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훨~l혈 진옳책7홉밥 와챔二뿜생훌훌 

세부과쩨명 과제책입자 연구기간 

원자력깐l소채채발 국 얼 혐 , '92. 9. 5 - ’ 97. 7. 20 

1. 지르코늄합금(압력관재료) 김영석| ‘93. 7. 21 - ’ 97. 7. 20 

2. 니켈합금(천열관채료) 국 일 현 | ‘92. 9. 5 - ’ 97. 7. 20 

3.. 구조용강i원자로제료l 흩 준 화 | ‘93. 7. 21 - ’ 97. 7. 20 

4. 부식명가기술 김 우혈 | ‘94. 7. 21 - ’ 97. 7. 20 

5. 표면개질기슐 김 정 수 | '93. 7. 21 - ’ 97. 7. 20 

6. 충생자빔이용 재료물생연구 이 창회 | ‘92. 9. 5 - ’ 97. 7. 20 

7. 연구로용핵연료재료 김 창규 l ‘92. 9. 5 - ’ 97. 7. 20 

8. 금속핵연료 강영 호 | ‘92. 9. 5 - ’ 97. 7. 20 

9. 정밀요업재료 김 영 석 l ‘92. 9. 5 - ’ 97. 7. 20 

10. 초천도재료웅용기술 흉계 원 | ‘92. 9. 5 - ’ 97. 7. 20 

11. 고분자혹매공챙기솔 챙 흉석 | ‘95. 7. 21 - ’ 97. 7. 20 

12. 계장캡슐활용기술 강영 환 | ‘95. 7. 21 - ’ 97. 7. 20 

톨 보고서는 원자력신소재개발 과제충 r구조용강(원자로책료)J 

과쩨의 최종 연구보고서입. 



훌훌 q훌 푼 

1. 책 폼 : 원자력용 구조용강 개발 

11. 연구 개발의 목쩍 및 중요성 

원자력용 구조용강온 고용 및 방사선 환경과 부식 환경 둥 훤자력발천소 혹유 

의 환경 하에서 장시간 안전하게 사용되어야 하므로 고도의 건전성이 확보 및 유 

지되어야 한다. 따라서 엄격한 셜계시방과 숙련된 제조정협 그리고 청확한 품질명 

가가 요구된다. 혹히， 최근 한국형 원천의 건셜이 확대되면서 훤자력 기술자립올 

위하여 신뢰성이 보중된 원자력 소재의 국산화가 매우 중요한 시첨예 이르렀으며， 

또한 원자력발전소의 효율향상융 휘하여 주요 원전부품의 건천성 확보와 품질개선 

노력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는 실쟁이다. 

본 연구는 고품질 원자력용 구조용강의 국산화 및 개션， 훤자로재료의 건전성 

명가판련 기본척인 시험. 해석기술 확보， 체계척 재료혹성시험올 흉한 물성데이터 

생산올 목표로 수행되었다. 따라서 필수 시험기술율 확보하고 이률 이용하여 많온 

재료물성 데이터롤 생산 데이타베이스의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국산 원자로 구조용 

강의 품질제고에 필요한 사항올 도출하고 원자로 환경에서 높온 저항성올 갖는 오 

스테나이트계 스테인레스강의 개발작업에 주력하였다. 

111. 연구재발의 내용 및 범위 

1. 원짜로 부품용 저합금강 재발 

가. 훨자로체료 건천생명가 및 시험기슐 깨발 

• 파괴저항생 ij-R) 명가기술 개션 

• 천이용도영역 파괴인성의 확률척 해석기술 

l 



• 충격시험편 용용 및 동척파괴인성 평가 기술 

• 압입시험율 이용한 파괴인성 예측기슐 

• 차성측정법에 의한 조사손상 명가기술 

나. 훨자로 압력력용기강 물생 명가 

• 기계객 륙성 및 파괴륙성 시험평가 (인장， 총격혹성， 연성-취성 

천이용도， 정척 및 홈객파괴인성， 파괴쳐항성 둥) 

• 피로 및 부식피로 균열성장륙성 

• 미세조칙특생 시혐 및 석훌훌 볼석 

• 불균질성(미세조직분포/ 성불분포， 인장 및 압입변행륙생， 경도둥 

기계척록성분포) 

• 훤천 1차계흥 주배판재 얼취화록생 평가 

• 조사취화특생 명가률 위한 연구로 이용 조사시험 준비 

다. 훨자로 압력용기강 찌훨재션 연구 

• 제조공정 비교 및 제조공정에 따률 미세조칙과 기계척 륙생 명가 

• 쩨질개션올 위한 천산합금 및 공정껄계 

• 이상명역 열처리에 의한 인성개선 

• 용첩열명향부 해석 및 명가 

2. 훨자랩급 스태언혜스강 개발 

가. 노내구조물 체료기술 현황 훌석 

• 노내구조물 재료 규격 

• 노내구조률 제착공정 

• 노내구조물의 손상현인 및 사혜 

나. 노내구조물용 스태언혜스강 사찌흩 1배초 및 물생자료 생산 

ü 



• STS 304 계열강의 규격검토 

• 발천소용 소재의 성분규재 필요성 검토 

• STS 304NG 강의 시험생산을 위한 조업조건 검토 

• STS 304NG 강 시험생산 

• 시험생산재에 대한 기계쩍 륙성 및 부식 특성 평가 

• 시험생산재에 대환 용첩성 및 용첩부 거동 평가 

다. 미꽤형 고온/고강도 스빼인해스강 깨발 

• 316LN강의 쩨조공정 변수 및 변수들의 영향 명가법 

• 재조 합금에 대한 미쩨조직I 내부식특성， 가공흑성 및 열처리 륙성명가 

• 기계객특성에 미치는 질소의 영향 

• 316LN 강의 저주기 피로 특성 

• 316LN 강의 고용 미 쩨조직 안정 성 

• 질소합량 및 냉간가공에 따른 내부식 저항 폭성 

라. 빼환용 고내식/고인생 Type 347 스대언혜스강 채발 

• Type 347 스테인래스강의 합금 셜계 및 제조 

• 제조합금에 대한 기계객 특성 평가 

• 째조합금에 대한 미쩨조직 및 부식특성 평가 

• 상용 Type 347 스태인레스강 용접부의 미쩨분석객 재료륙성 

마. 져방사확 Cr-Mn 스빼인혜스강 연구 

• 열역학객 계산에 의한 Cr-Mn계 강의 상명행 및 합금셜계 

• Cr-Mn 강의 실험합금 제조 및 기초특성명가 

바. 터빈훌혜이드용 륙수강 껴발 

• 블레이드 째료규격 

• 합금 쩨조 및 물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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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연구개발 결과 및 활용애 대환 건의 

1. 훨자로 부품용 저합금강 재발 

가. 원자로찌료 건천생명가 및 사혐기슐 찌발 

본 연구를 통하여 원자로재료 건전성명가에 필요한 기초시험 및 혜석기술이 확 

보되었다. 파괴저항성(J-R) 곡선 계산에 Load-Ratic←Method이 새로이 척용되었다. cr 
시험편올 이용한 연성파괴인성의 해석절차와 오차가 대폭 축소된 것으로 시험결과가 

매우 신뢰할만한 하였다. 또한I 원자로재료의 경우 시험편의 크기에 제한척인 요소가 

있는데， 샤피크기의 시험편을 이용하여 파괴인성분포률 확훌척으로 해석하는 기술이 

확보되었다. 준비파괴척으로 압입자롤 이용하여 얻어진 하중-변위 곡선으로부터 파괴 

인성올 예측하는 방법은 본 연구에서 처옴 시도된 것으로 예비시험결과 매우 홉족한 

결과를 얻었다. 아올러， 계장화된 시험기를 용용하는 방법과， 기폰의 샤피시험편올 표 

준크기 이하의 시험편으로 대체하여 시험재와 시험공정의 쩨약올 극복할 수 있는 가 

능성올 얻었으며， 미소자성기법올 이용하여 조사손상을 비파괴적으로 명가할 수 있는 

기반기술이 확보되었다. 확보된 기초시험 및 혜석기술온 계속적인 물성데이터생산I 

시험 및 해석법 고도화， 조사재 시험 및 해석에의 활용이 기대된다. 

나. 원짜로 압력력용기강 물생 명가 

국산 및 외산 원자로압력용기강에 대한 인장시험， 낙중시험， 충격시험I 파괴저 

항특성시햄， 피로 및 부식피로 균열성장 시험 둥의 조사전 기계격시험이 체계격으 

로 수행되었다. 기계적 특성은 제조방법에 따라서 차이톨 보였는데， VCD 소재보다 

VCD+Al 소재 나 Si+Al 소재 의 특성 이 더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산 소재 

의 경우 연성파괴특성은 외국소재에 비하여 손색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져온 

천이온도에서의 파괴특성이 상대격으로 취약하여 개선해야활 정이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미세조직판찰에셔 각 소재는 대부분 댐퍼드베이나이트 조직율 보였으며 압 

력용기 표면으로부터의 깊이에 따라 차이를 나타내었다. 전자현미경올 롱하여 탄화 

물을 분석하고 래스둥 미세조직이 관찰， 비교되었다. 천이영역 파괴인성이 낮윤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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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에서 국부객으로 뭉쳐져 있는 조대한 탄화물과 베이나이트 래스정계에 존재하는 

두꺼운 시땐타이트충이 판활되었으며 이에 대한 얼처리공정재션이 필요하다. 한편， 

압입시험결과 훤자로압력용기강은 냉각속도의 차이에 기인한 미세조칙의 차이로 

두째방향으로 약 20% 까지 기계객 혹생의 변화톨 보여주었다. 1차계흥 주배판째인 

주조스탠혜스강의 열취화 정향도 예측되었는데 일부소재가 가동중 취성화괴훌 잎 

으킬 수 있는 가능성율 나타내었다. 원자로압력용기강의 초사취화륙생 명가톨 위한 

조사시험 준비상황도 정리되었다. 얻어진 비초사 물성용 건천생 명가의 기초자료로 

서 활용이 기대휠 뿔만 아니라 다용 단계에서 얻어질 조사취화륙성과 함쩨 테이터 

베이스 개발에 활용될 것이다. 

다. 훨자로 압력용기강 찌철개션 연구 

원자로 압력용기재료의 제조공정율 평가하고 채질개션율 도모하기 위하여 한국중 

공업(주)의 원자로 구조용강외 제조공정올 일본 JSW의 제조공정과 비교하여 공정상의 

개선사항올 조사하였으며， 이와 병행하여 상명형 열역학 및 확산 속도론에 기초한 컴 

퓨터 계산용 흉하여 최척 합금 및 제조공정을 도출하고자 하였고， 이상명역 열처리에 

의한 재질개션방법융 연구하였다. 또한 용첩열영향부에 대한 얼척해석 및 미세조직파 

기계객특생의 상세분포혹성이 분석되었다. 제조공정형가결과， 조직 빛 기계척성질의 

균질성 향상이 요청되었고 성분조철을 흉하여 춘명행 탄화물의 행성율 억쩨하거나 명 

행 탄화물의 종류톨 핵생성 속도론척으로 유리한 탄화물로 바꾸는 것이 유리한 것으 

로 밝혀졌다. 이상명역열처리 공쟁의 추가와 Tempe파19 조건의 조정으로 푸렷한 채질 

개션(파괴인성의 향상파 천이온도의 저하)을 도모할 수 있옴올 확인하였다. 한편 용첩 

열영향부 해석결과 HAZ 시편에 대한 압력용기 감사시험과 같용 정우 시편 채취천 

에 재현열사이클 시험풍에 의한 검증과정이 펼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압력용기강 제 

조방법 연구나 용첩열영향부 해석에 의해서 얻어진 결론툴용 재질개선연구에 반영되 

어야 하며， 이상영역 열처리에 의한 열처리공정 개선안온 실제제조에 활용되도륙 계 

속객인 연구가 요구된다. 

2. 원짜력급 스혜인해스강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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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노내구조물의 책료기슐 현황 분석 

노내구조물 재료는 조사손상에 대한 저항성이 우수하며， 반복하중에 의한 피로 

저항성이 커야하며 고용고압수에 대한 내식성이 양호하여야 한다. 현황분석결과 주요 

재료는 오스태나이트계 스태인레스강으로 국내 판련 산업의 기반구축과 원자력산업의 

경쟁력 확보훌 위해 반드시 판련 부품의 국산화가 펼요한 것으로 사료되었다. 

나. 노때구조물용 스태인해스강 시제홈 제조 및 훌생자료 생산 

기폰의 노내구초물 재료보다 우수한 혹성의 재료률 국산화 개발하기 위하여 

다양한 성분외 합금에 대한 셜계 빛 이에 따른 재조/평가 결과， N의 합량아 

800ppm 수준인 51'S 304NG 강이 최객인 결론을 도출하였다. 도출된 합금에 대해 

아래의 성분을 갖는 90톤 규모의 상업척 시험생산율 하였다. 

C Si Mn P S Ni Cr Mo Cu N Co Remark 

Aim 0.02 0.6 1.1 <0.03 0.002 9.5 18.5 
0.5 0.5 

0.08 
0.2 Cr../Ni여~~.691 

max. max. max. I\ -feπ=4.43% 

Result 0.019 0.52 1.02 0.024 0.002 9.64 18.5 0.06 0.1 1 0.00 0.06 당왜 T團I\-feπ=1e3q 

시험 생산재에 대한 각종 특성 분석결과 기폰의 304L 합금보다 매우 우수한 톡 

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화학 성분， 기계객 성질 빛 내식성윤 A5ME 304L의 규격율 

만족하였다. 내식성 및 내 5CC 성은 기폰의 재료보다 우수하였고I 연신용은 약간 

감소하였으나 인장강도 및 항복강도가 기존재료보다 우수하였다. 용첩부 강도 및 

충격특성에 있어서 국내시판 용접재료와의 척합성온 양호했으며I 용첩부의 내업계 

부식성도 문제가 없었다. 이상의 분석 결과 시험제조된 합금은 매우 우수한 특성 

올 보였으며 차세대 원전 노내구조물재료로 객용시 기존재료보다 훨씬 우수한 내 

구성을 보일것으로 판단된다. 

다. 미얘행 고용/고강도 스택안해스강 재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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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형 원천의 운천조건에 적합한 후보재료는 고용 고강도， 우수한 내부식륙 

성 및 장시간 용천에 따른 고용 안정성이 반드시 펼요하다. 이와같은 우수한 생철을 

갖는 강올 개발하기 위하여 질소량을 변화시킨 Type 316 LN 강 시편으로 인장시험， 

피로시험/ 부식시험 동을 행하여 최객의 조성을 산출하였고 이러한 성분율 갖는 합금 

을 제조하는데 있어서 제초공정상의 변수의 영향올 평가함으로써 고온에셔 사용활 수 

있는 최객의 합금성분올 갖는 Type 316 LN 강 재료를 개발할 수 있었다. 강종에 구 

별없이 항복강도 빛 최대인장강도， 연신율온 질소 함량에 따라 중가하였다. 또한 

모든 강종에셔 질소 함량이 중가할수록 업계예민화 저항생이 커지며 탄소 함량의 

감소가 가장 크게 예민화얘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N파 함께 Ti 및 B 챔가는 Cr 

탄화물의 형성율 저지하여 예민화 저항성을 좋게 하였다. 이러한 강도 및 부식특성 

은 약 0.1%내외의 질소함량에서 최객의 조건을 보이는 것올 알 수 있었다. 고온고 

강도 Type 316 LN 강온 액체금속로 구조재료의 후보재료로서의 요구초건을 찰 만 

족하였다. 

라. 때환용 고내식/고언생 Type 347 스태언해스강 께발 

원자력 배판용 목적으로 고내식/고인성의 Type 347 스테인레스강올 진공유도 

용해를 통하여 용해， 재조하여 판련 특성을 분석하였다. 예민화재 및 소둔재에 대한 

관련 특성 분석을 비교하였으며 입계균열 저항성도 평가하였다. 한편 가압기 밀림판 

으로 사용한 347 스테인리스강 용접 특성을 평가한 결과， 용첩성이 우수하다고 알려 

진 GTAW 방식으로 용첩올 하였옴에도 불구하고 파괴인성이 낮았다. 이의 원인온 계 

면에 석출된 NbC 입자들인 것으로 확인하였으며 용첩부의 계속적인 재료 개선율 위 

해서는 이러한 입자들을 감소시키는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마. 져방사화 Cr-Mn 스태인혜스강 연구 

저방사화 스태인레스강 개발 목적으로 Cr-Mn 강에 대한 기초적인 연구롤 

수행하였다. Cr-Mn 계 강의 물생올 분석한 결과， 질소의 합량이 증가활수록 부식 

저항성 빛 수소취성 저항성이 뚜렷이 증가하였다. 질소의 챔가량이 증가함에 의해 

오스테나이트상이 안정화되며， 약간의 경도 중가를 판찰하였다. 시효열처리가 부식 

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 결과， 시효시간의 증가는 전체적으로 석출상의 양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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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시키고， 부식 저항성올 감소시켰다. 기계척 생질온 시효온도가 종가함에 의해 

석출상의 중가로 정도가 총가하였다. 저방사확 Cr-Mn 강외 기초연구는 앞으로 빽 

융합로용 구조째료 재발에 객용훨 것이다. 

