27.20 x -
0.14 7.5 1.0 26.23 x - -
0.1:! Fl·,. 그r- 2.0 25.26 X -
0.14 7.5 3.0 24.30 x - -
0.14 7.5 4.0 23.34 x - -
0.14 6.5 0.0 25.00 x - -
0.14 6.5 1.0 25.00 x - -
0, 14 6.5 2.0 23.99 x -
0.14 6.5 3.0 22.99 X - -
0.14 6.5 4.0 21.98 x .
0.14 5.5 0‘ o 24.7깅 K - -
0.14 5.5 1. 0 23.74 x - -
0.14 5.5 2.0 22.69 o x o
0.14 5.5 3.0 21.64 o X x
0.14 5.5 4 ‘ O 20.58 。 x X
0.14 4.5 0.0 23.54 o xxx 000
0.14 4.5 1. 0 22.45 o xx 00
0.1 4- 4.5 2.0 21.35 o X o
0.14 4.5 3.0 20.24 00 x o
0.14 4.5 4.0 19.13 000 x o

0.20 7.5 0.0 28.52 x - -
0.20 7.5 1. 0 27 ‘ 57 x - -
0.20 7.5 2.0 26.61 X - -
0.20 7.5 3.0 25.66 x - -
0.20 7.5 4.0 24.71 X -
0.20 6.5 0.0 27.32 x - -
0.20 6.5 1. 0 26.33 x - -
0.20 6.5 2.0 25.33 X - -
0.20 6.5 3.0 24.34 x - -
0.20 6.5 4.0 23.35 x - -
0.20 5.5 0.0 26.09 x - -
0.20 5.5 1.0 25.06 x -
0.20 5.5 2.0 24.03 x - -
0.20 5.5 3.0 23.00 o α] o
0.20 5.5 4.0 21.96 o ∞o o
0.20 4.5 0.0 24.85 x - -
0.20 4.5 1. 0 23.77 o o 00
0.20 4.5 2.0 22.69 o o o
0.20 4.5 3.0 21.61 o o o
0.20 4.5 4.0 20.52 ∞ o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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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해 우수한 기계적 특성을 가지랴라 예상되는 최적의 조성을 도출하였다. 기계

적 특성 및 미세조직， 합금조성과의 상호관계를 정리하면 표 3-5에 나타낸 바와

같다.

본 연구는 현재 “ ART" 의 수준에서 진행되는 alloy design 을 “SC모NCE"

의 수준으로 끌어 올리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 계산 결과 열어진

최적 조성은 소재의 용도 냉간 가공 동을 비롯한 기타 공정 과정으로 인한 특성

변화， 또는 본 연구 과정에서 고려하지 않은 다른 기계적 특성 둥을 고려하여，

시행오차를 거듭함으로써 보다 완벽한 조성으로 바뀔 수 있을 것야다. 이러한

연구 기법이 보다 본격적으로 활용될 수 있기 위해서는 성분 변화에 의한 마세

조직 조절 외의 다른 공정의 효과를 계산에 고려할 수 있는 모델이 만들어져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실제 합금 제조 및 평가를 통한 feedback 이 축적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그 결과에 따라 본 연구 기법의 신뢰성과 활용성이 동시에 평

가될 수 있을 것이다.

제 4 절 오스태나이트계 스테언래스강 합금셜계

1. 합금셜체를 위한 접근방법

Stainless steel 은 철강의 최대 결점인 녹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표층부에 부

동태를 형성해서 녹슬지 않는 성질을 갖는 강으로， 주성분으로서 Cr 을 함유하는

특수강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넓은 의미로는 합금 원소량 5% 이상의 내

식， 내산， 내산화 또는 내열성을 갖는 합금강을 총칭하는 경우도 있다. 스테인레

스 강은 성분상으로 Cr 계 C13Cr강， 18Cr강) 와 Cr-Ni 계 (18Cr-8Ni) 로 대별되

고 금속조칙척으로는 Cr 계는 ferrite 계와 martensite 계로 Cr-Ni 계는

austenite 계로 구분된다. 이중 18-8 강은 austenite 계 스테인레스 강의 대표적

인 강종이다. Cr-Ni 강의 연구 역사는 1909-1912 년에 걸친 독일 Strauss 의

열전대 보호관 Cr-Ni 강 연구로 부터 시작되며 여로부터 고Cr 강 및 고Cr-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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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5 Relations between mechanical property , microstructure

and alloy composition in duplex stainless steels

Property Structure Alloy Design

Strength Solution hardening MO,C,N
Precipitation

- Cr-rich bcc Cr

Toughness Precipitation Cr,Ni ,N •
- sIgma 0.4 wt% < Si < lwt%
- Cr-rich bcc Cr

Weldability Austenite stablization Cr,Ni t
N • •

IGC Resistance Cr content in austenite
- M23C6 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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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2강종으로 발전되었다， 현재의 18-8 강의 기초로 된 고Cr-Ni 강은 독일

륙허를 근거로하여 Krupp 사가 상품화한 “VIM'’ (.15% C, 14%Cr, 18%Ni>,

"V2A’'('25%C, 20%Cr, 7%Ni> 의 2종이다. 그후 연구가 계속되어 내식성 뿐만

아나라 가공성， 기계적 성질을 고려하여 소위 18-8 강에 도달했다. 표 3-6은

austenite 계 스테인레스 강의 발달 과정을 나타낸다[3-131 Austenite 계 스테

인레스 강은 내식성은 물론 용접성 인성에 있어서도 Cr계 스테인레스 강보다 우

수하므로 고급의 용도에 거의 이용되고 있다. 이는 C 0.1% 이하， Cr 18%, Ni

8% 가 기저 (base)를 야루지만 용도에 따라 Ni, Cr 량을 변화한 강， Mo , Ti, Nb,

eu 둥 특수 원소졸 첨가한 많은 강종이 용도에 따라 사용되고 있다.

본 연구는 원자력 구조채로서의 austenite 계 스테인레스 강 국산화를 위한

연구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입계부식 저항성과 고온 가공성의 개선에 중

점을 두었으며， 상평형 열역학에 이흔적 기초를 두고 컴퓨터계산에 의해 기존의

austenite 겨11 stainless steels 의 특성을 개선하기 위 한 합금 설계 방안올 제시함

을 목적으로 하였다. 즉， 기존의 보고된 실험 자효를 바탕으로 austenitic steels

의 조성과 미세조직 및 거계적 특성 간의 상호관계를 명확히하고 기계적 특성의

저하에 미치는 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후 최적의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미

세조직을 얻기 위한 최적 조성을 열역학 계산을 통해 도출하고자 하였다. 열역

학 겨}산에는 제 2 절에서 서술한， Fe ‘ Cr-Ni-Mo-!v1n-Si-C-N 8 원 합금계에 대

해 수식화된 열역학 자료률 이용하였다.

최t적 조성의 도출올 위한 합금 설계에는 우선 “합금강 조성 •• 미세조직

•• 기계’적 특성” 으로 이어지는 상호 관계를 명확하게 정려할 필요가 있다. 이

로부터 기계적 특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미세조직상의 어떠한 요소이고 그러한

미세조직을 야기시키는 요인이 다시 여러 합금원소 중 어느 것인가를 도출해내

야 한다. 기계적 특성과 며셰 조직 간의 관계는 거 보고된 실험 자료를 이용할

수 있고， 미세 조직과 조성 간의 관계는 열역학 계산이라는 tool을 이용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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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6 History of development of austenitic stainless steels

뼈

내입겨l부식성 개량 1SU앓04 I 내입계부식성 개량 1SUS3여L I
(C 량 저강) r..v ......

v
.. I I (c 량 저갑)

(Ti 절가)
~’IS원‘‘,

Wb. Ta 칩카)ISUS떠7 l’

내산화성 개량 1...., 1,.. .... "'''''' , 내산회성 개량 | 내신화섬 개량

IsU없SUS308
(Cr.Ni 량 증가) I"'''''''''''''''' I (Cr. Ni 량 증가) J (Cr.Ni 량 증가)

가공경화십 억쩌l | 가공경화섬 억 지| 냉간가공성 개량

{잉S305 빼} 鍵
(Ni 량 증가} ) (Cr저갈. Ni증가) I I (Cr저감， 퍼증가)

내산화성 캐랑

~‘\S빠 내산성 개량 1SUS316J1t내입계부식성 개링 1SUS316JIL I316J11 ISUS316Jl
(M。 첩가) (M。저감，야첩가) , , (C 랑 처강)

(C 저감) 1SUS317 I 내입계부식성 개 ~SUS3~7L I317 I ._ ~， _._to ISUS317L
(C 랑 저강)

빼 내응력부식균열성 개량

I*su없29J11
(Ni 저김. Cr 증가)

• Duplex

카공경화성 부여 l ...tl~"' I'\" I 석훌경화능 부여
1 SUS떠1 ISUS301

(Cr.Ni 량 저감)
I~U~-~ I (A1 점가)

쾌삭성 부여

P증가) I(S증가뺑껴뻗 |

(S증가.Se점가~않O잃el

Ni 절감

1SU때

닉뀐웰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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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본 절에서는 스테인레스 강의 제반 특성에 미치는 합금 원소의 영향과 며

세 조직 상의 영향을 보고된 자료 분석을 통해 알아보고， 이 중 공정 과정 중의

변수 보다는 조성 변화에 의한 변수에 보다 많은 영향을 받는 “미세조직 •• 기

계적 특성” 간 인과 관계를 찾아내며， 이를 조절하기 위한 열역학적 계산 상의

접근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가. 합금강 조성 및 미세조직 기계적 특생간 관계분석

스테인레스 강의 특성에 대한 주요 원소의 영향에 대한 개요는 표 3-7에

정리한 바와 같다[3-되. Austenite 계 스테인레스 강은 응고 이후 비교적 긴 온

도 영역에서 austenite 단상 조칙으로 유지될 수 있는 평형상 조직윷 나타내므로

용접성이 일반적으로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려할 만한 용접의 영향으로서

고온 균열을 들 수 있는데， 이는 응고조직이 완전히 austenite 단상얼 경우 응고

시 수축으로 인한 응력의 발생이 원인이며， 용접 조직이 약간의 o-ferrite 를 포

함하도록 유도함으로써 피할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외에 조직내에 포

함되어 있는 borides 둥 처융점 상이 용접사의 가열로 인해 액화됨으로써 다양한

형태의 “liquation cracking" 을 야기시킬 수 있으며， Nb 첨가강의 경우 용접시

용해되었던 Nb(C,N) 이 다시 석출되어 low ductility creep rupture cracking 을

야가시키는 경우도 있다. 또한 "weld decay" 라는 용어로 잘 알려진 현상으로

열영향부에서의 M정C6 의 입계 석출로 입계 부식이 발생하논 경우를 들 수 있다.

이러한 업계 부식은 구조재로서의 austenitic stainless steels 에서 가장 재션의

목표가 되는 부분으로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으며， 현재 이를 막기 위한 방법

은 l050°C 에서의 용체화처리， 900°C 근처에서의 "healing" 처리，Nb 또는 Ti 에

의한 안정화처리， O.03%C 이하 극저탄소의 함유 및 용접시 업열량의 감소 둥이

사용되고 있다.

Austenitic stainless steel은 광범위한 부식환경 속에서도 부식에 대한 저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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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7 Effects of alloying elements on stainless steels

Carbon

c 는 내식성 연에서 적몹수록 좋고 화학긍업용에， 특히 내식성을 필요로하는 경우 Austenite 계에서

0.03" 이하로 하는 규격도 있다. 그러나 c 가 낮으면 경도와 강도가 낯아진다.

일반적으로 Ferrite 계. Austenite 계는 쩨조원가와 관련이 있지만 c 가 낯을수륙 쫓·은 영항이 있다

Martensite 계에서는 용도에 따라 적당한 c 량이 쓰여진다.

αlromiUlll

Cr 온 Fe 의 부동태확대 가장 필요한 윈소로서 여려가지 산애 충분한 내식성을 갖는떼는 12% 이상의

Cr 이 필요하다. 그러나 시용 분위기카 밍S04 라폰가 HCl 같몬 비산회성의 경우해는 Cr 의 엉가만

므로는 강의 내식성을 개섣할 수 없다. Hi과 공흔에 의해 내식섣·은 채산된다 Austenite 계에서는

Cr l?x 이상이 보쁨이다. 그오I Cr 은 경화능 풍태， 내마모성 즐·대따 71 히한다.

Nickel

Cr 계 스테인레스 강에 Ni 이 첨가되연 기겨|적 성질이 개선된다. 스태잎레스 강에 있어서도 Ni 의

첩가에 의해 비산화성 분위기에서의 내식성이 개선된다 Martensite 계에서는 2.5x 까지가 첩가

되지만 Ni 량 증가에 와해 훌링에 의한 연화카 곤란하다 Cr-Ni 겨l 스태인혜스 강에서는 Ni 운 Cr

과 공존해서 각종의 불위기에서 내석성을 개선한다. Ni량이 많을수록 내식성이 증가하고 40" 이상

이 되면 뼈C12 용액 중의 응력부식관열 방지어| 유효하다. 또 Austenite 외 안정화어| 기여하고 18x

Cr의 경우. lOx Ni 이상으로 상온에서 Austenite 는 안정하게 된다. Ni 홀 고은에서 S와 저융점의

NiS 혈 입계에 샘섬시켜 추|악하므로 고 Ni 강의 가열에는 유왕이 낮온 증유룰 사용휠 필요가 있다.

MolybdeniUIII

l성 는 Cr 계 스테인러|스 강에서는 비산화성 분위기에 대힌 내식싱울 개신하고 특히 cu 와 공존하면

그 효과는 크며 공식의 방지에도 유효하다. Cr-Ni 계 스테인레스강때 대해서도 부동태률 강화하는

작용을 하며 2" 이상의 첩가로 내식성 록히 내유산성을 좋게 한다. 또 M。 는 austenite 계에 대해

서도 공식 방지에는 유효하지만 입껴l 부식에는 그다지 효과가 없다 M。 는 탄화를 형성 원소로서

austenite 를 블안정하게 하므로 Mo 를 점가힐 때는 Ni 람을 증가할 필요가 있다.

Copper

cu 는 비산회섬 분위기에 대한 내식성을 개선한다. 또 M。 와의 공존으로 그 효과는 크다. 열긴

가공섬에 대해서 적얼 힘싱의 경향을 나타내 유해하지만 3χ 전후 칩거해서 석출경회에 기여하거나

냉간타발성 개섭에 유효한 작용을 흰다.

Ti tanium , Niobium

ri. Nb 어느것이나 안정한 탄화를율 만들고 c 읍 고정해서 austenite 계 스테인레스 강의 입겨|부식

방지에 유효하다. 그러나 Ti 는 대강(빼짧) 에서는 표면상태에 반침이 생키는 원인이 되는 경무가

있으므로 점카법에는 주의를 요한다.

Manganese

뻐 은 austenite 안정화 윈소로 Ni 대용으로 사용되며 그 경우 Ni 랑의 약 2배률 필요로 한다.

내식섬에는 그다지 영향이 없지만 Cr 이 15x 이상으로 되면 Slφa 상이 냐타나기 수|우므로 주의-

Mitt。잉en

M흔 austenite 률 안정하게 하고 Ni 대용으로된다. 내식성에는 영항이 엉고 상은， 고온에서의

강도률 증가한다. 그러나 sigma 상 형성율 조장하는 작용이 있다. 강중에 M을 칩가하기 위해

서는 맘질소 ferro-<::r 이나 질회망간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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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매우 큰 재료이다- 그러나 cr 이온이 존재하는 환경에서는 위와 같은 내

식성이 떨어지며 I !vio 를 첨가한 경우 공식 (pitting corrosion) 에 대한 저항성을

증가시킴으로써 전반적인 내식성이 향상된다. 스테인레스 강의 공식은 금속조직

적으로 불균일 할때 입계나 황화물 또는 산화물， 8-fenite 동의 계변에서 더욱

쉽게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에 대한 많은 연구 결과들이 보고되어 있

으나 아직 만족할 만한 수준의 공통적인 견해는 없는 실정이다. 한편 응력부식

균열 (stress corrosion cracking) 은 입내나 업계에서 모두 발생할 수 았으며， 공

식이 발생하는 조건에서 더욱 촉진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입내 균열은

stacking-fault energy 가 낮은 조성에서 평면상의 전위 배열을 야기시킴으로써

더욱 악화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으며 업계 끌열은 M23C6 동의 석출로 인한

Cr 고갈 영역의 발생이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Ni 함량이 적은

ferrite 계 또는 matensite 계 스태언레스 강의 경우 입내 SCC 가 발생하기 않으

며 따라서 fenite 와 austenite 가 미 세하게 섞 여 있는 duplex stainless steels 은

입내 SCC 에 대해 우수한 저항성을 가지고 있다. (이는 duplex stainless steels

의 개발 이유 중의 하나이기도 하다). Ni 이 30% 이상 다량 함유된 경우， 또는

고-Si 의 경우 입내 SCC 저항성은 향상되며 격자간 원소의 함량이 낮은 경우

입계 sec 저항성이 향상된다는 보고도 있다. 그러나 sec 에 대한 근본적인 대

책은 유해한 부식 환경을 피하는 것이 최상으로 인정되고 있으며 조성의 변화에

의한 sec 저항성의 개선은 그 효과가 크지 않다.

Stainless steels 의 조성， 미세구조와 강도 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

틀이 이루어져 왔으며 이를 예측하기 위한 많은 설험식틀 역시 발표되었다.

Stainless steels의 강도를 예측하기 위환 실험식의 예는 다음과 같다[3-14].

0.2% Proof stress (MN/m2
) = 15.4 {4.4 + 23C + 1.3Si + O.24Cr + O.94Mo +

1.2V + O.29W + 2.8Nb + 1.7Ti + a.82A1 + 32N

+ a.16(8-ferrite) + 0.46d-1f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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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nsile strength (MN/m2
) == 15.4 {29 + 35C + 55N + 2.4Si + 0.11 Ni + 1.2Mo

+ 5.0Nb + 3.0Ti + 1.2AI + 0.14(o-ferrite) + 0.82f 1f2 },

d : mean linear intercept of grain diameter (mm)

t : twin spacing (mm).

Reduction of area (%) == 77 + 0.81 Si + 0.94Mn + 1.3Cu + 1.6AI - O.20Ni

- 6.6Nb + 0.99f 1띠
- 1.0d-1/2

일반적으로 업자 크기가 작으면 항복응력은 증가하며， 쌍정 크기 (twin spacing)

는 항복웅력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것으로 보고되어 있다. 그러나， 인창웅

력의 경우 쌍정이 미세하게 많이 발달한 조직은 업자 크기 보다 쌍정의 크기가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고， 강 조직와 stacking-fault energy 는

이러한 쌍정의 크기에 영향을 줌으로써 강도와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었

다. o-ferrite 는 분산강화 효과에 의해 항복강도와 인장강도를 향상시킴은 물

론， 상대적으로 연한 austenite 에 변형 집중으로 인한 가공 경화를 야기시킴으로

써 항복강도를 향상시킨다논 보고도 있다. 또한 인장강도의 경우 o-ferrite 에

의한 강화의 80% 는 C 와 N 퉁 격자간 원자의 austenite 로의 면중에 의한 것

아라는 것이 보고되었다. c 와 N 동 격자간 원자들은 고용강화 효과가 크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Martensite 는 강의 연성은 물론 강도에도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가공 단계 이전에 형성되어 있는 martensite 의

양은 그 양이 적을 때는 항복강도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20% 까지는 항

복강도를 낮추고， 35% 정도 까지는 자체 발생하는 내부 응력으로 인해 별 영향

이 없는 반면 35% 이상에서는 양에 비례해 항복강도흘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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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또한 martensite 가 인장강도에 미치는 영향은 복잡하기는 하나 그 증

가효과가 다음과 같은 식으로 표현원다[3-14].

Tensile strength increase, bY (MNfm2
) = 185 + 9.84(%ML

아로부터 강의 강도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martensite 생성온도를 예측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다음의 설험식을 이용할 수 있다[3-14].

Ms(OC) =502 - 810C - 1230N - 13Mn - 30Ni - 12Cr - 54Cu - 46Mo.

M뼈아°c) = 497 - 462(C+N) - 9.2Si - 8.1 Mn - 20Ni - 13.7Cr - l8.SMa.

Ms 는 martensite 생성 온도를 Md30 는 찬변형률 0.3 에서 50% 의 martensite 가

생성되는 온도를 나타낸다. 이 외에도 Nb(C,N) 또는 Ti(C,N) 형태의 탄절화물

을 유도함으로써 석출 경화 효과를 얻을 수도 있으며 위의 단질화물은 강화효과

이외에도 Mo 와 더불어 creep 저항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

Martensite 는 전반적으로 연성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한다. 강의 연성을

감소시키는 요인은 이외에도 비금속 게재물과 탄질화물을 들 수 있으며 5

-feπite 는 특허 고온 연성을 나쁘게 한다고 얄려져 었다. Sigma 상 석출은 인

성에 나쁜 영향을 주지만 B-feπite 가 없는 경우 석출 속도가 느려 큰 영향은

없는 것으로 보고되어 었다.

Martensite 와 Ii -ferrite 가 가공경화에 의해 강도를 증가시키는 만큼 이들

의 존재는 가공성 (workability) 에-논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상적인

martensite 의 생성 거동은 가공 단계 직전까지는 형성되지 않아 유동웅력올 증

가시키지 않고， 가공 단계에서 적절한 양야 생겨 가공경화에 의해 균얼한 변형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가공온도가 Ms 와 Md 사이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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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경우 가능할 것여다· &-feπite 의 겸우 약 5% 이상이 될 경우 고온 가공성

여 매우 나빠진다는 보고가 었다.

이상으로 austenite 계 스테인레스 강에서 조성， 또는 미세 조직어 제반 기

계적 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본 연구의 주제가 보다 나은 기계적 특

성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되는 새로운 조성의 강을 설계하고자 하는 것인 만큼

유리한 특성을 나타때는 미세 조직을 유도할 수 있도록 열역학 계산을 통해 미

세 조직과 조성의 관계를 밝히고 이를 새로운 조성을 찾기 위한 도구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때 공정 과정에서 야기되는 미세조직， 즉 입자의 크기

라든가 가공량， 가공 온도 둥의 효과는 본 연구의 주제로 부터 벗어나므로 본 연

구에서는 이라한 변수 효과를 제외하였다. 또한 비금속 게채울 둥

Fe-Cr-Ni-Mo-Mn-Si-C-N 8 원 합금계에서 벗어나는 원소로 인한 미세조직의

변화 역사 논외로 하였다. 다만 Nb(C ,N) , Ti(C,N) 동은 추후 Nb 와 Ti 를 추가

로 고려할 예정이므로 이들 탄질화물의 영향을 포함시켰으며， 야러한 상태에서

앞서 고려한 용접성， 내식성， 강도， 연성， 안성 및 가공성 풍 관심의 대상이 되는

제반 특성에 대한 접근 가능한 미세조직 상의 요인과의 관계률 정려하면 표 3-8

과 같다.

나. 열역학 계산을 통한 접근방법

표 3-8에서 제시한 미세 조직 상의 요인 중 Nb{C, N) , Ti{C, N) 탄질화물

은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아직 완벽한 열역학 수식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

므로 본 연구에서는 고려 대상에 포함만 되었을 뿐 아직 본격적인 계산에 고려

되지는 않았음을 밝힌다. 따라서 현재 본 연구에서 합금설계 대상오로 한 강종

은 Mo 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 304, Mo 가 포함된 경우 316 type 의 강을 기본

으로 하고 있으며， 321 과 347 둥은 제외하였다. 다만 이들 강종에 대한 초보적

인 계산 결과는 본 절의 뒷 부분에서 언급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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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8 Relation between property and structure in austenitic

stainless steels

Weldability

Intergraular Corrosion

Pitting Corrosion

Stress Corrosion Cracking

Strength

Ductility & Toughness

Workability

8-ferrite. Nb(C.N)1τHC.N), M23C6

C-content , M강C6. Nb(C.N) lTi(C.N)

PRE , f>-ferrite

Stacking-fault energy , MZJC6 , &-ferrite

O-ferrite. SF energy. Martensite.

Composition, Nb(C.N)/Ti(C , N)

o-ferrite. Martensite , Sigma phase.

Nb(C.N) lTi(C.N)

Martensite , &-ferr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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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8에 정리한 결과를 보면 각 미세조직상의 요인들이 여러 특성에 동일

한 영향을 주지는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8-ferrite 는 용접성， 강

도， 둥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존재하는 것이 좋으나 공식 저항성이나 연성， 고온

가공성 둥을 위해서는 적을수록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미세 조직

상의 요인이 각 특성 간에 상반되는 영향을 미치는 경우 본 연구에서는 원차력

구조채로서 가창 중요한 특성인 입계 부식 저항성 개선에 최우선을 두었으며 고

온 가공성 및 기타 내식성에 비충을 두어 이들 특성을 개선시키는 방향으로 합

금 설계를 서도하였음을 밝힌다.