바. 터멘블혜이드용 톡수강 째발 

원자력급 소재의 재료규격올 충족시키는 흑수강올 쩨조하여 최척의 쩨조팡정과 

열처리 조건융 확립하였다. 시험제품의 미세조직 및 인장특성， 충격폭성 동의 재료물성율 

평가하고 수입소재의 물성과 비교하여， 국산 륙수강의 째료규격율 확인하고 신뢰성올 확 

보하였다. 국내의 원자력발전소에 객용하기 위한 국산 톡수강의 현장실험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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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I. Project Title

Development of Structural Steels for Nuclear Application

II. Objectives and Importance of the Project

Nuclear structural steels are manufactured to the controlled mater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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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materials. Currently, demands for nuclear structural materials are rapidly

increasing as the number of domestic nuclear power plants increases. The

localization of qualified structural steels for nuclear power plant and the

development of integrity assessment technologies through mid-to-long term R&D

projects become one of the major responsibilities for Korean nuclear material

society.

This study, therefore, was focused on the localization of highly qualified

structural steels for nuclear application, the systematic production of material

data, and the development of the basic technologies for integrity assessment of

steel components of nuclear power plant. Material property characterization has

been carried out to draw suggesting items necessary to upgrade the domestic

vessel steel, and the development works for austenitic stainless steels with high

resistance in nuclear environments have been performed.

HI. Scope and Contents of the Project

1. Development of low alloy steel for reactor components

A. Development of testing and analysis techniques for reactor mate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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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ad-ratio method for evaluating fracture resistance(J-R)

• Probabilistic analysis of fracture toughness in the transition region

• Impact test data analysis and dynamic fracture toughness

• Estimation of fracture toughness by ball indentation test

• Small specimen test techniques

• Evaluation of radiation damage by measuring magnetic properties

B. Evaluation of material properties of RPV and piping materials

• Fundamental mechanical properties and fracture toughness

(tensile property, Charpy mpact property, ductile-brittle transition

temperatures, static and dynamic fracture toughness, J-R curve etc.)

• Fatigue and corrosion fatigue crack growth rates

• Microstructure and precipitate analyses

• Inhomogeneities in the material properties

(microstructure, chemical composition, tensile and indentation properties,

hardness)

• Thermal embrittlement in the primary piping material

• Status on the irradiation test using research reactors

C. Improvement of the properties of low-alloy steels

• Comparison of manufacturing processes and evaluation of

microstructural and mechanical properties

• Computer assisted alloy and process design

• Toughness improvement by application of intercritical heat treatment

• Detailed analysis of heat-affected zone

2. Development of stainless steel for nuclear application

• Load-ratio method for evaluating fracture resistanceij-R) 

• Probabi1istic analysis of fracture toughness in the transition region 

• Impact test data analysis and dynamic fracture toughness 

• Estimation of fracture toughness by bal1 indentation test 

• Smal1 specimen test techniques 

• Evaluation of radiation damage by measuring magnetic properties 

B. EvaIuation of materiaI properties of RPV and piping materiaIs 

• Fundamental mechanical properties and fracture toughness 

(tensile property, Charpy mpact property, ductile-brittle transition 

temperatures, static and dynamic fracture toughness, J-R curve etc.) 

• Fatigue and corrosion fatigue crack growth rates 

• Microstructure and precipitate analyses 

• Inhomogeneities in the material properties 

(microstructure, chemical composition, tensile and indentation properties, 

hardness) 

• Thermal embrittlement in the primary piping material 

• Status on the irradiation test using research reactors 

C. Improvement of the properties of Iow-aIIoy steeIs 

• Comparison of manufacturing processes and evaluation of 

microstructural and mechanical properties 

• Computer assisted alloy and process design 

• Toughness improvement by application of intercritical heat treatment 

• Oetailed analysis of heat-affected zone 

2. Development of stainless steel for nuclear app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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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atus of materials for reactor internal

• Specification of reactor internals

• Manufacturing procedure of reactor internals

• Failure reason and examples of reactor internals

B. A trial production of Type 304 stainless steel for PWR internals and

characterization

• Specification of STS 304 grade

• Discussion on chemical composition regulation for PWR

• Consideration of manufacturing conditions for a trial production of STS

304NG

• Trial production of STS 304NG

• Evaluation of mechanical property and corrosion resistance of trial

production of STS 304NG

• Evaluation of welding properties of trial production of STS 304NG

C. Development of advanced stainless steel for the use at high temperature

conditions

• Manufacturing parameters of Type 316LN stainless steels and experimental

methods to evaluate manufacturing parameters

• Microstructure, corrosion resistance, deformation property and heat

treatment of the model alloys

• Nitrogen effect on the mechanical property

• Low cycle fatigue property

• Microstructural stability at high temperature

• Nitrogen content and cold working effects on the corrosion resistance

D. Development of Type 347 stainless steels with high corrosion resistance

and toughness for pipings and tubes

• Alloy design and manufacturing of type 347 stainless steels

• Evaluation of the mechanical property

• Evaluation of the microstructure and corrosion resistance

X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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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ditions 

• Manufacturing parameters of Type 316LN stainless steels and experimental 

methods to evaluate manufacturing parameters 

• Microstructure, corrosion resistance, deformation prφerty and heat 

treatment of the model allo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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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crostructural stabili암 at hi양\ temperature 

• Nitrogen content and cold working effects on the corrosion resis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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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loy design and manufacturing of type 347 stainless steels 

• Evaluation of the mechanical property 

• Evaluation of the microstructure and corrosion resis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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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valuation of commercial Type 347 stainless steel weldments

E. Development of low activation Cr-Mn steel

• Computer-assisted alloy design by thermodynamic calculations

• Manufacturing of the alloy and basic characterization

F. Development of martensitic steels for turbine blade

• Material specification

• Manufacturing of the alloy and evaluation of the material properties

III. Result and Proposal for Application

1. Development of low alloy steel for reactor components

A. Development of testing and analysis techniques for reactor materials

Some important test and analysis techniques have been improved or newly

developed for applying to the integrity assessment of reactor materials; they are

(1) load ratio method for calculating the fracture resistance(J-R) in ductile region,

(2) probabilistic analysis technique to evaluate the fracture toughness in transition

region, (3) ball indentation theory for estimation of fracture toughness, (4) analysis

techniques of Charpy impact test data and dynamic precracked-Charpy test data,

(5) small specimen test techniques, and (6) magnetic property measurement for the

evaluation of radiation damage. These technologies will be applied to the data

production for un-irradiated and irradiated reactor materials and to the

establishment of integrity evaluation technology for reactor materials.

B. Evaluation of material properties of RPV and piping materials

The material properties of Korean and foreign RPV steels (SA508-3) were

evaluated systematically. The tests performed are tensile tests, drop weight tests,

Charpy impact tests, fatigue crack growth tests, J-Integral fracture toughness te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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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microstructure analysis. The test materials were from five different heats

manufactured by different processes such as VCD, VCD+A1, and Si+Al. VCD+A1

and Si+Al materials are superior to VCD materials in the most mechanical

properties. In the fracture resistance properties, the difference between materials

were clearly indicated. The Si+Al material showed the highest fracture toughnesses.

The fracture toughness of Korean RPV steels in the transition temperature region

was not fully satisfactory; therefore some improvement is needed. All test

materials has a basically identical microstructure of tempered bainite, where the

grain size and bainite packet size is different from heat to heat. TEM micrography

was also performed and the distribution and morphology of precipitates were

analyzed. In some Korean materials relatively large and agglomerated carbides

deteriorate the fracture characteristics, mainly in the transition temperature region.

Furthermore, thicker layer of carbide was observed on the lath boundary. This

indicates that an improvement in the heat treatment process is necessary for the

materials. On the other hand, the mechanical property distributions in the thick

vessels were characterized by the ABI technique. The deformation properties

depends on the position in a given material where the microstructure is also

different due to the different cooling rate. Another work was focused on the

thermal ageing effect on the cast stainless steel of the primary piping difference in

the operating PWRs. Some of domestic power plants reveal the possibility to suffer

a severe thermal ageing embrittlement in the cast stainless steel components within

the end of plant life. The nuetron irradiation tests are going on and the current

status on this subject was summarized.

C. Improvement of the properties of low-alloy steels

To extract optimum steel manufacturing process and possible choice that can

improve the quality of structural steeb produced by HANJUNG, investigations on

the manufacturing process of JSW, intercritical heat treatment(IHT) method,

computer assisted alloy and process design, and an analysis on heat aff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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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us on this su비ect was summarized. 

C. Improvement of the prope야ies of low-alloy steels 

To extract optimum steel manufacturing process and possible choice that can 

improve the quality of structural steels produced by HANJUNG, investigations on 

the manufacturing process of JSW, inter，πitical heat treatment(IHT) method, 

computer assisted alloy and process design, and an analysis on heat aff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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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one(HAZ) were performed. Results have shown that the homogeneity of

microstructure and mechanical property of domestic steel is needed to be

improved and a conversion of the kinds of equilibrium carbides to carbides more

favorable in the nuclei formation reaction rate. Incorporation of 1HT and

adjustment in the tempering condition afterwards have shown an apparent increase

in the impact energy and a decrease in the ductile-to-brittle transition

temperature(DBTT). Confirmation by thermal cycle simulation has proved to be

needed in the case of, for example, reactor pressure vessel materials surveillance

test, before preparing HAZ specimens.

2. Development of stainless steel for nuclear application

A. Status of materials for reactor internal

Principal material for reactor inte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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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meprarure and high

pressure. From the status of the art, It is concluded that the main components are

consisted of the austenitic stainless steels and the localization of the related

component materials should be accomplished. Material specifications and

requirements for pressure reactor internal are reviewed, and degradation

mechanisms of the components are analyzed.

B. A trial production of Type 304 stainless steel for FWR internals and

characterization

In order to develop an advanced 304 stainless steel for PWR internals, A

large number of alloy designs and productions were performed with variation

in alloying elements and manufacturing process. The optimum alloy was a

304NG grade with nitrogen of 800ppm. The trial commercial production of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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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oy was successfully performed by POSCO. The ranges and results of chemical

compositions are as follows.

(wt.%)

Range

Result

C

0.02

0.019

Si

0.6

0.52

Mn

1.1

1.02

P

<0.03

0.024

S

0.002

0.002

Ni

9.5

9.64

Cr

18.5

18.5

Mo

0.5
max.

0.06

Cu

0.5
max.

0.11

N

0.08

0.08

Co

0.2
max.

0.06

Remark

Cra/Niarl.69
6-ferr=4.43%

Cr«/Ni«,=1.65
8-ferr=3.57%

From the wide range of testing, the trial alloy exhibited excellent properties

for reactor internals. Furthermore, the alloy is considered to be excellent

materials for advanced nuclear reactor with longer operation life, although the

irradation test for the alloy are not performed yet.

C. Development of the advanced stainless steel for the use at high

temperature conditions

The advanced nuclear power plant needs high strength, high corrosion

resistance and high stability at high operation temperature. High strength and

corrosion resistant 316L(N) stainless steel was produced using the bases of

domestic technologies of 316L, and characterized material properties. Cast

micro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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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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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itrogen

also increased fatigue properties up to 0.1 %N.

xv

alloy was successfully performed by POSCO. The ranges and results of chemical 

compositions are as follows. 

(wt.%) 

C Si Mn P S Ni Cr Mo Cu N co Remark 

Range 0.02 0.6 1.1 <0.03 0.002 9.5 18.5 0.5 0.5 0.08 0.2 Cr.에Ni.，q=1.69 
max. max. max. ô-feπ=4.43% 

Result 0.019 0.52 1.02 0.024 0.002 9.64 18.5 0.00 0.11 0.08 0.06 Cr，에Nieq= 1.65 
6-14앙r=3.57% 

From the wide range of testing, the trial alloy exhibited excellent properties 

for reactor intemals. Furthermore, the alloy is considered to be excellent 

materials for advanced nuclear reactor with longer operation life, although the 

irradation test for the alloy are not performed yet. 

C. Development of the advanced stainless steel for the use at high 

temperature conditions 

The advanced nuclear power plant needs high stren~한h， high corrosion 

resistance and high stabili양 at high 얘eration temperature. High strength and 

corrosion resistant 316L(N) stainless steel was produced using the bases of 

domestic technologies of 316L, and characterized mater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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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crosσucture and 

oxidation, and the effects of Ti and B on manufacturing process were surveyed. In 

addition, sensitization behavior of 316L(N) steel was evaluated with the addition of 

피trogen or alloying elements. The suggested manufacturing process would be 

utilized to produce the nuclear grade materials in domestic steel makers. Nitrogen 

also increased fatigue properties up to 0.1 %N. 

xv 



D. Development of Type 347 stainless steels with high corrosion resistance

and toughness for pipings and tubes

High corrosion resistant 347 stainless steel was produced using improved

refining technologies for su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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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commercial type 347 stainless

steel weldments were also examined in order to evaluate the stability of the

materials at operation condition. The fracture resistance of the weldments were

lower than that of the other types of stainless steels. This was mainly attributed to

the NbC particles in the weldments. Therefore, in order to make high toughness

347 weldments, it was necessary to reduce Nb content in the weldments.

E. Development of low activation Cr-Mn steel

The effects of nitrogen on the material properties of Cr-Mn steel were

tested, and showed that increasing nitrogen content improved the corrosion

property and hydrogen embrittlement. Nitrogen had a role to stabilize the

austenitic phase, and had little influence on hardness. Ageing treatment

decreased the corrosion property of anodic polarization and CY environment due

to appearance of Cr-enriched precipitates. Ageing temperature and time affected

the hardness of Cr-Mn steel.

F. Development of martensitic steels for turbine bl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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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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some VCD materials

Fig. 3.1.20 Fracture toughness characteristics of various RPV steels

in the transition temperature region

Fig. 3.2.1 Dimensions of a standard dilatometer specimen

Fig. 3.2.2 Dimensions of a compact tension specimen for fatigue test

Fig. 3.2.3 Schematic drawing of the corrosion fatigue test system

Fig. 3.2.4 Schematic drawing of the vacuum fatigue test system

Fig. 3.2.5 Variation of stress intensity range, J K with crack length

Fig. 3.2.6 Schematic load vs displacement curve

Fig. 3.2.7 Geometry of round specimen for tensile test (unitrmm)

Fig. 3.2.8 Schematic representation of isothermal transformation diagram and the

temperature regions for the formation of three types of upper bainite

for a low-carbon steel

Fig. 3.2.9 Proposed morphological classification system for bainite

Fig. 3.2.10 Reheat-treated and isothermally transformed microstructure(VCD-2)

(a) 525 r (b) 5001 (c) 4701C (d) 4401 (e) 4101

Fig. 3.2.11 Reheat-treated and continuously cooled microstructure(VCD-2)

(a) 5 t / m i n (b) 15 t /min (c) 60 t /min (d) 80TC/min

(e) 150t:/min (f) WQ

Fig. 3.2.12 Typical microstructure of different types of bainite

(a) Bl (b) B2 (c) B3

Fig. 3.2.13 Optical micrograph of VCD-1 at l/2t

Fig. 3.2.14 Optical micrographs of VCD-2

(a) IS (b) l /4t (c) l /2t (d) 3/4t (e) OS

Fig. 3.2.15 Optical micrographs of VCD-3

(a) IS (b) l/4t (c) l/2t (d) 3/4t (e) 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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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transition temperature region 

Fig. 3.2.1 Dimensions of a standard d i1atometer specimen 

Fig. 3.2.2 Dimensions of a compact tension specimen for fatigue test 

Fig. 3.2.3 Schematic drawing of the corrosion fatigue test system 

Fig. 3.2.4 Schematic drawing of the vacuum fatigue test system 

Fig. 3.2.5 Variation of stress intensity range, L1 K with crack length 

Fig. 3.2.6 Schematic load vs displacement curve 

Fig. 3.2.7 Geometry of round specimen for tensi1e test (unit:mm) 

Fig. 3.2.8 Schematic representation of isothermal transformation diagram and the 

temperature regions for the formation of three types of upper bainite 

for a low-carbon steel 

Fig. 3.2.9 Proposed morphological classification system for bainite 

Fig. 3.2.10 Reheat-treated and isothermally transformed microstructure(VCD-2) 

(a) 525 't (b) 5OO't (c) 470 't (d) 44O't (e) 410 't 

Fig. 3.2.11 Reheat-treated and continuously cooled microstructure(VCD-2) 

(a) 5 't /min φ) 15 't /min (c) 6O't /min (d) 8O't /min 

(e) 150 't /min (f) WQ 

Fig. 3.2.12 Typical microstructure of different types of bainite 

(a) B1 φ) B2 (c) B3 

Fig. 3.2.13 Optical micrograph of VCD-1 at 1/2t 

Fig. 3.2.14 Optical micrographs of VCD-2 

(a) 15 φ) 1/4t (c) 1/2t (d) 3/4t (리 os 
Fig. 3.2.15 Optical micrographs of VCD-3 

(a) 15 φ) 1/4t (c) 1/2t (d) 3/4t (e) OS 



Fig 3.2.16 Optical micrographs of VCD+A1

(a) IS (b) l/4t (c) l/2t (d) 3/4t (e) OS

Fig 3.2.17 Optical micrographs of Si+Al-1

(a) IS (b) l/4t (c) l/2t (d) 3/4t (e) OS

Fig 3.2.18 Optical micrographs of Si+Al-2

(a) IS (b) l/4t (c) l/2t (d) 3/4t (e) OS

Fig 3.2.19 Optical micrographs of banding structures

(a) VCD-1 (b) VCD-2 (c) VCD-3 (d) VCD+A1 (e) Si+Al-1 (f) Si+Al-2

Fig 3.2.20 A ferrite grain at l/2t of Si+Al-1 (arrow mark)

Fig 3.2.21 Overall precipitates distribution

Fig 3.2.22 TEM micrographs VCD-2 precipitates

(a) Within grain (b) Grain boundary & lath

(c) Lath boundary (d) within lath

Fig 3.2.23 TEM micrographs VCD+A1 precipitates

(a) Within grain (b) Grain boundary & lath

(c) Lath boundary (d) within lath

Fig. 3.2.24 TEM micrographs of VCD-3 precipitates

(a) Within grain (b) Grain boundary & lath

(c) Lath boundary (d) within lath

Fig. 3.2.25 TEM micrographs of Si+Al-1 precipitates

(a) Within grain (b) Grain boundary & lath

(c) Lath boundary (d) within lath

Fig. 3.2.26 TEM micrographs of Si+Al-2 precipitates (B2)

(a) Within grain (b) Grain boundary & lath

(c) Lath boundary (d) within lath

Fig. 3.2.27 TEM micrographs of Si+Al-2 precipitates (B3)

(a) Within grain (b) within lath

Fig. 3.2.28 (Fe,M)3C precipitates and diffraction pattern analysis

(a) Spheroidal type (b) Rod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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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16 Optical micrographs of VCD+Al 

(a) 15 (b) 1/4t (c) 1/2t (d) 3/4t (e) OS 

Fig 3.2.17 Optical micrographs of Si+AI-1 

(a) 15 (b) 1/4t (c) 1/2t (d) 3/4t (e) OS 

Fig 3.2.18 Optical micrographs of Si+AI-2 

(a) 15 (b) 1/4t (c) 1/2t (d) 3/4t (e) OS 

Fig 3.2.19 Optical micrographs of banding structures 

(a) VCD-1 (b) VCD-2 (c) VCD-3 (d) VCD+Al (e) Si+Al-1 (f) Si+Al-2 

Fig 3.2.20 A ferrite grain at 1/2t of Si+Al-1 (aπow mark) 

Fig 3.2.21 Overall precipitates distribution 

Fig 3.2.22 TEM micrographs VCD-2 precipitates 

(a) Within grain (b) Grain boundary & lath 

(c) Lath boundary (d) within lath 

Fig 3.2.23 TEM micrographs VCD+Al precipitates 

(a) Within grain (b) Grain boundary & lath 

(c) Lath boundary (d) within lath 

Fig. 3.2.24 TEM micrographs of VCD-3 precipitates 

(a) Within grain (b) Grain boundary & lath 

(c) Lath boundary (d) within lath 

Fig. 3.2.25 TEM micrographs of Si+AI-1 precipitates 

(a) Within grain (b) Grain boundary & lath 

(c) Lath boundary (d) within lath 

Fig. 3.2.26 TEM micrographs of Si+ AI-2 precipitates (B2) 

(a) Within grain (b) Grain boundary & lath 

(c) Lath boundary (d) within lath 

Fig. 3.2.27 TEM micrographs of Si+AI-2 precipitates (B3) 

(a) Within grain (b) within lath 

Fig. 3.2.28 (Fe,M)3C precipitates and diffraction pattem analysis 

(a) Spheroidal type (b) Rod type 



(c) Diffraction pattern and schematic representation

Fig. 3.2.29 (Mo,M)2C Precipitates and diffraction pattern analysis

(a) Typical morphology (needle)

(b) Diffraction pattern and schematic representation

Fig. 3.2.30 (Mo,M)6C Precipitates and diffraction pattern analysis

(a) Typical morphology (small spheroidal shape)

(b) Diffraction pattern and schematic representation

Fig. 3.2.31 Schematic variation of fatigue crack growth rate as a function of stress

intensity range, JK

Fig 3.2.32 Fatigue crack propagation rates of the VCD-1, 2 and Si+Al-1 specimens

in air as a function of J K at R=O.l

Fig 3.2.33 Fatigue crack propagation rates of the Si+Al-1 specimen at l /4t and

OD in air as a function of J K at R=0.1

Fig 3.2.34 SEM fractographs of the fatigue tested VCD-1 specimen in air at R=0.1

and 20Hz obtained

(a), (b) at JK=5.5 MPaym, da/dN=lxlO'lom/cycle

(c), (d) at JK=10 MPa-An, da/dN=5xlO'9m/cycle

(e), (f) at JK=15 MPa^m, da/dN=1.5xlO-*m/cycle

Fig 3.2.35 Fatigue crack propagation rates of the VCD-1 specimen in air and 3.5%

NaCl solution as a function of J K at R=0.1

Fig 3.2.36 Fatigue crack propagation rates of the VCD-1 specimen in air and

distilled water as function of J K at R=0.1

Fig 3.2.37 Fatigue crack propagation rates of the VCD-1 specimen in air and

vacuum as a function of J K at R=0.1

Fig 3.2.38 SEM fractographs of the fatigue tested VCD-1 specimen in 3.5% NaCl

solution at R=0.1 and 20 Hz obtained

(a) at JK= 8 MPa/"m, da/dN=lxlO'lom/cycle

(b) at JK= 15 MPa-An, da/dN=lxlO^m/cyde

(c) at JK= 20 MPa^m, da/dN=2xlO"8m/cy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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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Oiffraction pattem and schematic representation 

Fig. 3.2.29 (Mo,M)2C 만ecipi떠tes and diffraction pattem analysis 

(a) Typical morphology (needle) 

(b) Diffraction pattem and s야\ematic representation 

Fig. 3.2.30 (Mo,M)6C Precipitates and diffraction pattem analysis 

(a) Typical morphology (sm메1 spheroidal shape) 

(b) Oiffraction pattem and schematic representation 

Fig. 3.2.31 5하\ematic variation of fatigue crack growth rate as a function of stress 

intensi반 range, L1 K 

Fig 3.2.32 Fatigue crack propagation rates of the VCD-1, 2 and Si+AI-1 specimens 

in air as a function of L1 K at R::a{).1 

Fig 3.2.33 Fatigue crack propagation rates of the Si+AI-1 specimen at 1/4t and 

00 in air as a function of L1 K at R"'0.1 

Fig 3.2.34 SEM fractographs of the fatigue tested VCD-1 specimen in air at R=0.1 

and 20Hz obtained 

(a), φ) at L1 K=5 .5 MPa/"" m, da/ dNa::1x10.10m/cycle 

(c), (d) at L1 K=10 MPa/""m, da/dN=5x10.9m/cycle 

(e) , (f) at L1 K=15 MPa/"" m, da/dN=1 .5x10경m/cycle 

Fig 3.2.35 Fatigue crack propagation rates of the VCO-1 specimen in air and 3.5% 

NaCl solution as a function of L1 K at R=0.1 

Fig 3.2.36 Fatigue crack propagation rates of the VCO-l specimen in air and 

distilled water as function of L1 K at R=O.l 

Fig 3.2.37 Fatigue crack propagation rates of the VCO-1 specimen in air and 

vacuum as a function of L1 K at R=0.1 

Fig 3.2.38 SEM fractographs of the fatigue tested VCD-1 specimen in 3.5% NaCl 

solution at R=0.1 and 20 Hz obtained 

(a) at L1 K= 8 MPa/"" m, da/ dN=lx10.10m/ cycle 

(b) at L1 K= 15 MPa/"" m, da/dN=1x10경'm/cycle 

(c) at L1 K= 20 MPa/"" m, da/dN=2x10경m/cycle 



Fig 3.2.39 SEM fractographs of the fatigue tested VCD-1 specimen in distilled

water at R=0.1 and 20 Hz obtained

(a) at AK=9 MPayTm, da/dN:£lxlO"lom/cycle

(b) at JK=1O MPa/^m, da/dN=lxl09m/cycle

(b) at JK=2O MPa/~m, da/dN^xlO^m/cycle

(d) at JK=25 MPa^m, d a / d N ^ ^ m / c y c l e

Fig 3.2.40 Fatigue crack propagation rates of the VCD-1 specimen in air, 3.5%

NaCl solution and distilled water as a function of J K from the results

of constant Kmax tests

Fig 3.2.41 Fatigue crack propagation rates of the VCD-1 specimen in air, 3.5%

NaCl solution and distilled water as a function of cycle from the

results of constant AK tests

Fig 3.2.42 Variation of Ka/KmiX in the VCD-1 specimen in air and 3.5% NaCl

solution as a function of J K at R=0.1

Fig 3.2.43 Variation of Kci/Knux in the VCD-1 specimen in air and distilled water

as a function of J K at R=0.1

Fig 3.2.44 Variation of Kci/Kmax in the VCD-1 specimen in air and vacuum as a

function of AK at R=0.1

Fig 3.2.45 Variation of Kci/Kmax in the VCD-1 specimen as a function of number

of cycles

Fig 3.2.46 Fatigue crack propagation rates and Ka/Kmax of the VCD-1 specimen at

JK=8 MPa^m as a function of number of cycles

Fig 3.2.47 Fatigue crack propagation rates of the VCD-1 specimen in air and 3.5%

NaCl solution as a function of AKat at R=0.1

Fig 3.2.48 Fatigue crack propagation rates of the VCD-1 specimen in air and

distilled water as a function of AKea at R=0.1

Fig 3.2.49 Fatigue crack propagation rates of the VCD-1 specimen in air and

vacuum as a function of AK^a at R=0.1

Fig 3.2.50 Fatigue crack propagation rates of the VCD-1 specimen as a function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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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39 SEM fractographs of the fatigue tested VCD-1 specimen in distilled 

water at R=0.1 and 20 Hz obtained 

(a) at L1 K=9 MPa/"m, da/dNs1xl0-1om/cycle 

(b) at L1 K=10 MPa/" m, da/dN=1x1O-9m/cycle 

(b) at L1 K=20 MPa/" m, da/ dN=2x10경'm/cycle 

(d) at L1 K=25 MPa/" m, da/ dN=5xl0용m/cycle 

Fig 3.2.40 Fatigue crack propagation rates of the VCD-1 specimen in air, 3.5% 

NaCI solution and distilled water as a function of L1 K from the results 

of constant Kmax tests 

Fig 3.2.41 Fatigue crack propagation rates of the VCD-1 spe띠nen in air, 3.5% 

NaCI solution and distilled water as a function of cycle from the 

results of constant L1 K tests 

Fig 3.2.42 Variation of KCI/Kmax in the VCD-1 specimen in air and 3.5% NaCl 

solution as a function of L1 K at R"O.1 

Fig 3.2.43 Variation of KCl/Kmax in the VCD-l specimen in air and distilled water 

as a function of L1 K at R=O.1 

Fig 3.2.44 Variation of Ka/Kmax in the VCD-1 spe따len in air and vacuum as a 

function of L1 K at R=0.1 

Fig 3.2.45 Variation of KCI/Kmax in the VCD-1 specimen as a function of number 

of cycles 

Fig 3.2.46 Fatigue crack propagation rates and K디IKm... of the VCD-1 specimen at 

L1 K=8 MPa l" m as a function of number of cycles 

Fig 3.2.47 Fatigue crack propagation rates of the VCD-1 specimen in air and 3.5% 

NaCl solution as a function of L1 K짜 at R=O.l 

Fig 3.2.48 Fatigue crack propagation rates of the VCD-1 specimen in air and 

distilled water as a function of L1 Keu at R=O.1 

Fig 3.2.49 Fatigue crack propagation rates of the VCD-l specimen in air and 

vacuum as a function of L1Keu at R=O.1 

Fig 3.2.50 Fatigue crack propagation rates of the VCD-1 specimen as a function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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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yclic frequency at R=0.8 andJK=5 MPa/^n

Fig 3.2.51 Variation of Ka as a function of. immersion time and the number of

fatigue cycles. Immersion and fatigue crack propagation condition

was K=22.5 MPa/m and R=0.8, 20 Hz, respectively

Fig 3.2.52 Optical micrographs of the heat-treated specimen

(a) Martensite (b) Martensite+Bainite (c) Bainite

(d) Tempered M (e) Tempered (M+B) (f) Tempered B

Fig 3.2.53 Fatigue crack propagation rates of the heat-treated specimens as a

function of J K at R=0.1

Fig 3.2.54 Larson-Miller curve. (T:Kelvin)

Fig 3.2.55 Variation of elongation as a function of degradation time at 600 "C

and 170 MPa

Fig 3.2.56 TEM micrographs of the carbon extraction replica of the specimen

degraded at 600T: and 170 MPa for 96hr

(a) Overall precipitates distribution

(b) Lath boundary and inside

Fig 3.2.57 TEM micrographs of the coarse spherical precipitates along grain

boundary of the specimen degraded at 600*0 and 170 MPa for 96hr

(a) Bright field image (b) EDS analysis (c) Results of EDS analysis

Fig 3.2.58 TEM micrographs of the fine spherical precipitates in lath of the

specimen degraded at 6001C and 170MPa for 96hr

(a) Bright field image (b) Dark field image

(c) SADP of the precipitates and schematic representation

(d) EDS analysis

Fig 3.2.59 Variation of hardness as a function of degradation time

Fig 3.2.60 Variation of yield and tensile strengths as a function of degradation

time

Fig 3.2.61 Fatigue crack propagation rates as a function of J K at R=0.1

Fig. 3.3.1 Configuration of specimens used for tensile and fra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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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yclic frequency at R=0.8 and L1 K=5 MPa/"m 

Fig 3.2.51 Variation of I<o as a function of. immersion time and the number of 

fatigue cycles. Immersion and fatigue crack propagation condition 

was K=22.5 MPa/" m and R=O.8, 20 Hz, respectively 

Fig 3.2.52 Optical micrographs of the heat-treated specimen 

(a) Martensite (b) Martensite+Bainite (c) Bainite 

(d) Tempered M (e) Tempered (M+B) (f) Tempered B 

Fig 3.2.53 Fatigue crack propagation rates of the heat-treated specimens as a 

function of L1 K at R=O.1 

Fig 3.2.54 Larson-Miller cuπe. (f:Kelvin) 

Fig 3.2.55 Variation of elongation as a function of degradation time at 6OO"C 

and 170 MPa 

Fig 3.2.56 TEM micrographs of the carbon extraction replica of the specimen 

degraded at 6OO"C and 170 MPa for 96hr 

(a) Overall precipi때tes dis앙ibution 

(b) Lath boundary and inside 

Fig 3.2.57 TEM micrographs of the coarse spherical precipitates along grain 

boundary of the specimen degraded at 600 "C and 170 MPa for 96hr 

(a) Bright field image (b) EDS analysis (c) Results of EDS 뻐alysis 

Fig 3.2.58 TEM micrographs of the fine spherical precipitates in lath of the 

specimen degraded at 6OO"C and 170MPa for %hr 

(a) Bri양lt field image (b) Oark field image 

(c) SAOP of the precipitates and schematic representation 

(d) EDS analysis 

Fig 3.2.59 Variation of hardness as a function of degradation time 

Fig 3.2.60 Variation of yield and tensile strengths as a function of degradation 

time 

Fig 3.2.61 Fatigue crack propagation rates as a function of L1 K at R=0.1 

Fig. 3.3.1 Configuration of s야cimens used for tensile and fra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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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ughness testing.