앞서 에로 든 8-ferrite 의 경우 이는 austenite 계 스태인레스 강에서는

액상으로부터 웅고시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 그림 3-3에는 316 강에 해당하는

조성 (17.5 Cr-12.5Ni-2.8Mo-1.5Mn-O.5Si-O.08N-O.02C 이하 316_YS 로 표기 )

의 강에 대해 액상을 포함하는 고온영역에서 온도에 따른 평형상의 종류 및 양

을 계산한 결과이다. 이로 부터 이 조성의 316 강을 액상으로 부터 평형에 가깝

게 서냉 시키는 경우 8-ferrite 가 austenite 보다 먼저 형성되기 시작하며 최대

27% 정도의 mole % 까지 형성되었다가 고상 변태를 통해 다시 austenite 로

변태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실체 공정은 평형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응고 도중 형성될 수 있는 8-ferrite 의 최대량은 계산된 양 보다는

척을것이고 형성된 B-ferrite 역사 고상변태를 통해서 모두 없어지는 것이 아니

라 어느 정도 남아 있게 될 것이다. 이를 정확하게 예측하기 위해서는 열역학

계산 뿐 아니라 웅고 및 고상 변태에 관한 속도론적인 요소를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불행하게도 야직 다원 합금계에서 이들을 모두 해결할 수 었는 속도론 모

텔은 제시된 것이 없는 상태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다른 근사적인 접근 방법을

택할 수 밖에 없다. 316L 에 해당하는 조성을 가진 강 <l7.5Cr-12Ni-2.35l\1o-.9

Mn-.6Si-.02C-.04N: 이하 316L_POSCO 로 표기) 의 경우 소정의 공정 과정과

열처리가 끝난후 남아 있는 8-ferrite 의 양이 약 9%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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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되었다. 이와 같은 조성에서 계산을 할 경우 8-ferrite 최대 형성량은 약

37% 정도이고 평형 상태가 유지될 경우 1250°C 어하에서 모두 austenite 로 변

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형이 유지되지 않는 실제 공정 과정에서 형성량이

37% 에 못미치고 austenite 로의 고상변태도 완벽하게 일어나지 않을 것임은 앞

서 밝힌 바와 같다‘ 이러한 평형으로 부터의 벗어납어 조성이 어느 정도 변하더

라도 그 정도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고 가정하고 실제 조직 내 8-ferrite 의

잔유량이 약 9% 였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를 고온 가공성이 크게 떨어지지

않는 조건인 5% 이하로 떨어뜨리기 위해서는 계산에 의한 8-ferrite 의 최대

형성량이 37% 보다는 훨씬 작아야 한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

구에서는 최적 조성을 도출할 때 계산된 8-ferrite 의 최대 형성량이 37% 이상

이 되는 조성은 고려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앞 절에서 조사된 바애 의하면 업계 부식은 계면에 Cr-rich 한 중간상이 형

성됨으로써 계변에 인접한 기지 내에 Cr 의 함량이 12% 이하로 떨어지는 것이

원인이다. 그림 3-4에는 316_YS 강에 대해 200-1000°C 구간에서 온도에 따른

평형상의 종류 및 양을 계산한 결과틀 나타내었다. Austenite 단상으로부터 온

도가 900°C 이하로 내 려 감에 따라 M23C6 와 Cr-짜(hcp) 이 형 성 되 기 시 작하며 업

계부식에 취약해지는 온도인 700-800°C 에서는 이들 상 이외에도 sIgma 와

laves 상이 형성되고 있다. 실제로 laves 를 제외한 모든 석출상들의 Cr 농도가

17.5% 이상이므로 이들 상들이 석출될 경우 인접한 austenite 에서의 Cr 농도가

초기 조성보다 떨어질 것을 예상할 수 있다. Sigma 는 치환형 원소 만요로 구성

되어 있고 석출이 시작되는 온도도 낮은 편이므로 상대적으로 M23C6 나 Cr，갱J 에

비해서는 형성이 늦을 것을 예상할 수 있으며 이는 앞절에서 sIgma 에 의한 인

성 저하 효과는 austenite 계 스테인레스 강에서는 속도론적인 야유로 심각하져

않다는 실험적 관찰과 일치한다. Cr생J 의 경우에는 사용한 열역학 자료가 CrzN

의 열역학적 안정성을 과대평가하고 있으며， 실제로 0.1% N 이하에서는 Cr: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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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 Equilibrium Mole Fraction of Phases in 316-YS Stainless
Steel as a Function of Temperature below Austenitic Reg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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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출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Cr펀 에서는 치환형 금속 원소 중 Cr

과 Mo 가 99%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Cr씌J 이 석출하기 위해서는 N 이

외에도 Cr 과 1\10 의 확산을 필요로 할 것이다. 반면에 1\123C6 는 Fe 을 제외

한 금속 원소의 농도가 CrzN 보다는 작은 편이므로 상대적으로 속도론적인 면에

서 석출여 용이하게 일어날 것을 예상할 수 있다. 결국， 비교적 고온에서 형성

이 가능하고 확산이 빠른 침입형 원자의 가여가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업계 부

식의 가장 큰 원인이 될 수 있는 석출물은 M경C6 라는 결론을 내렬 수 있다.

그렴 3-5에는 상황을 좀 더 단순화하여 Fe-Cr-C 3 원계 900°C 에서의

austenite 와 M낌C6 간 준평형 (meta stable) 상태도콜 나타내였다. 그림에서

굵은 선은 평형 상 경계 가는 선은 타이라인을 나타낸다. 점 o 는 초기 조성이

고， 점 A 와 M 은 현 조건에서 각각 atsteni않 와 M23C6 의 평형 조성을 나타

낸다.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석출 초기에 형성되는 M23C6 의 조성야 점

M 보다는 점 M ’ 에 가까울 것이고 따라서 이와 국부 평형을 이루는 austenite

의 조성 역시 점 A 보다는 점 A ’ 에 가까우리라는 것이다. 점 A ’ 에 해당하는

조성을 계산하기 위한 근사법으로 본 연구에서논 초기 C 농도를 거준으로 이 농

도에서 M껑C6 가 나타날 수 있는 최저 Cr 농도를 계산하였다. 이는 그림에서

A" 과 Mil 에 해당하는 국부 평형 조성을 계산한 것과 같다. 316_YS 에 대해

계산한 국부 평형 계산 결과를 표 3-9에 제시하였다. 계산 결과 석출 초기

M23C6 는 Cr 농도가 평형 조성인 66% 에 이르지 않더라도 55% 정도에서 형성

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때 국부 평형을 이루는 austenite 에서의 Cr

농도는 8.7% 로 입계부식 저항성을 위한 하한선인 12% 이하로 내려가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입계 부식 저항성을 예측하기 위한 접근 방법으

로서 ]\.123C6 의 석출 구동력과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은 방법으로 austenite 의

국부 펑협 Cr 농도를 계산하였다. 또한 이와 같은 방법으로 M껍C6 석출에 의한

입계 부식을 피할 수 있는 조성 변화의 가능성을 계산해 보았으며， 그 결과 금속

합금 원소량을 변화시켜 M껑C6 에 의한 입계 부식을 피하는 것은 어렵다는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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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9 Cacurated local eQuribrium austenitic and M23C S in

316-YS steels at 700 and 800°C , based on th e com position
12.5Ni-2.8Mo-1.5Mn-.08N- .02C (wt%)

T = 1073 K

FCC-Al#l Status ENTERED Driving force O.OOOOE+OO
Rωnber of moles 1.0000£+00. Mass 5.6017E+01 Mass fractions:
FE 7.39365E-01 CR 8.66346E-02 MN 1.50000E一02 N 8.00000E-04
NI 1.25000E-01 MO 2.80000E-02 S1 5.00000E-03 C 2.00000E-04

M23C6#1 Status FIXED Driving force O.OOOOE+OO
Num뼈r of moles O.OOOOE+OO. Mass O.OOOOE+OO Mass fractions:
CR 5.51427E-01 뻐o 1.85198E-01 NI 1.33989E-02 N 0 ‘ OOOOOE+OO
FE 1.97610E-01 C 5.11493E-02 뻐~ 1.21626E-03 S1 O.OOOOOE+OO

T = 973 K

FCC-A1#1 Status ENTERED Driving force O.OOOOE+OO
Number of moles 1.0000E+0ι Mass 5.6241E+01 Mass fractions:
FE 7.92930E-01 CR 3.30696E-02 MN 1.50000E-02 N 8.oo000E-04
NI 1.25000E-01 센o 2.80000E-02 Sl 5.00000~-03 C 2.00000E-04

M23C6#1 Status FIXED Driving force 0 ‘ OOOOE+OO
Number of moles 0.0000£+00 , Mass O.OOOOE+OO Mass fractions:
CR 4.35445E-01 MO 1.94292E-01 NI 1.70158E-02 N O.OOOOOE+OO
FE 3.01583E-01 C 5.04811£-02 뻐 1.18263E-03 81 O.OOOOOE+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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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얻었다. 다만 N 함량을 증가시킬 경우 austenite 의 국부 평형 Cr 농도를 증

가시킬 수 있으나 입계 부식을 피하가에논 부족하고 유일한 방법은 C 함량을 감

소시커는 것임을 알 수 있었다.

이상의 계산을 통해 austenite 계 스테인레스 강에서 업계 부식은 석출 초

기 단계에 평형 농도보다 적은 Cr 농도를 가진 MZ3C6 의 석출로 인한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할 수 있으며 austenite 의 국부 평형 Cr 농도플 올리는 방법으로는

C 함량을 줄이거나 아예 예민화 온도에서 오랜 시간 열처리를 하는 것 (healing)

이 효과적이라는 것을 설명할 수 있었다. Nb 또는 Ti 에 의한 안정화 처리는

완벽한 열역학 수식화 자료의 부족으로 정확한 계산은 현재 불가능 하지만 첨가

된 Nb 또는 Ti 가 C 보다는 N 과 훨씬 더 큰 친화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 따

라서 적절한 Nb 또는 Ti 첨가량을 계산할 때 C 함량 만을 고려해서는 곤란하고

N 함량을 같야 고려하여야 한다는 점은 현재의 열역학 계산 만으로도 결론을 내

릴 수 있는 부분이다. 본 연구의 계산 결과에 의하면 M2£6 석출을 픽하기 위한

Nb, Ti 의 최소 첨가량은 각각 C 와 N 함량의 8 배 및 4 배 (wt%) 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Nb 나 Ti 의 첨가는 모두 고온 8-ferrite 를 안정화시커는 원

소이므로 이를 막기 위해서는 또다른 조성의 조절이 필요하다. 이에 대한 본격

적인 계산은 차기년도에서 다루어칠 것이다.

공식 저항성을 위해서는 강 조직이 균일해야한다는 점 이외에는 정량적으

로 다룰 만한 미세 초직 상의 요인이 없는 설정이다. 본 연구에셔는 공식 저항

성에 대한 조성의 영향을 거시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다음과 같은 설험식을 이용

하였다[3-15].

PRE (Pitting Resistance Equivalance)

= "IoCr + 3.3%Mo + 30%N + O.5%Ni - O.5%Mn - 300/0C

앞 절에서 입내 SCC 와 관련하여 Stacking-Fault Energy 가 높을수록， 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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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량이 30% 이상 높을수록 강의 저항성이 높아진다는 실험적 사실을 언급한 바

있다. Stacking-FaultEnergy 는 일반적으로 fcc 구조와 hcp 구조와의 Gibbs

Energy 차이로 계산하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독립적으로 보이는 위의 두 미

세조직 상 요인의 상호 관련성을 검사하기 위해 Fe-Cr-Ni 3 원계에서 18-8 의

조성을 기준으로 Ni% 에 따른 Stacking-Fault Energy 를 겨1 산하였으며， SCC

저항성을 예측하기 위한 척도로서 M경C6 와 5-ferrite 이외에 Stacking-Fault

Energy 률 고려하였음을 밝힌다.

강도와 연성에 미치는 조성의 영향과 관련하여서는 앞 절에서 소개한 실험

식을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실험식은 조성의 영향 만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결정립이나 쌍정의 크기와 같은 공정 과정에 의한 미세조칙 상의

요인을 함께 고려하고 있으므로 본 연구 기법으로는 정량적인 접근이 어렵다.

따라서 이와 같은 요인은 본 연구에서는 고려하지 않았다 Martensite 의 영향

에 관해서는 역시 앞절에서 소개한 Ms 와 Md30 에 대한 실험식을 사용하여 해

당 온도를 계산하는 것으로 대신하였다. 또한 인성과 관련한 sigma 상 석출의

영향은 이의 형성 구동력을 계산함으로써 최적 조성의 도출에 참고 자료로서 제

시하였다.

2. 합금 원소의 영향 분석 및 최적 조생의 도출

최적 조성의 도출은 austenite 계 스테인레스 강의 조성에 해당하는 조성

범위 내에서 합금 원소 함량의 여러 조합으로 이루어진 후보 합금 중 응고시 형

성될 수 있는 최대 평형 5-ferrite 량이 316L_POSCO (37%) 에서 보다 낮으면서

MZ3C6 의 석출 구동력이 낮고， 봉 연구에서 정의한 austenite 의 :t\-123C6 와의 국

부 평형 Cr 농도와 PRE 값을 높이는 조성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또한 sigma

상의 석출 구동력과 Stacking-Fault energy 및 Ms, Md30 온도 둥을 함께 명시하

여 최적 조성의 합금 설계시 참고가 되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 계산된 :t\-1Z3C6

-137 -



와 sIgma 의 석출 구동력 및 Stacking-Fault energy 는 모두 예민화 온도 범위

내 온도인 700°C 에서 계산원 것임을 밝힌다.

제 4 절의 duplex steel 의 합금셜계에서 처럼 C 와 Si, Mn 의 농도는 각

각 0.02%, 0.5% 및 1.5% 로 고정하였고 나머지 원소량을 변화시켜 가면서 위의

각 항에 대한 계산을 시도하였다. 이때 Cr 의 농도는 16-20%, Ni 의 농도는

8-14% 범위에서 1% 씩 변화시켰으며 Mo 는 0, 1.5, 3%, N 은 0.04, 0.08, 0.14

및 0.2% 로 변화시켰다. 이로써 본 연구에서 최적 조성을 찾기 위해 설정한

austenite 계 스테인레스 강 후보 합금의 갯수는 모두 420 종이며 이틀 중 응고

시 최대 평형 o-ferrite 량이 37% 보다 지나치게 큰 것으로 계산된 강 종을 제외

하고 나머지 모든 강 종에 대한 계산 결과는 표 3-10에 제시한 바와 같다.

표 3-10의 계산 결과를 보면 응고시 형성되는 o-feπite 양은 예상할 수 있

는 바와 같이 austenite 안정화원소 eN, Ni,) 의 증가에 의해 줄어들고 있으며， 특

히 N 의 영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녔다. M강C5 의 형성 구동력이 클수록

austenite 내 국부 평형 Cr 농도는 낮아지는 것으로 계산되었으며， 이러한 관계

는 조성에 관계없이 항상 유지되었다. 또한， M잉C5 의 형성 구동력은 N 증가에

따라 약간 감소하나 Cr, Ni, Mo 의 증가에 따라 증가하였으며， 특히 Mo 의 영향

이 월동히 큰 것으로 계산되었다. 즉 입계 부식 저항성을 증가서키기 위해 Cr,

Ni, Mo 함량을 증가시키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으며 Nb 나 Ti 둥 안정화원소를

첨가하지 않는 한 조성과 관련해서는 C 함량을 줄이는 것이 최상책임을 알 수

있다. 다만， Mo 가 첨가되지 않은 304 steel 의 조성 명역에서 N 을 0.1% 이상

많이 첨가하논 경우 입계 부식 저항성이 상당히 증가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

였다. 앞서 제 2· 장에서도 밝힌 바와 본 연구에서 사용한 Cr교{ 의 열역학 자료

가 실제보다 이의 안정성을 과대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표 3-10은 Cr셋J 을 제외

시킨 상태에서의 계산 결과이다. 그러나 설제로 N 함량이 0.1% 를 넘어셜때는

Cr'짜 이 형성될 것이므로 이의 영향을 계산해 볼 필요가 있다. 표 3-10에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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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10 Composition of candidate alloys and calculated results

on hot workability , weldability , corrosion resistance and

toughness (Calculation was conducted based on 1.5°,{, Mn,
0.5% Si and 0.02% C)

Composition (wtx) Df Local Df Ms 샌d30
N M。 Ni Cr a-fer. M경C6 Crx(fcc) PRE Sigma SFE (eCl (eCl

.04 0.0 9 16 41 .247 7.85 20.35 -1. 63E-2 1647 -44 53

.04 0.0 10 16 .20 .260 7.64 20.85 -1.40E-2 1652 -74 33

.04 00 10 17 33 .278 21. 85 5.23£-3 1618 ‘ 86 19

.04 0.0 11 16 .03 .272 7.43 21.35 -1. 10E-2 1657 -104 13

.04 0.0 11 17 .17 .291 22.35 8.32£-3 1623 ‘ 116 -.'\“

.04 0.0 11 18 .29 .308 23 ‘ 35 2.64£-2 1589 -128 -1A

.04 0.0 12 16 .0 .284 7.24 21. 85 -7.52E-3 1653 -134 -。

.04 0.0 12 17 .02 ‘ 303 22.85 1. 20E-2 1629 . -145 -20

.04 0.0 12 18 .15 .321 23.85 3.03£-2 1594 ‘ lS8 -3 4-

.04 0.0 12 19 .26 .336 24.85 4.74E-2 1559 -170 -47

.04 0.0 13 16 .0 .297 7.05 22.35 -3.33£-3 1670 -164 -26
04 00 13 17 .0 .316 23.35 1.63£-2 1636 -176 -40

.04 0.0 13 18 02 .333 24.35 3.48E-2 1601 -188 -54

.04 0.0 13 19 .14 .349 25.35 5.20E-2 1565 -200 -67

.04 0.0 13 20 .24 .364 26.35 6.82£-2 1528 ‘ 212 -81

.04 0.0 14 16 .0 .309 6.87 22.85 1.51£-3 1678 -194 -46

.04 0.0 14 17 o .328 23.85 2.13E-2 1644 -206 -60
04 0.0 14 18 .0 .346 24.85 3.99E-2 1608 -218 -74

.04 0.0 14 19 03 .362 25.85 5.73E-2 1572 -230 -87
04 0.0 14 20 .13 .377 26.85 7.36£-2 1534 -242 -101

04 1. 5 11 16 .28 .516 3.67 26.3 1.14E-3 1619 -173 -14
.04 1. 5 12 16 .14 .527 3.59 26.8 4.92E-3 1627 -203 -34
.04 1. 5 12 17 24 .544 27.8 2.45E-2 1592 -215 -48
.04 1. 5 12 18 34 .560 28.8 4.29E-2 1557 -227 -61
04 1. 5 13 16 .01 .538 3.51 27.3 9.41£-3 1635 -233 -54

.04 1. 5 13 17 .12 5다써 28.3 2.91E-2 1600 -245 -68

.04 1. 5 13 18 .21 .572 29.3 4.76E-2 1565 ‘ 257 -81

.04 1. 5 13 19 .30 586. 30.3 6.492-'-2 1528 -269 -95
04 1. 5 13 20 τ“ .600 31. 3 8.10E-2 1490 -281 -109
04 1. 5 14 16 .0 .549 3.43 27.8 1. 46£-2 1644 -263 -74

.04 1. 5 14 17 001 .567 28.8 3.45E-2 1609 -275 -88

.04 1. 5 14 18 .10 .583 29.8 5.31E-2 1573 -287 -101
04 1.5 14 19 19 .598 30.8 7.05£ ‘-2 1536 -299 -115

.04 1. 5 14 20 .28 .611 31.8 8.67£-2 1498 -311 -129

04 3.0 12 16 .32 .583 3.06 31.75 1.79E-2 1590 -272 -62
.04 3.0 12 17 .41 .601 32.75 3.76E-2 1555 -284 -75
.04 3.0 13 16 .20 ‘ 594 2.99 32.25 2.27E-2 1599 -302 -82
.04 3.0 13 17 .28 .612 33.25 ‘ 4.25£-2 1564 -314 -95
.04 3.0 13 18 .36 .628 34.25 6.09E-2 1527 -326 -109
04 3.0 14 16 .08 .605 2.93 32.75 2.83E-2 1609 -332 -102
04 3.0 14 17 .17 .623 33.75 4.82E-2 1573 一344 -115

.04 3.0 14' 18 .25 .639 34.75 6.68E-2 1537 -356 -129
04 3.0 14 19 .33 .654 35.75 8.42E-2 1499 -368 -143

.04 3.0 14 20 .40 .667 36.75 1.00£-1 1461 -380 -156

08 0.0 8 16 .49 .212 8.66 21.05 -3.03E-2 1662 -64 54
.08 0.0 9 16 .24 .225 8.42 21.55 -2.86E-2 1666 -94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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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Con tinued- 1)3.Table

21
1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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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10 (Continued-2)

.14 0.0 10 16 o .203 9.09 23.85 -4.46E-2 1698 -197 -12

.14 0.0 10 17 .05 .223 24.85 -2.42£-2 1671 -209 -26

.14 0.0 10 18 .18 .241 25.85 -5.05£-3 1643 -221 -40

.14 0.0 10 19 .30 .258 26.85 1. 30£-2 1614 -233 -53

.14 0.0 11 16 o .214 8.85 24.35 -4.19E-2 1704 -227 -32

.14 0.0 11 17 .0 .235 25.35 -2.13E-2 1676 -239 -46

.14 0.0 11 18 .04 .253 26.35 -2.00E-3 1648 -251 -60

.14 0.0 11 19 .16 .270 27.35 1.62E-2 1618 -263 -73

.14 0.0 11 20 .27 .286 28.35 3.33E-2 1587 -275 --87

.14 0.0 12 16 .0 .226 8.62 24.85 -3.86£-2 1710 -257 -52

.14 0.0 12 17 o .247 25.85 -1. 78E-2 1682 -269 -66

.14 0.0 12 18 .0 .256 26.85 1. 67E-3 1653 -281 -80

.14 0.0 12 19 .04 .283 27.85 2.00E-2 1523 -293 -93

.14 0.0 12 20 .14 .299 28.85 3. 73E-2 1592 -305 -107

.14 0.0 13 16 .0 .238 8.40 25.35 -3.46E-2 1716 -287 -72

.14 0.0 13 17 .0 .259 26.35 -1.36£-2 1688 -29딩 -86

.14 0.0 13 18 .0 ‘ 278 27.35 6.02E-3 1659 -311 ‘ 100

.14 0.0 13 19 .0 .295 28.35 2.45E-2 1629 -323 -113

.14 0.0 13 20 .04 .311 29.35 4.19E-2 1598 -335 -127

.14 1. 5 9 16 .31 .440 4.59 28.3 -3.49E-2 1654 -236 -20

.14 1. 5 10 16 .15 .450 4.50 28.8 ‘ 3.27£-2 1660 -266 -40

.14 1.5 10 17 .26 .469 29.8 -1.21£-2 1632 -278 -54

.14 1.5 10 18 36 .487 30.8 7.19E-3 1604 -290 -68

.14 1. 5 11 16 .02 .460 4.40 29.3 -2.98E-2 1666 -296 -60

.14 1. 5 11 17 .12 .480 30.3 -9.06E-3 1639 -308 -74

.14 1. 5 11 18 .22 497 31. 3 1. 04£-2 1609 -320 -88

.14 1. 5 11 19 32 .514 32.3 2.87£-2 1579 -332 -101

.14 1. 5 12 16 .0 .471 4.31 29.8 -2.61E-2 1674 -326 -80

.14 1. 5 12 17 .01 .490 30.8 -5.27E-3 1645 -338 -94

.14 1. 5 12 18 .11 508 31. 8 1.43E-2 1616 -350 -108

.14 1. 5 12 19 .20 .524 32.8 3.27£-2 1585 -362 -121

.14 1. 5 12 20 .29 .539 33.8 5.01E-2 1554 -374 -135

.14 1. 5 13 16 .0 .481 4.22 30.3 -2.18E-2 1681 -356 -100

.14 1. 5 13 17 .0 .501 31. 3 -7.45E-4 1653 -368 -114

.14 1. 5 13 18 .001 .519 32.3 1.90E-2 1623 -380 -128

.14 1. 5 13 19 .09 535 33.3 3.76E-2 1593 -392 -141
14 1. 5 13 20 .18 .551 34.3 5.50E-2 1561 -404 -155

.14 1. 5 14 16 .0 .492 4.13 30.8 -1. 67E-2 1690 -386 -120

.14 1. 5 14 17 ’ o .512 31. 8 4.5;'.2-3 1661 -398 -134

.14 1. 5 14 18 .0 .530 32.8 2.4~ E:-2 1632 -410 -148

.14 1. 5 14 19 .0 .546 33.8 4.31E-2 1601 -422 -161

.14 1. 5 14 20 .09 .562 34.8 6.07E-2 1568 -434 ‘ 175

.14 3.0 11 16 .20 517 3.75 34.25 -1.69E-2 1628 -365 -88

.14 3.0 11 17 .29 _537 35.25 3.86E-3 1600 -377 -102

.14 3.0 12 16 .08 .528 3.67 34.75 -1.30E-2 1637 -395 -108

.14 3.0 12 17 .17 .547 35.75 7.94E-3 1608 -407 -122

.14 3.0 12 18 .25 .565 36.75 2. 76E-2 1578 -419 -135

.14 3.0 12 19 .33 .581 37.75 4.60E-2 1547 -431 -149

.14 3.0 13 16 .0 .538 3.60 35.25 -8.27E-3 1646 -425 -128

.14 3.0 13 17 .06 .558 36.25 1. 28£-2 1617 -437 -142

.14 3.0 13 18 15 .576 37.25 3.26£-2 1586 -449 -155

.14 3.0 13 19 .22 .592 38.25 5.12£-2 1555 -461 -169

.14 3.0 13 20 .30 .607 39.25 6.86£-2 1522 -473 -183

.14 3.0 14 16 .0 .549 3.52 35.75 -2.71£-3 1655 -455 -148

.14 3.0 14 17 .0 .568 36.75 1. 86E-2 1626 -467 -162

.14 3.0 14 18 .05 .587 37.75 3.85E-2 1596 -479 -175

.14 3.0 14 19 .13 .603 38.75 5.72£-2 .1564 -491 -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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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10 (Continued-3)