Fig. 3.3.2 Static fracture toughness of materials A, C, and D determined

by precracked third size Charpy specimen

(testing temp. -196 - 21T).

Fig. 3.3.3 Optical micrographs of A, B. C, and D steels.

Fig. 3.3.4 TEM(thin film) micrographs of A, B, C, and D steels.

Fig. 3.3.5.1 TEM (carbon replication) micrographs of steel A(VCD).

Fig. 3.3.5.2 TEM (carbon replication) micrographs of steel B(VCDA).

Fig. 3.3.5.3 TEM (carbon replication) micrographs of steel C(SA(I)).

Fig. 3.3.5.4 TEM (carbon replication) micrographs of steel D(SA(II)).

Fig. 3.3.6 Inclusions of A, C, and D steels. The size of inclusions A and C,

i.e.,—10jtan, is about double the size of D, ~5/an. Photos A, and C,

D were taken from third size Charpy and mini-tensile specimens,

respectively(test temp.= room temp.)

Fig. 3.3.6 (continued)

Fig. 3.3.7 Fracture surface of steel A tested at -4010. Several inclusion- induced

cavities and crack lines which are normal to crack advancement are

seen in the crack growth area(Aa= —370jm).

Fig. 3.3.8 Load-Displacement curves of third size Charpy specimens of steel

A, C and D which wee tested at transition temperature, - 100 *C

Fig. 3.3.9.1 Fracture reconstruction(FR) showing the sequence of events leading

to cleavage fracture in specimen of A(VCD) with a/w —0.5 tested

statically -100t. Load-Displacement curve of these events is VCD2

(top) in Fig. 3.3.8.

Fig. 3.3.9.2 Fracture reconstruction(FR) showing the sequence of events leading

to pop-in cleavage crack in a specimen of C(SAI) with a/w ~0.5

tested statically -100 TC. Load-Displacement curve of these events is

SA2(middle) in Fig. 3.3.8.

Fig. 3.3.9.3 Fracture reconstruction(FR) showing the sequence of events lea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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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ughness testing. 

Fig. 3.3.2 Static fracture toughness of materials A, C, and D determined 

by precracked third size Charpy specimen 

(testing temp. -196 - 21 t:). 

Fig. 3.3.3 Optical micrographs of A, B. C, and D steels. 

Fig. 3.3.4 TEM(thin film) micrographs of A, B, C, and D steels. 

Fig. 3.3.5.1 TEM (carbon replication) micrographs of steel A(VCD). 

Fig. 3.3.5.2 TEM (carbon replication) micrographs of steel B(VCDA). 

Fig. 3.3.5.3 TEM (carbon replication) micrographs of steel C(SA(I)). 

Fig. 3.3.5.4 TEM (carbon replication) micrographs of steel D(SA(II)). 

Fig. 3.3.6 Inclusions of A, C, and D steels. The size of inclusions A and C, 

i.e.， -10때， is about double the size of D, -5Jl111. Photos A, and C, 

D were taken from third size Charpy and mini-tensile specimens, 

respectively(test temp.= room temp.) 

Fig. 3.3.6 (continued) 

Fig. 3.3.7 Fracture surface of steel A tested at -40t:. Several inclusion- induced 

cavities and crack Iines which are normal to crack advancement are 

seen in the crack growth area(L'l.a= -370때1). 

Fig. 3.3.8 Load-Displacement curves of third size Charpy specimens of steel 

A, C and D which wee tested at transition temperature, - l00.C. 

Fig. 3.3.9.1 Fracture reconstruction(FR) showing the sequence of events leading 

to cleavage fracture in specimen of A(VCD) with ajw -0.5 tested 

statically -100 t:. Load-Displacement curve of these events is VCD2 

(top) in Fig. 3.3.8. 

Fig. 3.3.9.2 Fracture reconstruction(FR) showing the sequence of events leading 

to pop-in cleavage crack in a specimen of C(SAI) with ajw -0.5 

tested statically -100 t:. Load-Displacement curve of these events is 

SA2(middle) in Fig. 3.3.8. 

Fig. 3.3.9.3 Fracture reconstruction(FR) showing the sequence of events lea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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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stable crack growth to fracture in specimen of D(SAII) with

a/w —0.5 tested statically -1001. Load-Displacement curve of

these events is JSW2(bottom) in Fig. 3.3.8.

Fig. 3.4.1 Schematic of indentation profiles: loaded and unloaded states.

Fig. 3.4.2 An example of load-indentation depth (P-h) curve

with one unloading-reloading cycle. Subscripts 'p' and 'e' mean

plastic and elastic components.

Fig. 3.4.3 Load-indentation depth curves for representative positions

in the thickness direction: (a) HJ-2 steel and (b) HJ-3 steel.

Fig. 3.4.4 True stress-true plastic strain curves for representative positions

in the thickness direction: (a) HJ-2 steel and (b) HJ-3 steel.

Fig. 3.4.5 Distribution of yield strength.

Fig. 3.4.6 Distribution of estimated ultimate strength.

Fig. 3.4.7 Distribution of strength coefficient.

Fig. 3.4.8 Distribution of strain hardening exponent.

Fig. 3.4.9 Distribution of Brinell hardness.

Fig. 3.4.10 Comparison of true stress-true plastic strain curves (HJ-3 steel).

Fig. 3.5.1 Predicted R.T. Charpy impact energy change with operating time

in cast stainless steel piping components in domestic PWRs

(U:Ulchin, K:Kori, M:Main loop, B:Branch connection)

Fig. 3.5.2 Predicted J-R curves at 290°C after 32EFPY in cast stainless steel

piping components in domestic PWRs

(D:Kori-l/2 branch connection, E:YG-l/2 main loop and connection.

Solid line: Reference curve for LBB analysis of YG3/4 piping)

Fig. 4.1.1 Innovations in the steelmaking technology of pressure vessel steels for

the last 20 years.

Fig. 4.1.2 Manufacturing process of reactor pressure vessel forgings in HANJUNG.

Fig. 4.1.3 Manufacturing process of reactor pressure vessel steels in JSW.

Fig. 4.2.1 Calculated equilibrium mole fraction of individual phases vs.

lvii

to stable crack growth to fracture in specimen of D(SAII) with 

ajw -0.5 tested statically -100 "C. Load-Displacement curve of 

these events is JSW2(bottom) in Fig. 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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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I 1 편 

웹 ̂~훌폼 훌뿔휠훌촬 훌i 혈좋딸흘훌 흘빼 쁨훌 



해 1 짤 서 警

원차력 발천소의 일차압력정계톨 이루는 주요째료툴 가훈데 져합금강온 압력용기， 

배판， 중기발생기 동채둥율 이루는 주요채료로서 이 째료의 건전생품쩨는 발전소의 

청쩨성과 안천성푼쩨에 직결훨다. 따라서 가동천에는 철함없고 제반 재료흑생 흑히 

기계척 성질이 우수한 재료훌 쩨작， 껄치하는 일이 충요하며 가동중애는 중성자조사， 

주기척 혹용 버주기객 하충， 고온 및 고압 동의 훤자로 환청에셔 40년 이상 건전성 

을 유지. 확보하는 일이 무엿보다 중요한 일이 된다. 

40여년이 넘는 지급까지의 상업로 가동이력과 판련 연구룰 구조째료 건전성 판점 

에서 살펴볼 때 가동전에는 원자로 환경 저항성이 우수한 채료 개발올 위하여， 가동 

후에는 훤자로 환경에셔의 째료 미세조직 변화와 이에 따를 째료외 기계객 성질명가 

률 위하여 많온 노력이 경주되어 왔음율 알 수 있다. 

웬자력 중장기 연구과째로 수행된 본 연구에서는 원전 구조용강의 건천성 명가 기 

술개발과 비조사 째료 톡생 재션을 목표로 훤차로 째료 건전성 평가 및 시험기술개발 

연구， 원자로 압력용기째료 비조사 물생 버교명가연구， 원자로 압력용기 재료의 채조 

공청 평가 및 채질개션 연구 빛 훤자로 압력용기강 충성자 조사시협 연구 퉁융 수행 

하였다. 본 보고서는 1 단계 수행연구의 총합 보고서로서 쩨 2 장에는 쩨료의 파괴륙 

성， 변형륙성， 자기록성 시험에 외한 건천생 명가 시험기술 개발 연구결과훌 정리하였 

다. 쩨 3 장과 쩨 4 장에서는 국산 웬자로 압력용기강의 미세조직 빛 이에 따른 기계 

척확성 명가훌 흉하여 째질개선율 도모하기 위한 연구결과톨 청려하였고， 국산 구조 

용강 재료에 대한 충성자 죠사시험 판련 사항율 포함시켰다. 

--
해훌훌XTI훌'AG훌{SJ 

g흩’t 훌LA빼K 



뭘I 훌 참 웹~훌훌X뼈훌훌 웰쁨성형가 웰 시휩기훌훌 개훌훌 

책 1 철 연생파펴언생 O-R) 특생명가률 위환 Load-Ratio-

Method 

1. 연구의 빼정 

발천소 구조째료와 같이 고용에서 주로 사용되는 재료의 파괴거동율 륙성짓는 

parameter로는 J-Integral이 가장 널리 객용되고 있다. 원자로 압력용기톨 비롯한 원천 

주요 부품들은 가동중 파괴에 대하여 충붐한 안천여유롤 휴지하여야 하며， 이롤 명가 

하기 위한 파괴역학 혜석에는 그에 필요한 재료의 파괴인성 (파괴저항륙성I J-R 

nπve)을 먼저 정확히 혹정하여야 한다. 재료시혐의 국쩨객 표준이 되고 있는 ASTM 

에서는 1996년도톨 기하여 그간 규격번호 E813 ijlC의 측정)과 E1152 ij-R curve의 결 

정)의 두가지로 나뉘어져 었던 J-Integral 시험평가법을 홍합하여 E1737-96이라는 새로 

훈 시험규격을 제정하였다[1}. 그 주된 내용온 종래의 E813 빛 E1152와 크게 달라지지 

는 않았지만 몇가지 새로운 사항이 추가되었으며 이를온 다옴과 같다. 

- J-R curve의 원점옳 캅기 위한 crack extension의 offset 쩔차 

- JIC testing에 있어서 deavage fracture가 발생했올 시 이훌 해석에 포함. 

- Crack extension monitoring올 위한 DCPD 방법의 객용율 위한 해석절차 제시. 

한편， 연성째료의 파괴인성 명가롤 위한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것온 시험중 균열 

진천 (σ'ack extension) 량을 얼마나 정확하게 측정할 수 었는가 하는데에 었다. 대표 

척인 방법으로 탄생혜충법 (unloading compliance method)과 직류천위차법 (DCPD, 

DC electric potential method)이 었으며， 현실객으로 이러한 방법의 올바른 객용용 위 

해서는 매우 정밀한 계측장비 및 시험자의 많온 경험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뽕만 

아니라 이러한 측정방법온 폭수한 경우에 객용이 매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검우도 었 

으며， 그 대표객인 얘가 ferritic steel의 동객하중에 대한 명가이다. 원자력발전소는 지 

진하중에 대한 고유의 안전성을 요구하고 었으며， 이훌 위해서는 재료의 동척하중에 

q 
u 



대환 파괴저항치률 알아야 합온 물론이다. 특히 국내 원천의 경우와 같이 배판부품에 

파단천누설 (LBB, leak-before-break) 개념이 적용되는 경우 안천성과 경제성율 동시에 

만족하기 위해서는 동하중에 대한 파괴저항 O-R) 특성의 명가가 절대척으로 필요하 

다. 이 경우 탄성해중법은 이론척으로 척용이 불가능하다. 또한 칙휴천위차법을 척용 

할 시에는 ferritic steel의 동하중시 나타나는 rnagnetostrictive voltage p비se 때문에 

시험결과의 신뢰도에 많온 문제점을 포함한다[2]. 

본 연구에서는 파괴저항 시험시 탄성해중 혹온 DCPD 계측율 이용하지 않고 시 

험중 얻어지는 하중-하중선변위 곡선 자체만올 이용하여 균멸진천량을 예측하고 J-R 

curve 특성올 결정하는 새로운 방법의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와 판련된 연구로 

는 Emst 퉁의 key-curve 해석법 [3] 및 Joyce 둥의 load-ratio 해석법 [4]이 있지만， 그들 

의 방법올 실제적으로 적용하기에는 여러 가지 추가의 청보가 필요하며 구체적인 적 

용의 신뢰도가 명확치 않다. 본 철에서는 Joyce가 제안한 load-ratio 해석개념율 바탕 

으로 하여 lirnit load 혜석올 이용함으로써 쉽게 적용이 가능한 load-ratio-rnethod훌 

개발하였으며I 이에 대환 전개과정 및 실제 시험결과의 비교를 통한 신뢰도 평가롤 

수행하고자 한다. 

z 이론적 천깨 

가. Load ratio 개 념 

ASTM J-Integral 표준시험법의 기본개념이 되고 있는 J-integral 해석에 관한 변형 

이론 (deforrnation theory of J analysis)에 따르면I 균멸진천율 포함하는 시험면의 하 

중-하중선변위 곡선 (이하 변형곡선으로 칭함) 를 Fig. 2.1.1파 같이 나타낼 수 있다. 

Fig. 2.1.1에서 두 개의 점선은 각각 균열길이가 at파 a2 (at < a2 = at+ L1 a)인 시험편 

에서 변형에 의한 균열성장이 없다고 가정하였올 때 예상되는 변형곡선이다. 하지만 

시험중에는 변형과 함께 균열진천여 발생하므로 실제로 얻어지는 변형곡션온 Fig. 

2.1.1의 실선과 같다. 변형소성이론에 따르면 Fig. 2.1.2에서 OA의 변형과정온 OA’의 

파정과 A’A의 과정을 합한 변형과정과 동일하다. 따라서 시험중 얻어지는 OA 변형곡 

선을 두가지 변형과정으로 분리하여 생각한다. 먼저 시험편의 균열성장롤 억제한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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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까지 변형율 가한다. 그 후 변형율 억제한 채 균열올 성장시킨다. 이때 두 번째 변 

형과정충에는 균열진천에 따른 탄생해중이 발생하게 되어 하중이 감소하며 이때 소성 

변형량에는 변화가 없다. 따라서 두 번째 과정 천후의 탄성 해중선용 Fig. 2.1.2의 

A’D와 AD가 된다. 따라서 균열의 가상진천 천후의 탄성 compliance톨 다옴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Cj = C1 X 활 (1) 

여기서 Pl과 Pi는 각각의 하충값융 나타낸다. C1는 시험편의 초기 compliance와 동일 

하므로 변위곡선상의 임의의 챔 A에서 compliance, Ci용 OA’으로 표현되는 reference 

곡선과의 하충비에 의하여 결정훨 수 있다. 탄성 compliance는 바로 ASTM에서 제시 

하는 calibration 함수에 의해 균열길이로 환산된다. 여기서 문제로 남는 것온 균열성 

장의 억제톨 가정한 기준 경화곡션 OA’율 어떻게 얻올 수 있는가 하는 것이며 이에 

대한 해결방안이 본 철에서 제시되는 방법의 주된 내용이다. 

나. cr 시험편에 대한 극한하충 해석 (limit load analysis) 

이른척으로 정지균열에 대한 변형곡션온 인장혹성올 이용한 탄소성 수치해석결과 

로부터 얻올 수 있다. 예컨대 Kumar 퉁이 편집한 파괴역학 handbook[5]에는 그 결과 

톨이 다양하게 상세하게 제시되어 었다. 하지만 이 방법온 그리 현실척이라고 볼 수 

없다. 왜냐하면 탄소성 수치해석 결과는 인장톡성치， 흑히 strain hardening exponent, 

n에 매우 민감하며 n 값용 다시 시험편과 결정방법에 따라 많온 차이톨 나타내기 때 

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탄소성 화괴역학 수치해석의 주요 결과톨 바탕으로 하 

여， 주어진 시험편의 변형곡선 만으로 경화곡선율 유추하기 위한 보다 현실척인 근사 

객 방법올 제시하고자 한다. 

화괴역학 handbook에서 cr 시험편의 하충선변위는 주어진 하중과 균열길이 및 
재료상수률의 함수로 다옴과 같이 normalize 된다. 

L::. L 증 a . E o. a. h3싸V. n) . (촬)’ (찌 

R 
u 



Po = 1.455 ð ys • B. β • b (3) 

β = 파(융 )2 + 4(융) + 2 - (뽕 + 1) (4) 

여기서 ..6. L 는 하중선번위， a 는 균얼길이， W 는 시편외 혹， p 눈 가혜진 하충의 크 

기， p。 는 주어진 시험편에 대한 극한하충， 그리고 a , Eo, n 용 재료상수이다.hJ 용 

수치해석결과로부터 얻어진 무차원 합수이며 b (-W-a) 는 ligament 크기톨 의미한다. 