.14 3.0 14 20 .20 .618 39.75 7.48E-2 1531 -503 -203

.20 0.0 8 16 .10 .146 10.62 24.65 -6.58E-2 1719 -211 -0

.20 0.0 8 17 ‘ 25 165 25.65 -4.51E-2 1696 -223 -14

.20 0.0 8 18 .38 .185 26.65 -2.56E-2 1672 -235 -27

.20 0.0 9 16 .0 .157 10.33 25.15 -6.4·4E-2 1722 -241 -20

.20 0.0 9 17 .05 .178 26.15 -4.36E-2 1699 -253 -34

.20 0.0 9 18 .19 .197 27.15 -2.39E-2 1675 -265 -47

.20 0.0 9 19 .32 .215 28.15 -5.33E-3 1649 -277 -61

.20 0.0 10 16 .0 .169 10.06 25.65 -6.25E-2 1726 -271 -4·0

.20 0.0 10 17 o .190 26.65 • 4.14E-2 1703 -283 -54

.20 0.0 10 18 .03 .209 27.65 -2.15E-2 1678 -295 -67
20 0.0 10 19 .16 .227 28.65 -2.83E-3 1652 -307 -81

.20 0.0 10 20 .27 .243 29.65 1. 48E-2 1625 -319 ‘ 95

.20 0.0 11 16 .0 .180 9.80 26.15 -5.99E-2 1731 -301 -60

.20 0.0 11 17 .0 .202 27.15 -3.87E-2 1707 -313 -74

.20 0.0 11 18 .0 .221 28.15 -1. 86E-2 1ε82 -325 -87

.20 0.0 11 19 03 .239 29.15 2.79E-4 1656 -337 -101

.20 0.0 11 20 .14 .256 30.15 1. 81E-2 1629 -349 -115

.20 0.0 12 16 o .192 9.55 26.65 -5.68E-2 1737 -331 -80

.20 0.0 12 17 .0 .213 27.65 -3.53E-2 1713 -343 -94

.20 0.0 12 18 .0 .233 28.65 -1. 50E-2 1688 -355 -107

.20 0.0 12 19 .0 .251 29.65 4.04E-3 1661 -367 -121
‘ 20 0.0 12 20 .03 .268 30.65 2.20£-2 1633 -379 -135

.20 1. 5 8 16 .33 .398 5.20 29.6 -5.43£-2 1677 -280 -28

.20 1. 5 9 16 .14 408 5.10 30.1 -5.28E-2 1682 -310 -48

.20 1. 5 9 17 .26 .428 31. 1 -3.17E-2 1659 -322 -62

.20 1. 5 9 18 .37 446 32.1 -1. 18E-2 1634 -334 -75

.20 1. 5 10 16 .01 418 5.00 30.6 -5.07E-2 1688 -340 -68

.20 1. 5 10 17 .11 438 31. 6 -2.94E-2 1664 굉 -82

.20 1.5 10 18 .22 .456 32.6 -9.40E-3 1639 -364 -95

.20 1. 5 10 19 .32 473 33.6 9.49E-3 1612 -376 -109

.20 1. 5 11 16 .0 .428 4.90 31. 1 -4.79E-2 1694 -370 -88

.20 1. 5 11 17 .0 448 32.1 -2.64E-2 1670 -382 -102

.20 1. 5 11 18 .09 .467 33.1 -6.23E-3 1644 -394 -115

.20 1. 5 11 19 19 484 34.1 1. 28E-2 1617 -406 -129

.20 1. 5 11 20 .28 .500 35.1 3.07E-2 1589 -418 -143

.20 1. 5 12 16 o .438 4.80 31. 6 -4.44E-2 1701 -400 -108

.20 1. 5 12 17 .0 .458 32.6 -2.27E-2 1677 -412 -122

.20 1. 5 12 18 .0 477 33.6 -2.34E-3 1651 -424 -135

.20 1. 5 12 19 .08 .494 34.6 1. 68E-2 1624 -436 -149

.20 1. 5 12 20 .17 .510 35.6 3.49E-2 1595 -448 -163

.20 1. 5 13 16 .0 .448 4.70 32.1 -4.01E-2 1709 -430 -128
20 1. 5 13 17 o .469 33.1 ‘ 181£-2 1684 -442 -142

.20 1. 5 13 18 .0 .488 34.1 2.29E-3 1658 -454 -155
20 1. 5 13 19 .0 .505 35.1 2.16E-2 1631 -466 -169

.20 1. 5 13 20 .07 .521 36.1 3.98E-2 1602 -478 -183

20 3.0 10 16 .19 .475 4.26 35.55 -3.80E-2 1649 -409 -96
20 3.0 10 17 .28 .495 36.55 -1. 66E-2 1624 -421 -109

.20 3.0 10 18 .37 .513 37.55 3.49E-3 1598 -433 -123
20 3.0 11 16 .07 .485 4.18 36.05 -3.50E-2 1656 -439 -116

.20 3.0 11 17 .15 .505 37.05 -1.34E-2 1631 -451 -129

.20 3.0 11 18 .24 .524 38.05 6.84E-3 1605 -463 -143
20 3.0 11 19 .32 .541 39.05 2.59E-2 1578 -475 -157

.20 3.0 12 16 o .495 4.09 36.55 -3.11E-2 1664 -469 -136

.20 3.0 12 17 .05 .515 37.55 -9.37E-3 1639 -481 -149

.20 3.0 12 18 .13 .534 38.55 1.10E-2 1613 -493 -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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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10 (Continued-4)

20 3.0 12 19 21 .551 39.55 3.02E-2 1585 -505 -177
20 3.0 12 20 .29 .567 40.55 4.83E-2 1556 -517 -190

.20 3.0 13 16 o 505 4.00 37.05 -2.64E-2 1673 -499 -156

.20 3.0 13 17 .0 .526 38.05 -4.48E-3 1648 -511 -169

.20 3.0 13 18 .04 .545 39.05 1.61E-2 1621 -523 -183

.20 3.0 13 19 12 562 40.05 3.54E-2 1593 했 -197

.20 3.0 13 20 19 .578 41. 05 5.36E-2 1564 -547 -210

.20 3.0 14 16 o .515 3.92 37.55 -2.09E-2 1682 -529 -176

.20 3.0 14 17 o 536 38.55 1. 22E-3 1657 -541 -189

.20 3.0 14 18 o .555 39.55 2.20E-2 1630 -553 -203

.20 3.0 14 19 03 .573 40.55 4.15E-2 1602 -565 -217

.20 3.0 14 20 .10 .589 41. 55 5.98E-2 1573 -577 -230

Table 3.11 Calculted mateial characteristics of pasco 316L or
316N steels

Df Local
I d-No N(wtx) 0‘ fer. M2~6 Crx(fcc) PRE

Df
Sigma

Ms Md30
SFE (OC) (Oe)

0.04

0.11

0.16

.36

.24

.11

.571 3.45

.562 3.61

.529 3.98

31.32 4.59E-2 1562 -257 -69

33.86 2.84E-2 1595 -345 -102

34.89 8.34E-3 1618 -400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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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계산에 Cr짜 을 고려할 경우 M원C6 의 석출 구동력은 감소하였으며

austenite 내 국부 평형 Cr 농도는 증가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경

향은 N 의 함량이 증가할수록 커져 0.2% N 의 경우 austenite 내 국부 평형 Cr

농도는 다른 원소의 조성에 관계 없이 거의 균일하게 O‘7% 정도 증가하였다.

이러한 계산 결과는 입계부식 저항성을 증가시키는 데 N 의 함량 증가가 유리한

작용을 할 수 었다는 가능성을 보이는 것으로 보다 확실한 정보를 위해서는

Cr2N 의 입계부식에 대한 영향을 실험적으로 조사할 펼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

다.

PRE 값은 열역학 계산을 통해 나온 것이 아니므로 실험식으로 부터 직접

조성의 영향을 예측할 수 있으며 Me 가 첨가되었느냐 아니냐에 따라 비교적 커

다란 값 차이가 나타나고 있움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부식 저

항성에 대한 Me 의 영향이다. PRE 는 공식 저항성을 나타내는 척도로 쓰이고

있고， M23C6 의 석출 구동력은 업계부식 저항성에 대한 척도가 될 수 있다. 문

제는 Me 가 이 두가지 부식 저항성에 대해 상반된 작용을 한다는 점이다. 즉，

Mo 는 M23C6 의 석출 구동력을 증가시켜 업계부식에는 부정적인 영향올 미치

는 반면， PRE 값을 높여 공식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여겨진다. 그러나

입계부식과 공식이 서로 독립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공식이 업계부식의

출발점으로 작용할 수 있는 동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묘로 Mo 가 전반적인

부식 저향성에 어떠한 방향으로 작용을 하는지는 합금설계시 M23C6 의 석출 구

동력과 PRE 값 중 어느 것에 보다 비중을 두어야 하는지를 결정하기 위해 구체

적으로 밝혀질 필요가 있다. 이는 또한 소재의 용도 및 사용 환경 풍을 종합적

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Sigma 의 형성 구동력운 Mz3C6 에서와 같이 N 증가에 따라 감소하고 Cr,

Ni, Me 의 증가에 따라 증가하였으며， 전반적으로 조성의 영향이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속도론적인 이유로 현재 austenite 계 스태인레스 강에

서 sIgma 의 석출이 섬각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합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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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시 이의 계산결과에 대해 큰 비중을 둘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Stacking-Fa띠t Energy 는 조성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으나 절대적인 값

의 차이가 실제 상황에서 SCC 나 가공경화성에 어느 정도 차이를 유발시키는지

를 알 수 없는 상황이므로 각 원소의 영향을 확인해 둘 펼요가 있다. 현 조성

영역에서 이는 Ni. N 의 증가에 따라 약간 증가하고 Cr. Mo 의 증가에 따라서

는 감소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Stacking-Fault Energy 의 증가는 입내 SCC

저항성의 증가와 연관되나 조성 변화의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므로 sec 가 심

각한 경우 austenite 계의 조성 내에서 조성 변화를 시도하기 보다는 오히려

Duplex 강을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Ms, Mci30 온도 둥은 문헌상에 보

고된 실험식을 이용하여 계산한 것이나 표 3-10에서 보듯이 OK 이하의 값이 나

오는 동 그 정확성에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언다. 여기서는 다만 상대적인 비

교를 위해 참고될 수 있을 것이다.

표 3-10의 계산 결과와의 비교를 위해 표 3-11에는 유사한 조성을 가전 3

개의 pasco 강종에 대해 갈은 계산을 시도하여 제시하였다. Table 4.10 은 제

반 특성에 대한 N 의 영향을 잘 나타내주고 있으며 g 의 증가는 고온가공성， 업

계부식 저항성， 공식 저항성， 인성， 입내 SCC 저항성 둥 모든 면에서 유리한 역

할을 하는 유망한 원소라는 걸론을 얻을 수 있다. 다만， 0.1% N 이상에서 나타

날 것으로 예상되는 Cr강J 의 영향을 실험적으로 확인할 펼요가 있다.

3. 요약 및 앞으로의 연구 방향

Austenite 계 스테인레스 강의 조성에 해당하는 조성 범위 내에서 합금 원

소 함량의 여러 조합으로 이루어진 후보 합금에 대책 고온 가공성， 용접성， 입계

부식， 공식， SCC 저항성 및 인성에 대한 개선 가능성을 응고사 형성될 수 있는

최대 평형 &-ferrite 량， MZ3C6 의 석출 구동력， austenite 의 1123C6 와의 국부 평

형 Cr 농도， PRE, sigma 상 석출 구동력 및 Stacking-Fault energy 동을 계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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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써 예측하고자 하였으며 이의 조절을 통해 가능성이 있는 최적의 조성을 찾

고자 하였다. 현재 까지의 연구 결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1. 고온 가공성 및 용접시의 고온균열과 관련하여 최적의 조성은 응고시 형성

될 수 있는 최대 평형 o-ferrite 량의 계산치가 5-30% 정도인 것으로 추천한다.

2. 1-123C6 석출에 의한 입계부식과 관련 ， M23C6 의 형성 구동력이 클수록

austenite 내 국부 평형 Cr 농도가 낮을수록 유리하며 이를 위해서는 Mo 를 포

함시키지 않고 N 의 양을 늘리는 것이 유리하다.

3. 공식 저항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업계부식과는 반대로 Mo 의 첨가가 중

요한 역할을 한다. 단 압계부식과 공식이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므로 Mo

가 전반적인 내식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계산 결과 만으로 결론을 내리기

어려우며 소재의 용도 및 사용 환경， 문제가 되는 부식의 양상 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본 계산 결과를 활용해야 할 것이다.생각된다.

4. N 함량 증가는 고온가공성， 입계부식 저항성， 공식 저항성， 인성， 입내 SCC

저항성， 강도 둥 모든 면에서 우수한 특성을 나타낼 것이 기대되며， 0.1% N

이상에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CrzN 의 영향이 머지수로 남아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실험적 확인여 요구된다.

5. M23C6 의 석출을 피하기 위해 Nb, Ti 를 첨가할 경우 이들의 최소 첨가량

은 각각 C 와 N 함량의 8 배 및 4 배 (wt%) 가 되 어 야 한다. 그러나 Nb, Ti

의 첨가는 모두 고온 o-ferrite 를 안정화시키는 원소이므로 이를 막기 위해서

는 추후 또 다른 조성의 조절이 필요하다.

제 5 절 결론

본 연구는 원전 구조용 합금강 계의 열역학 자료를 수식화하고， 문헌 조사

를 통해 기계적 특성과 미세조직 간의 상관 관계를 유추해 낸 후 열역학 계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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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 강의 미세조직에 미치는 조성의 영향을 분석 제어가 가능하게 함으로써 보

다 나은 기계적 특성을 갖는 소재의 합금설계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함을 목표

로 하고 있다. 현재 열역학 수식화는 스테인레스강의 기본 조성인 Fe-Cr-Ni

Mo-Mn-Si-C-N의 8 원 합금계에 대해 활용 가능한 정도로 수식화가 이루어졌

으며 , 이를 duplex 및 austenitic stainless steel 의 열 역학 계산에 적용하여 최 적

조성의 도출을 위한 합금 설계에 펼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아직 풀어야 할 문제점으로서， 수식화된 열역한 저·료의 경우

austenite 와 ferrite 의 열역학 특성에 대해서는 우수한 예측 능력을 기대할 수

있으나， CrzN 에 대해서는 실제 보다 열역학적 안정성을 특히 저온 영역에서 과

대 평가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으며， 반대로 sIgma 상의 열역학적 안정

성은 실험적으로 보고된 자료틀에 비해 과소펑가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

한 액상의 열역학적 안정성이 과소 평가되어 스태인레스강의 전 조성 영역에 걸

쳐 응고 시작 온도가 약 15-20°C 정도 높게 계산되고 있음을 밝힌다. 또한

austenite 계 스테인레스강에서 347, 321 type 의 강종에 대한 합금셜계가 가능하

기 위해서는 Nb 및 Ti 를 고려한 열역학 수식화가 보충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duplex stainless steel 의 경우에는 sIgma 상의 석출로 인한 인성의

저하를 방지해야 한다는 합금설계의 목표가 바교적 명확한 편이나， austenitic

stainless steel 의 경우에는 고온가공성이나 용접성 ( 8-feπite) , 입계부식이나

공식에 대한 저항성 (Mo) 둥에서 한 종류의 미세 조직상의 요인이 서로 상반된

영향을 미치는 동， 실험에 의한 feedback 없야 열역학 계산만으로는 정확한 합금

설계의 방향을 정하기가 어려운 점들이 발견되었다.

본 연구와 관련하여 열역학 수식화는 앞으로 Cr-N, Fe-Cr-N, Cr-Ni-N 및

Fe-Cr-Ni-N 동의 합금계를 재수식화함으로써 CrzN 과 관련된 상평형 관계를

보다 정확히 예측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될 것이며， sIgma 상이 나

타나는 비철 3 원 합금계와 Nb, Ti 를 포함하는 합금계에 대한 열역학 수식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또한， 합금 설계시 정확한 최적 조성의 도출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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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관련 연구 그룹과의 보다 긴밀한 연구 협조를 통해서

feedback data 를 많이 확보하도록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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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4 장 원자력급 스테인례스강 개발

제 1 절 서 셜

국내 원자력 발전에 의한 전력공굽은 계속 증가되어 향후 전체 40%로 구

성되어 에너지원의 중요한 부분으로 될 예정이다. 따라서 원자력발전소의 가동

시 안전 및 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수의 용이성과 장기간 고가통율화가 원자

력기술개발의 중요과제이다. 원자력발전의 기기부품 신뢰성 향상， 운전기간의

장기화， plant 설비의 내구성 및 보수성 확보풍의 경수로 원자력기술의 대책의

일환으로 소재개량의 관점에서 개량 스테인레스강을 적용하고 있다. 고내식 오

스테나이트계 스테인레스강의 대표강종인 316계 스테인레스강은 염수분위기내

에서 공식저항성이 우수하여 발전설비와 같이 해수분위기에 노출된 구조물의 소

재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국내 발전설비의 경우 해수펌프 동의 소재로 316L

스테인레스강이 사용되고 있으나 전량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소재의 국산화가

시급히 요구되고 있고 또한 원자력발전소의 Reactor internal 소재로 사용되는

고청정 304NG, 316NG 스테언레스강도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이 강종의

소재국산화 역시 시급한 실정이다. 고청정 스테인레스강의 제조기술 확보를 위

해서는 VOD(Vacuum Oxygen Decarburization)와 같온 정련설비 보유가 펼수적

인데， 포항제철에서는 VOD 정련설비가 스테인레스 증강사업 일환으로 96년 8

월에 준공 가동될 예정에 있으며 이에 따라 고청정 304NG. 316NG 스테인레스

강 소재국산화를 위하여 제강공정으로 부터 최종제품 생산에 이르기까지 제조공

정설비에 적합한 제조기술개발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304NG

와 316NG와 같이 질소를 다량 함유한 오스테나이프계 스테인레스강의 경우 용

접부위의 고온균열현상 또는 열영향부에서의 LTS(Low Temperature Sensiti

zation)에 의한 응력부식균열(SCC) 현상둥에 관한 연구가 펼요하다. 이러한 조

업기술개발 및 용접성과 같은 제품가공기술의 자료확보는 원자력발전설비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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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국산화 및 발전셜비의 제작，보수 풍의 기술적 Know-why의 축적을 가속화시

키어 소채 국산화 및 제품가공기술분야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기존의 304NG 및 316NG강을 개량한 개량스터1 인려스소재개발

이 요구된다. 특히 질소첨가와 고청정 스테인레스강은 강의 연성에 최소의 영

향을 주면서 내식성 및 강도를 크게 향상시키므로 원자력용 Reactor Internal 소

재로 사용되고 았다. 또한 원자력발전설버 구조물용 소재로서 개발동향은 소재

특성의 극한화를 추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가장 활발히 연구개발되고 있

는 분야는 초내식성 및 기게적 강도 향상을 목적으로 질소를 다량 첨가한

Super Stainless강의 개발분야이다. Super stainless강의 개발은 기존의 해수셜

비용 소재에 비하여 염수 분위기내 공식저항성을 크게 개선하여 설비의 수명을

연장시킬 뿐만 아니라 고가의 Ni계 Super Alloy의 소재대체도 가능하여 산업상

그 중요성이 점차척으로 증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현재 검토되고 있는 발

전설비용 Super Stainless강으로는 Su않r austenitic 스테인레스강과 duplex 스

테인레스강이 있다. 현재까지는 해수분위기에서 Super anstenitic 스테인레스강

이 가장 우수하다고 알려져 있으나 Super austenitic 스테인레스강의 경우 제조

공정이 용이하지 않으며 경제성이 떨어져 현 단계에서 제조생산하기에는 어려움

이 따를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에 Super duplex 스테인레스강의 경우 내해수부

식성이 316L강보다 월동히 우수하며 경제성도 있어 발전설비용 소재로 이용될

가능성이 높다.

본 연구에서는 산업과학기술연구소 스태인레스강 연구팀과 연세대학교 금속

공학과와 공동으로 원자력급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레스강의 제조공정과 그 재

료물성을 연구함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제 2 절에서 316L(N) 강의 개발을

중섬으로， 강의 응고조직과 주조특성， 제조공정， 재료물성， 내식성， 그리고 예민

화 특성에 관하여 연구하였다. 제 3 절에서 347 강의 개발을 위하여， 청정강 제

조기술， 제조공정， 재료물성， 예민화， 그리고 내식성을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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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2 철 원자력급 316L(N) 스테인례스강 개발

1. 316 강의 웅고거동 및 주조조직 특생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레스강의 응고거동과 주조조직 특히 a-ferrite의 함량

과 분포특성은 소재의 제조공정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연속

주조 과정에서 초정 오스테나이트(y)로 응고가 시작되면 응고 shell에 고옹균열

(hot cracking)이 발생할 위험성이 높아지며， 8-feπite가 전혀 없는 완전한 Y조

직은 소량의 잔류 a-feπite가 존재하는 조직에 비해 나쁜 열간가공성을 갖는다.

반면， 초정 a-ferrite로 응고하는 경우에는 웅고가 완료된 이후 멍각과정에서 8

-ferrite는 비평형상으로서 보다 안정한 Y상으로 고상변태하며 주조조직 내의

잔류 a-ferrite도 slab의 재가열 열간압연， 소둔공정 둥 후속공정을 거치면서 Y

상으로 분해되지만 열간압연 전의 재가열공정에서 a-ferrite의 분해가 불충분하

여 과다한 a-ferrite가 잔류하는 경우애는 이들은 열간압연과정에서 소재의 열간

가공성을 크게 저해한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과잉의 a-feπite는 소재의 고온연

성을 낮추엔 열간압연중 edge crack의 발생이나 열연판의 표면결함 생성 동 제

조공정상의 중요한 문제점틀을 야기하게 된다. 실제로 통상적인 오스테나이트

계 스테인레스강 제조공정에 있어서 연주 slab 내의 a-ferrite는 재가열에 의해

완전히 분해되지 않으며 열간압연은 어느 정도의 8-fenite가 존재하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다. 따라서 초정 a-ferrite로 응고가 시작되는 오스테나

이트계 스테인레스강의 경우 주어진 강종성분규격에서 압연설비의 특성에 따라

최적의 열간가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열간압연 직전의 잔류 a-feπite를 적정

수준으로 제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강종에 따른 주조조직

내의 8-fenite의 형성 및 분해거동에 대한 이해가 펼수적야다.

원자력 발전소 설비에서 고내식성을 요하는 일부 부품 소재로서 사용되고 있

는 STS 316L강은 응고거동이 비교적 잘 알려져 있는 STS 304강과는 약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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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응고과정을 거쳐서 응고되며 5-ferrite의 분포특성에도 차이가 있다. 더우기

316L강은 304강에 비해 고온변형사 유동응력이 높으며 고온연성이 잔류 8

-ferrite의 함량애 더 빈감하게 영향을 받으므로 주조조직 내의 잔류 5-ferrite의

제어가 304강에 비해 더욱 중요하다.

가. 열칸가공생 및 고온균열특성에 미치는 5-ferrite의 영향

채가열 후 오스테나이토계 스테인레스강의 미세조직 내에 o-feπite가 과

다하게 잔류하는 경우 이들은 고온변형시 0/, 계면에서의 균열발생에 의해 고온

연성을 저하시키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일반적으로 Fe-Cr-Ni계 강에서

미세조직 내의 페라이트 함량이 증가함에 따라 고온연성은 감소하여 15-35%의

페라이트가 존재할 때 최소의 연성을 보인다고 알려져 있다[4.2-11 그려냐 주

조조직 내에 소량의 5-ferrite가 존재하는 경우는 a-feπite가 전혀 존재하지 않

은 완전한 Y 주조조칙에 버해 열간가공성이 우수하며 Kane[4.2-2]은 이를 8

-£않"rite의 존재에 의한 ,/, 입계의 굴콕(corrugation) 형성 효과 및 0/, 계변에
서의 재결정 핵생성에 의한 crack arresting 효파로 설명한 바 았다. 또한 5

-ferrite는 강중의 phosphorous를 Y상에 비해 많이 고용하여 업계의 P 편석을

억제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4.2-3] 입계취화에 의한 고온균열(hot crack)을 방지

하는 효과를 준다. Sulphur의 경우 5-feπite 내의 고용효과는 크지 않으나 완

전 Y 조직인 경우 강중의 manganese가 모두 Y상 내에 고용상태로 존재하여

MnS의 형성이 어려워지므로 강중의 S는 MnS를 형성하는 대선에 , cell 경계

에 저융점의 FeS를 형성함으로써 고온균열의 가능성을 더욱 크게 한다. 따라

서 소량의 a-ferrite는 -P， S 퉁 불순물 원소에 의해 야기되는 고온입계취화를 억

제하는 효과를 준다. 고온균열의 발생 가능성이 큰 강종에서는 열간가공상의

어려움 외에도 연속주조시 응고 shell이 취약해지고 제품의 용접가공시 용접부

굽열생성 [4.2-4]과 같은 문제점들이 발생한다. 따라서 주조조직 내에는 소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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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ferrite가 존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그 함량이 과다한 경우 전술한 바와 같은

고온연성의 저하가 나타나므로 합금성분계 및 제조공정 특성에 따라 최적의 8

-ferrite 함량을 갖도록 제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STS 304강의 경

우 주조조직 내에 6-8 vol%의 a-ferrite를 함유하는 것이 보통이며 STS 316

및 316L강의 적정 5-feπite는 이보다 낮다.

냐.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얀례스강의 용고거동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레스강의 응고모드는 일반적으로 그림. 4.2- 1(a)와

같이 Fe-Cr-Ni 삼원상태도의 60% Fe 단면을 나타내논 2차원 pseudo-binary

diagram을 이용하여 설명되고 있다. Suutala 풍[4.2-5]의 분류에 따르면 오스테

나이트계 스태인레스강의 웅고모드에는 다음의 4가지 유형이 었다.

ModeA:L • L + 8 • o + i'

Mode B : L • L + 5 • L + 8 + i' • 5 + i'

ModeC:L • L + r • L + r + 5 • r + 5

ModeD:L • L + i' • Y

그림. 4.2‘l(a)에 각 응고모드의 응고경로를 함께 나타내었다 .. Mode A의 조

성을 갖는 합금은 8-feπite로 웅고가 완료되며 그 후에 8→Y의 고상변태가 일어

난다. 일부의 a-ferrite는 맹각도중 Y로 massive transfonnation하고 나머지 8

-ferrite는 더 낮은 온도에서 5 + i'의 Widmannstatten 조직으로 변태하여 최종

적으로 i' + lathy(or acicular) B의 옹고조직을 갖게 된다. Mode B의 합금은 초

정 5-ferrite로 옹고가 시작되어 interdendritic region 내 액상의 Ni 당량이 높아

져서 L +5 + i'의 3상영역에 도달하면 Y의 정출이 일어나기 시작하며， 이 때 Y의

정출에는 공정반응과 포정반응의 두가지 기구가 제시되고 있다. 생성된 Y는 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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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과정에서 6 쪽으로 성장하므로 초정 8의 양은 점차로 감소하고 8는 최종적으

로 dendrite 중심부를 따른 verrnicular(or skeleton) type의 5-feπite 조직을 형

성한다. Mode C의 경우 Y상의 초정 dendrite가 생성되며 dendrite 주변에서의

공정반응에 의해 5-ferrite가 생성되고 따라서 상온융고조직은 dendrite 중심부의

Y와 interdendritic region에서의 eutectic 5-ferrite로 구성된다. Mode D에서는

단순하게 초정 Y조직이 고상변태 없이 상온까지 유지된다. 그림. 4.2-l(b)에 각

응고모드에서의 응고선단의 조칙을 도식적으로 나타내었다.

Mode B 응고， 즉， 응고가 초정 o-feπite로 시작하는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

레스강총들은 대부분 응고초기에 60-80%의 5-feπite가 형성된 후에 Y가 형성

되기 시작하며 냉각과정에서 5-ferrite는 Y로 고상변태한다. 이 과정에서 주조

조직 내의 8-feπite의 분포와 형상은 응고 mode와 직접적인 관련이 었다. 전술

한 바와 같이 Cr.eqlNi.eq 값이 증가할수록 웅고 mode는 D • C • B • A로

변화하며 8-ferrite의 형 상은 eutectic (interdendritic) • vennicular (skeleton)

• lacy , lathy (acicular) • Widmasttaten 조직으로 변해간다.

응고모드는 주로 Cr과 Ni의 함량에 의해 결정되지만 다른 합금원소들도 응고

모드에 영향을 주며 이들의 영향은 Cr당량(Cr.eq.) 및 Ni당량(Ni.eq.)에 의해 기

술되고 있다. 표 4.2-1은 Cr 당량과 Ni 당량에 관해 제안되어 있는 계산식틀을

정려한 것이다. 합금성분에 따른 응고모도의 변화에 대해 Suutala 둥[4.2-6]은

표 4.2-1의 Hammer와 Svennson 식[4.2-7]을 사용하여 Cr.eq찌l.eq가 1.95 이상

인 경 우에 는 Mode A, 1 .48에 서 1.95 사이 인 경 우는 Mode B, 1.48 이 하인 경우

에는 Mode C 또는 Mode D의 응고경로를 따른다고 보고한 바 있다. 초정이 Y

상으로 응고가 일어나는 캠우에는 Y상 내의 S , P , B, Si 등 불순물 원소의 고용

도가 8상에 비해 작으므로 이들의 intercellular segregation이 섬해져서 고온균

열의 위험성이 커진다. 이 경우 연속주조시 취약한 응고 shell을 형성하기 때문

에 통상적인 연주 slab의 제조에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생

산현장에서 고온균열의 위험성이 배재된 안전한 연속주조가 가능한 오스테나이

따생



Table 4.2-1 Equtions of the chromium and nikel equivalents

Hammer and Cr.eq =%Cr + 1.37 X 찌o + 1. 5 X 짧i + 2 X %Nb + 3 X %T i

Svennson Ni.eq =%Ni + 0.31 X %Mn + 22 X %c + 14.2 X %N + %CU

Cr.eq =96Cr + 쩌b + 1.5 X ~i + 0.5 X ~Nb

Sd'iaffler
Ni. eq = lI6Ni + 0.5 X~ + 30 X 96c

Cr.eq =%다"+1. 5X 쩌b + 2 X 96S i + 1. 75 X %Nb + 5 X 'J(,V

Sd'ineider‘ + 5.5 X 'J(,Al + 1.5 X %T i + 0.75 X lI6W

Ni.eq =%Ni + 0.5 X~ + 30 X "c + 25 X 'J(,N + 0.3 X %CU + %C。

Cr.eq = lI6Cr + 쩨b + 1.5 X ~i + 0.5 X 쩌애b

DeLong ,

Ni.eq = 'J(,Ni + 0.5 X 쩌fn + 30 X lI6C + 30 X 'J(,N

Cr.eq = lI6Cr + 1.21 X %Mo + 0.48 X lI6S i + 0.14 X %Nb + 2.2 X UTi

Hull
+ 0.72 X 'J(,W+ 0.21 X 'J(, Ta + 2.27 X %V + 2.48 X %Al

Ni.eq =%Ni + 0.11 X 獅， - 0.0086 X (빼n)2 + 24.5 X ue
+ 18.4 X ~ + 0.44 X lI6Cu + 0.41 X %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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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계 스테인레스강의 성분범위는 Cr.eqlNi.eq가 약 1.5 이상인 조성으로 제한된

다.

응고모드는 합금성분 외에도 냉각속도 및 과냉에도 영향을 받는데 일반작으

로 냉각속도가 빠르고 과냉이 크면 초정 8 응고의 경향이 작아진다. 그러나 응

고 이후의 냉각과정에서 냉각속도가 빠르면 고상변태가 억제되므로 초정 6 응고

인 경우 5• Y 변태가 충분히 얼어나지 않아서 주조조직 내의 b-ferrite는 오히려

많아진다.

다. B-ferrite 함량의 예측

합금조성에 따른 주조조직 내의 상분율 및 대략적인 잔류 a-ferrite 함량

은 Cr 당량과 Ni 당량을 이용한 몇가지 방법으로 예측할 수 있다. 이 중 대표

적인 것이 그림. 4.2-2와 그렴. 4.2-3에 보인 바와 같이 합금의 Cr 당량 및 Ni

당량의 비에 따라 상온 응고조직을 실험적으로 측정한 Schaeffler

diagr없n[4.2-8J과 DeLong diagr없n[4.2-9J이 다. 이들은 원 래 용접부 또는 접합

부와 같은 국부적인 웅고부위의 미세조직을 예측하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서 특

정 용접조건에서의 실험결과에 기초했기 때문에 응고과정에서의 냉각속도는 고

려되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응고 후 냉각과정에서 a-ferrite가 많은 경우에는 8

• y 변태에 미치는 냉각속도의 영향이 커지므로 Schaeffler diagram 내에서 8

-ferrite의 함량이 높은 쪽의 합금조성에서는 잔류 a-ferrite 함량의 예측이 부정

확해지며， 반대로 낮은 a-ferrite 함량 쪽으로 갈수록 잔류 8-feπite는 비교적 정

확히 예측된다. 또한 Schaefflet diagram에서는 N의 영향이 고려되지 않았으며，

C은 0‘03% 이상， Si은 0.3% 이상 Mn은 2.5% 이하인 경우에 한해 적용할 수

있다.

Schaeffler diagram에서 고려되지 않은 N 및 여타의 합끔원소틀의 영향을 도

입한 modified Schaeffer diagram이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제안되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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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2-3 Delong Diagram for the Determination of Ferrite Numbers
in Auster까tic Steel Weld Me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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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neider diagram[4.2-10]과 그림 4.2-3에 보인 DeLong diagram[4.2-9]이 여 기

에 속한다. 또한 1\1n의 경우 첨가량어 2.5% 까지에서는 오스테나이트 안정화

원소로 작용하고 그 이상의 첨가량에서는 반대로 페라이트 안정화 효과를 주므

로 1\1n이 많이 첨가된 합금의 경우 전술한 Schaeffler diagr밍n이나 DeLong

diagram은 적용할 수 없고 표 4.2-1에 나타낸 바와 같이 Mn 효과의 천야를 고

려한 Hull[4.2-11]의 당량계산식을 사용하여야 한다. DeLong은 N의 영향을 고

려한 외에도 잔류 5-ferrite의 다양한 측정방법에 따른 펀차를 표준화하기 위해

서 magnetic tearing force를 기 준으로 한 ferrite number를 정 의 하고 Cr 당량

및 Ni 당량에 따른 ferrite number 값으로서 5-ferrite의 분포를 나타내었다.

전술한 5-ferrite의 예측방법은 모두 용접부의 응고조직에 관해 제시된 것으

로서 연속주조 slab의 응고조직 내의 5-ferrite를 대략적으로 예측하는 데에도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 그러나 연속주조 slab의 경우 과냉 및 냉각속도가 용

접부와는 다르고 응고조직의 부위별 펀차가 심하므로 보다 정확한 5-feπite의

예측을 위해서는 연주 slab에 대한 실험적 예측식이 펼요하다. 이에 관해

KRUPP, KSC , AVESTA 둥 스테인레스강의 주요 생산업체들을 각사의 고유한

설비특성과 연주조업조건에 적합한 5-ferrite 예측식틀을 작성하여 사용하고 있

다.

2. 합금제조 및 물성시험 방법

가. 합금설계， 진공용해 및 열깐압연

본 연구에 사용한 강의 화학성분은 표 4.2-1 과 같으며， 진공유도

용해로를 사용하여 실험실적으로 초기 두께 120mm 인 중량 30kg 의 주괴

로 용해 하였다. STS 316L 강에서 N을 0.035 - 0.16% 범위내에서 미량

의 B과 Ti야 첨가된 강과 미첨가된 강을 3 종류씩 용해하였다.

용해된 주괴의 표면으로 부터 고온산화 사편을 채취한 후， 주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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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2-2 C hem ical composition of the experim ental alloys

(wt. ~)

괜월 C Si 싸1 Cr Ni Mo Cu Ti B N Remark

0.018 0.60 0.90 17.49 12.21 2.25 0.19 0.043 316L

2 0.020 0.57 0.89 17.43 12.00 2.38 0.19 0.022 0.0042 0.035 316L

3 0.020 0.60 0.90 17.57 12.04 2.43 0.20 - 0.11 316매

4 0.020 0.58 0.90 17.38 12.01 2.35 0.20 - - 0.16 316LN

5 0.023 0.59 0.90 17.58 12.04 2.24 0.19 0.031 0.0037 0.13 316LN

6 0.019 0.64 0.89 17.61 12.09 2.35 0.20 0.030 0.0036 O. 15 316LN

7 0.045 0.60 L05 16.70 10.60 2.10 0.20 0.030 0.0043 0.04 P-316

8 0.025 0.65 0.90 17.45 12.20 2.40 0.20 0.030 0.0043 0.13 P-316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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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00C에서 2시간 가열하고 실험 맙연기를 이용하여 압연종료 온도가

950t 이상이되게 7 pass에 걸쳐 두께 15mm 까지 압연한 후 압연방향으

로 고온인장시편을 채취하였다. 인장시편과 내식성 실험시편의 제작을

위하여， 15mm 까지 l차 압연한 열연판을 1250"c에서 1 시간동안 재가열

한 후 3 pass에 걸쳐 두께 3mm 까지 재압연하였다.

냐. 고온산화 실험

열연 가열로에서의 스테인레스 slab 표면의 고온산화 경향올 조사

하기 위한 사편은 주조조직이 유지된 주괴의 응고표면 부위에서 채취하였

으며， lOwxIOLx5t mm3 의 크기로 방전가공 제작하였다. 가공된 시편은

표면을 #400 sand paper로 연마후 아세톤에서 탈지 및 초음파 세척한 후，

Cahn Micro-Electronic Analyzer TGA 171 system 을 이 용하여 실 험 을

수행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분위기는 열연 가열로의 분위기와 동일하게 CH4, C02 ,

CO , H 2, N 2, 02, H20 동을 절절히 혼합하여 사용하였으며， 과잉산소량은

3 vol% 이 다. 산화옹도는 1290De 이 며 , 실 험 에 소요된 총시 간은 210분으

로 가열로내에서의 승온과 동일한 조건으로 가열하였다.

산화 실험이 끝난 시편은 epoxy 로 진공에서 cold mounting을 한 후

단면을 절단， 연마 후 산화 스케일 형상을 SEM를 이용하여 관찰하였다.

다. 고온인장 실험

두께 15mm의 압연판으로 부터 고온인장 실험을 위해 120Lxl00

mm3의 봉상시편을 가공하여， 최대하중이 5ton인 열간가공 모사시험기

(Greeble 1500)을 이용하여 900-1290 De 구간에서 실험을 행하였다. 사펀

의 가열은 고전압을 이용한 직접가열 방식이며， 시펀을 lODe/sec로 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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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실험온도에 도달하면 그 온도에서 30초간 유지하여 시편의 내외부

온도가 균일하게 되도록 한 후 cross head speed 을 30cm/sec로 파단시

까지 인장한 후 상온으로 공냉하였다. 고온인장 후 파단된 시편의 단면

적을 측정하여 합금성분 및 온도에 따른 단면적 감소율을 비교하였다.

라. 열연 소둔조건 젤정

합금성분의 변화가 소둔조건에 미치는 영향 및 강종별 적정 소둔조건

을 도출하기 위하여 열간압연 상태의 두께 3mm의 열연판으로 부터

30Lx20W mm의 크기로 절단한 시편을 1040-1160·C 구간에서 20·C 간격

으로 미리 가열된 로에 장입하여 1분 30초 간 유지시키고 수냉한 후， 시

험편을 연마하여 소둔조건별 조직을 광학현미경으로 관찰하고 입도크기를

측정하였다. 10 % 옥살산 용액에서 전해에칭을 하였으며， 경도 변화는

Micro Vickers 경 도계를 이 용하여 측정 하였다.

마.기계적성질

3mm 로 압연한 열연판을 산세후 압연 방향으로 lIS 13B 크기의

인장실험 시편을 제조하였다. 시편의 소둔은 소둔조건 설정 실험의 결과

와 소둔채의 중량 차이에 따른 효과 및 소둔후 입도크기동을 고려하여

1140·C 에서 2분간 소둔하였다. INSTRON 1127을 이용하여 cross head

speed 10mm/min로 실 험 을 행 하여 강종별 성 분 변 화에 따른 인 장강도， 항

복강도 및 연신율을 측정하였다.

바. 내식성 실험

예민화에 따른 업계부삭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Oxalic Acid 부식 시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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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하였다. 옥살산은 Cr 함량이 많은 phase 만을 선택적으로 부식시키므로 Cr

탄화물의 업계석출에 따른 입계부식을 평가하기 위한 첫번째 방볍으로 많이 이

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B, Ti 및 N의 첨가가 예민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하기 위해 4종의 316LN grade 및 1종의 316L grade 스테인레스 합금에 대해

실험을 수행하였다.

열간 압연을 거친 2 - 3 mm 두께의 판재를 1100°C에서 30분간 소둔한 후

수냉하여 1 x 2 cm 크기로 절단 하였다. 절단된 시편은 600 - 7500C 범위에서

30분 부터 100시간까지 각각 예민화 열처려를 하였고 부식시험전 시편의 각 면

을 l~m 알루미나 powder까지 연마하였다. 시편은 10% Oxalic 용액에서

lA/cm
2의 전류밀도를 1.5분간 가해 전해 etching 시킨후 hot water 및 아세톤을

사용하여 세척하였다. 에칭된 표면은 200배의 현미경으로 관찰한 후 각 시효시

간에 따른 업계예민화 정도를 평가 하였다.

Oxalic 시험에 추가하여 입계부식성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DL-EPR(Double Loop Electro-chemical Potentio-kinetic Reactivation)을

실시하였다. 포화감홍전극(Saturated Calomel Electrode , SCE)을 기준전

극으로 하고 백금을 대전극으로 하는 3극 system에서 Potentiostat

(EG&G PARC 273A)를 이용하여 scan rate 100 m V/min로 강종별 자연

전위 부터 300mV(vs SCE) 전위범위 내에서 실험하였으며， 강종 및 성분

에 따흔 DOS (Degree of Sensitization)를 측정 비 교하였다. 서 편 의 표면

적은 lcm2 이며 용액은 상온의 1Tv1 H2S04 + 0.1 KSCN 의 수용액을 사용

하였다. 시편의 예먼화 처리는 표면의 탈탄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둔열처

리 된 시편을 진공상태언 quartz tube 내부에 밀봉한 후 행 하였다. 예

민화 저리 온도는 750°C 이며 시간은 5시간이었다.

또 한 5% H2S04 + 3% NaCI 수용 액 내 에 서 scan rate 를 60 mY/min

로하여 양극 분극 독션을 구하고， 부동태화 전류밀도 및 전위 그리고 공

식전위를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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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2-4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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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2-4 Macrostructure of the Continuously Cast STS 304 Slab at
the Position of 1/4 Slab Width (a), and the Slab Edge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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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2-5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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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2-5 Macrostructure of the Continuously Cast STS 316L at
the Position of 1/4 Slab Width (a), and the Slab Edge (b)

""'168 -



모든 사편은 #1000 SiC 연마지 까지 연마하고 아세톤으로 세척후 사용

하였으며， 시험 용액내의 용준산소의 영향을 제거하기 위하여 300cc/min

의 질소 gas로 20분간 purgmg한 후 사용하였다.

3.채료불성 평가

가. 주조조직내 ferrite 함량 및 분포

그립 4.2-4와 그렴 4‘2-5는 각각 현장에서 생산된 STS 304강과 316L강

연주 slab에서 edge 부위와 폭 방향으로 1/4 지점에서의 결정립 초칙을 보여주

는 단면 macro 조직사진이다‘ 결정립 조직에서는 316L강과 304강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두 강종 모두 slab 표충부터 중심 가까이까지 주상;정이 잘 발달

되어 있었으며 중심 부위에만 둥축정 조직이 관찰되고 있어서 주조과정에서

slab의 중심부 가까이 응고될 때 까지 옹도구배는 slab 표면 쪽으로 형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주조직을 보다 미세하게 조사하면 316L

강과 304강의 웅고특성의 차이를 관찰할 수 있다. 그림 4.2-6과 그림 4.2-7은

각각 304강과 316L강 slab의 부위별 주조조직을 60% 질산용액으로 전해에칭하

여 5-페라이트의 분포를 관찰한 것이다. 먼저 304강의 경우(그림 4.2-6) slab

표면으로부터 깊이 40mm 지점까지 0-페라이트는 dendrite core를 따라 분포하

였으며 이들 dendrite는 열 이동 방향인 slab의 깊이 방향으로 배열되어 있는 주

상정 조직을 형성하였다. 그러나 깊이 60rnm 지점에서는 이와 같은 수직방향의

dendrite 외에 방향야 다른 dendrite가 흔재되어 있는 branched colmunar 조직

이 관찰되었고 slab 중심부인 100mm 깊이 지점에서는 완전한 둥축정 조직이

나타났다. 316L강(그림 4.2-7)의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0-페라이트의 체적분율

이 304에 비해 작았고 slab 중심부만을 제외하고는 모든 부위에서 주상정의 조

칙을 보였으며 304강에서와 같은 branched columnar 조직은 관찰되지 않았다.

연속주조과정에서 형성되는 branched columnar 조직은 용탕이 mould 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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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 Solidification Microstructures
STS 316L Slab at the Distances
and 100 mm (d) from the Sur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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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하다가 유동분리되어유동에 의해결정편들이 용강의통과할 때 형성되는

성장을dendrite의부착되어있는 dendrite tip에이 작아진 위치에서 성장하고

。I았다(4.2-121방해하면서 결정펀들이 계속 성장함으로써 형성된다고 알려져

열이 빠져나가는 조건이므로 응

전체적으로는 주상정을

표면쪽으로온도구배는 주편이 위치에서의때

된형성하게진행되어우선적으로고는 [100] 방향으로

반면 316L강에서는있는형성되어304강에는Branched columnar 조직 이

관찰되지

다.

있는 Mo에 의해포함되어이유는 316L강의 경우 합금성분 내에않은

높아서 용강 유통에 의한 결정편의비해고온강도가 304강에응고된 결정편의

이와 같은 branched columnar분리가 용이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관해서이에형태에 영향을 미철 것으로 예상되며조직의 차이는 5-페라이트의

는 뒤에서 다시 기술하고자 한다.

그림 4.2-8은 STS 316L강의 분포를 304 및slab 푸께별 5-페라이트 함량의

STS 316L강종은 304 및 321강에 비해 5-페321강과 비교하여 나타낸 것이다.

라이트의 함량이 낮았으며， 평굵 3.3%의 세강종에함량를 보였다.5-페라이트

많아지점차로갈수록내부로표면에서부터함량은공통적으로 5-페라이트서

그림 4.2-9는 316L보였다.낮아지는 분포특성을급격하다가 slab 중심부에서

분포양상을 조사한 결과로서

비해 전반적으로 5-페라이트

slab방향에 따른 5-페라이트의J£-,slab의강에서

내부에표층부의 경우는 폭 방향의 편차가 적었고

의 함량이 적었으나 slab 내부의 경우 양 edge로부터 약 200mm 지점까지는 5-

slab 중앙부에서는 5-페라이트의 함이후의그많아진 반면점차로페라이트가

큰0-페라이트의 형태에도304강과 316L강의변화를 보이지 않았다.三:I.

‘-량이

vermicular까지는45mm표면에서304강의 경우있었다.
~

T관찰할차이를

존재하였다.깊여에서는 lacy ferrite가 함께feπite가 관찰되었고 65mm 이상의

가까이까지 대부분 vermicular ferrite로중섬반면 316L강의 경우에는 표면부터

응고모드와

중심부에는 소량의 lacy feπite가 형성되어 있었다.

따른합금성분에
A
E서

。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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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페라이트의다]
.A주조조직

존재하였으며

전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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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2-8 Relationship Between 5-Ferrite Content and Distance from
Slab Surface for STS 321 , 304, and 316L Ste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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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지어 검토하고자 한다 Hammer & Svennson 식(표 4.2-1) 으로 계산한

316L강의 Cr.eQlNi.eQ 값은 약 1.54이며 이는 304강의 1.8에 비해 낮다.304강의

응고는 초정 5-페라이트로 이루어지는 반면 316L강의 경우는 초정 8와 Y의 경

계 영역에서 응고가 서작된다. 따라서 316L의 응고과정에서는 포정반응이 더

진행될 수 있으므로 잔류하는 5-페라이트의 함량은 304강에 비해 적어진다.

316L강에 관해서는 응고과정이 냉각속도에 민감하게 변화하며 초정 5-페라이트

와 초정 Y가 동시에 형성된다는 결과와 초정 Y로 응고가 일어난다는 결과 둥 상

반된 연구결과들이 보고되고 있지만 본 연구에서 관찰된 주상정 영역에서의 5

페라이트의 형상은 대부분 vermicular 형태이므로 응고시 초정은 5-페라이트로

형성됨을 알 수 있다.

그림 4.2-4에 보인 것과 같이 316L강의 5-페라이트 함량은 slab의 표층부에

서는 작으며 중섬부로 갈수록 증가하다가 중심부에서 급격히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며 이는 304 및 321강에서와 통일한 경향으로 나타난다. 304, 321 및 316L

강은 모두 Cr‘eq입l.eQ 값이 1.48에서 1.95 사이에 었으며 따라서 Mode B, 즉，

초정 5-페라이트로 응고가 시작되는 강종이다. 이러한 응고모드에서 주어진 합

금성분계의 주조조직 내 5-페라이트의 분포를 결정짖는 가장 중요한 인자는

slab~ 부위별 냉각속도로서 이는 응고과정에서의 dendrite arm spacing과 응고

후 냉각과정에서의 고상변태속도에 큰 영향을 준다. 즉， 냉각속도가 빠르면 5•

Y 고상변태가 어려워져서 잔류 5-페라이트의 함량이 많아지는 효과와 옹고과정

에서 dendrite arm spacing이 작아짐으로써 5-페라이트의 분해시 확산거리겨 짧

아져서 잔류 5-페라이트의 함량이 적어지는 상반되는 효과를 줄 수 있다.

본 연구에서 관찰된 316L강의 5-페라이트의 분포거동을 해석하기 위해서 먼

저 Mode B 응고， 즉 초정 5-페라이트로 응고가 일어날 때 응고선단부위의 온

도분표를[4.2-13]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렴 4.2-10은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레

스강의 초정 5-페라이트 응고시 응고진행단계별 온도분표를 나타낸 것이다 8

패라이트 초정의 석출은 약 1450
a

C 에서 일어나며 1420 aC 부근에서 8-페라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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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4.2.-10 Schematic Diagram Showing Temperature Distribution along
the Axis of Dendrite, and Decomposition Processes of 5-Ferrite
for Austenitic Stainless Steel Which Solidifies by Mode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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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액상의 경계에서 Y상이 형성되기 시작한다"'(상은 빠르게 성장하여 응고가

완료되는 약 1400·C 에서는 약 60%의 0-페라이트가 잔류하고 그 이후로 1160·C

까지 냉각되는 동안에 대부분의 0-페라이트가 Y로 분해되나 이 온도까지 분해

되지 않고 남아 있는 0-페라이트는 상온까지 냉각하는 과정에서 더 이상 분해

되지 않고 주조조직 내에 잔류 0-페라이트로 남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응

고 및 응고 후의 냉각에 의한 변태과정은 냉각속도에 큰 영향을 받으며， 따라서

slab의 부위별 냉각속도의 차이는 부위별 주조조직의 변화를 초래한다.

그림 4.2-11은 tundish 온도 1485°C , 주속 1.0rrνfilm의 연주속도에서 연속주

조시 memscus로부터의 거리에 따른 slab의 부위별 냉각거동흘 simulation한 결

과[4.2-13]이다. Slab의 부위별 냉각속도는 tundish 온도에서부터 0+"'( 영역이

시작되는 약 1400·C 까저는 slab 중심부로 갈수록 점차적으로 느려지는 분포를

나타낸다. 그러나 8+"'( 영역으로 고상변태에 의한 활발한 0-페라이트의 분해가

일어나는 1400 "C -1160·C 구간의 냉각속도는 slab 표충으로부터 깊이 50mm 까

지는 점차 느려지다가 그 이후부터 slab 중심까지는 다시 빨라진다- 응고가 완

료되는 온도인 1400·C 까지의 냉각속도는 dendrite ann spacing에 영향을 주어

서 냉각속도가 느려질수록 dendrite ann spacing은 커진다. 이는 응고 후 통일

한 열이력에 의해 dendrite core의 0-페라이트가 Y로 변태한다고 가정할 때 slab

의 표변에서부터 중심으로 갈수록 8-페라이트의 분해에 펼요한 확산거려가 커

져서 잔류 8-페라이트가 많아짐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러한 dendrite arm

spacmg 효과 이외에 8-페라이트의 분해가 일어나는 8+"'( 영역에서의 냉각속도

의 효과도 함께 작용하는데， 먼저 표층에서 약 50mm 깊이까지의 부위는 상기환

고상분해 용도구간에서의 냉각속도가 그림 4.2-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slab의

중섬으로 갈수록 점차 느려져서 이 구간에서의 확산시간이 걸어지므로 0-페라

이트의 분해가 점차 용이해진다. 따라서 이 부위에서는 dendrite arm spacing

의 증가효과와 증강된 0-페라이트 분해효과라는 상반되는 두 효과가 작용되고

있다. 그러나 그림 4.2-8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304, 321, 316L강종 모두 잔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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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페라이트는 표층에서 약 50mm가지의 부위에서도 중심 쪽으로 갈수록 점차로

증가하고 있으며， 따라서 이 부위에서는 dendrite arm spacing 의 증가 효과가

더 지배적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이들 강종중 316L 강종의 경

우가 이 부위에서의 8-페라이트 함량의 증가가 가장 작으며 이는 통일한 1-1ode

B 응고라 할지라도 304나 321에 비해 포정반응에 의한 Y의 형성이 많기 때문에

용고 직후 dendrite core 내에 보다 척은 양의 8-페라이트가 잔류하기 때문얀

것으로 판단된다.