식(2)는 다용과 같이 단순확하여 표현훨 수 있다 . 

..6. L 젖 g(a , a , E 0' al W. n, ... ) 'f(촬) (5) 

P。는 주어진 시험편에서 균얼길이만외 함수가 되며， 그 강온 균열길이가 커질수록 작 

아진다. 그러므로 (5)식에서 P。로 normalize훨 하충， P/P，。 는 균열성장이 보쟁된 순수 

ligament에서의 경화상태률 나타내어 훈다고 톨 수 있다. 따라서 이 강용 앞서 언급한 

경화곡선율 나타내어줄 수 있는 휴력한 후보가 훨 것이다. 

Fig. 2.1.3용 ASTM 표준 탄성해중법에 외한 실제 시험결과률 이용하여 변형곡션 

의 하중을 P。로 normalize하여 본 것이다. 이때 각 챔온 탄생해중법에 의한 각각의 해 

중점옳 나타낸다. 흰첨에 대한 P。는 탄생해충법으로부터 얻어진 균얼길이률 이용하였 

으며l 검온 점온 초기균열길이롤 고청한 것이다. 흰 챔률의 경향으로부터 시협편의 

Iigament가 균열진전 이후에도 소성변형의 중가를 인한 변형경화톨 일으키고 있용율 

명백히 볼 수 있다. 먼저 극한하중에 대해 보쟁된 변형팍선이 load ratio method톨 위 

한 기준 경화곡선으로 채태훨 수 있는 가톨 알아보기 위하여 여러개의 시험편으로부 

터 측정된 최종 균열길이톨 Fig. 2.1.3과 같온 plot상에셔 최종점의 하충비와 초기균열 

길이로부터 계산된 균열길이와외 상판판계톨 구하였다. Fig. 2.1.4는 균열진전량이 서 

로 다혼 여러개외 1/2T-Cπ‘ 빛 1T-Cf 시험편에셔 측쟁된 최종균열킬이와 앞셔 언급한 

방법으로 계산된 균열길이와의 상판판계률 나타낸다. 그 결과는 그림에셔 보는바와 

같이 매우 고무척으로 계산된 균열길이는 1% 이내외 오차톨 나타내었다. 다만 모든 

결과눈 측쟁치톨 약간 과소명가하며 이것이 변행에 따혼 시편의 rotation 때문인지 혹 

온 극한하충식 고유의 오차인지는 불명하지 않다. 하지만 그 차이는 매쭈 미미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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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쩨객으로는 극한하중 해석이 기준경화곡선을 유추하는데에 객합한 것으로 판단된 

다. 또한 Fig. 2.1.3에서 보듯이 극한하중 변형곡선은 어느정도의 소성변형이후에는 거 

의 직선객인 경화거동율 나타내는 것율 볼 수 있다. 이는 진용력-진변형훌 곡선상에서 

도 변형이 심화될 경우 관찰되는 현상으로 균열선단 앞에서 Iiagament의 변형이 쉽게 

집중되는 때문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이톨 이용하여 다음항과 같이 근사척인 기준변 

형곡선율 쉽게 가정활 수 있다. 

다. 기준변형곡션의 근사척 결정방법 

변형 초기에 균열선단온 소성변형에 의해 blunting 되며 이에 의해 유효 균열길 

이는 조금씩 늘어난다. J-R 곡선 상의 초기부분온 crack blunting 현상을 나타내므로 

먼저 이애 대한 효과를 다음과 같이 계산하였다. Merkle 동[6]의 극한하충해석 연구결 

과로부터 Iigament의 rotation hinge 모헬올 인용하면 crOD (crack tip opening 

displacement)와 하중선변위에 대한 관계롤 Fig. 2.1 .5 및 다옴 식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1+ ß) CTOD = ---1....! 

(떻+ β -1) 

1':-. þ = 1':-. L - Co • p 

• 1':-. þ (6) 

(끼 

여기서 crack blunting에 의한 유효 균열길이 증가가 다론 연구자들과 마찬가지로 

CI’'OD의 반으로 가정하면， 순수히 crack blunting만율 고려한 균열길이의 중가톨 하 

중션변위로부터 유추할 수 있다. 다시 이강율 이용하여 P。를 계산하여 Fig. 2.1.6과 같 

이 변형곡션을 normalize 한 후 이 곡선과 최종점 (최총 균열길이는 설측 가능하므로 

이 강온 쉽게 얻어진다) 으로부터의 첩선융 기준경화곡선으로 가정하였다. 

본 연구에셔 채시된 load-ratio-method의 객용에 펼요환 자료는 단지 하중-변위 

곡션 및 최종 화단면으로부터 측정이 되는 초기균열길이와 최종균열길이 뿔이다. 항 

복강도는 극환하중율 계산하는 데에 이용이 되지만 결국용 서로 상쇄되므로 절대값의 

의미는 없다. 따라서 제시된 방법용 주어진 시편만으로부터 해석에 필요한 모든 자료 

톨 얻는 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며， 추가의 자료로부터 야기될 수 있는 오차롤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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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척으로 배제하였다. 

3. 실험컬콰 

제안된 load-ratio-method의 척용성올 명가하기 위하여 ferritic steel 및 austenitic 

stainless steel올 포함한 수십종의 구조재료에 대한 실험결과를올 제시된 방법으로 재 

평가 하였다. 평가대상 시편들은 lT-Cf 시험면파 1/2T-Cf 시험편 톨이며 모두가 명 

면변형올 유지하기 위해 양쪽면에 10% 썩의 측면홈용 가공하였다. 시험온도는 상온부 

터 원자로 가동온도까지 다양하다. 시험속도는 대부분 quasi-static이며 일부 비교 가 

능한 동하중 시험 자료도 포함하였다. 

Fig. 2.1.7은 본 연구에서 제시된 load-ratio-metho로부터 얻어진 J-R 곡션올 

ASTM의 unloading compli뻐ce 법에 의한 결과와 비교하여 도시하였다. 명가결과는 

ferritic steel파 austenitic st얹1， 그리고 상온과 고온， 1T-CI‘ 및 1/2Tζr 시험편 모두 

에서 놀랄만큼 정확한 결과훌 나타내었다. 또 한가지 륙정객인 사향은 이론척으로 계 

산된 blunting line의 기울기가 ASTM의 blunting line 경향과 거의 유사하거나 인성 

이 높은 재료의 경우는 다소 높온 값올 주었으며， 실제 실험결과롤 찰 나타내주고 있 

었다. 이 또한 본 연구의 해석결과에 대한 신뢰도톨 뒷받침해주는 결과라고 볼 수 있 

다. Fig. 2.1.8은 동척하중의 시험결과이며 이때 비교를 위한 data는 DCPD 법을 이용 

하여 얻었다. 1000mm/min 및 200아nm/min의 두가지 속도로 시험올 수행하였으며， 

2000mm/min의 경 우는 magnetostrictive 효과에 의 한 voltage pulse 가 커 서 DCPD 

data의 신뢰도가 그다지 크지 못하였다. Fig. 2.1.8에서 보듯이 명가결과는 예상했던 

바와 같이 동척하중에서도 매우 만족스러훈 결과를 주었다. 이는 제시원 방법이 톡히 

다른 방법의 척용이 어려운 동하중에도 마찬가지로 척용될 수 있다는 것율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Fig. 2.1.9는 IPIRG-2 program[7)에셔 수행한 J-R 시험해석에 대한 round

robin 문제에 대하여 본 방법율 척용한 결과톨 나타내었으며 그 결과는 칙첩척으로 

균열길이 자료를 이용한 data와 거의 차이가 없옴올 볼 수 있다. 

4. 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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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cr 시험면에 대혜서 하충-변위곡선 기륙만율 가지고 J-R 륙성을 

명가하기 위한 문사척 load-ratio-method훌 개발하였다. 제시된 방법온 일후 근사척인 

가갱에 외혜 혜씩껄차률 매쭈 단순화 하였으며， 혹히 주어진 시험기혹 이외에 어떠한 

추가 갱보도 뭘요치 않으므로 시면간에 었올 수 었는 재료록성의 면차가 포함되지 않 

율 뿔 아니라， 시험철과의 해석에셔 인위척인 오차 유입 가능성율 환천히 배재하였다. 

실제 명가결과는 현재까지 해석된 다양한 시험면 모두에서 매우 만족스러훈 결과톨 

얻었다. 또한 표준 시험방법의 쩍용이 훌가능한 동하충 시혐의 해석에 있어서도 마찬 

가지로 쉽게 객용필 수 있으며 신뢰할 만한 결과률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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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2 철 천이온￡영역 화과인성의 확률척 혜석기좋 

1. 연구의 빼정 

원자로 압력용기는 발천소의 건천성에 1차객인 책임올 지는 핵심부품으로서 파손 

에 대한 안천여유톨 충환히 확보하여야 한다. 특히 가동중 고속충성자에 조사되어 파 

괴인성의 감소 및 천이온도의 상송올 유발하는 취화현상 때문에 가열/냉각 퉁의 정상 

가동뿔 만 아니라 급작스련 냉각사고에 대한 안전여유가 계속객으로 줄어든다. 따라 

서 가동중 중생자에 초사취화된 채료의 파괴인성 륙성융 정확히 명가하는 것온 웬자 

로의 건전성확보에 필수객이라 할 수 있다. 

현재 압력용기강의 조사취화에 대한 청량객인 명가에는 ASME code 용c.III， 

NB2300 및 App.G에 쩨시되어 있는 기준 무연성천이온도 (RTNDT) 개념과 창조 파괴 

인생곡션 (l<IR curve)이 객용되고 있다. 여기서는 Fig. 2.2.1과 같이 조사후에도 버조사 

재의 KIR (혹은 Klc) 곡션의 모양용 변하지 않는다는 가청하에 Charpy 충격시험으로 

부터 에너지가 41J 일 때의 혹성온도 상숭치 (,1 RTNDT) 만큼 KIR 곡션올 shift하여 채 

료록생치로 잡는 간첩객인 방법이 이용되고 있다. 이 명가방법의 신뢰성에 대한 문제 

는 계속척으로 쩨기되어 왔지만， 현실척으로 천이명역에서 유효한 션행파괴인성자료 

훌 구하기 위한 대형 조사시험편율 얻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다론 대안이 없었다. 

최근에 ASTM의 파괴역학 working group E08에서는 ferritic st，얹I의 경우 비교척 

소형시험편의 c1eavage fracture에 대한 탄소성파괴인생 (KJc)훌 흉계척으로 처리하여 

천이온도명역에셔 파괴인성 혹생율 정량객으로 명가하는 새로운 방법 (draft 13)율 제 

안하고[1]， 이에 대한 객용성 둥올 계속척으로 검토하고 있다. 또한 이 방법의 유용성 

이 높아짐에 따라 IAEA에서도 감사시험용 precracked αlarpy 시험편율 이용하여 조 

사후의 파괴인성 천이록성올 직첩객으로 명가하는 방법의 수립을 위해 국쩨공동연구 

(IAEA CRP-3)톨 수행하고 있으며 [2]， 쭈리나라에서도 한국웬자력연구소가 1996년 6 

월부터 동 연구 program에 창여하여 연구톨 수행중이다. 동 연구의 결파에 따라셔는 

향후 훤자로 압력용기외 파괴역확 혜색에 필요한 채료의 파괴인성 천이곡션의 결정방 

법이 변경휠 천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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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ME KIR Curve 와 KIC Curve 

Ferritic 압력용기재료의 reference toughness로 인용되는 KIR curve는 1972년도에 

WRC B비letin 175에 최초로 발표되었으며， 동 자료는 ASME Code의 Section III, 

Appendix G의 기초가되었다. KIR curve는 1972년도 당시의 기술수준으로 취급가능한 

static Klc, dynamic Kld, crack arrest Kla 파괴 인 성 data를 reference temperature 

(RTNDT) 값으로 보정한 시험온도에 대하여 plot하여 모든 data의 lower bound로 결정 

되 었다. Dynamic loading에 의 한 initiation tou앙mess는 quasi-static loading에 비 해 서 

는 낮고 crack arrest toughness와는 거의 유사한 경향율 나타내므로 KIR curve는 실 

제객으로 Kla (혹용 Kld) curve로 결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한가지 놀라운 사실은 20 

여년전에 제시된 KIR curve가 현재까지 수정되지 않은채 그대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 

이며y 이는 20여년동안 추가된 파괴인성 data에서도 Iower bound롤 유지할 수 있는 

보수성을 KIR curve가 포합하고 있옴올 훗한다. ASME Code Section I1I, Appendìx G 

에서 제시되어 있는 K lJt curveS}- static KIC curve 각각의 곡선에 대한 fitting 식온 다 

옴과 같이 표현된다. 

K 1R 26.8 + 1.223 exp[ 0.0145 (T - RT NDT + 160'F)] (ksi피\) 

K,c 33.2 十 2.806 exp[ 0.019(T - RT NDT + lOO 'F)] (ksi파\) 

원자로 압력용기재료는 가동중 고속중성자에 의한 조사취화현상이 발생하여 

uIψer shelf toughness7} 낮아지고 천이온도가 상숭하여 안천운전율 위한 여유가 줄 

어든다. 천이온도구역에서 온도에 따론 파괴인성 값을 직접 컬정하기위해서는 많온 

수량의 대형시험편이 요구되나 이는 상업발천소에서 현실척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사업로의 감사시험캡슐에서 취급가능한 Charpy 충격시험편의 시험을 통하여 조사전 

의 충격곡션에 비하여 조사후의 충격곡선의 특성온도 (T41))의 상숭정도훌 결정한 후 

이 값을 위식의 RTNDT 값의 상숭으로 취급하여 조사후의 파괴인성 천이곡션으로 사 

용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방법은 이미 서론에서 전술한 바와같이 조사취화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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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괴인성곡션의 변화와 충격곡선의 변화가 일대일로 대용하는가 하는 원론척인 문채 

와 이에 따라 필수척으로 수반되는 불펼요한 정도의 보수성 ( conservatism)올 포함하 

게 된다. 따라서 보다 직첩척으로 조사후의 파괴인성천이곡션올 결정활 수 있는 현실 

성 있는 방법이 요구되고있다. 

Statistical analvsis of deava2e fracture 

KIR curve 가 중요성올 갖는 천이온도 구역에서 압력용기강인 ferritic steel의 확 

피모드는 bri야le deavage fracture이다. Oeavage fracture toughness톨 평가하기 위한 

천흥적인 시험방법은 ASTM E 399의 명면변형 KIC 시험법이나 이 시험방법올 객용하 

여 유효한 파괴인성 강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실제 용기벽 두째에 맞먹는 거대한 시험 

편의 시험이 요구된다. 현실척으로 시험가능한 정도 크기의 시험편을 시험활 경우 매 

우 큰 data scatter롤 보이는 것도 천이온도구역에서 파괴인성특성의 하나이다. 

Iwadate 풍[3]온 ASTM E399의 요구조건을 만족하는 대행 시험편올 사용하는 경우조 

차 천이온도영역에서 파괴인성 측정치의 뚜렷한 편차가 나타남올 Fig. 2.2.2와 같이 보 

고하였으며， 이로부터 천이온도영역에서 파괴인성 측정치의 큰 편차는 오히려 재료고 

유의 폭성으로 취급하여야 한다고 인식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10여년간 brittle 

fracture의 확률/통계객인 첩근방법이 시도되었으며 그 중 Weibull statistics가 가장 

객합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ASTM draft 13에 따라 Weibull 흉계 

해석방법에 근거하여 precracked 다larpy 시험편의 3챔굽힘 시험을 통하여 파괴인성 

천이곡션을 결정하기 위한 방법의 객용성올 실제 원자로 압력용기 재료인 SA508-C1.3 

의 시험올 흉하여 명가하였다. 또한 현재까지의 실험결과톨 기초로 천이온도영역에서 

파괴인생 측정치의 scatter의 취급방법， 시험면의 형상 및 크기효파 둥 평가결과에 영 

향을 미철 수 있는 인자 및 고려사항들에 대해 고찰하였다. 