Slab 표층에서 약 50mm 위치로부터 중심 근처까지의 부위는 그림 4.2-11 에

서 보는 바와 같이 고상변태구간의 냉각속도가 중섬으로 갈수록 오히려 커지며

1400·C 이상의 고온구간에서의 냉각속도는 완만하게 감소한다. 따라서 이 부위

에서는 slab 중심 쪽으로 감에 따라 dendrite arm spacing의 증가는 크지 않고

웅고 후 고상변태가 일어나는 온도구간에 머무는 시간이 점차로 짧아지므로 0

페라이트의 분해가 어려워져서 잔류 8-페라이토는 중심으로 갈수록 많아진다.

이미 기술한 바와 같아 304강의 경우 이 부위에서는 초기 응고과정에서 분리된

결정펀틀의 부착에 의 한 branched columnar 조직 이 형 성 되 면서 lacy ferrite가

많아져서 잔류 8-페라야트의 양올 크게하는 또 다른 요인으로 작용하지만 316L

의 경우는 Mo의 첨가에 의한 높은 고온강도에 의해 결정편의 분리가 용이하지

못하여 lacy ferrite 의 효과는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slab 중심부에서는

중심펀석에 의해 액상 내의 Ni 당량어 높아지고 Y로 응고가 시작되는 부분이

존재하게 되므로 잔류 0-페라이트는 급격허 감소한다.

나. 열연가열로내 고온산화

STS 316L 강의 열연 가열로 내에서의 산화에 대한 B. Ti 및 R의 영향

은 실험시간과 온도에 대한 산화량 증가독선을 나타낸 그림 4.2-12와 같다. 질

소의 함량이나 미량의 Ti와 B의 첨가에 상관없이 Scale Breaka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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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mperature(SBT)는 유사하다.

질소의 함량이 작은경우， 미량의 B과 Ti를 복합첨가한 강은 전체 산화량뿐만

아니라 산화콕선의 형태도 미첨가강의 경우와 유사하게 나타난다. 이것은 dry

분위기에서 산화된 STS 304 강이 B의 첨가에 의해 내산화성이 개선된다는 기

존의 연구결과[4.2-14] 와 Ti가 첨가되면 초기산화에 대한 저항이 커지고 SBT도

높지만， S깨f 계면에서의 Cr 계 산화피막의 보호성이 낮아져 일단 산화가 되면

진행속도가 빨라 전체 산화량은 증가하게 된다는 연구결과[4.2-15]에 의해 알려

진 Ti와 B의 고온산화에 대한 서로 상반된 역할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질소가 다량 첨가된 강의 산화곡션은 B과 Ti의 첨가에 의해 상당한 영향을

받는다. B과 Ti이 미첨가된 강의 경우 N의 함량에 따라 전혀다른 산화콕선을

보여주며， N의 함량이 증가할수록 초기산화가 활발히 진행된후 산화속도가 느

려져 전체 산화량은 작게된다. 반면에 미량의 B과 Ti이 첨가된 고 질소강의

산화곡선은 형태상 N 함량과 상관없이 저질소 강과 유사하며 N 함량이 증가할

수록 초기산화후 산화속도가 완만해지고 재산화의 속도가 낮아지는 특성을 보인

다. 이것은 산화초기에 형성되어 기지 보호 역할을 하는 Cr 계 산화물층이 N

가 적은 강에서 더 쉽게 파괴된다고 생각할 수 있다.

질소의 함량이 작은 강들의 산화단면 관찰결과를 보면 B 및 Ti 미첨가강에

서는 깊어 10011m 이상의 비교적 큰 노률이 형성되어 있고 S!1vl 계면에서 스케

일과 금속의 혼채양상이 관찰된다. Ti와 B을 복합첨가한 강의 경우도 유사한

형태의 스케일을 보이나 미첨가강에 비해 국부 노률이 비교적 자주 발생되며，

간혹 형성된 노률중에 위층은 산화물로만 되어 있고 기지금속쪽의 아래층은 산

화물과 금속이 혼재되어 있는 이중구조를 가진 것도 발견된다. 반면에 질소를

다량 함유한 강틀의 산화단변 형상을 보면 그림 4.2-13과 같이， 노률의 깊이가

5011m 정도로 작아지게 되며 스케일과 금속의 혼재정도가 약해진다. 전반적으

로 S/rvl 계면에서 연속적으로 산화물층이 형성되어 있으나， 이러한 경향은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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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3 N + 0.031 Ti + 0.0037 B 0.15 N + 0.03 Ti + 0.0036 B

50μm 프단민

Fig. 4.2-13 Scale Morphology of Cross Section of High Nitrogen
Containing STS 316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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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량이 많은 강에서 더욱 뚜렷하게 관찰된다. 미소노률의 경우도 외부층은 산

화물로만 구성되어 었고， 내부로 들어갈수록 산화불과 금속의 혼재가 발생되지

만 S!M 계면에서는 연속적인 스케일이 형성되어 었다. T i, B 미첨가 STS

316L 강에셔는 N이 다량 함유되면 초가산화가 활발히 발생된후 산화의 진행이

느리게 되어 초기에 S!M 계면에 형성된 보호성이 강한 Cr 계 피막이 국부적으

로 파괴되면서 노율의 발생야 마미하지만， N 함량이 적으면 초기에는 그다지

산화가 활발하지 않지만 이후 빠른 산화의 진행으로 S/IV1 계면에서의 Cr 계 피

막의 파괴가 활발하여 S/M 계면에서 스케일과 금속이 흔재된 대형 노률이 발생

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Ti, B 복합첨가 STS 316L 강에서도 잔 함량이 증

가하면 Ti, B 미첨가강파 같이 전체산화량이 감소하는 결과흘 보이지만! 이 강

종에서 초기산화량의 증가가 비교적 완만한 것은 강중에 첨가된 Ti, B에 의한

영향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STS 316L 강의 N 함량을 증가시키면 산화진행

중의 속도를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져와서 산화층에 노률의 발생을 억제할 수 있

다.

다.열간가공성

그립 4.2-14는 포항제철에서 생산된 STS 304 및 STS 316 과 용해한

STS 316L 및 STS 316LN 강을 900~1290DC 구간에서 고온 인장 시 험 한 후의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STS 304 강의 경우 실험온도 구간에서 85% 이상의 우

수한 R.A.를 보인다. Mo를 약 2.2% 함유한 STS 316 강온 그보다 약간 낮은

열간가공성을 보여주며， 특히 저온구역에서는 열간가공성이 더욱 떨어쳐 100QDC

이하에서는 약 5% 정도 열악함을 보여준다. STS 316L 강은 열간가공성이 더

욱 떨어지는데 이는 Mo의 함량이 STS 316에 비해 약 0.4% 많이 함유하고 있

을뿐 아니라， 강종 자체가 8-ferrite 함량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미량

의 B 및 Ti 첨가에 의한 열간 가공성의 변화는 1200DC 이상의 온도에서 저융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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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2-14 The Variation of Hot Ductility of Type 304, 316, 316L
and 316L(N) Stainless Steel at Temperature of 900 - 1290°C

-184-

1,3001,200

Temperature{OC)

1,1001,000900



의 Eutectic Phase흘 형성하여 열간가공성의 저하를보이는 것 외애는 변화가 거

의 없다. 그러나， N을 0.1% 수준이상 함유한 강은 N의 함량이나， 미량의 Ti나

B의 첨가에 상관없이 통상 수준의 N을 (0.04%) 함유한 강에 비해 900-1200 "C

구간에서 우수한 열간 가공성을 보여주고 있다. 통상 널랴 알려져 있는 N의

열할과는 상반된 결과이나， 여기서 N의 역할은 y 안정화 원소로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열간가공성에 나쁜 영향을 주는 주괴중의 5-feπite 함량을 거의 091>

로 낮춘 결과로 생각되며 이 점에 관해서는 2차 년도에 상세한 점증을 할 예정

이나， Mo를 함유한 강에서는 N 첨가둥에 의해 열간가공성이 열하되는 것보다 8

-ferrite 함량을 낮추는 것이 열간가공성 향상이 훨씬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라. 71 계적 특성

강종별 기계적 특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먼저 적정 열연 소둔 조건을

도출하여야하며， 이를 위해서 압연 상태의 두께 3 nun의 열연판을 이용하여，

1040-1160 DC 범위에서 20 DC 간격으로 Box furnace에서 시편이 소둔온도 도달

즉시 수냉한후 표면을 연마하여 미세조직 및 경도를 측정하였다.

그립 4.2-15는 실험실적으로 용해한 STS 316L 및 STS 316LN 강의 소둔온

도에 따른 경도 변화를 보여준다. 통상의 질소 함량인 0.035-- 0.045% 의 질소

흘 함유한 Type 316L 스테인레스 강에서는 B과 Ti의 첨가유무에 상관없이 전

강종 모두 1040
D

C 에서 완전허 재결정된 소둔조칙을 보이며， 규격상의 경도

HV200 이하도 만족된다. 미량의 B과 Ti가 첨가된 강은 미첨가강에 비해 입도

가 다소 불균일함을 보이며， 동일조건으로 소둔시 경도도 약 HV2--5 정도 높

다. 한편， 질소를 다량 함유한 강에서 B과 Ti 미첨가 강은 비록 결정 립이 미세

해도 1040"(;에서 재결정이 이루어지는데 반해， 미량의 B과 Ti를 함유한 강은 재

결정이 지연되어 l060·C가 되어야 채결정이 이루어지며 규격상의 경도 HV22。

이하도 만족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N의 함량이 높을수록 결정입도가 미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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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고 입도 성장이 억제되므로 0.1% 이상의 N을 함유한 강에서 적절한 입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1100 Ge 이상에서 소둔하여야 함을 알 수 었으며， 완전히 소

둔된 강의 경도는 N의 함량이 0.11% 일 경우 전반적으로 HV25 이상 증가되며，

N의 함량이 높을수록 경도의 증가량이 커져， 0.16% 첨가된 강은 약 HV40 증가

된다.

인장시편(lIS 13B)의 소둔은 질량을 고려하여 인장시험펀을 가열시 로의 설

정온도에 도달하는데 소요되는 시갇인 2분을 소둔시간으로 하고 열처리온도로

1140
G

C 를 택하였다. 이는 KS 규격에서 고용화열처리 온도를 1010~ 1l50°C 로

제시하고 있으므로 고용소둔 작업의 가능여부를 검토하기 위해서 이다. Typε

316L 강과 Type 316LN 강 모두 1140·C 의 고온에서 소둔하여도 KS 규격상의

기계적 성질을 만족시킨다. 기계적성질의 관점에서 보면， 미량의 Ti와 B을 첨

가하여도 별 차이점이 보이지 않는다. Y.S.C그림 4.2-16)와 T.S:C그림 4.2-17)는

N의 함유량에 비례하여 증가하며 연신율(그림 4.2-18)은 그 반대의 경향을 보

인다. 이상의 결과로， 강중의 질소 첨가량을 조절함으로써 강도을 조절할 수 있

음을 알 수 있으며， 질소의 함량이 많을수록 소둔온도를 높혀야 함을 알 수 았

다.

마. 내식성 평가

(1) EPR 시험

통상 Type 304 스테인레스강의 재활성화율은 0.5M H2S04 + a.01M

KSCN 용액내에서 측정하나 Mo를 함유한 스테인레스 강은 이 용액내에서의

실험결과 업계의 활성화 정도가 아주 작아 예민화도의 감지가 곤란하여 11\1

H2S04 + 0.111 KSCN 용액을 사용하여 활성화도를 높였다[4.2-161 이 강들은

업계예민화의 주 요인인 탄소의 함량이 아주 작기 때문에 예상한 바와 같이 현

장생산 소둔조건으로 열처리후에도 입계예민화도는 아주 작았다. 가존의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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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4.2-17]에 의하면 Type 304 스터1 인레스 강의 TTS (Time-Temperature

Sensitization) 곡선의 nose는 650 "C 인데반해， Type 316 스테얀레스 강의 nose

는 750 8

C 부근으로 온도가 약간 높을 뿐아니라 탄화물이 석출되기 시작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Type 304 스테인레스 강에 비하여 더 요구되므로 예민화 조건을

750
8

C 에서 5시간 으로 하였다. 예민화 처리후 DL-EPR 결과를 보면 (그램

4.2-19) , 저질소 함유 STS 316L 강은 다소 예민화가 진행됨을 보여주나 재활성

화율은 0.4% 미만으로 아주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N을 다량 함유한 강

은 저질소함유 강에 비해 더욱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미량의 B과 Ti을

첨가한강은 미첨가 강과 비교할 때 약간 예민화의 기미를 보이나 그 전도는 거

의 무시할 수 있는 정도이며 N 함량이 0.11-0.16% 까지 변해도 예민화 경향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미루어 입계예민화 향상에 영향을 주는 N의 첨가량에는 임

계값이 있음이 유추된다. 1100
8

C 에서 1시간 용체화처리를 하고 수냉후 사펀에

대해서 상기한 예민화처리후의 결과를 보면 두 강종 모두 전혀 예민화의 기미

를 보이지 않았다. 실험조건별 DOS는 표 4.2-3에 나타나 있다.

표 4.2-4는 각 강에 대한 5% H2S04 + 5% NaC! 수용액내에서의 양극분극

곡선으로 부터 측정한 부식전위， 초기 부동태화 전류밀도 및 전위 그리고 공식

전위 값을 보여준다. 용액내에서의 부식전위를 비교해 볼때 ]\10를 함유한 강은

N의 함량에 무관하게 부식전위는 약 350-370mV VS. SCE(이하 mY)로 유사하

나， 질소의 함량이 높을수록 초기 부동태화 전류 밀도는 작아지며 공식전위는

높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즉， 미미한 차이지만 Type 316L 강에 N을 다량 첨가

함으로써 염분 분위기에서 다소 양호하며 안정된 부식특성을 보임을 알 수 있

었다.

(2) Oxalic Acid 시 험

그림 4.2-20은 N의 함량이 각각 0.11 및 0.16% 인 합금에 대해 ASTIv1

A262 Practice A에 따른 실험 결과를 보여 주고 있으며 그림 4.2-21은 미 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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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2-3 Reactivation rati아 Ir/l a ) of the experimental aollys

in 0.1 M H2S04 and 0.01 M KSCN mixed solution.

Annealed at 1100t Solution treated
at HOOt for 1 hr.

Sensitized and sensitized
Heat As annealed at 750t for 5 hrs.

Remark
at 750t for 5 hrs.

lalla
la

lalla
la

lalla
uA/cm2 μA/cm2 uA/cm2 ‘lA/cm2 J,JA/cm2

J,JA/cm2

1. 16 26900 0.0043 111.1 28400 0.39 * 27800 - 316L

2 9.5 22000 0.04 16.41 26200 0.06 * 21000 316L"

3 * 16980 55 21800 0.14 * 17220 316LN

4 * 14860 - * 15700 - * 15450 - 316LN

5 7 21700 0.32 * 20800 - 1. 65 16910 0.0010 316며..

6 7.27 17900 0.04 8.49 16430 0.05 0.99 18510 0.0053 316버••

Note : • indicates that the reactivation current could not be measured

- indicates that the reactivation ratio could not be calculated.

** indicates that the alloy contains small amount of B 하념 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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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2-4 Corrosion potential(E r) , critical current density(b.t) ,

passive potential(E pp) and pitting potential(Ep,t) of the
experimental alloys

ER Epp Iedt Ep‘ t
RemarkHeat

(mV vs. SCE) ‘mV vs. SCE) ‘llA/Cm
2

) ‘mV vs. SCE)

1 -365.5 -259 220 920
316L

2 -354.5 -253 162 911

3 -350.5 -244 132 953

4 -350.5 -253 124 956
316LN

5 -350.0 -259 139 955

6 -358.0 -264 127 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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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파 B이 첨가된 두종류의 합금에 대한 실험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그립 4.2-22

는 참고합금으로 Belgium산 상용 316L 스테인레스 합금에 대한 실험 결과이다.

그림 4.2-23 - 26은 부식 시험후 zf합금의 열처리 조건 및 시간에 따른 광학 현

미경 관찰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일반척으로 0.16%N까지의 질소 함량증가에

따라 입계 예민화에 대한 저항성은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었다. 아칙 명확하

게 밝혀 지지는 않았지만 이는 질소가 Cromium Carbide를 형성하기 위해 입계

로 확산해 오는 속도를 감소 시켜 Carbide의 성장을 억제 하기 때푼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그림 4.2-20의 (a) , (b)에서 보듯이 본 실험에서는 이에대한

푸렷한 경향을 발견할수 없었다. 이는 Oxalic 시험이 입계예민화 정도를 정량적

으로 정확히 분석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되며 본 실험을 통해

예민화 범위로 추정되는 영역내에서 계속적인 EPR 시험을 통해 더욱 정확한

분석을 수행해야 될 것으로 사료된다.

그림 4.2-21 은 중요합금의 조성이 그립 4.2-20의 경우와 거의 유사한 조건에

서 미량의 Ti과 B 및 N이 다른 함량 첨가된 합금에 대해 수행된 결파 인데， 그

림 4.2-20의 결파 보다 상당히 개선된 예민화 특성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

가 Ti파 B중 어느 원소에 기인하는 것인지는 알수 없으나 Ti가 Ti(C，N)을 형성

함으로 C를 고정하여 Cr23C6의 형성을 억제하는 것에 대한 보고는 있다. 이상의

결과로 부터 미량의 Ti 및 B은 예민화에 따른 입계부식에 대한 저항성을 증가

시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그림 4.2-20의 (a)와 (b)에서 보듯이 각각

0.13과 0.15%로 첨가된 N의 효과는 거의 나타나지 않었다. 그림 4.2-22는 316L

참고 합금에 대해 수행된 결과인데 0.003%B 및 0.019%N의 효과는 거의 나타나

지 않고 있으며 이전의 4종의 용해 합금과 비교해h볼때 낮은 예먼화 저항섯음

보이고 있다. 이는 비교적 낮은 Cr 함량(16.81%) 및 기타 첨가 원소의 차이， 가

공방법의 차이에 기인하는 것으로 여겨지나 그 정확한 원인은 현재 까지 파악할

수 없었다.

앞 절에서 750°C, 5시간 예민화 처리를 거친 heat no.3파 6에 대해 수행된

-197-



•g

900

•

lF

빠

m

(
딩4
)
.
‘
i
a
랩

F

•••••••••
e

500 • 。: ~p ~합ucture
Q : Dual Structure
• : Ditch S합ucture

i

Sensitization

。o。

다
。

협 800 •
N
쉴
·룸

디
Qm

F

“L..
100

(hour)

Fig.4.2-22 Results obtained in ASTM A2fJ2 Practice A fot Comm양cial

Type 316L Grade 55 <O.022C, O.잃Si， 1.2빼，in， O.029P, 0.002S,
16.81Cr, 10.71Ni, 0.0030B, 2.08Mo, O.24Cu, 0.019N, bal Fe)

--198-

.Am

폐
빼8.1



(c) 700°C , 1.5h

f
빼..， \...4ι.. ... ..

ι 좋*ν

Fig.4.2-23 Etch stru따res obtained aft많 ASTM A262 Practice A Oxalic

tests for heat no.3 머l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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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4.2-24 Etch sσllctures obtained after ASTM A262 Practice A Oxalic

tests for heat no.4 외l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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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4.2-25 Etch structures obtained after ASTM A262 Practice A Oxalic
tests for heat no.5 와l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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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4.2-26 Etch structures obtained afterASTM A262 Practice A Oxalic
tests for heat no.6 와l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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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4.2-Z7 Etch stru따res obtained aft않 ASTM A262 Practice A Oxalic
tests for 316L Grade 55 all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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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R 시험결과와 본 절에서 수행된 Oxalic 시험에 대한 그림 4.2-20 (a) 및 그림

4.2-21 (b)를 비교혜 보면 비교적 유사한 예민화 결과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

다. 그러나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Oxalic 시험은 청성적이며 개략적인 업계 예민

화 특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더욱 정확하며 정량척인 분석은 EPR 시험 및

m여i펴ed. Strauss 서험을 통해 계속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4. 요약 및 건의사항

원자력 발전설비용 고내식， 고강도 스테인레스강 개발 및 제조기술 확립에의

한 소재국산화를 위한 연구결파， 다음의 결론을 얻었다.

1) STS 316L강은 초정 5-feπite로 웅고가 시작되며， 포정반웅애 의한 Y의

형성이 많아 주조조직 내의 잔류 5-fenite는 명율 3.3% 정도 였다.

‘ 2) STS 316L강의 연속주조 slab 주조조직은 STS 304강과 유사하나 STS

304강에서 쉽게 관찰되는 branched cohnunar 조직은 관찰되지 않으며 잔

류 5-fenite는 slab의 표충부터 중심 큰처까지 대부분 V얹nicil1ar fl딴ite

의 형태틀 이루고 있다.

3) 잔류 5-f，많ite는 표충에서 중심부쪽으로 감에 따라 점차 많아지다가 중심

부위에서는 급격히 감소하였다. 이는 표충에서 약 50rnm까지의 부위에서

는 dendrite ann spacing의 증가 효파로， 이 부위에서 중섬 근처까지는 고

상변태에 훨요한 확산시간의 감소 효과로 설명되며 중심부위에서는 Y 웅

고의 영향으로 판단되었다.

4) 통상수준의 질소를 함유한 STS 316L 강은 미량의 B 및 Ti의 첨가유무에

상관없이 열연가열로 분위기내에서의 전체산화량 및 산화곡선용 유사하

다. 이는 STS 316L 강의 고온산화는 MoOJ 의 휘발에 의한 scale

breakaway 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5) B 및 Ti 마첨가 강은 강중의 질소 함량이 증가할수록 초기산화가 활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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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된 후 산화속도가 느려져 전체산화량은 작게된다. 이는 scale/metal

계면에 연속적인 Cr계 산화물의 형성에 기인한다

6) 며량의 B 및 Ti이 첨가된 강의 초기산화는 강중의 질소 함량애 상관없이

유사하나， 질소의 함량이 증가할수록 scale breakaway 이후의 산화속도가

낮아지는 특성을 보인다.

7) 질소가 다량 첨가된 STS 316LN 강의 열간가공성은 STS 316L 강에 비

해 양호한 결과플 보였다‘ 이는 질소 첨가에의한 강중의 5-ferrite 함량

저감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되나 정확한 재검증이 필요하다

8) 통일소둔온도에서 절소의 함량이 증가할수록 결정압도가 미세해지고 임도

성장이 지연되므로， 적절한 재질 확보를 위해 질소가 다량 함유된 강은

고온에서 소둔작업을 하여야 한다.

9) Y.S. 및 T.S.는 질소 함량에 비 례하여 직선적으로 증가하고 연신율은 직

선적으로 반비례하므로 질소함량을 조절함으로써 강의 거계적 성질을 조

절할 수 있다.

10) STS 316L강은 질소의 함량을 증가시킴으로써 안정된 내입계부식성을 유

지할 수 있으며， 공식전위도 높아진다.

11) 미량의 B 및 Ti 첨가 강의 내입계부식 저항성은 미첨가 강의 경우보다

증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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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원자력굽 347 스헨례스강 개발

L 청정강 제조를 위한 정련용해기술의 도출

현재 사용되고 있는 ASl\1E/ASTl\1 규격 상에서 요구하고 있는 용해 공정은

전기로법이나 전기로법과 함께 진공 채용해 또는 ESR 또는 VAR법의 적용에 대

하여 선택적으로 규정하고 았다. 그러나 재료의 성능이 더욱 향상되고 재료의 원

전 적용사 엄격한 규제를 하고 있는 원자력급(NG급) 소재의 제조기술 배양을 위

해서는 정련용해기술에 대한 검토는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목

척을 달성하기 위한 정련 용해 기술을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1차 용해는 VJJ\tI(Vacuum Induction Melting)과 EFl\f(Electric Furnacl

Melting)과 AOD(Argon Oxygen Decarburization)를 조합하여 용해한다. VIl\1은

초합금을 용해하는데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다. 이와같이 1차 용해를 행한

후 정련을 행하게 되는데 이 때 사용되는 거본적인 방법으로는 VAR(Vacuum

Arc Remelting)과 ESR(Electro-Slag Remelting)이다. 청정도를 크게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EBCHR(Electron Beam Cold Hearth Refining)을 사용할 수 있으며， 또

한 미세한 결정립을 갖는 주조 조직을 원할 경우에는 VADER(Vacuum Arc

Double-Electrode Remelting)법을 사용할 수 있다.

가. 1차 용해법

(1) VIM(Vacuum Induction Melting)

진공유도용해는 단순히 진공용기내에 장착된 유도용해로를 사용하여 용

해로의 랩핑 및 금속의 주조를 진공상태에서 진행되도록 한 용해법이다

[4.3-1 ，2퍼. 진공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한 특수한 밀폐장치와 원격조정장치 외에

는， 용해작업과정은 고주파 대기용해와 큰 차이가 없다. 진공유도 용해로의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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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는 1톤 이하에서 60톤까지이며 기본적인 부품은 다른 용해로와 통일하다. 용

해로는 수맹금속탱크내에 장착되며 그 배치는 생산품의 요구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최근 대부분의 대규모 용해로는 3실 용기배치를 가지고 있다. 즉， 용해

로를 가지고 있는 용해설， 주형이 배치되어 이를 작동할 수 있는 주행설， 그리고

원재료 주업실이다. 작은 용해로에서는 대기압에서 1000 11m까지 진공을 제어하

는 mechanical pump와 거의 10 11m까지 압력을 감소시키는 ej ector-type

diffusion pump가 장착되 어 었다. 용해로의 크기 가 커 질 수록 큰 gas 부하를 조

절하기 위해 steam ejector가 필요하다.

VI]\，1의 가장 큰 장점은 지금까지 알려진 용해볍 중에서 원하는 합금의 첨가

와 불필요한 불순물의 관점에서 그 조성의 제어 청도가 가장 정밀하다는 것이

다. 용탕이 대기중의 수소 산소 질소와 접촉하는 것을 막아준다. 진공용기내

의 낮은 압력에 의해 반응이 시작과 진행이 대기용해에서 보다 빠르다. 또한 용

탕을 끌질화 시켜줄 뿐만 아니라 유도 교반효과에 의해 반웅물이 용체와 계속

접촉할 수 있어 원하는 만람 반응물의 정련과정이 수행될 수 있다. 기체성 불순

물의 숭화와 미량원소는 대부분 합금의 기계적 성질을 개선시킬 수 있다.

VI1'vf은 최종산물에 대해서는 채용해가 펼요하다는 단점이 있다. 이는 주로 면

석을 최소하시키고 응고조직을 체어하기 위해서이다. 내화물의 침식 또한 증가된

산화물 함량애 기인한 청정도에 해로운 영향을 주므로 문제가 된다.

(2) EFM(Electric Furnace Melting)

전기로 용해는 스테인리스강과 특수합금강 및 몇몇 초합금을 위한 1차

용해 과정에 사용된다[4.3-1 ,2,31 용해 과정 중에는 고순도의 산물을 얻기위해 선

별된 고철과 원재료를 사용한다. 용해로는 흑연 전극과 장입물 사이에서 발생되

는 전기 아크에 의해 가열되는 장입물이 내재해 있는 대화재로 둘러싸인 용기로

구성되어 있다. 불순물제거와 액체 슬레그로부터의 합금성분 회수를 위해서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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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 투입된다. EFl\1 단독으로 고순도의 합금을 제조할 수는 없다. AOD법과

결합될 때 후속 정련과정에 합당한 순도의 산물을 제조할 수 있다.

EF:rv1lAOD과정의 주된 장점은 보다 높은 탄소 ferrochromium 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여다. 이 과정은 EFM 산물의 질을 높이고， 인고트 가격을 낮추며， 생

산용량을 확대시킨다. 과정 중의 황， 질소， 수소， 산소 동의 함량이 낮은 열흘 생

산하는 능력때문에 이는 단순한 탈탄과정 이상의 효과를 가져온다. 교반중 슬레

그와 금속의 적당한 혼합이 이들 불펼요한 원소들의 기본적인 제거기술이다. 결

과적으로 보다 높은 순도의 금속이 생산될 수 있다.

단점은 대기와 접촉하고 있음으로 활성원소의 정밀한 제어가 어렵다는 것이

다. 따라서， EMF/AOD는 상당한 양의 활성원소를 가지고 었고， 낮은 gas함량을

요구하는 초합금 둥의 제조에는 배제된다. 내화물의 수명도 또한 문제가 될수 있

다.

나. 정련법

(1) VAR (Vacuum Arc Remelting)

VAR의 목적은 응고과정제어와 청정도 개선에 의해 고순도 인고트를

제조하기 위함이다. VAR의 시재료는 EFMlAOD 혹은 VIM둥에 의해 먼저 제조

된 주조 혹은 단조된 적극으로 구성된다. 인고트는 전극이 천천히 용해될 때， 수

냉 구려주형에서 점진적으로 형성된다. 이 과정에 필요한 열은 전기적 에너지

(20-30V, 5 - 30 kA direct-current power)로 공급된다. 이 때 전극은 음극으

로， 도가니는 양극으로 작용한다. 이 과정은 주로 진공분위기에서 행해지고， 때

때로 재료내 gasY- 고증기압 원소를 보존하기 위해 부분압력의 질소와 아르곤

을 사용하기도 한다. VAR의 주요 부품은 전력공급기， 도가니 부품， 진공펌프，

제어 장치둥으로 구성된다 [4.3- 1，2퍼.

VAR의 장점은 인고트에서 얻어진 활성원소와 제어된 응고조칙에서의 그 고

- 209-



주요 재용해법이 될 수 있다.초합금동의따라서유성질이라 할 수 있다.

용표면성질이 나쁘다는 것이다.비해 얀고트의VAR의 가장 단점은 가격에

연볼 때 열간 작업에 앞서

생략할 경우 열간가공성이 나빠지고 채품손실이

탕의 불순물과 인고트 표면의 승화성 원소를 고려해

연마작업을마작업이 필요하다.

된다. 큰 영향특성은 인고퇴의 질적인 면에미세조적적VAR 인고트의커지게

응고 속도에 의존하는 평형조직과는 달리 용탕 불안정과 열흐못한다.지주’으E

큰 해를 줄 수 있다. 가장 주요한 결함분출이 미세조직적 비균질성보다 더름의

유체호릅에 의한 섬은 ‘freckle’ 이라 할 수 있는데 이는 인고트 고액부분에서의

안정하게 펀석된 channel때문이다. 결과적으로 VAR에서는 용해속도， 용해속도

성， 열적구배의 최대화， 외부자기장의 최소화가 밀접하게 제어되어야만 한다.

(2) ESR(Electroslag Remelting)

조합에 의해 합금의 잘을 개목적은 화학적 정련과 응고채어의ESR의

담겨있는 주조나 단조된선서키는 것이다. 이는 전기에너지에 의한 용융슬레그에

용해는 주로 대기중에었다.전극으로부터 인고트를 제조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전력공급방법은ESR의발생된다.서 수행되며， 슬레그의 전기저항에 의해 열이

최근의가능하다.의한 전류공급도다향하며， 극변화와 단상， 다상 전류전환에

용해로내의용해로는 제품의 질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AC 단상장치률 사용한다.

공급된다. ESR전형적으로 5000-30000A 범위의 전류로 40-50V로AC 전력은

사전극과 금속단부위있는주형기저에붓거나슬레그률 구리도가니에은 액체

ESR의시작된다.초기슬레그를 용해시킴으로서주형내의이에 아크를 발생시켜

주요부품은 전력공급기， 도가니부품， 제어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다[4.3-1 ,2,3].

대기와 슬레그， 용탕사이의 다양한 잠재적비싸고ESR의 단점은 장비가격이

하지만 이러한 복잡성은 화학과 청정도를

기회를 줄 수 ESR 언고트의었다.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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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점은 그 표면성질이다. 적당한 용해속도와 슬레그 장입으로 부드러운 표면을

제조할 수 있어 대부분의 경우 열간공정에 앞선 조건설정이 필요없다· ESR의 재

선된 열간가공성은 가공에 유리한 표면 결정립배열과 최소의 화학변화 때문이다.

용해속도에 따른 용탕 비율이 ESR 인고트의 미세구조적 미세조직적 특성을

결정해 주므로 VAR보다 냐은 중요한 장점을 주지 않을 수도 있다 Freckle과

tree ring과 같은 VAR의 결함이 ESR 인고트에서도 나타날 수 있으므로， 전극

안정성 및 자기장에 대한 주의를 요한다.

2. 합금제조 및 물성시험

가.합금젤계

가압 경수로 원자력 발전소에서 나타나는 스테인레스강의 주된 손상 현

상으로는 공식， 입계부식， 응력부식균열 둥을 들 수 있으며， 이 밖에도 열취화，

방사선 조사 취화， 부식 피로 에로전 부식 수소 취성 둥이 있다. 이와 같은 부

식 손상은 일차적으로는 재료의 화학 성분에 의하여 크게 영향을 받는데， 기본적

인 스테인리스강의 성분 이외에 재료 내에 존재하는 불손물과 질소， Mo 등이 주

인자이다. 한편 통일 재료의 경우도 열처리에 의해서 그 성질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목표를 크게 2가지로 설정하였다. 즉， 재료

중의 불순윷 함량을 최대한 억체시키는 청정강의 제조와 최적의 특성을 나타내

는 금속조직학적 조건의 정립이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재료의 용해에 사용되는 원재료를 고순도의

시료를 사용하였으며， 대기에 의한 여향을 최대한 배제하기 위하여 진공 용해법

을 도입하였다. 또한 탄소와 함량을 0.02% 이하로 최대한 억제시켰다. 그리고

316NG 스테인리스강의 경우는 부동태 특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고 보고된

질소의 함량을 변화시키고자 하였으며， 열간 가공성의 향상을 위하여 미량 원소

로서 Ti, B, Al, V 및 Zr을 첨가하였고， 방사선 조사에 대한 저항성을 향상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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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자 Zr을 며량 첨가하였다. 한편 347NG 스테인리스강의 경우는 내식성 향상을

위하여 질소를 첨가하고자 하였으며， 열간 가공성의 향상을 위하여 미량 원소로

서 Ti, B, AI, v 및 AI을 첨가하였고 방사션 조사에 대한 저항성을 향상시키고

자 Zr을 미량 첨가하였다. 결정럽의 크기를 제어하기 위하여 소둔 온도를 변수

로 하였고 예민화에 대한 채료의 저항성 펼가률 위하여 예먼화 온도를 550, 650,

750 로 하여 예민화 시간을 1시간， 10시간， 20시간으로 변화룰 시켰다.

냐. 실험합금의 용해

합금의 용해는 우선 원재료로부터 불술물이 혼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

하여 고순도 원재료를 사용하였다. 아래의 표4.3-1은 합금의 용해시 사용한 원

채료의 순도를 나타낸 것이다. 용량이 80KW인 진공 고주파 유도 용해로를 이용

하여 초기 진공도를 10-3mbar로 하였으며， 용해 작업시 진공도눈 10-3 -1 mbar이

었다. 사용한 도가니는 마그네시아 도가니이었으며， y-형 금형을 진공로 내에

미리 준비하여 용해 후 출탕하여 15 Kg 중량의 잉고트를 만뜰었다. 이 때의 출

탕온도는 1,5500C 부근이었다.

다. 합금의 가공 및 시편제작

이상과 같이 용해한 잉고트를 절단과 연마를 통하여 표면 가공을 행한뒤，

1,l00-1 ,1500C 사이에서 30분간 소킹 (Soaking)을 한 다음， 3.0 mm 까지 열간 압

연을 하였다. 이 시편들을 66°C로 유지된 10% H.1~03 + 3% HF 용액에서 열간

압연시 표변에 생긴 스케일을 제거하였고， 그 후 1.0 mm까지 냉간 랍연을 하였

다.

표4.3-2는 실험 합금에 대한 성분 분석 결과이다. 성분 분석은 습식 분석과

진공 발광기 (Vacuum Emission S야ctroscopy)를 이용한 기기 분석으로 행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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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3-1 P.urity of raw materials used in ingot melting

원채료 투λ
갚

Ni

Si

~jn

Cr

전해철

Nb

Ti
c。

Al
B

Fe-Cr-N

Zr
M。

v

99.9% UP

99.1~ Si , 0.41% F녕， 0.15% Ca

99.83~ 바1. 0.03070 C. 0.033% S. 0.000757. P

99% UP

99.9% UP

66.15% Nb. 1.3~ AI. 0.18x C. 0.5χ P 0.04% S. 1.6x Si.

0.05% Pb. 0.01~ Ta , BAr‘. Foe

99.6:.; UP

99.6% UP

49.9% AI. BAL. Fe

16.68x B. 0.15% C, 2.9% Si. 0.20x AI. 0.001~ S. 0.034x P

6.19x N, 0.077x C. 58.6% Cr. 0.8x Si. BAL. Fe

BO.Ox Zr. BAL. Fe

99.9x UP

78.5x V, 2.0~ AI. 0.18x C. 0.02% P, 0.03% S. 1.0x 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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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3-2 Chemical composition of experimentalalloys (unit: wt%)

밟댈π 31εVl 316V2 347Vl 347V2

0.012 0.021 0.017 0.011

‘‘、“~}‘! O. 잔3 2.00 050 1. 21

‘。J;.L 0.72 0.67 0.49 0.14
C',- 17.22 16.36 18.52 18.85

센i 12.80 11. 97 10.01 11.62

i션0 2.85 2.75 TRACE 2.77

N 0.02.5 0.056 0.026 0.005

Nb 0.004 0.042 0.25 0.28

Ti 0.106 0.041 0.021 0.020

Fe BALANCE BALANCE B따‘M’CE B따.ANCE

B 0.0030 0.0010 0.0017 0.0060

Al 0.039 0.031 0.016 0.030

v 0.070 0.070 0.026 0.026

Zr TRACE 0.00084 TRACE 0.00035
F 0.005 0.004 0.004 0.007
S 0.010 0.009 0.008 0.010
o 0.0084 0.0081 0.0091 0.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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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분석된 성분을 살펴보면， 316V2와 347V2에는 질소를 각각 0.2%까지 첨가

하여 질소에 의한 내식성의 향상 및 탄소의 감소에 따른 겨계적 성질의 보완을

행하고자 하였으나， 분석된 값은 각각 0.056% , 0.005%로 매우 낮게 첨가되었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으로는 가스 성분의 혼입에 따른 개채물의 생성을 최대한 억

제하기 위하여 진공 용해시 진공도를 높게 하면서 용해를 행하였기 때문에 고온

에서도 용해도가 작은 질소가 가스 상태로 용탕밖으로 제거되었을 것으로 판단

된다. 따라서 향후 질소 첨가에 의한 특성의 향상을 이루고자 할 경우에는 용해

도와 증기압과의 관계를 상세히 검토하고 가스 성분의 용탕 내로의 용해 기술

에 대한 축적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p과 S의 경우는 각각 0.040% , 0.0309-6 이

하로 ASl\，ffi규격에서 정하고 있는데， 본 실험 합금은 이 규정보다는 훨씬 밑도는

수치를 보이고 있어 청정강 제조의 l차적인 목표는 달성되었다고 볼 수 았다.

원자력급 (NG)에서 정하고 있는 성분과 비교률 해보면 다음과 같았다. 316의

경우에 합금 설계시 NG규정에 벗어나게 고의로 첨가한 원소를 제외하고 탄소，

망간， 규소， 크롬， 니켈， 몰리브덴， Nb， P 동은 이 규정을 만족하고 었으나， 질소

와 S은 이 규정을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347의 경우에 합금설계시

NG규정에 벗어나게 고의로 첨가한 원소를 제외하고 탄소， 크롬，Nb， P의 성분은

이 규정을 만족하고 있으나 Mn, Si, Ni(이상은 합금에 따라 부분적으로 만족함}

과 N， 5은 이 규정을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결과에 기초하여 살

펴보면， 고주파 진공 유도 용해를 통하여 합금을 제조할 때， NG급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소 중에서 조절하기가 가장 어려운 원소는 질소와 S 성분임을 알 수 있

다. 이에 태한 대책으로는 질소의 경우는 용해도와 증기압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용해하는 기법의 도엽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5의 경우는 진공 유도 용해법

이외에 실험실적으로 가능한 새로운 정련 방법이 도입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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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미세조직 검사 및 기계척 특성 샤험

미세조직을 관찰하기 위하여 시편을 SiC 2000번까지 연마한 후， 0.3um 알

루마나 분말을 사용하여 정마한 다음 세정하고 건조하여 에칭을 행하였다. 에칭

조건은 316 합금의 경우 염산 40 ml, 질산 15 ml, 메탄올 20 ml의 혼합 용액 중

에서 3분 정도 에칭하였다. 347 합금은 증류수 20 ml, 질산 10 ml. 염산 20 ml.

과산화수소 10 ml의 혼합용액 종에서 3초 정도 에칭하였다.

경도는 비커스 경도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하중은 5-20 g을 가하여 측정

하였으며， 10회 측정하여 평균을 하였다. 측정 시편 표면은 SiC연마지 2000번까

지 연마한 상태였다.

인장시험은 MTS 820.20 동적 재료 시험기를 사용하였으며， strain rate는

3X10-3rnm/mmlsec였다. 인장시편은 gauge length가 25mrn. 폭이 6.25rrun, 두께

가 1.0mm인 판상 시편이였다.

3. 재료물성 명가

가. 마셰조직 분석

그림 4‘3-1은 347Vl 주조 상태의 조직 사진으로 델타-페라이트가 존재

하고 있으나 그 크기가 316Vl보다는 크며 분포 밀도는 더 작았다. 그림4.3-2는

347Vl의 냉연 판재에 대한 조직 사진이다. 347Vl 냉연재를 950 - 1200 DC 온

도범위에서 소둔한 소둔재의 미세조직 사진은 대표적으로 그림 4.3-3과 같았다.

950 DC 소둔채의 경우， 미세조직은 미세한 업자로 구성되어 았으며， 띠모양의 압

연 흔적이 있고 델타-페라이트가 분해되지 않고 존재하고 있었다. 10S0oC 소둔

채에는 급격한 결정립 성장이 되고 있으며 어닐링 쌍정이 확연히 나타나고 있었

다. 12000C 소둔재의 경우는 아주 조대한 업자로 구성 되어 있으며 어닐링 쌍정

이 나타나 있었다. 입자의 크기는 소둔 온도에 따라 각각 16, 25, 60, 13마1m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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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3-1 Microstructures of 347V 1 As-C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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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3-2 Microstructures of Cold Rolled 347V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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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3-3 Microstructures of Annealed 347Vl (1150°C, 20 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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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되었다.

주조 상태의 316Vl의 경우， 주조조칙에서 델타-페라이트가 존재하고 있으며

이러한 페라이트는 냉간 압연에 의하여 파괴되어 압연 방향으로 늘어져 있음을

알 수 있었다. 950 - 12000C의 온도로 20분간씩 소둔한 사펀의 미세조직에서는

950°C 소둔채의 경우 미세한 업자로 구성되어 았으며， 띠모양의 암연 흔적이 있

고 델타‘페라이트가 분해되지 않고 존재하고 있었다. l0500C 소둔재도 역사 미

세한 입자로 이루어져 있으며， 여전히 띠모양의 압연 흔적이 었고 어닐링 4상정이

약간 존재하기 시작하고 있었다. 11500C 소둔재도 미세한 입자로 이루어져 있으

며 어닐령 쌍정이 확연히 나타나고 있었다. 12000C 소둔채의 경우는 비교적 조

대한 입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어닐링 쌍청이 나타나 있었다. 각각의 소둔 온도

에 따라 입자의 크기는 각각 19, 15, 15, 27ur.n로 계산되었다. 그림 4.3-4 와 5는

미세 조직 사진으로부터 구한 결정립 크기를 소둔 온도에 대하여 그린 것으로서

대체적으로 소둔 온도가 상승할수록 입자의 크기는 성장하고 있으며， 316보다는

347의 경우가 그 성장 정도가 훨씬 크게 나타나고 있다.

나-미소경도

표 4.3-3은 347과 316의 각 공정 마다 측정한 경도값이다.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주조 상태보다는 열연 상태가 약간 낮으며， 열연 상태보다는 냉연 상태의

경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냉연재의 경우는 매우 크게 증가하고 있다- 소둔온도가

경도값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은 소둔온도가 상송할수록 경도값은 감소하고 있으

나 그 정도는 316보다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향에 대한 이유는

미세조직’의 변화로서 추정할 수 있다. 앞의 미세 조직 사진으로부터 알 수 있듯

이 347의 결정립 성장이 316의 결정립 성장 속도보다 크고 결정립 크기도 더 크

기 때문에 연화되어 나타난 현상으로 판단된다.

표4.3-4는 316V2와 347Vl 예민화재에 대한 경도값을 요약한 것어다. 예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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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3-3 Vickers hardness of stainless steels with

the process

시편상태

잉고트

열연쩨

냉연젝

소둔시간

(1l50 "C)

도

패

씩

리

온

도

분

처

둔
오
」밍
토

소

센

서

소

할금번호 | 하종(K당 J I대각킬 OJ( μ 띠) I 청도ffiv) 1
316V1 Ii -것;"\강짧 '1 T-1밍 85 --l

316V2 ~ 5 i 241.50 I 158.94
원7V I II 10 I 3셔6.05 I 1정.82

엎떨u 호_J_.경펀찮--4」7안않
316Vl II 5 I 207.90 I 214.47

’,.----‘--‘------------•----------316V2 !I 5 I 247.6{) I 151.21
347V1 II 5 I 2C-6.30 1141.1X
34'N2 II 5 I 243.또 I 1:;0.15--_....~ .. -.._-…---- -
316Vl II 20 I 29:i.2.5 I 431 .19
316V2 II 20 I 17.:19 I 3않.09
않7V1 Ii· 2o I 300.많 j-3잃.61

347V2 1r--20-기--3떠농5 I 386쪼-까--------‘--_ ---·"_lj 5M ~ 20 i 3갱.P.5 ’ 342.88 I
316VJ 묘펴할~C감0 기----3걷.70) I 웰똘 ;

L2q:~2~3없.85 I 핸r햇
L ~OM II 20 J 댔.없 -L피갚.317-
’ 5M II 5 j :l70.00 I rZ7.16

잉7Vl μ-1QM」」-lι-~-원%
j 20MII - I
~ 30M II 5 I 265.25
L펴및-L1~o l :i19.l 1

α50 II 101319.75316Vl 한→~~~十--; ; -, •
) II ~ I 247.25

1200!1 5 I 243.75
9많) II 10 I 309.55

~1O떼 II 10 I316V2t ---
1150 II 10 I 362.95
1200 II 10 I 347.45
」950 ‘| 101262.89

iO II 1 I 301.60
347Vl i :~ 즌녁←-~: IiO II ~ | 254.95

1200 ~ 5 I ‘딸~.45

; 앉50 II 10 I 264.:ID---. -------_ ... -
347V2j lifJO II 10 I 262.30..--

1150 II 10 I 324.였
1200 II 10 I 316.78

123.잃

1:11.76
18'2.07
181.34
151.64
156.02
]93.49
169.51
140.74
153.58
268.26
203.82
142.62 I
138.78
2&;.41
269.47
176.23
18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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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3-4 Vickers hardness of sensitized 316V2 and 347V 1

l:..-...n.:::s6DH*하누뉴
.

I ‘’

낙f
밟Elong야ion (%)

950.00 34.700

4 1050.0 44.100 51.000 I 52.aoe

5 1150.0 49.700 52.000 54.500 43.800

s 1?-OO.O 40.8CO 51.000 58.000 44.800

7
g

9

10 UTS (MPa)

11 950.00 691.00 704.00 827.00 779.00

12 1050.0 644.00 644.00 649.00 751.00

13 1150.0 586.00 626.00 642.00 662.00

14 1200.0 573.00 627.00 574.00 637.00

15

16

17

18 YS (MPa)

19 950.00 399.00 335.00 733.00 497.00

20 1050.0 326.00 510.00 341.00 380.00

21 1150.0 301.00 311.00 47 1.00 343.00

22 1200.0 288.00 294.00 290.00 373.00
”

잃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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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해서는 경도값이 크게 변화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소둔재의 경도값

과 비교하여 볼때도 큰 변화가 없눈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설험에서 행한

예민화시에는 경화를 일으키는 상이 다량으로 석출되지는 않은 것으로 볼 수 았

다. 경화를 일으킬 수 있는 경우로는 시그마 상이나 페라아트계 스테인리스강에

사 자주 나타나는 고온 취성이나 475°C취성 동을 들 수 있다.

다.인장특성

표 4.3-5는 347 및 316합금의 인장 강도， 항복 강도， 연신율에 미치는 소

둔 온도의 영향을 보여주고 있다. 소둔 온도가 상승할수록 인장 강도와 항복 강

도는 감소하고 연신율은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경향에

서 벗어나는 Point가 있는대 이것은 측정 시편이 판상이고 l회에서 2회의 실험을

통해서 구한 값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인장시편의 파단면을 주사전자현미경을 이

용하여 관찰한 결과， 모든 경우에 Dim미e형태의 연성 파괴가 일어났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연신율은 대부분의 경우 40%을 상회하고 있었다.

이상의 실험 결과를 요약하면， 소둔 온도가 증가하면 결정립이 커지고 강도，

경도가 저하되며 연신율이 증가하는 일반적인 경향과 일치하고 있다. 316 합금

은 소둔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입자 크기악 증가가 그리 크지 않았으나 347 합

금의 경우는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또한 소둔 온도가 증가할 수록 FCC재료의

특징인 소둔 쌍정이 잘 나타났다.

4. 합금의 부식 저항생 명가

가. 질험 방법

(1) 양극 분극 시험

20x20x1 mm로 절단한 시편의 뒷면에 STS 304스테인리스강봉을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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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3-5 Mechenical properties of 316 and 347 stainless steels

with annealing temperatures

Alloy no. Sensitizing condition Hardness, HV
550°C/1hr 224

550°C/10hrs 177
550°C/20hrs 188

316V2 650°C/1hr 166
(annealed at 11500C 650°C/10hrs 177

120min. ) 650°C/20hrs 161
750oC/1hr 170

7S00C/l0hrs 178
7S00C120hrs 177
550°C/1hr 210

550°C/l0hrs 183
550°C/20hrs 172

347Vl 650°C/lhr 171
(annealed at 1150°C 650°C/10hrs 161

120m뇨1. ) 650°C/20hrs 173
750°C/lhr 192

750°C/10hrs 187
750°C/20hrs 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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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을 이용하여 연결하고 고우 튜브를 씌운 다음 상업용 호마이차로 용고， 고정시

켰다· SiC 연마지로 600번까지 연마한 후 증류수로 세정하고 시편의 노출 면적을

1cm
2
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아랄다여트(Araldite)로 철하여 주었다. 시험 용액

은 3.5 \v/o NaCl용액을 사용하였으며， 이 용액을 반응조에 넣고 시편을

PotentiostatCModel IM5d, ZAHNER Electric, Germany)에 연결하였다. 용액 중

의 용존 산소의 영향을 배제하기 위하여 고순도(순도 99.99%) 질소 가스를 100

m1Imin의 속도로 40분 동안 주입하였다. 그 뒤 시편 표면에 생성되어 있는 산

화물의 영향을 제거하기 위하여 -458mV(SHE)의 전위를 10분 동안 가하고 10분

동안 개방 회로 전위 (open circuit potentia]) 상태로 유지한 뒤 부식 전위를 측정

하고 부식 전위보다 50mV낮은 전위부터 양극 방향으로 주사하였다. 이때 주사

속도(scanning rate)는 ‘1 mY/sec이 었다. 보조 전극(counter electrode)으로는 고

밀도 탄소봉을 사용하였으며 참조 전극(reference electrode)으로는 포화 감홍 전

극(SCE， saturated calomel electrode)을 사용하였다. 시 험 결과는 전류 대 전위

도표로 작성하였다.