2. 질험방법 

가. 재료 및 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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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실험에 사용된 채료는 한국중공업에서 제조된 원차로 압력용기강 (ASME 

SA508-Cl.3) 실제 용기두깨의 단조재로서 화학성분 및 기계척생질윤 Table 2.2.1에 나 

타낸 바와 같다. 두깨 251mm 단조재의 통일한 깊이 (1j4t)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Charpy 시편 크기의 소형 3점굽힘 (TPB, ππee Point Bend) 시편율 가공하였다. 예비 

피로균열은 실용에서 시편폭의 50% (ajW=0.5)까지 낸 후 O.5mmjmin의 하중속도로 

시험하였다. 시험온도는 deavage 취성파괴가 발생하는 져온 천이영역 (-1960 C, 

-100oC, -80oC, -60oC, -40oC)으로 하였다. 동일 온도에서 6개 이상씩의 시편을 시험하 

여 통계처리 하였다. 또한 가장 높은 온도인 _60oC와 -40oC에서는 소성구속력의 효과 

를 평가하기 위해 PCVN (precracked Charpy V -notch) 시편 뽑 아니라 시편의 양쪽 

면에 10%씩의 측면홈 (side-groove)을 가공한 side-grooved PCVN 시면 및 표준 

lT-CT 시면도 시험하여 비교하였다. 

나. 시험방법 

시험중 시편에 가해지는 하중선 변위를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하여 하중핀 사이에 

별도의 LVDT롤 부착한 PCVN 시험전용의 시험지그훌 제작하여 사용하였다. 시험용 

도는 lsopenthane 및 액체질소를 이용하여 시험편 및 시험지그가 모두 냉매액에 충 

분히 잠기도록 저온 bath를 이용하였다. 각 시험편의 균열선단 부근에 열전대률 부착 

하여 시험중 시편의 용도변화가 :!::O.5oC 이내가 됨을 확인하였다. 

시험은 유압식채료시험기 (MTS-81이률 이용하여 O.5mmjmin 속도의 

displacement control로 행하였으며/ 시험중 시간에 따른 하중I 하중선변위， COD 

(crack opening displacement) 둥을 PC에 처장하였다. 모툴 시편에서 brittle deavage 

가 발생하였으므로 이때까지 시편에 가혜진 applied ]-integral 값을 임계 I 값 Oc)으 

로 규정하였으며 이로부터 시편 크기에 의존하는 탄소성파괴인성치 KJc를 다옴과 같 

이 환산하였다. 

K]c = V E. Jc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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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온도에 따른 탄성계수 E 값온 다옴의 실험식율 이용하여 얻었다. 

E = 207200 - 57.09' T (MPa , OC) (끽 

Fig. 2.2.3에는 PCVN 시험편 빛 파괴인성 측정 방법을 간략히 나타내었다. 

다. 벽개파괴 (c1eavage fracture) 에 대환 Weibull 흥계해석 

K, (Stress intensity factor)를 변수로한 2-parameter Weibu l1 흥계법에서 어느 시 

편이 KJC 이하의 파괴인성올 가질 확률， 측I 외부에서 KJC의 loading올 가하였을 때 시 

편이 파단훨 확륨은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f 1- 앉P[ - (줬fJ (3) 

여기서 K。는 주어진 조건에서 재료의 륙성값이며/ 개념적으로는 63.2%의 파손확톨올 

갖는 KJc 값올 의미한다. Weibull 계수 m은 확활분포의 특성을 나타내는 값으로 

Weibull plot 상에서 data 경향의 기울기훌 나타낸다. 일반척인 Weibull 흉계법에셔는 

m 값이 클수록 data의 scatter가 작옴을 의 미하고 m 값이 너무 착을 경우는 확률분포 

의 신뢰도를 갖지 못하는 것으로 취급된다. Wallin 둥[4]용 crack tip stress field로부 

터 유도된 이론객인 Weibull 계수가 precrack된 파괴인성시편의 경우 약 4엄올 보고 

하였으며I Anderson 둥[5] 다론 연구자들도 동일환 결과롤 보고하였다. 

Fig. 2.2.4와 같은 Weibull plot은 다음과 같이 얻어진다. 먼저 동일조건에서 얻어 

진 각 시편의 파괴인성치롤 크기 순셔로 정렬하여 각각의 값에 대한 순위 (rank)롤 정 

환다. 총 N개의 시험 data로부터 i-번째 순위의 값에 대환 발생확훌은 다음과 같이 근 

사객으로 정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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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j = 부二4융」 
N+ 0.4 

식 (3)의 양변에 double log훌 취하면 다음파 같이 정리된다， 

ln ln[ 1 ~ D ] = m. lnK - m. lnK。l-P, 

(4) 

(5) 

따라서 각각의 순위 에 혜당하는 파괴인 성 측정 값 (Ki) 및 그 발생확률 (Pi)을 이용하여 

뻐(급p) 롤 수직축으로 하고I 뼈 훌 수명촉으로하는 Wei빼11 plot올 얻는다 

식 (3)온 2-parameter Weibu11 function 이라고 불리며 K。 및 m, 두 개의 매개변 

수에 의하여 특성지어진다. 이는 확률적으로 어느 시편의 파괴인성값이 0에서 무한대 

의 값올 가질수 있옴올 뜻하지만 실체 ferritic steel에서는 파괴인성의 하한치， 측/ 시 

편이 파단되기 위한 최소의 하중값이 존재하는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이론객인 파 

괴인성 분포범위에서 이 값올 고려한 3-parameter Weibu11 흉계가 더 만족스러운 결 

과를 줄 수 있다. 파괴인성의 가능한 확률분포 범위훌 κnin ∞ 로 가정하면， 식 (3) 

윷 다음파 같이 3-parameter Weibu11 함수로서 나타낼 수 있다. 

't = 1 - exp [ - ( κ 짧min fl (6) 

혹은 data의 처리률 위해서는 다옵과 같운 형식이 더 편려하게 객용된다. 

증 1 - 없p[ -( 값 없;: )’] (끼 

일반척으로 ferritic steel에서 측정되는 최소의 파괴인성치， Kmh、은 약 20MPafm 정도 

로 알려져 있다.[1] 

-26-



3. 설험컬화 및 고활 

가. 파괴인성 (K)c) 시험결과 

시협조건에 따른 모든 시험편에서 불안정 취성 벽개파괴 (cIeavage fracture)가 발 

생하였으며 연성균열 진전온 없었다. Fig. 2.2.5는 시험온도에 따른 파괴인성 측정치의 

분포를 도시한 것이다. 측정된 파괴인성 K)c 값툴은 시험온도에 따라 중가하는 경향올 

보였으며 특히 시험온도가 높아질수록 편차도 약간씩 커졌다. 동일한 시협조건하에서 

도 파괴가 일어날 때까지의 소성변형량은 시편에 따라 서로 달라서 파괴인성값의 편 

차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천이온도 영역에서 전형적인 현상으로 알려져 있다. Fig. 

2.2.5에셔 각 시험온도에서의 명균적인 파괴인성 경향온 시험온도에 따라 급격히 증가 

하는 전형적인 파괴인성 천이곡선의 형태를 잘 나타내주었다. -60oC 의 경우는 측면홈 

을 가공한 αlarpy 크기의 시험편 및 표준 1인치 두깨의 cr 시험편의 결과도 함째 제 
시하였으며， 이 시협편에 대한 결과도 마찬가지의 편차률 보이고 있다. 혹면홈올 가 

공한 αlarpy 시편에서는 정상적인 αlarpy 시험편보다 약간 큰 편차범위훌 보였으며 

평균적인 파괴인성치도 약간 크게 평가되었다. 1인치 두께의 표준 cr 시험편의 정우 
는 다른 시험변에 비해 낮온 파괴인성치톨 얻을 수 있었다. -40

o

C의 경우는 츠정편차 

가 매우 크며 이는 일부 시험편에서 cIeavage fracture가 발생하기 전에 뚜렷한 연성 

균열의 진천이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측면홈올 가공한 경우에도 구속효과는 었으나 

일부 시험면에서 연성균열의 진전이 수반되었다. 

나. Weibull 확률분포 

Fig. 2.2.6온 (3) 식에 따라 실험결과롤 2-parameter Weibull pl야 한 것이다. 각각 

의 시협조건에 따라 WeibuII slope가 서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파괴인성시 

험에 대한 이론값 4와 일치하지 않올 뿔 아니라， 이로부터 2-parameter Weibull 분포 

에 의한 일반적인 확률적 파괴인성 평가방법의 적용에 신뢰도를 주지 못하고 있다. 

또한 Fig. 2.2.6으로 부터 파괴가 발생하기 위한 최소의 loading (Kmin) 값이 폰재함을 

인식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ferritic steel에서 최소의 파괴인성치가 약 20MPa/"m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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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라고 알려져 있으며 [1]， 이는 Fig. 2.2.6의 실험결과에서도 확인되었다. 따라서 파괴 

인성의 확률분포 범위를 Kmin (=20MPaf m) - ∞ 로 가정하여 3-paramet밍. Weibull 

함수로서 Fig. 2.2.7에 다시 나타내었다. 져온의 시험결과 (_1000 C 및 -800 C) 에서 

Weibull slope는 이론치인 4에 매우 잘 일치하였으나， 비교적 고온으로 소성구속력의 

효과가 작은 _600 C 와 _400C의 경우는 어느정도 오차훌 나타내 었다. Fig. 2.2.8온 후자 

의 경우에 인위적인 소성구속력을 더해주기 위하여 측면홈율 가공한 결과이며 이때 

Weibull slope는 다시 저온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론치인 4에 매우 근접하였다. 

다. 측면홈 가공효과 (Side groove effect) 

연성균열전파 온도구역에서 시편의 측면홈은 시편 두째방향의 구속력올 중가시켜 

측정된 파괴인성 값을 낮추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하지만 취성파괴 

온도구역의 경우 이에 대한 결론온 명확하지 않다. 취성파괴 온도구역에서 소행시편 

에 측면홈을 가공할 경우 두가지의 상반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첫째는 소성구속 

력에 의한 인성치의 감소이며， 둘째는 시험편 실두께의 감소로 인하여 균열선단 부근 

이 국부적 취약지역을 포함할 확률이 줄어들읍으로 인한 파괴인성치의 증가이다. 본 연 

구의 실험결과에셔는 취성파괴에 있어서 소성변형량이 그다지 크지 않아 소성구속력 

의 효과가 뚜렷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측면홈올 가공한 시험편의 결과에서는 시 

험결과의 편차가 더 크게 나왔으며I 이는 아마도 측면홈을 가공함으로써 유발할 수 

있는 실험상 오차의 가능성 때문으로 생각된다. 특히 균열평면이 측면홈과 정확히 일 

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균열진전을 위한 extra work이 필요하여 파괴인성이 과대측정 

될 수 있다. 이에 대한 보다 상세한 평가는 추가의 실험을 통하여 이루어 질 것이지 

만 현재까지의 실험결과로 볼 때 취성파괴인성 평가시험에서 측면홈의 가공은 연성균 

열진전을 수반하는 경우에만 소성구속력의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시 험 편 의 크 기 효과 (Specimen size effectl 

다른 기계적 특성시험과 달리 파괴인성 시험 결과의 가장 큰 특징운 시험편의 크 

기가 파괴인성치에 강한 영향올 미친다는 것이다. 시험편이 커질수록 두께방향의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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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력이 커지기 때문에 균열션단에 3촉용력의 형생을 톱고 따라서 측정되는 봐괴인성 

치가 감소하는 것이 일반척이다. 재료내에 r허ldom하게 분포되어 있율 수 있는 작은 

취약지역의 하나에 업계용력이 작용하여 deavage fracture가 시작하면 시편천쩨가 따 

단된다는 weakest link theory톨 가정하면， 재료내의 국부척인 취약지역이 시편의 균 

열 선단부근에 분포활 수 있는 확률척 개념에 의해 파괴인성의 시편크기 의존성을 다 

옴과 같이 확률척으로 셜명활 수 었다. 

두째가 X인 시험편의 균열선단은 X재의 단위 두께롤 갖는 사편의 합으로 생각활 

수 있다. 두께가 X인 시험편이 주어진 하중에서 파손훨 확훌온 X개의 단위두껴l 시험 

편 중 하나 이상아 파손될 확톨파 동일하므로 이는 다옴과 같이 표현된다. 

p,.x = 1 - {l - P,.l} x (8) 

여기서 Pf.X 와 Pf.1온 각각 X두께와 단위두께 시편에 대한 파괴확률을 의미한다. 식 

(8)율 (3) 식 에 대 입하여 갱 리하면 다음과 같다. 

= 1 - expI - ( x ; KI ) ] (9) 

上

따라서 두째가 X인 시험편의 characteristic fracture toughness, Ko.x은 (송) 7tt • Ko 

의 값을 갖는다. 이 개념올 3-parameter WeibulI distribution을 고려하여 다시 청리하 

면 다옴과 같이 1T-Cf 시편 크기에 대한 파괴인성치의 보갱식올 얻올 수 있다 

구L 

KJC(JT) 증 K min + [KJc(x) - K min ] • I 홈강 ) m (1이 
l υ(lT) I 

여기서 KJC(지 와 KJC(1끼는 각각 X 두께의 시편에서 측정된 파괴인성치와 이로부터 예 

측되는 표준 1T-Cf 시험편의 파괴인성치이며， B(지와 B(1끼 는 각각 시편의 두쩨이다. 

Fig. 2.2.9-(a)와 (b)는 -600C에서 다larpy 시험편의 시험결과 및 1인치 두께의 표준 

시편크기로 보정한 후의 파괴인성 예측값을 보여준다. Charpy 시험편으로부터 예측된 

-29-



1T-Cf 시면의 50% 확률 파괴인성값， K)c(med)，윤 122MPav'm로 1T-Cf 시험편의 실 

험으로부터 직첩 얻어진 값 124MPav'm톨 잘 예측해 주었다. 이 결과는 cleavage 

fracture toughness외 명가에 있어서 weakest-link-theory에 기초한 확흩척 접근방법의 

유용생율 단적으로 보여주었다. 

마. 파괴인성 천이곡선 (Tou양mess transition αrve， Master απe) 

천 이온도영 역 에 서 K)c toughness transition curve는 ASME KJC 혹용 KJR lower 

bound design curve의 온도-파괴언성의 일반적인 형태가 그대로 척용될 수 있다고 가 

정하여/ 파괴인성 K)c(med)의 온도의폰성율 다옴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6]. 

KJC( me，찌 a + β . exp[r(T- To )] (11) 

여기서 T는 시험온도이며 T。는 K)c(med) 값이 100MPav'm 로 되는 륙성온도("q로 

정의된다. Ferritic steel에서 파펴인성 천이곡선의 모양온 재료에 따라 크게 다르지 않 

은 것으로 받아툴여지므로 ι β ， r 는 실제적으로 재료에 무판한 상수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위식을 1인치 두께의 시면에 해당하는 화피인성 천이곡선으로 나타낼 경 

우 다음과 같이 나타내어 진다. 

KJC( me찌 흥 30 + 70. exp[0.019 (T- To )]. MPa.f굶 (12) 

Fig. 2.2.10에 검은점으로 표시된 -800C에셔의 Charpy 시면의 실험결과로부터 예측된 

toughness transition curve (master curve)톨 나머지 모툴 시험결과 들과 합째 도시하 

였다. 비교를 위해서 모든 파괴인성치는 식 (10)에 의해 1T-CT 시편에 해당하는 값으 

로 보정하였다. Fig. 2.2.10에서 실선은 50% 누적확률율 갖는 K)c(med) 값의 경향을 

나타내며 점선은 95% confidence limit톨 나타낸다. 또한 Fig. 2.2.10의 lower bound 

션은 95% confidence limit롤 결정하는데 사용된 시험면 개수의 유한성을 고려하여 

안전여유를 부가한 것으로서 특성용도 T。에 다옴과 같은 안전여유를 둔 것이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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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o (margin) = T o + L1 T o (13) 

L1 To = (J. (Z85) (14) 

여기서 6 는 standard deviation으로 180 C/ ./N 이며， zss는 85 % confidence의 

standard two-tail normal deviate 값으로 약 1.44이다. 본 실험의 경우 N=8이므로 

L1T。 는 100 C 정도이다. Fig. 2.2.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단일온도에서 몇 개의 

Charpy 시험편에 의해 결정된 95% confidence (5% probability limit)의 lower bound 

transition toughness curve는 모든 실험결과롤 대체로 잘 만족하고 있는 것용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들올 바탕으로 향후 ASME Code의 KIR (혹은 KIC) curve를 이용한 

간접척 명가방법에 대한 재명가가 이루어질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4. 컬 론 

(1) 감시시험편 크기의 소형시편 (PCVN, precracked Charpy N-notch specimen)올 

이용한 파괴인성 실험결과를온 3-parameter Weibull 확률분포를 잘 만족하였으며 

이때 Weibull slope는 시험조건에 무관하게 파괴인성 시험편의 이론치인 4에 대체 

척으로 근접하였다. Weakest link theory에 기초한 Weibull 통계해석방법은 천이온 

도영역에서 cleavage 취성파괴인성의 명가 및 예측방법으로 잘 척용이 될 수 있었 

으며， 이에 근거하여 시험편의 크기에 따른 파괴인성치의 차이를 껄명할 수 있었 

다-

(2) 측면홈의 가공에 의한 소성구속력의 효파는 크지 않았으며 오히려 실혐의 오차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cleavage 취성파괴인성 명가시험에서 측면홈의 가공은 바 

랍직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되나， 이의 적용에 대한 추가의 실험연구가 요구된다. 

(3) 단일 온도에서 precracked Charpy 시편의 시험올 통하여 결정된 95% confidence 

transition toughness curve는 전 온도구간에 따른 파괴언성 천이곡선의 lower 

bound 를 잘 나타내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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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0.21 

YS = 65ksi, UlS = 86ksi, Elong.= 29% , RA = 74% at 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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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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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3 철 합업시험을 이용환 파펴언성 빼측기술 

1. 서 론 

압입시험은 작은부위를 준비파괴쩍으로 시험하여 많은 재료특성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 시험법이므로 구조재료의 건전성평가에의 적용이 시도되고 있다[1-3). 이 시험 

법을 용용하면 접근이 어려운 원자력발전소의 조사취화된 원자로압력용기 혹은 시편 

채취가 어려운 대형 냉각수관파 같은 구조물을 간단한 보조장치를 이용하여 현장에서 

시험할 수도 있다. 이 때문에 압입변형의 이해나 용용법 개발을 위해 많온 연구가 진 

행되어 왔으며 실용확 되기도 했다[3-8). 특히， 항복 및 씬장강도， 용력-변형흩곡선과 

같은 인장변형특성을 평가하기 위한 탄소성변형이론과 용용법이 오래전부터 연구되어 

왔으며 현재 압입시험법에 대한 표준화(ASTM standard)작업도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원전구조물에 사용되고 있는 대부분의 채질이 연성이 큰 철강재들이며 이들 연성금속 

에서는 압입변형에 의한 파괴는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따라서 압입시험을 통한 파괴 

특성 혹은 인성 측정온 매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어 왔고 현재까지도 이에 대한 연 

구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원자로압력용기강의 파괴인성을 연속압입 

시험자료로부터 예측하기 위한 이론 및 방법을 개발하는 것이다. 

이 절에셔는 압입변형에너지와 파괴에너지 사이의 관계에 대한 이론을 제안하고 

객용하였다[9). 연성금속재료에셔는 압입에 의하여 파괴가 일어나지 않으므로 가상척 

파괴를 도입하였다. 이 가상적 파괴에 대한 기준(crite끼on)온 압업변형시 구형압입자와 

시편사이의 접촉압력의 최대치가 파괴용력에 이르면 파괴가 일어난다고 가정하여 유 

도하였다. 가상적 파괴시점까지의 단위면적당 압업변형에너지를 IEF(indentation energy 

to fracture)라고 정의하고 이 에너지롤 총파괴에너지중 온도의폰성을 갖는 탄소성에너 

지항과 같다고 간주하였다. 또한 원자로압력용기강과 같은 페라이트계 강의 경우 파괴 

용력이 상당히 넓윤 온도범위(주로 파괴시험시 안정균열성장이 일어나는 온도영역을 

제외한 저온영역)에서 온도에 거의 무판하므로 본 연구에서도 이론적용시 파괴용력을 

상수로 간주하였다. 개발된 이론적 방법을 9가지 원자로압력용기강(S가지 SAS08 C1.3 

기지급속 및 4가지 용접금속)에 적용하였다. 또한 척용결과를 해석하기 위하여 

-43-



ABAQUS코드로 압입변형에 대한 탄소성변행장을 모사하여 용력상태를 분석하였다‘ 

2. 이론 모렐 

가.IEF 이론 

먼저 압입변형과 균열(혹은 노치)부위의 변형의 특성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자. 파 

괴인성은 균열이 있는 구조물의 파괴특성 인자이므로 이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일반적 

으로 CT시편과 같은 인위척 균열이 있는 시편을 이용환다. 외부하중이 가해질 경우 

균열선단 주위에는 집중용력장이 발생하며， 용력의 집중정도는 균열의 변형에 대한 구 

속효과에 따라 달라진다. 따라서 표준 파괴시험의 경우 참 파괴인성치를 얻기 위하여 

높은 구속효과를 요구한다. 작은 압입자에 의한 압입변형에서도 심하게 집중된 그리고 

구속된 변형 장이 형성된다. 본 이론은 압입변형에서의 용력집중정도나 구속효과가 균 

열주위의 그것과 유사하다는 가정 하에서 유도되었다. 

물론， 끌열선단의 옹력분포와 압입자 하부의 용력분포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 

즉， 압혼 하부의 용력은 3축용력이지만 그 성분 전체가 압축용력((-)부호)으로 나타난 

다. 이에 반하여 일반적 파괴시험에서는 균열주위의 용력이 인장용력((+)부호)이다. 그 

러나 일반적 탄소성이론에서는 반복하중이 아닌 경우 인장 및 압축변형올 동일시하고 

있다. 또다른 큰 차이점은 파괴시험은 균열의 발생 및 성장을 동반하나 연성금속재료 

에서의 압입시험은 균열을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압입하중-변위곡선으 

로 부터 파괴에너지률 구하기 위해 척분할 때 압입변형중 균열발생을 가상하여 척분 

한계를 따로 구해야 한다. 

IEF 이론의 제안은 어떤 임계하중(또는 엄계깊이)까지의 단위접촉면적당 압입에너 

지는 재료의 파괴에너지와 직접적으로 연관지어질 수 있다는 가정 하에서 출발한다. 

가상적 파괴가 일어나는 임계하중과 깊이를 각각 Pf, hf 라고 하면， IEF는 다옴과 같이 

정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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짜핸=讓 Lh/Pdh (I) 

여기서 P는 하중이며. h는 압입깊이.b， 및 dr 는 착각 가상척 파괴시챔에서의 압입 

깊이 및 압혼의 현칙경이다. 선행 P-h 곡션을 가정하고 식 (1)올 척분하면 다음과 같 

다: 

한F흑옳(찮)2 Q) 

여기서 임계값돌율 구하기 위해서 가상척 파괴에 관한 기준올 객용한다. 본 이론에서 

는 구형압입자와 시편의 첩혹변에 미치는 최대첩혹압력@뼈". 첩혹면에서 하충방향 최 

대용력)이 재료의 파괴용력(0 서과 같을 때톨 가상척 파괴가 일어나는 시첨으로 가정하 

였다. 압입변형시 압입자와 시면의 첩혹면에서 가장자리훌 쩨외하고는 접촉압력이 약 

한 구배톨 가지는 볼포톨 이룬다[4-5]. 명균컵혹압력(p，.，)에 대한 최대접혹압력(p빼.)의 

비율율 μ(>1.0)로 놓고 명균접촉압력의 임계치톨 [>mr 이라 하면 파괴기준율 다융과 같 

이 표현할 수 있다: 

Þmax 
二 Gf= μÞ~ (3) 

임계명균접촉압력온 다음과 같이 정의되며， 

m 

월
 

” 

械
t 

값
 

(4) 

이들 임계치툴에 Meyer 법칙 [4]율 척용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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쫓A(훨) m-2 (5) 

여 기서 A는 재료항복인자(항복용력 - 약 0.22A), m온 Meyer index, 0(- 0.508 mm)는 

구형압입차의 칙경이다. 이툴 식율 이용하면 식 (2)는 다옴과 같이 된다: 

X원二.2. .2.효.::.2. 

w，1õ'1õ'= 꿇짧{검현) m-ι =요킬LE{츠쯤￡ 1 M-2 ( ) 
l싱，" 1CS \ 4A J πS \ 4μ4 J ‘ ’ 

한편， 파괴인성온 일반적으로 매우 낮온 온도에서도 영(zero)이 되지 않으며 일정한 

값의 lower shelf톨 가지고 일정온도 이상의 온도명역에서는 upp하 야lelf에 이훌 때까지 

중가한다. 따라서 재료의 단위면척당 파괴에너지는 온도와 무판환 항(W이과 온도에 의 

존하는 항(WT)으로 나타낼 수 있다. 

"'1= Wo+ 1까 (7) 

여기서 Wo는 파면형성에 필요한 표면에너지(r)와 순수 탄성변형 에너지로 볼 수 있 

으며， WT는 파괴시작까지의 탄소성 변형에너지로 볼 수 었다. 압입변형시에는 파면이 

형성되지 않으므로 W1EF는 탄소성변형에너지만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충 

분히 낮은 온도에서 영으로 수렴하므로 본 이론에서는 W1EF를 WT와 동일시하였다. 즉， 

WT = "'IEF=증 "'1- wo (8) 

나. 파괴용력 

일반적으로 파괴용력은 노치가 있는 인장시편을 이용하여 구하거나 파괴역학 모델 

올 이용하여 파괴인성치 및 항복용력올 이용하여 구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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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척인 파괴역학 판계식용 IEF 이론과 연계시쳐 파괴용력을 계산하여 보았다. 먼저， 

무한평면에서의 굵열에 대한 임계용력집중계수(KJd에 대한 표현식파 일반화된 Griffith 

이론식을 이용하면(l0-11]， 굵열길이톨 소거하여， 다옴과 같온 파괴인성파 파괴에너지 

사이의 관계식율 유도할 수 었다: 

UT-꿇 
’ f- 2E (9) 

또한 식 (6)과 (8)을 이용하면 파괴용력온 다옴과 같이 표현된다: 

•m.:=.2... 

0 ,= /J.IL= A잃I πS(~-~~ 1 2",-2 
- μ '" π l 2A2ÿ J (10) 

한편， 왜라이트계 강의 파괴인성의 온도의존성은 다옴과 같온 ASTM master 

curve[12]에 의해서 표현필 수 있다: 

K,c( median) = 30 + 70e O.019( T- To) MPaV싫 (1 1) 

여기서 To는 참초온도(πference temperature)이다. 이식에서 lower shelf 값이 30 MPaJm 

이므로 식 (9)롤 이용하면 W o 값온 약 2143 J/m2 이 된다. 따라서 식 (9)와 (10)올 이용 

하면 천이영역이하의 저온에서 측정환 파괴인성치와 ABI 데이터 (A와 S)로부터 파괴용 

력(혹온 임계명균접촉압력)을 구할 수 있다. 

3. 설험 및 혜석방법 

7}. ABI 질협 

앞에서 제안된 IEF이론을 천이영역에서의 원차로압력용기강의 파괴인성을 계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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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적용하였다. 이를 위하여 5가지의 SA508 C1.3 기지금속 및 4가지의 용첩금속(표 

2.3.1 참조)에 대하여 ABI 시험올 수행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시험기는 ATC사의 500 

lbf 용량의 PortFlow-Pl 모델이었다. 또한 장착된 압입자는 반경 0.508 mm(0.02 inch)의 

WC 구형압입자였다. 저온조에 액체질소를 주입하여 시편의 용도를 제어하였으며， 실 

험은 -150-00C 에서 수행하였다. 또한 압입시험은 0.0076 m찌'sec (0.αlO3 inch/sec)의 

압입속도로 수행되었으며， 이는 압입변형영역의 평균 변형율속도(여기서 약 10치를 통 

상적인 인장시험에서의 변형율속도와 유사하게 되도록 조절한 것이다. 

나. 봐괴인생 및 용력 채산 

페라이트계 강의 경우， 일반적으로 안정균열성장이 얼어나지 않는 저온영역에서는 

파괴용력이 온도에 따라 거의 변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었다[13]. 본 연구에서 다루 

는 온도영역도 이 저온영역에 포함되는 천이온도영역이므로 파괴용력올 상수로 간주 

하였다. 따라서 식 (3)에서와 같이 임계평균접촉압력 Pmr 도 상수로 간주하였다. 먼저 

식 (9)를 이용하여 재료별로 2-4개의 저온(-200C 이하) KJc 데이터로 부터 파괴에너지 

톨 구한 다음 식 (10)을 이용하여 Pmf의 값을 계산한 후 평균하여 사용하였다. 이와 같 

이 온도에 무관한 재료상수로서 얻어진 P111f 값과 ABl 시험으로부터 얻어진 A, S, m 

값들을 식 (6)에 대입하여 각 온도에서의 IEF 값올 구하였다. 이때 m은 상수로 규정하 

고 전 계산에서 평균치 인 2.14를 이용하였다. 또한 식 (8)과 (9)를 이용하여 평가파괴 

인성(estimated KJd올 구하였다. 

식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임계평균접촉압력으로부터 파괴옹력올 계산하기 위해서 

눈 μ 값을 알아야 한다. μ 는 평균접촉압력에 대한 최대접촉압력의 바이므로 첩촉면에 

서의 압력(용력)분포로 부터 구할 수 있다. 임계점에서의 압입깊이(hr)는 보통 0.001-

0.06 mm 정도의 값올 가진다. 전산모사결과에 의하면， 이 범위에서 μ 는 1.0- 1.2 정도 

이며 급격한 변화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눴다. 이론적으로 탄성영역에서 μ 는 1.5 

이나 소성변형의 시작과 더불어 급격히 감소한다. 따라서 파괴용력계산에는 hr 범위의 

평균값인 약 l.l올 적용하였다. 

다. 용력분포애 대한 견산모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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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입변형장에 대한 용력상태톨 파악하여 굵열선단에서의 그것파 비교하기 위하여 

압업변형에 대한 천산모사롤 수행하였다. 대상재료로는 대표객으로 HB2톨 션청하였고 

상온조건에 대해서 ABAQUS 코드톨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압입변형온 하중촉에 대해 

촉대칭이므로 한 변이 압입자 반경(R)의 10배 (2.5 mm)인 정사작변에 대하여 유한요소 

법올 통한 계산융 수행하였다. 구역내에서 압입자 바로 밑의 변형이 심한부분용 한 변 

이 5 JßR인 사작요소롤， 그외 영역온 15 때1인 사작요소롤， 또한 이 두영역을 연결하는 

부분온 삼각요소롤 이용하였다. 경계조건으로셔， 압혼의 중심축에서는 축파 직각방향 

으로의 변위흘 명으로 놓았으며， 바닥변의 하충방향 변위도 영으로 고청시켰다. 한편， 

재료상수들로서 Poisson 비(11)는 0.28, 탄생계수(E)는 200 GPa, 그리고 용력-변형율 곡 

선으로서 ð -1025 ~ 0.12 롤 사용하였다. 또한 계산된 압입하중-갚이곡션올 실험곡션과 

비교하여 그 차이톨 최소로 만드는 반복계산법으로 압입자와 시편사이의 마찰계수톨 

결청하였으며 그 값온 약 0.1 이었다. 계산용 CRAY-9Q 슈돼컴퓨터에서 수행되었다. 

4. 척용철과 및 고활 

가. 엄빼명균껍혹압력 빛 빠괴용력 

그림 2.3.1에는 각 재료에 대하여 계산된 임계명굵첩촉압력(pn/)올 도시하였다. 앞에 

서 가청한 대로 Pmf 값툴은 천체 온도명역(-110-‘200C)에서 뚜렷한 온도의폰성을 보이 

지 않는다. 작 재료별로 명굵한 Pmf 값틀올 표 2.3.2에 수록하였다. 또한 파괴용력(ð 샤 

은 1.1RJ 로 계산될 수 있으므로 역시 표2.3.2에 수륙하였다. 계산된 파괴용력올 보면， 

SA508 Cl.3 기지금속용 2500 - 2800 MPa, 용접금속온 2800-3100 MPa 청도의 값융 가 

진다. 실협에 의해 평가된 다른 여러 페라이트계 강톨의 파괴용력도 이 계산치를파 유 

사한 값올 가진다[14-1히. 

한편， RKR 모웰[16- 18]에서는 굵열첨단으로 부터 톡성거~ (characteristic 바stance)만 

큼 멸어진 지첨에서 용력(최대 주용력성환)이 파괴용력에 이르변 화괴가 일어난다고 

보았다. 이론척으로는 균열선단에서 최고용력이 나타나지만 균열선단에서의 소성변형 

에 의한 용력이완으로 굵열로부터 특성거리만큼 떨어진 지첨에서 최대용력이 나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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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와 같은 가정과 용력분포에 근거하여 Wilshaw 동[17)용 다옴파 같용 파괴용력 

(0' r)에 대한 관계식을 유도하였다: 

。j= ay[ l + 1nCl + 2360 (함 )2] (1 2) 
~y 

여기서 O' y는 항복용력이다. 표 2.3.2에는 이 식올 이용하여 계산한 O' f 값도 수록해 

놓았다. 두 방법에 의한 파괴용력 사이외 비율(O'r/O'r)이 대부분 l에 가까운 것은 두 

결과가 상당히 잘 일치하고 있옴융 보여준다. 