(2) HUEY 시험

시펀은 직 경 이 3mm인 구멍을 낸 20X20Xlmm 모양으로 가공을 했으

며， SiC연마지로 600번까지 ‘연마하고 증류수로 세척하고 건조한 뒤 초기 무게를

측정하여 실험 전까지 데시케이터에 보관을 하였다.

시험 용액은 ASTM A262 Practice C[4.3-4] 에 의거하여 65% HN03용액을

끓는 상태로 시편을 침지하여 48시간 동안 서험을 행한 뒤 꺼내어 흐르는 물에

서 부드러운 솔(nylon brush)로 부식 생성울을 제거하고 메탄올 용액에서 고주파

세정을 하고 건조한 뒤 최종 무게를 측정하였다. 이 때의 무게 감량을 mpy단위

로 계산하여 이것을 실험 합금의 부식 속도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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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PR(Electrochemical Potentiokinetic Reactivation) 시험

이 시험법은 입계 부식에 대한 저항성을 전기 화학적으로 평가하는 방

법이다. 20x20x1 mm로 절단한 시편의 뒷면에 STS 304스테인리스강봉을 경납을

이용하여 연결하고 고무 튜브를 씌운 다음 상업용 호마이카로 응고， 고정시켰다.

SiC 연마지로 2000번까지 연마한 후， 중류수로 세정하고 시편의 노출 면적을

1cm2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아랄다이트 (Araldite)로 철하여 주었다. 표준 시험

용액은 30°C의 O.5M H2S04 + O.OlM KSCN용액을 사용하였으며， 이 용액을 반

응조에 넣고 시편을 Potentiostat(Model IM5d, ZAHNER Electric, Germany)에

연결하였다. 용액 중의 용존 산소의 영향을 배제하기 위하여 고순도(순도

99.999%) 질소 가스를 100 mVmin의 속도로 40분 동안 주입 하였다. 그 뒤 시 편

표면에 생성되어 있는 산화물의 영향을 제거하기 위하여 -458mV(SHE)의 전위

를 10분 동안 가하고 10분 동안 개방 회로 전위상태로 유지한 뒤 부식 전위를

측정하였다. 사용한 EPR시험법은 double loop EPR법으로서 시험의 시작은 부식

전위보다 50mV낮은 전위부터 양극 방향으로 +542mV(SHE)까지 주사한 뒤 반대

방향으로 부식 전위까지 역주사(reverse scanning) 하였다. 이때 주사 속도는 l

V써r이었다. 보조 전극으로는 고밀도 탄소봉을 사용하였으며， 참조전극으로는

포화 감홍 전극(SCE)을 사용하였다.

(4) 웅력 부식 굵열 시험

본 연구에서 사용한 응력 부식 균열 시험법은 일정 연신율법(CERT，

constant extension rate testing)이다. 실험 장치의 재요는 l분에 1700회 전하는

1마력 모터 및 1/30으로 감속되는 감속기 2대， 1/15로 감속되는 워엄 및 워엄 기

어와 3단 변속 기어를 사용하여 cross head speed는 4.41X10-5crn!sec이며， 초기

변형률은 1.35X10-γsec이다. 응력 부식 균열 시험에 사용된 시편은 gauge

length Z7.5, width 6.2 mrn의 subsize 인장사편을 사용하였다. 시펀은 응력 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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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열 시험을 하기 전에 SiC연마지로 600번까지 연마하여 시편 단면적을 균일하

게 하였다. 최종 연마 방향은 압연 방향에 평행되게 하였다. 그 다음 아세돈으

로 탈지하고 증류수로 써척한 후 건조하여 시험 전까지 데시케이터에 보관하였

다.

나. 질험 결과

(1) 양극 분극 저항성에 미치는 소둔 및 예민화 열처리의 영향

그렴 4.4-6은 공식 저항성의 평가 방법 중의 하나인 양극 분극 시험

결과이다. 사용한 용액은 3.5% NaCl용액이다. 그립에서 양극 분극 저항성을

평가하는 방법은 공식 전위 부동태 전류 밀도 둥을 종합하여 평가한다. 316에

대한 이들의 결과를 요약하면 표 4.3-6과 같다. 소둔 온도에 따라서 부동태 전류

밀도가 크게 변하여， 316V1의 경우 저항성이 가장 큰 것은 950°C 소둔재이며

1200°C 소둔채는 부식 속도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한편 상용 316L과의 내식성

비교는 1200°C 소둔채를 제외하고논 실험 합금이 더 우수하였다. 같은 조건으로

316V2에 대하여 행한 양극 분극 시험 결파는 1200°C 소둔채가 가장 우수하게 나

타났으며 실험 조건 모두에서 상용 합금보다는 우수하였다. 실험 합금 중에서 가

장 우수한 조건의 경우와 상용 합금의 저항성을 비교하면， 상용보다는 실험 합금

의 저항성이 더 우수하였으며， 316V1보다는 316V2의 경우가 더 우수하였다.

347V1 에 대하여 같은 조건으로 행한 실험를 요약하면 표 4-7과 같다. 공

식 전위는 1150°C 소둔재가 가장 높았으며 부동태 전류 밀도는 소둔 온도에 따

라서 크게 변화하지는 않았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상용 347의 결과인데， 부식

전위가 실험합금과 매우 큰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그래서 넓은 부동태 구역을

보이고는 있지만 공식 전위는 약간 낮았다. 347Vl 어11 1\fo을 3%7t 량 첨가한 것

은 상용 합금보다는 공식 전위가 실험 합금에서 더높게는 나타났으나 부동태 전

류 밀도는 큰 차이가 없었다. Mo은 공식에 대한 저항성을 크게 향상시키는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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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3-6 Anodic polarization data of annealed 316

합곰 열척리 이력
부식 전위 t 공식 잔위， i루동테걷찬밀검

rnV(SHE) mV(SHE) u.iVcm
2

( 명균값)

316Vl 950°C-20분 소둔 -44 436 1

1050°C-20분 소둔 -25 433 1

1150°C-20붙 소둔 -257 3eo 2

1200°C-20분 소둔 -175 595 200

316V2 950°C-20분 소둔 -73 420 2
1050°C-20분 소둔 -103 358 1
1150°C-20분 소둔 o 518 1
1200°C-20분 소둔 -29 523 0.2

상용 316L As-received -280 408 8

Table 4.3-7 Anodic polarization data of annealed 347

합금 열차리 이력
부식 전위， 공식 전위， 부동Efl펀류밀도l

m‘leSliE) ruV(SHE) lliVcm
2

( 펑균값)

347Vl 950°C-20분 쇼;둔 31 403 0.5

l050°C‘2.0분 소둔 3 423 1

1150°C-20콸 소둔 20 5 .10 1

1200°C-20분 소둔 -gO 430 3

347V2 950°C-20분 소둔 163 405 1

1050
0

C-20분 소둔 녁(‘ 414 1
1150°C-20분 소문 O 582 1

1200°C-20분 소둔 1 458 1
상용 347 As-received -506 4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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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로 알려져 상용화한것으로는 304에 첨가하여 316합금을 실용화한 상태이다.

그러나 위의 결과를 보면， 347에 첨가한 낀do은 큰 효과를 보이고 있지 않는 상태

이다. 347합금의 내식성이 316의 내식성에 비하여 크게 저하되지는 않음을 알

수 있었다.

316V2를 예민화 열처리를 행한 시편에 대하여 얻은 양극 분극 곡선으로부터

이들의 결과를 요약한 것이 표 4.3-8이다. 소둔채는 1150°C/20분 동안 소둔한 것

이며， 예민화재는 이 소둔채를 550 - 750°C에서 예만화한 것이다. 550°C의 경우

소둔재에 비하여 예먼화재의 저항성이 약간 저하하나， 예민화 시간에 따라서는

뚜렷한 경향을 보이지 않았다. 650°C 경우에 예민화재가 소둔재보다도 공식 전

위가 상승하는 시간이 있다. 즉， I시간 및 10시간 예민화재이다. 그러나 예민화

재는 부동태 전류가 높은 전위에서 불안정한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750°C 의 경

우 예민화재의 시편 중에는 소둔재와 유사한 경향을 보이거도 한다.

347Vl 예민화재에 대하여 행한 양극 분극 곡선으로부터 각각 550, 650,

750°C에서 예민화한 시편의 실헌결과를 용약하면 표 4.3-8과 같다. 거의 모든 경

우가 소둔채보다는 예민화재의 내식성이 저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650°C에서 예민화한 경우가 예민화에 의해서 양극 분극 저항성이 크게 저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소둔 및 예민화 열처리에 따른 업계 부식 저항성의 평가

(가) Huey셔험을 통한 입계 부식 저항성의 i멍가

347 및 316 소둔재에 대하여 행한 Huey 시험 결과를 정리하면

표 4.3-9와 같다. 3I6VI의 경우 II500e의 경우가 가장 부식 속도가 작게 나타났

으며， 3I6V2에서는 특이하게 소둔 온도가 상승할수록 입계 부식 속도가 증가하

고 있다. 347Vl에 대하여 행한 Huey시험 결과는 10500e의 경우가 부식 속도가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나머지 소둔 온도에서는 부식 속도가 매우 작게 나타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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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3-8 Anodic polarization data of sensitized 316 and 347

힘곧
혈척2.j 이력 푸·섞 견우L 공식 :섣위， J은등'EH 천휴?갚고:

;1JE갚°e.20원소푼귀r..) ruV(SHE) I!I\T (S:퍼〉 펴Ii그띠2( :형 균값}
뉴---

550°C- 1시간 여l던확316'12 32 308 5
550

o

e-l0시 간 셰민화 -108 364 10
550

o

e-20시 간 에띤화 189 458 ?

650°C- 1시 간 c.j]민화 42 65。 5
650°C-I0시 간 혜민화 -47 656 4
650°C-2C시 간 에민화 -46 404 1
750°C- 1샤간 이l만화 145 492 50
750°C-I0시간 혜민화 -47 553 3
750°C-20시 간 예민화 -46 449 3

347 '11 550oe- 1시 간 예민화 -41 398 1
550안-10서간 예번화 -38 479 2
550

o

e-20시 간 에민화 -16 404 2

1650:C- 1시간 혜민화 12 4·75 1
650

o

e-10시간 폐민화 -39 389 3
650

0

C-20시간 예띤확 -5ι3 385 50
750°C- 1사간 예반화 -55 4. C8 3
750

o

e-l0시간 혜띤화 -24 349 ’‘
750

o

e-20시 간 예민화 -21 363 1
11sooe 소둔채 o 58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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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3-9 Intergranular corrosion rata of annealed 316 and

347 by h 니 ey test

corrosion rate ,
Alloy no. Thermal history

mg/dm2year

950°C/20m뇨1. annealing 130.68

316Vl
1050

o

e/2Om끄1. 없mealing 99.36
1150°C/20m뇨1. annealing 41. 4
1200°C/20m뇨1. annealing ! 225
1050°C/20min.ar~eal끄19 60.12

316V2 1150°C/20m 뇨1. 학meal뇨19 157.68

1200°C/20띠in.annealing 173.52

950°C/20min.annealing 22.68
1050°CI20min.annealing 157.68

347Vl
1150°CI20min. 없meal뇨19 42.48
12000C/20min.없meal뇨19 3.96
950

D

C/2Om끄1. annealing 45.0

347V2
1050DC/20min.annealing 26.28
1150

D

CI2Omin.anneal뇨19 26.3
1200

D

C120m뇨1. 하meal뇨19 6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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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였다. 347V2의 경우는 모두 매우 작은 값을 보이고 었으며 소둔 온도가

할수록 속도가 점차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았다.

A1-즈:
。 。

각각 316V2와 347Vl 예민화재에 대하여 행한 Huev시험으로부터 얻은 부식

속도를 요약하면 표 4.3-10과 같다. 316합금의 경우는 650°C에서 예만화한 경우

만 예민화 시간에 따라서 부식 속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347합금의 경우는 뚜렷

한 경향을 보이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러한 경향은 일반적인 경향에서 벗어나

는 결과로서 보완실험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

(냐) 업계 부식 저항성의 명가를 위한 전기화학적 방법의 적용 연구

EPR 시험은 합금의 입계 부식 민감성을 평가하기 위한 전기화학

적 방법으로 최근에 상당히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펑가법이다. 현재까지

알려진 이 시험법의 장점으로는 i) 빠른 시간 내에 입계 부식 민감성을 알아낼

수 있다. ii) 심하게 예민화되지 않은 경우에도 정량화할 수 있다. iii) 시험 시편

을 파괴시키지 않아도 된다 - 동으로 요약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채택한 방법

은 DL EPR시험이며， 업계 부식 속도의 정량화를 위해 사용한 용액 및 조건은

다음 표 4.3-11 과 같다.

그림 4.3-7은 316V2를 1150°C에서 20분간 소둔 열처리를 한 시편에 대하여

650°C에서 예빈화 열처리를 l시간 10시간 20시간 행한 시편에 대한 표준용액에

서의 dynamic polarization 으로 측정한 EPR시험 결과이다. 이 경우는 통일 합금

의 소둔재와는 달리 재활성화시에도 피크가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1시간 예민

화채의 경우， 양극 방향 피크의 전류값보다도 채활성화 시의 전류값이 더크게 나

타나고 있어 시험 조건은 물론 사험법 자체에 대한 의문점을 발생시키고 있다.

표 4.3-12는 이 곡선에서의 값을 정리한 것이다. 1시간 예민화재의 경우는 재활

성화율이 100%를 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업계 부식 속도의 전기화학적 측정

방법인 EPR시험 자체에 대한 문제점이거나 시험 조건이 매우 맞지 않은 결과로

짧



Table 4.3-10 Intergran ular corrosion rate of sensitized 316 and
347 by huey test

합금번호 열처리 부식 속도. mg/dn?year
316V2 550°C/l hr 예빈확 44.78
316V2 550°C/l0hr 에민화 44.28
316V2 550°C/20hr 예민화 44.64
316V2 650°C/1 hr 예민확 19.8
316V2 650°C/10hr 예민확 64.44
316V2 650°C/ZOhr 예민화 105.84
316\'2 7500C/1 hr 예만확 73.08
316V2 750°C/l0hr 여1만화 79.2
316V2 750°C/20hr 예민화 43.2
347Vl 550°C/1 hr 예민화 50.4
347Vl 5S0°C/10hr 예민화 41.76
347Vl 550°C/20hr 예빈화 44.64
347V1 650°C/1 hr 예민화 84.96
347Vl 650°C/l0hr 예민화 90.0
347V1 650°C/20hr 에민화 68.04
347V1 750°C/l hr 예띤화 67.68
347Vl 750°C/l0hr 예민화 66.24
347Vl 750°C/20hr 예변화 87.84

Table 4.3-11 Double loop EPR test soutions and conditions

용액 및조건 용액 온 도. °c 주사속도， mY/sec
최대전위，

mV(SHE)

표
0.5M Hz,S04 +

30 1.67 +542
O.OlM KSCN

Ml
O. 25~t H2S04 +

30 1. 67 +700
0.005에 KS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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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된다. 그라고 일반적으로 예민화를 행하면 예민화 시간에 따라 업계 부식

속도는 증가하는데， 이 -결과는 오히려 매우 많이 감소하고 있어 불일치를 나타내

고 있다.

한편 EPR시험 용액을 변화시켜 M1용액으로 DL EPR시험을 행하였다. 그

림 4.3-8은 그 결과로서， a)는 316V2를 1150°C에서 20분간 소둔한 뒤 750°C에서

10시간 동안 예민화시킨 시편에 대한 것이며， b)는 347V1을 1050°C에서 20분간

소둔한 시편의 경우이고 c)는 347V1을 1150°C에서 20분간 소둔한 뒤 650°C에서

10시간 예민화시킨 경우이다. 표 4.3-13은 이 결과를 정리해 놓은 것이다. 시험

용액과 최고 전위를 바꾸어 시험을 행하여 보아도 EPR시험에서 얻어지는 재활

성화율과 시험 후의 시펀 표면과의 일치성을 찾아 볼 수가 없다.

이상과 같은 실험 결과로부터 다읍과 같이 잠정적인 결론을 내릴 수 었다

입계 부식에 대한 속도를 Huey시험과 같이 장시간이 소요되고 파괴적인 시험

대선에 간단하고 신속한 전기화학적 시험 방법인 EPR시험은 동일한 시험 조건

으로는 스테인리스강의 업계 부식 속도를 정량화할 수 없으며 통일 합금에서도

열처리 조건이 변화할 때의 업계 부식 속도를 정량화하는 폐에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입계 부식 속도를 정량화하는데 넬라 사용되고 있는 Huey시험 결과와

일치하는 경향을 갖고 재활성화율이 부식 속도의 정량적 표현이 되기껴지는 더

많은 연구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3) 316V2와 347Vl 스테인리스강의 웅력부식끓열 특생

그립 4.3-9는 154°C, 42% MgClz 용액 속에서 응력부식균열 시험시에

나타나는 응력과 변형율의 관계를 그려놓은 것이다. 최대 응력은 시펀마다 비슷

하며， 연선율 만이 다르게 나타나고 었다. 표 4.3-14는 316V1과 316V2 그리고

347V1과 347V2의 응력 부식 균열 시험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316 합금은 파단 시간이 80여분으로 매우 단시간 내에 파란어 되었음을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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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민확시간·M 시협 조건 ir ,mAlcm2 ia. mAlcmz
재활성화율."

1 표준 0.119 0.094 126.6
10 표준 0.0036 3.3 0.1
20 표준 0.013 3.66 0.36

Table 4.3-13 EPR test results with the modification of test solution

합급 열처리 조건
EPR시험

ir , mA/cmz ia , mAlem"'"
채활성화율，

용액 x
1150°C, 20분

316V2
소반다

Hi 0.163 0.280 58.2
750°C‘10시간

예민화

347Vl 1050
0

C ， 20분 소둔 Hi cathodic 0.682 o
1150°C ， 20분

347V1
소둔후

Hi 0.11 55.2 0.2
650°C一10시간

예민화

Table 4.3-14 see test results of exper;m ental steels

합금번호 얼쳐리 파단 시간.min. 연신윷， x 파괴 양상

316V1 1150°C/20min. 79.2 7.97 no test
316V2 1150°C/2Omin. 82.2 8.58 업계 파괴

347V1 1150°C/20min. 135.3 14.14 압내 파괴

347V2 1150°C/20min. 76.8 7.5 no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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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고， 대기 중에서의 인장 시험시 나타나는 연신율이 30-40%인떼 비하여 응

력 부식 균열 시험에서는 10% 이내로 매우 낮아졌음을 알 수 있다. 한편

347V1과 347V2의 결과를 보면 M。이 3%가량 함유된 347V2의 저항성이 크게

낮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공식 저항성의 향상을 위하여 첨가

한 Mo이 공식 저항성도 뚜렷하게 향상시키지 못하면서 응력 부식 균열 저항성

도 저하시킨다는 것이다. 이 결과는 향후 347 합금의 연구에 있어서 좋은 기초

자료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파괴 양상도 그렴 4.3-10을 보면 316 합금은

뚜렷한 업계 파괴를 보이고 있으며 347 합금은 입내 파괴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한편 안정화 합금인 347 스테인리스강은 파단시간이 316 스테인리스강의 약 2배

정도 더 길어 같은 환경에서 응력 부식 균열에 대한 저항성야 더 크다는 것음

알 수 있다.

5. 요약 및 건의사항

가. 청정강을 얻기 위한 l차 용해눈 Vll\l과 EFM과 AOD를 조합하여 용해할

수 있다.VIM은 합금을 용해하는데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며. 1차 용해를

행한 후의 정련방법으로는 VAH과 ESR이다. 진공유도용해를 행하여 합금을 제

조한 결과， 합금 원소 중에서 조절하기가 가장 어려운 원소는 질소와 S 성분이

었으며，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질소의 경우는 용해도와 증기압과의 관계를 고려

하여 용해하는 기법의 도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S의 경우는 진공 유도

용해법 이외의 새로운 정련방법이 도입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나. 양극분극 시험결과 소둔채의 경우 상용 합금보다는 실험 합금의 저항성

이 매우 우수하였으며 347에 첨가한 Mo은 양극 분극 저항성에 큰 효과를 보이

지 않았으나. 347합금의 내식성이 316의 내식성에 비하여 크게 저하되지는 않았

다. 316 합끔의 예민화재의 경우 소둔채에 비하여 예민화재의 저항성이 약간 저

하하고 있으나， 예민화 시간에 따라서는 뚜렷한 경향을 보이지는 않았다.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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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7 합금의 예민화재의 경우 소둔채보다는 예민화채의 내식성이 저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 입계 부식에 대한 속도를 Huey시험 및 EPR시험은 동일한 시험 조건으로

는 스태인려스강의 업계 부식 속도를 정량화하기가 어려우며 동일 합끔에서도

열처리 조건이 변화할 때의 입계 부식 속도를 정량화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다.

라. 응력부석균열 시험결과로부터， 316 합금은 파단 시간이 80여분으로 매우

단시간 내에 파단이 되었음을 알 수 있고， 대기 중에서의 인장 시험시 나타나는

연신율이 30-40% 인데 비하여 응력 부식 균열 시험에서는 10% 이내로 매우 낮

아졌음을 알 수 있다. 한편 347V1과 347V2의 결과를 보면 Mo이 3%가량 함유

된 347V2의 저항성이 크게 낮아지고 있다. 또한 파괴 양상도 316 합금은 뚜렷한

입계 파괴를 보이고 있으며， 347 합금은 입내 파괴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한편

안정화 합금인 347 스테인리스강은 파단시간이 316 스태인리스강의 약 2배 정도

더 길어 같은 환경에서 웅력 부식 균열에 대한 저항성이 더 크다는 것쓸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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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터빈블레아드용 특수강 개발

제 1 절 서 셜

원자력 발전소가 우리나라에 도입된지 약 20년의 세월이 흘러 이제 부

분적인 설계와 건설은 어느정도 자립의 단겨I 에 도달했다고 판단된다. 그러

나 소재 기술은 아직도 몇개의 주강품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

하고 있어 거술 자립도가 매우 낮은 현실이다. 본 연구는 원자력 소재 기술

자립화의 일환으후 현재 전량 수입되고 있눈 터빈 블레이드 소재의 국산화

와 함께 수입소재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열취화 및 내식성을 개션할

수 있는 소재를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특히 블레이드는 한번

장착한 이후 영원히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소모품이기 때문에 공급

의 자급자족과 제품의 내구성 향상은 펼수적인 요소이다. 그라고 블레이드

소재는 저l 강 - 진공정련 - 단조 - 열처리의 복잡한 과정을 거치는 고급청정

강으로서 개발시 다론 제품에의 기술적 파급효과도 매우 크다. 전량 수압되

고 있는 12Cr계열의 블레이드 소재를 국산화 함으로써 수입대체는 물론 해

외 발전소 수주시 우라 소재를 직접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다논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 하겠다. 그려고 부품의 자급자족을 이룸으로써 납거

에 대한 우려도 줄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원자력 발전소의 터빈 블레이드용 소재를 국산화하고

제반 특성을 조사하였다. 먼저 원자력 터번 블레이드로 기폰 사용되고 있는

수입 소재를 입수하여 미세조직， 경도， 충격치등 기본 특성을 조사하고， 이

합금을 참고하여 국산화할 합금을 선정하였다. 제조공정은 전기로용해 

AOD - 진공탈가스 -ESR처리를 한후 압연 및 열처리초작을 하였다. 열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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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에 따른 인장특성， 충격치， 경도(Brinell) 및 마세조직을 조사하여 미국

GE사의 규격을 만족하는 최적의 열처리 조건을 확립하였다. 그려고 규격외

시험으로 FATI’(Fracture Appearance Tr椰ition Temperature), 고온인장특성 ,

Stress-rupture 특성을 초사하고 마르벤사어트와 오스테나이트의 상변태 온도

를 냉각속도에 따라 조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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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재료규격 빛 정련방법

1. 블레이드 재료규격

원자력 터빈 재료는 높은 온도에서 사용되지 않으므로 초내열재료는 필요

하지 않으며 고강도 고품질의 대형 부품 재료의 공급이 중요한 요소이다. 특

히 수분이 많은 증기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부식이나 칩식 (erosion)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고， 내식성야 우수한 재료의 적용 및 내침삭 기술 등이 중요하

다. 원자력 터번에 사용되는 주요 재료중 로터재나 블레이드재는 화력저압터

반과 거의 동종의 재료가 적용되고， 내식성이 고려되는 분위기에서는 내식성

이 우수한 재료를 적용하고 있눈 것이 특징이다.

블레이드는 증기가 통과하눈 유효걸어가 수cm에서 최대 1m를 초과하는

길이까지 여러 종류의 코기가 사용되고 있다. 회전부품인 블레이드는 원심력

을 훨씬 초과하는 강도를 보유해야 하며， 피로강도가 우수해야 하고 양호한

진동감쇄 효과가 펼요하다. 특히 원자력 발전소용의 블레이드는 증기를 직접

접촉하므로 내식성이 좋아야 한다‘ 이와같은 사용환경에 적합한 블레이드 재

료로서 12Cr강이나 17Cr4Ni강(l 7-4PH)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 최근에는 12Cr

강에 Nb을 첨가한 12Cr-Nb강도 사용되고 있다. Nb은 소입성을 개선하고 긍속

조직의 결정랍을 미세화하여 인장강도를 높일 뿐만 아니라 내식성도 향상시

카논 것으로 알려져 있다.

2. Electroslag Remelting (ESR)

응고된 전극을 다시 완전허 용해함으로써 비금속 개재물의 제거， 응고조직

의 균짐성， 단조비의 감소등 여러가지 장점을 얻을 수 있는 재용해 방법에는

VAR(Vacuum Arc Remelti ng), E와‘， EBM(Electron Beam Melting), PAR(Pla sma Arc

Remelting), VADER(Vacuum Arc Double Electrode Remelting) 등 여랴가지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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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전극은 대개 보면적인 전기로 용해 또는 진공 용해를 이용하여 만들며 가

끔 ladle 정련이나 진공초괴를 써서 만들기도 한다. 이와 함께 재용해법을

응용하여 전극재료의 일부만 원래 응고된 모재에 재용해시키는 방법으로

ESHT, CVAHT(Consum빼Ie Vacuum Arc Hot~Topping)， CZR(Central Zone

Remelting) , ESW (Electroslag Welding) 등이 있다.

위의 여러가지 방법들 중 실제 turbine blade 저l조에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 채택하는 ESR법을 간단히 소개한다.ESR공정은 1950년

대 후반부터 공업화에 성공하였고 1970년대에 들어서는 ESR보다 먼저 실용화

된 VAR보다 생산량아 오히려 앞서고 있다. ESR을 이용하여 생산되고 있는

제품은 열간 및 냉간 단초용 공구강， work roll , 스테인레스강 픔의 고합금강과

터반이나 발전기의 축과같은 대형 저합금강의 단조품이 대부분이다. 이는

ESR을 이용하여 바금속 개쩨물， 거시와 미시펀석을 줄일 수 있고 강의 조직

을 훨씬 균일하게 할 수 있으며 열깐 단조성을 향상시쳐 우수한 제품을 생산

할수 있기 때문이다.

ESR공정은소모성 고체 전극에 전류를 흘려 재용해 시키고수냉 mold에 응

고시켜 ingot:를 만든다. ESR에서는 대개 chemically active protective slag하에서

line frequencyy- 저주파교류전류를 이용하여 재용해하며 slag의 저항에 의해 발

생되는 Joule 열을 이용하여 slag well의 온도를 금속전극의 용융점보다 높여 용

해된 금속 droplet이 슬래그를 통해 떨어짐때 slag-metal 반응을 가속시킨다. slag

pool을 통과한 금속방울은 수냉 mold내에서 직접 응고되며 슬래그의 정련

aαivity의 결과 일반적인 공정에 의해 생산된 강괴에 비해 적은 응고 수축공，

기공의 감소 등 여러가지 좋은 점을 갖는다. 현재 자유진영에서논 24....180 ton

을 생 산할 수 있는 대형 ESR 설비 가 약 30기 갖추어져 있으며 풍구에서도

2oo1On까자 생산 가능한 ESR 설비가 많이 갖추어져 있고 특히 러시아는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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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SR 생산량의 약 60%를 생산하고 있다.

ESR 조업얘 있어 가장 중요한 야금학적 효과는 slag/metal의 전기화학적

반응에 와한 정련작용과 일방호t응고의 두 가지로 대별될 수 있다. 슬래그는

주로 CaF2, CaD, Al 203로 여러가지 조합을 만툴어 사용하며 이중 CaF2 가 가장

중요한 성분이다. 일부 ESR 조업회사들은 아주 벼싼 생석회 (CaD)가 전혀 없

는 슬래그를 사용하기도 히눈데 이는 생석회가 초해성이 코기 때문에 dry 외 I

를 덮어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일어 날 수 있는 수소의 흡수를 감소하기 위해

서다.

Ingot의 dendri농 조직은 용융금속 pool의 깊이， 용해속도， ingot 직경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용융금속 pool의 깅이는 대제로 용해속도가 커짐에 따라

직선적으로증가히칸 경향을 보이며， 용해속도가 커지면 용융금속pool의 깊이

는 깊어지고 그 결과 응고현상이 보통 ingot와 유사하게 되어 거시조직이 나

빠지고 아울러 충격강도도 나빠진다는 보고가 있다. 그러나 ingot 표면은 용해

속도가 뻐}를수룩 좋아진다. 따라서 깨끗한 ingot표면과 건전한 내부조직을 얻

기 위해서는 적당한 용해속도를 구해야 한다.

재용해에 의해 생산된 소재가 일반적인 방법에 의해 제초된 재료에 벼해

향상된 성질을 가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ESR의 가장 큰 약점은 대형강괴를 생

산할 경우 무게에 저l한을 받는 것이다. 그리고 생산원가의 증가 또한 ESR의

단점중 하나이다. 따라서 ESR을 비롯한 VAR, CZR등의 채용해법은 크기가

작으면서 아주 특별한 재정을 요히는 데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원자력

발전소의 터빈 블레이드용 12%Cr 강의 생산에는 i맹ot의 크기가 ESR 설벼를

이용하여 충분히 제작할 수 있을 정도야고 편석이 매우 심한 소재이므로 ESR

공정이 성공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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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합굽제조 및 물성시험

1. 합금용해

원자력용 터빈 블레이드 소재에 관한 미국 GE사의 큐격을 참조하여 목

표합금 조성을 표5-1 과 같이 설정하고 삼미특수강 및 한국중공업의 협조로

합금을 제초하였다. 제조공정은 전기로용해 - AOD정련 - 진공탈가스처리 

전극제조(조괴) - ESR(Electro Slag Remelting)처리률 거치는 공정이다.

2. 열처리

열처리 공정은 au앙enite 처리와 tem야ring 처라로 구분된다. Auste미R처리

에 대 한 마국 GE사의 규격은 899 - 954°C에서 처리하고 처려후의 입자크기

가 ASTM#4보다 죄l아야 하고 o-ferrite가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는 austmite처리 옴도를 900, 930, 960°C로 하고 각 온도에서 처리시간을 1, 3,

8 ， 24시간썩 하여 업자크기 및 o-ferrite존재 여부를 확인하여 최적의 austenite

처리 조건을 도출하였다.

T웬lpering처리에 대한 GE사의 규격을 살펴보면 온도는 593°C 이상에서

하게 되어 있고 처리후의 경도값이 Brinell경도로 255이하， 충격에너지가 33.9J

이상이 되어야 한다. 이 규격을 참조하여 tempering처리온도를 570, 600, 630,

690, 720°C에서 1시간 처리하고 경도치， 충격에너지， 미세조직 등을 조사하여

GE규격을 만족하는 tempering처랴조건을 확립하였다.

3. 미세조직

Austenite 처리한 시편과 tempering 처려된 시변에 대한 광학현미경 조직관

찰은 시험편을 l J.lI1l 다이아폰드 연마제로 연마한후 Villela’s reagent로 부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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τ’able 5-1. Chemical compositions of turbine blade alloy

-- .
Element Spec. Result

c 0.06-0.15 0.12

~In 0.25-0.80 0.47

An 0.G25 rna; 0.012

‘fj‘ 0.010 m2.X 0.002

Ct、 1 O.SOm섭X 0.11

Ni 0.50 1.낀ax 0.38

Cr 11.25.....13.00 11.62

Mo 0.30 max 0.1 1

Sn 0.05 max

Al 0.025 max 0.004

N report 0.060

Cr · * 6max 3.66.eqlv.

*Cr.eqiv. ;::: lCr + 6Si + 4Mo - 40C - 2Mn - 4Ni - 30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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켜 관찰하였다J 충격시험후의 파단변은 주사전자현미경을 아용하여 관찰하였

고 tempering온도에 따른 lath size 변회는 투과전자현미경을 이용하여 초사하

였다. 이때 시편저}작은 다이아몬드 훨을 사용하여 0.5mm두께로 절단하여

mechanic al thimling으로 0.8mm 이하까지 연마하고 20% Nit때용액을 시용하여

-20°C에서 Jet polis피ng으후 최종thimling하였다.

4. 기계적 특성 시험

인장시험은 상온 및 고온에서 실시하여 항복강도， 인장강도， 연신율， 단

면감소율 틈을 측정하였다. 인장심험온도는 25, 3때， 400, 450, 500, 550, 600,

650
0

e였다. Tempering처랴 온도에 따른 상온 충격치의 변화를 조사하였고， 연

성-취성 천이온도(FAIT)를 결정하기 위한 충격시험은 -196, -100, -40, 25, 80,

140, 200°C 에서 심사하였다. 경도측정은 GE사의 규정에 따라 Brinell경도값을

tempering온도에 따라 측정하였다. 응력-파단(5 tress-ruptu re)시 험은 550, 600 °C에

서 4종류의 응력에 대한 파단시간을 측정하였다.

5. 변태온도 측정

Dilatometer를 이용하여 마르텐사이트와 오스테나이트 사이의 상변태 온

도를 67찌 냉각속도에 따라 측정하였다. 실험조건은 상온에서 l000°C까지

10°C/sec로 가열하여 to분간 유지한 후 냉각시겼다. 그럼5-1 에는 실험조건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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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f'ε 5-1. Conditions for the transfonnation temperature te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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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물성 평가절제 4

pl세조직1. 성분 및

성분분석가.

GE사의 원합금 성분이모든표 5-1 어l 성분분석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있다. Cr당량도 3.66으로 규격만족함을 알 수블레이드용 규격을터빈자력

범위에 있다. 특히 이 합금은 ESR공정을 거쳐 제조되었기이 정하는 6이하의

얻을 수 있었다.비금속개재풀이나 수축공을 감소시켜 전전한 소재를때문에

쳐처 I흐르
。 o -L-- e소재의이적용하여시험방법을는하처。규ASfM E45 에서

0-1 O~
c:: A1..결과를VVontt-field inclu녕 on rating표현 법으로 조사한 결과 표 5-2와 같은

개재관찰되지 않으며 단지 앓은 D형의

발견되어 전반적으로 매우 청정한 소재임을 알 수 있다.

다. 즉， A, B, C형상의 개재물은 거의

물만 2개

Table 5-2 Inclusion contents of turbine blade alloy

Type of inclusion

Index A B C D

thin heavy ‘I‘ hin heavy thin heavy thin heavy

Result - - -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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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미세조직

각 온도당 I , 3, 8, 24시간오스터1나이트 처리는 900, 930, 960°C에서

씩 처리하여 미세조직을 관찰하였다. 사진5-1에는 930°C 에서 오스테나이트 처

。1프三nl
M J'、 -,。L 즈:

~ I사진의 결과에서려한 조직을 처리시간에 따라 나타내었다. 이

&-ferrite는 폰재하지 않으며 입자의 크기도 ASTM #4이하로930°C에서 처리시

처리되어 GE사의 규격을 만족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최적의 오스테나이트

조건은 930°C에서 두께 l 인치당 1시간 처리하눈것으로 확정하였다.

광학현미경 변화를 사진 5-2에 나타내였다. 템퍼링템퍼링 처리에 따른

않지만 마르벤사처리 온도가 570°C에서 720°C로 증가함에 따라 뚜렷하지는

있다. 이러한 변화를 정확히 파악증가하는 경향을 알수이트 lath의 간격이

관찰

온도가 증가함에

하기 위하여 6α)， 660, 720°C에서 처랴한 시험면을 투과전자현미경으로

템퍼링하였다. 그 결과를 사진5-3에 나타내었다. 여기서는

따라 마르텐사이트 lath가 확연히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사용한 국산개발 소재와 기존 수입하여 시용하사진5-4은 본 연구에서

광학현미경 조직을 비교한 것

약간 콘것을 제외한 특별한 차이점

열처려한 상태의고 있눈 소재에 대하여 최적

이다. 수업소재의 마르벤사이트 lath간격이

은 없으며， 이러한 약간의 lath크기 차이는 열처리 공정 차이에 기인하는 것으

turbine blade 소재큐격을

만족하므로 사용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된다.

로 판단된다. 그러나 두 소재 모두 원자력 발전소의

초전 결정열처리2

930°C, 1시간최적의 오스테나이트 처리온도는 앞절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충격치의

범위로 부터 결정하였는데， 그 결과농 660°C에서 1시간 처리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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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5-2

.- 면훌훌흙 +‘
’瓚 100um [
녕顧듀-예 |

Optical micrographs after tempering σeatment (1 hr).

(a) 570°C

(d) 660°C

(b) 600°C

(e) 690°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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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mission electron micrographs after tempering treatment

(c) 720°C(b) 660°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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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600°C

Photo.5-3



Photo.5-4 Optical micrographs after optimum tempering σeatment

(a) domestic alloy" (b) imported all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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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계척 륙성

가. 경도 및 충격에너지

그럼5-2폰 템퍼링 온도에 따른 상온 충격 및 경도값의 변화를 보여주

고 있다. 템퍼링 처리 온도가 증가할수록 경도치는 감소하고 충격에너지는 증

가한다. 원자력 터빈 블레이드얘 대한 GE-사의 규격 범위가 템퍼링 처랴 온도

는 593°C 이상， 충격지 25ft-lb (33.9J) 이상， 경도값은 Brinell경도로 255 이하이

므로， 그럼5-2의 결과로부터 tempering조건은 660°C에서 2.5cm 두께당 1시간

동안 가열하고 공냉하는 것이 최적의 열처랴 조건으로 판단된다. 참고로 수업

한 소재의 경도값은 221, 충격에너지눈 801 이었다.

사진5-5에는 댐퍼링 온도에 따른 충격 파변의 SEM사진을 나타내었다.

600°C의 낮폰 온도에서 템퍼링 처리한 사편의 충격 파면은 입겨l파괴의 양상

을 보이나. 660°C이상 템퍼링 처리 시변의 파먼은 연성 파변을 나타낸다. 따

라서 660°C 템퍼링 조건이 파면상으효도 적절함을 알 수 있다.

나. FATI’

터빈 블레이드는 작동시 에 고온 (약400°C). 중단시에는 상온을 반복

하여 운전되므로 이에 따른 반복 응력과 함께 철강재료가 일반적으로 지니고

있는 연성-취성 천이온도(FAIT)가 매우 중요하다. 특히 FAIT가 상온과 착폼

온도 사이에 존재할 경우 블레이드가 항상 취성파괴될 위험이 존재하므로

FATT가 상온 이하로 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FAIT는 열처리사 냉각속

도에 의해 코게 영후t을 받는더11. 특히 tempering시 급냉으로 고온취성 구간을

피해주는 것이 취성을 방지하는 방법으로 제시되고 었다. 그럼5-3에는 냉각속

도와 tempering온도가 FAIT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고 있다. Temperir핑온도

를 660 및 690°C로 변화시키고 냉각을 공냉 및 노냉한 4가자 조건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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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5-2 Impact energy and hardness with tempering tempera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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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5-5 Fractographs of 따lpact tests with tempering temperatures

(a) 600°C (b) 660°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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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IT의 변화양상을 나타낸 것이다.4가지 조건의 경우에 거의 비슷한 양상을

보이며， FATT값의 법위는 대략 -10--20°C에 걸쳐 존재하므로 상온보다 약

30 -40°C 낮아 취성파괴가 큰 문제가 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다. 인장 특성

표5-3에는 최적조건으로 열처리된 소재의 상온인장시험 결괴플 GE

규격값과 함께 나타내었다. 이 표에서 알 수 있듯이 모든 결과치가 규격을 만

촉하므로 일단 소재 국산화는 성공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지속적이고 경

쟁력 있는 소재 생산을 위해서는 장시간 물성치에 대한 평가가 앞으로 게속

연구되어야 한다.

그럼5-4에는 고온인장시험 결과플 나타내었다. 이 결과에 의하면 300 및

400°C에서의 항복강도는 상온의 값과 거의 버슷하거나 오히려 더 높은 값을

보이고 있으며 연신율은 더 낮아지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야는 300 및

400°C에서 블레이드 소재가 연화에 의해 강도가 낮아지려는 경향과 소재 내

부의 합금원소와 탄소 사이의 반응에 의해 생성되는 석출물(단화물)에 의한

강도 증가 현상중 후자의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랴. 응력-파단 특생

그럼5-5에는 최적 열처리한 상태의 국산소재에 대하여 550, 600°C의

응력파단 특성을 가해준 응력대 파단시간의 log-log 그럼이다. 550°C에서 가해

준 응력은 260 , 240, 200, 150MPa이고， 600°C에서 가해준 응력은 150, 130,

100， 70MPa이었다. 실험결과는 각 온도에서 직선적인 결과를 나타내며， 12Cr

계의 410 스테인레스 강과 비슷한 위치에 존재함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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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3 Tensile properties at room temperature

UTS(ksi) YS(ksi) Elong.(%) RA(%)

Spec. min.l00 min.70 mm‘ 18 min.60

result 107 74 28 71

Table 5-4 Transform ation tem perature with cooling rate

Cooling rates eC/min) AsrC) AtC) Ms\C)

838 870 392

10 - - 343

60 - - 328

100 - - 327

300 - - 325

1200 - - 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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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변태온도

오스테나이트보다 마르탠사야트의 격자상수겨 한방향으로 크기때문에

Di1atometer를 이용하여 변태온도를 측정할 수 있다. 그림5-6는 이 섣험 결과

를 보여주고 있다. 상온에서 마르벤사이트인 시펀을 일정속도(여기서는 looe/

sec)로 가열하변 온도증가에 따라 시편은 팽창하고 어느온도에서 오스테나이

트로 변태가 시작되면부피감소에 의해 팽창율이 줄어든다. 그러고 오스테나

이트로 변태가 완료되연 시펀은 오스테나이트 상태에서 온도에 따라 팽창하

게 된다. 다시 냉각시커면 시변은 수축하다가 마르텐사이트로 변태가 시작되

면 팽창하고 변태가 끝나연 마르텐사이트상태에서 수축이 진행된다. 이러한

실험을 6가지 의 냉각속도에 대하여 섣시하여 됨-4과 같은 냉각속도에 따른

변태온도의 변화를 얻었다. 마르탠사이트 시작온도(Ms)는 냉각속도가 증가하

면 감소하다가 어느정도 이상의 냉각속도에서는 일정한 값이 됨을 알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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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ting rate: 10°C/sec, holding time: lOmin,

cooling rate: 300°C/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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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철 결론및 건의사항

원자력 발전소용 터빈 블례이드 소재의 국산화를 위한 연구에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소재의 제조공정은 전기로용해 - AOD- 진공탈가스처리 - 전극제조 

ESR - 압연 및 열처리 공정으로 확정하였다.

2. 열척라는 930°C에서 1시간 오스테나이트화 처랴후 660°C에서 1시간 댐

퍼링 처리하고 공냉하는 것이 최적 조건이었다.

3. 화학성분， 미세조직， 충격， 경도， 인장， 청정도 등 모든 특성이 수입되

어 사용되는 소재의 규격을 만족하므로 소재 국산화는 성공적이라 할

수 있다.

4. 규격시험 이외에 고온인장， Stress-rupture 특성을 조사한 결과 기폰

12Cr강보다 우수하였다.

5. 앞으로 지속적이고 경쟁력 있는 소재를 생산하기 위해서눈 소재 특성

향상 연구가 계속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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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결 료:
'-

원자력용 스테인레스강 개발을 목적으로， 당해년도에는 원전 부품의 채료현황

을 분석하였고， 콤퓨터를 이용한 합금설계 기술을 축적하여 고인성， 고내식성 스

테인레스강의 최적 합금조성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원자력급 오스테나이트 스테

인레스강인 316LN과 347 강을 고청정강 용해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하고， 그 재료

규격을 평가하였으며， 터빈 블레이드용 특수강을 개발하여 시험제품을 생산하고

재료불성을 확인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원전 부품의 재료현황

가. 노내구조물 재료: 노내구조물 재료는 조사손상에 대한 저항성이 우수하며，

반복하중에 의한 피로저항성이 커야하며 고온고압수에 대한 내식성이 양호하여

야 한다. 주요재료는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레스강으로 차기의 국산화 대상품목

이다.

냐. 일차압력경계부품 구조재료: 원자로 압력용기 및 일차 배관용 저합금강을

비롯한 일차압력경계부품 재료의 재료규격과 손상사례를 분석하였다.

다. 국내원전의 주조스테인레스강 열취화 평가: 가동중 국내원전의 일차배관

재료인 주조스테인레스강의 화학조성으로부터 배관재의 열취화 정도를 평가한

결과， 대부분의 발전소는 수명말기까지 배관채의 열취화 경향이 심하지 않을 것

으로 사료되나， 영광 1, 2호기 배관재는 열취화의 경향이 다소 심할 것으로 예

측되었다.

2. 열역학적 합금셜계 기술개발

가. Fe-Cr-Ni-Mo-Mn-Si-C-N 의 8 원 합금계에 대한 열역학 수식화를 완성

하였으며， 콤퓨터를 이용하여 열역학 계산을 수행한 결과 위의 8 개의 원소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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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어진 각종 합금강계에 대한 상평형 관련자료는 실험이 이루어지지 않은 조성

영역 또는 미지의 합금계에 대해서도 실험오차 이내에서 예측이 가능하였다.

나. 실용 duplex stainless steels 및 austenitic stainless steels 에 대 해 상평

형， 석출물에 대한 driving force 동을 계산하고 이에 대한 공정상의 열처리 온도

및 조성의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기존의 상용합끔보다 우수한 기계적 특성을 나

타낼 것으로 예상되는 최척의 화학조성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제시

된 새로운 합금 설계 방법론은 duplex 나 austenitic steel 뿐 아니라 여러 구

조재 및 기능 소재의 합금 설계에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다. 그러나， 좀더 많은 원소의 합금계에서 더욱 정확하고 설제 상황에 접근한

연구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열역학 수식화와 웅용을 위한 방법론 연구，

그리고 열역학 모델과 속도론 모델의 결합을 시도하는 연구가 관련 컴퓨터 프로

그램 개발과 함께 병행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3.316LN 스테인레스강 개발

가. 316LN강은 초정 5-ferrite로 응고가 시작되며， 포정반응에 의한 Y의 형성

이 많아 주조조직 내의 잔류 5-ferrite는 평균 3.3% 정도 였다. 잔류 8-feπite는

표층에서 중심부쪽으로 감에 따라 점차 많아지다가 중심부위에서는 급격히 감소

하였다. 이는 표층에서 약 50mm까지의 부위에서는 dendrite arm spacing의 증

가 효과로， 이 부위에서 중심 근처까지는 고상변태에 필요한 확산시간의 감소 효

과로 설명되며 중심부위에서는 Y 용고의 영향으로 판단되었다.

나. 통상수준의 질소를 함유한 316LN 강은 미량의 B 및 Ti의 첨가에 유무에

상관없이 열연가열로 분위기내에서의 전체산화량 및 산화곡션은 유사하다. 이는

316LN 강의 고온산화는 Mo03 의 휘발에 의한 scale breakaway에 의존하기 때

문이다.B 및 Ti 미첨가 강은 강중의 질소 함량이 증가할수록 초기산화가 활발

히 진행된 후 산화속도가 느려져 전체산화량은 적게된다. 이는 Scale이'letal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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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에 연속적인 Cr계 산화물의 형성에 기인한다. 미량의 B 및 Ti이 첨가된 강의

초기산화는 강중의 질소 함량에 상관없이 유사하나， 칠소의 함량이 증가할수록

scale breakaway 이후의 산화속도가 낮아지는 특성을 보인다.

다. 질소가 다량 첨가된 316LN 강의 열간가공성은 316L 강에 비해 양호한 결

과를 보였다. 이는 질소 첨가에의한 강중의 8-feπite 함량 저감에 기인한 것으

로 사료되나 정확한 재검증이 펼요하다. 동일소둔온도에서 질소의 함량이 증가할

수록 결정입도가 며세해지고 입도성장이 지연되므로， 적절한 채질 확보를 위해

질소가 다량함유된 강은 고온에서 소둔작업을 하여야한다.

라. 인장강도는 질소 함량에 비례하여 직선적으로 증가하고 연신율은 반비례

하므로， 질소함량을 조절함으로써 강의 기계적 성질을 조절할 수 있다.

마.316LN강은 질소의 함량을 증가시킴으로써 안정된 내업계부식성을 유지할

수 있으며， 공식전위도 높아진다. 미량의 B 및 Ti 첨가 강의 내 입계부식 저항

성은 미첨가 강의 경우보다 증가 되었다.

4. 347 스테인레스강 개발

가. 청정강을 얻기 위한 1차 용해는 VIM파 EFM과 AOD를 조합하여 용해할

수 있다. 진공 유도 용해를 행하여 합금을 제조해 본 결과， 합금 원소 중에서 조

절하기가 가장 어려운 원소는 질소와 S 성분이었으며，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질

소의 경우는 용해도와 증기압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용해하는 기법의 도입이 필

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5의 경우는 진공 유도 용해법 이외에 설함실적으로 가능

한 새로운 정련 방법이 도입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나. 양극 분극 시혐‘결과， ·347에r챔 7t:한 Mo은 양극 분극 저항성에 큰 효과를

보이지 않았으나， 347합금의 내식성이 316의 내식성에 바하여 크게 저하되지는

않았다.347 합금의 예민화재는 소둔채보다는 내식성이 저하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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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입계 부식에 대한 속도를 Huey시험과 EPR시험을 이용하여 측정한 결과，

동일한 시험 조건으로는 스테인리스강의 입계 부식 속도를 정량화하기 어려웠다.

라. 응력부식균열 시험결과 M。이 3%7}량 함유된 347V2의 저항성이 크게 낮

아졌고， 또한 파괴 양상도 316 합금은 뚜렷한 입계 파괴를 보이고 있으며 I 347

합금은 입내 파괴 양상을 보였다. 안정화 347 스테인리스강은 파단시간이 316 스

테인리스강의 약 2배 정도 더 길어 같은 환경에서 웅력 부식 균열에 대한 저항

성이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5. 터빈 블래이드용 특수강 개발

가. 소재의 제조공정은 전기로용해 -AOD- 진공탈가스처리-전극제조 -ESR

압연 및 열처리 공정으로 확정하였다. 열처리는 930°C 에서 1시간 오스테나이

트화 처리 후 660°C 에서 1 시간 템퍼링 처리하고 공냉하는 것이 최적 조건이

었다.

나. 화학생분， 미세조직， 충격， 경도， 인장성질， 청정도 풍 모든 특성이 수

입되어 사용되는 소재의 규격을 만족하므로 소재 국산화는 성공적이라 할 수

있다. 규격시험 외에 고온인장， stress nlpture 특성을 조사한 결과 또한 기존

12 Cr 강보다 우수하였다.

다. 앞으로 지속적이고 경쟁력 있는 소재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소채특성

향상 연구자 계속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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