나. 파괴언생 천이곡션 

식 (6)과 (8)올 이용하여 파괴에너지(Wf)률 구한 다옴 식 (9)훌 이용하여 파괴인성용 

계산하여 그림 2.3.2와 2.3.3에 나타내었다. 이들 그림에는 ASTM KJC ma앙.er cuπe와 

5% 빛 95% 파괴확률올 나타내는 곡선도 합쩨 도시하였다. IEF 이론과 ABI 실험자료 

에 의하여 예측된 파괴인성치돌아 그 크기와 온도에 따론 천이경향에 있어서 ASTM 

곡선과 매우 유사합올 알 수 있다. 

또한 전온도영역(-150-00C)에서 회귀곡선옳 구하면 파괴인성 천이곡선(혹은 master 

curve)이 되며 표 2.3.3에 각 재료별 천이콕선올 나타내었다. 페라이트계 강에서 파피 

인성 천이곡선은 식 (11)과 같이 단일인차 To에 의하여 셜명된다[12]. 천이곡선에서 To 

는 온도촉에서의 위치를 규청하며 천이곡선 모양율 결정하는 것온 q값(표 2.3.3)이다. 

ASTM KJC master curve에서는 많온 실험데이터를 바탕으로 q를 0.019로 고정하고 To가 

모든 화괴인성 천이양상을 셜명하는 것으로 본다. 표 2.3.3에서 보는 바와 같이 IEF 이 

론과 ABI 실험자료에 의해 평가된 천이곡선들의 q값톨이 모두 0.019에 가깝고 그 명 

균치가 0.0194라는 것은 IEF 이론의 기본척 개념이 타당합율 의미한다. 

한편， 그림 2.3.4에는 측정된 c1‘시편을 이용한 파괴실험으로 얻어진 파괴인성치와 

IEF 이론과 ABI 실험자료로 부터 얻어진 화피인성치훌 비교한 것이다. 두 종류 화피 

인성 결과들윤 선형비혜관계톨 가짐용 알 수 었다. 똥 그림 2.3.5에서 참조온도 To와 

샤피충격치의 천이온도인자 T4JJ 사이에도 좋은 선형비례관계가 성립함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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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용력상태 

균열(혹온 노치)이 있는 시편의 경우 균열선단부위의 용력상태가 파괴거동에 큰 영 

향올 미친다[19-22]. 즉， 3축용력청도가 심할 수록 파괴변형율이 현격히 감소하여 결과 

적으로 파괴인성율 감소시킨다. 일반적으로 파괴인성온 파괴용력 빛 파괴변형율에 동 

시에 버례한다. 페라이트계 강의 경우 져온영역에서는 파괴용력이 온도의폰성올 거의 

보이지 않으므로 온도에 따른 파괴인성 크기의 변화 즉 천이경향온 파괴변형율의 변 

화에만 주로 의폰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셔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이론모웰의 적 

용으로 파괴실험과 거의 같은 파괴인성 천이경향율 예측할 수 있다는 것온 압입변형 

과 균열부위의 변형이 거의 같온 용력상태에 었다는 것올 뭇한다. 이검올 살펴보기 위 

하여 ABAQUS 코드에 의하여 계산된 압입변형에서의 용력분포로 부터 3축용력정도롤 

계산해 보았다. 일반적으로 3축용력청도(t: triaxiali앙)는 다옴파 같이 쟁의된다: 

(1_ 
t= τ:::.. (13) 

V eQ 

여기서 (1 m은 주용력들의 명균(mean stress) 이며(1억는 상당용력(-효과용력)이며， 이 

들 각각에 대한 쟁의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대로 따랐다. 

그림 2.3 .6에는 압혼의 중심에서 상대척 압입깊이(hJR)에 따른 3축용력정도(t)의 변 

화를 나타내었다. 3축용력청도는 초기의 약 2에서 압입깊이에 따라 종가하며 삐R -

0.2 정도에 이르면 약 3.2에 포화된다. 균열선단에 해당하는 압혼중심에서의 3축용력정 

도는 향상 2-3.2의 범위에 있다고 결론지올 수 었다. 표 2.3.4에는 여러 가지 경우에 

대해서 [23-24] 3축용력청도롤 비교해 놓았다. 특히 균열션단에서의 3축용력청도가 최저 

약 1.9(탄성해)이며 최대 약 3.2로(가공경화지수가 0.1 인 경우) 나타나 압입변형의 경우 

와 매우 유사한 강올 보였다. 따라서 IEF 이론에 의하여 압업변형에너지로 부터 구한 

파괴인성이 CT 시편으로부터 구한 파괴인성과 매우 유사한 크기를 나타내는 것온 두 

변형에서 용력상태가 거의 같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다
 싸
 



S. 요약 및 결론 

압입시험윷 이용하여 천이온도영역에서의 압력용기강의 파괴인성올 예측할 수 있는 

IEF 이론을 개발하고 원자로압력용기강에 척용하였다. 이론의 요점， 적용결파， 그리고 

이 적용결과를 설명하기 위한 용력상태 해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옴과 같다: 

[1] 이론의 중요개념은 임계하중 또는 임계깊이까지의 단위압혼면적당 압입변형에너지 

(IEF)가 재료파괴과정중 홉수되는 단위면적당 탄소성 변형에너지와 같다는 것이다. 이 

론의 적용대상인 연성금속에서는 압입에 의한 파괴가 거의 일어나지 않으므로 최대접 

촉압력이 파괴용력에 이를 때롤 임계점으로 하는 가상적 파괴기준올 척용하였다. 또한 

업계명균접촉압력과 파괴응력을 재료의 저용 파괴인성과 IEF롤 이용하여 계산하는 방 

법도 제안하였다. 

[2] IEF 이론은 9종의 원자로압력용기강(5종의 SA508 C1.3 강 및 4종의 용접금속)에 대 

한 천이영역 (-150-0
0

C)의 파괴인성을 계산하는데 적용되었다. 각 재료에 대해서 계산 

된 평가파괴인성치 (estimated KJc)는 CT 시편에 의한 시험치와 유사하였으며， 특히 온 

도에 따른 천이특성은 ASTM KJC 천이곡선의 특성과 잘 일치하였다. 

[3] Estímated KJC의 천이곡선으로 부터 참조용도π。)를 계산하여 샤피충격치의 천이용 

도(T41J)와 비교한 결과 좋은 선형비례관계를 보였다. 

(4] ABAQUS코드에 의한 압입변형장 해석결과， 압입변형의 3축용력정도(명균용력l효과 

응력)는 2-3.2 정도로 균열선단에서의 값과 매우 유사하며 이 때문에 두 변형에 의하 

여 측정되는 파괴인성의 크기와 온도의폰성이 유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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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3.1 Chemical compositions of SA508 C1.3 RPV steels and weld metals

Material

HB1

HB2

HB3

HB4

HB5

HW1

HW2

HW3

HW4

C

0.17

0.20

0.17

0.19

0.21

0.07

0.07

0.08

0.08

Mn

1.39

1.42

1.41

1.35

1.36

1.73

1.69

1.72

1.74

Si

0.08

0.07

0.06

0.09

0.24

0.22

0.26

0.29

0.26

Chemical Composition

Al

0.004

0.005

0.006

0.009

0.022

0.009

0.01

0.01

0.01

Ni

0.77

0.79

0.84

0.82

0.92

0.07

0.11

0.18

0.13

Cr

0.04

0.15

0.15

0.16

0.21

0.05

0.06

0.06

0.05

Mo

0.49

0.57

0.51

0.52

0.49

0.52

0.53

0.50

0.51

P

0.007

0.007

0.006

0.008

0.007

0.015

0.016

0.009

0.011

S

0.003

0.003

0.002

0.004

0.002

0.004

0.004

0.002

0.002

Cu

0.05

0.06

0.03

0.04

0.03

0.02

0.02

0.03

0.03

Remarks

Base Metal

Base Metal

Base Metal

Base Metal

Base Metal

Weld Metal

Weld Metal

Weld Metal

Weld Metal

Table 2.3.2 Critical mean contact pressure and fracture stress

Material

HB1

HB2

HB3

HB4

HB5

HW1

HW2

HW3

HW4

H
2282

2527

2396

2437

2433

2690

2552

2754

2567

*/ = ™>L
2510

2780

2636

2681

2676

2959

2807

3029

2824

a)

2590

2778

2699

3044

2879

3031

2747

2898

2890

afja)

0.97

1.00

0.98

0.88

0.93

0.98

1.02

1.05

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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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3 .1 Chemical compositions ofSA508 CI.3 RPV steels and weld metals 

Chemical Composition 

Material c Mn Si AI Ni Cr Mo P s Cu Remark.s 

HB1 0.17 1.39 0.08 0‘ 004 0.77 0.04 0.49 0.007 0.003 0.05 Base Metal 

HB2 0.20 1.42 0.07 0.005 0.79 0.15 0.57 0.007 0.003 0.06 Base Metal 

HB3 0.17 1.41 0.06 0.006 0.84 0.15 0.51 0.006 0.002 0.03 Base Metal 

HB4 0.19 1.35 0.09 0.009 0.82 0.16 0.52 0.008 0.004 0.04 Base Metal 

HB5 0.21 1.36 0.24 0.022 0.92 0.21 0.49 0.007 0.002 0.03 Base Metal 

HW1 0.07 1.73 0.22 0.009 0.07 0.05 0.52 0.015 0.004 0.02 Weld Metal 

HW2 0.07 1.69 0.26 0.01 0.11 0.06 0.53 0.016 0.004 0.02 Weld Metal 

HW3 0.08 1.72 0.29 0.01 0.18 0.06 0.50 0.009 0.002 0.03 Weld Metal 

HW4 0.08 1.74 0.26 0.01 0.13 0.05 0.51 0.011 0.002 0.03 Weld Metal 

Table 2.3 .2 Critical mean contact pressure and fracture stress 

Materíal fg 6f = 1.1PJ • 
CFf 

‘~ 

HB1 2282 2510 2590 0.97 

HB2 2527 2780 2778 1.00 

HB3 2396 2636 2699 0.98 

HB4 2437 2681 3044 0.88 

HB5 2433 2676 2879 0.93 

HW1 2690 2959 3031 0.98 

HW2 2552 2807 2747 1.02 

HW3 2754 3029 2898 1.05 

HW4 2567 2824 2890 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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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3.3 Parameters of estimated fracture toughness master curves

Fracture Toughness Master Curve: KJC(T) = 30 + 7Oe1(T'To) MPa4m

Material
HB1
HB2
HB3
HB4
HB5
HW1
HW2
HW3
HW4

q
0.0206
0.0196
0.0218
0.0215
0.0181
0.0193
0.0166
0.0189
0.0186

Average = 0.0194

To
-32.4
-40.0
-37.1
-64.5
-88.6
-74.9
-53.2
-45.2
-57.8

Table 2.3.4 Comparison of stress state

Case

Continuous ball indentation
(at the center of impression, 0.508 mm dia. Ball)
Elastic fields at crack tip (v=0.28)
HRR fields at crack tip (n=0.1)
Pre-cracked CT (simulation by FEM) [24] (maximum
value ahead of crack tip, various n and load levels)
Pre-cracked CT (simulation by FEM) (maximum value
ahead of crack tip, RPV steels, various load levels)
Pre-cracked COD (simulation by FEM) [24] (maximum
value ahead of crack tip, low alloy steels, at critical
fracture points, at low temperatures)
Notched round bars at notch root [20]
Smooth tensile specimen (for uniaxial stress)

Stress triaxiality (t)

2 - 3

1.94
3.3

1.7-3.2

1.8-2.8

1.8-3

0.6-2.2
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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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3.3 Parameters of estimated fracture toughness master curves 

Fracture Toughness Master Curve: KJC(T) = 30 + 70e9(T-1õ) MParm 

Material q R 
HB1 0.0206 -32.4 
HB2 0.0196 -40.0 
HB3 0.0218 -37.1 
HB4 0.0215 용4.5 

HB5 0.0181 -88.6 
HW1 0.0193 -74.9 
HW2 0.0166 -53.2 
HW3 0.0189 -45.2 
HW4 0.0186 -57.8 

Average = 0.0194 

Table 2.3.4 Comparison ofstress state 

Case Stress t꺼axiality (t) 

Continuous ball indentation 2-3 
(at the center of impression, 0.508 mm dia. B허1) 

Elastic fields at crack tip (v=0.28) 1.94 
HRR fields at crack tip (n=0.1) 3.3 
Pre-cracked CT (simulation by FEM) [24] (maximum 1.7 - 3.2 
value ahead of crack tip, various n and load levels) 
Pre-cracked CT (simulation by FEM) (maximum value 1.8 - 2.8 
ahead of crack tip, RPV steels, various load levels) 
Pre-cracked COD (simulation by FEM) [24] (maximum 1.8- 3 
value ahead of crack tip, low alloy steels, at critical 
fracture points, at low temperatures) 
Notched round bars at notch root [201 0.6-2.2 
Smooth tensile specimen (for uniaxial stress) 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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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4 철 합업시험에서의 용력상태 혜석 

1. 셔 론 

볼 압입을 통한 재료의 기계적성질 명가에 대한 연구는 오래 전부터 시도되어 왔 

고[ 1-3], 이러한 실험 빛 이론적 연구결과롤 바탕으로 개발된 최근의 자동화압입 

(Automated Ball Indentation, ABI)시험법은 자동화된 방법으로 작은 볼을 압입하여 재 

료의 용력-변형률 곡선올 상당히 정확하계 측정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4，5]. 

특히 뼈I 시험은 작용 볼을 압입자로 사용하므로 준비파괴적인 시험이 가능하고， 작 

은 미소시편을 이용할 수 있다. 따라서 직첩 훤자로 압력용기의 조사취화를 평가하거 

나， 조사시편 및 국부적인 재료물성치 혹정에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다. 이러한 장정 

때문에 최근의 일부 연구들은 재료의 용력-변형톨 곡선뿔만 아니라 ABI 시험율 이용 

하여 파괴특성파 같온 보다 다양한 재료의 물성치훌 평가하려고 시도하고 있다[6，7]. 

이와 같은 압입시험으로부터 보다 다양한 재료의 기계적성질을 명가하기 위해서는 볼 

압입에 영향올 미치는 주요 인자들에 대한 상세한 평가가 필요하다. 룩히 압입시 볼 

압입자 주변의 용력분포나 용력상태 동의 명가는 볼 압입시험과 기존의 표준시험법에 

서 얻은 결과의 상관판계률 이해하는데 큰 도용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볼 압입 과정은 압입시 볼압입자와 시편 사이의 접촉면이 비선형적으로 

증가하고， 탄소성 재료의 경우 변형거동 역시 버선형적이다. 따라서 일반적인 볼 압입 

에 대한 이론적인 해석은 드물고， 탄성 또는 완전소성에 대한 결과로 제한되어 있다 

[8-10]. 또한 일부 연구들에서는 탄소성을 고려한 유한요소법올 이용하여 볼 압입에 

대한 해석을 수행하였으나[11-13] ， 주로 경도시험을 모델로 하고 있으므로 압입 깊이 

가 작은 경우에 대한 결파틀만을 주고 있다. 따라서 이들 해석에서는 볼 압입에 의한 

변형이 크지 않고， 볼압입자와 시험편 사이의 마찰올 무시하고 있다. 그러나 ABI 시 

험에서는 압입 깊이가 크기 때문에 압입시 변형이 크고 볼압업자와 시험편 사이의 마 

찰을 무시할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범용 유한요소해석 프로그랩인 ABAQUS 

에서 볼압입자와 시험편 사이의 마찰을 고려하여 원자로 압력용기강에 대한 ABI 시 

험을 모사하고， 볼 압입시 압입자 주위의 용력분포 및 상태를 계산하였다. 또한 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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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성치 변화에 따른 이들 값돌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2. 해석 방법 

볼 압업에 대한 탄소성해석올 위해서 시스댐공학연구소의 Cray에서 제공하는 범 

용 유한요소해석 프로그랩인 ABAQUS ver.5.5를 사용하였다. ABI시험에 사용되는 볼 

은 시편에 비하여 상당히 큰 경도롤 지니므로 압입시 변형이 일어나지 않는 강체로 

가정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원자로 압력용기 재료는 단조에 의해 제작된 것으로 

재료의 가공경화와 변형 성질은 퉁방성을 지니는 것으로 가정할 수 있고， 따라서 그 

림 2.4.1에서와 같이 X-y 직각좌표계의 축대칭 문제로 가정하였다. 유한요소 모웰의 

범위는 볼 압입시 시편 크기에 따른 구속효과를 시협조건과 유사하게 하기 위해서 축 

방향과 수명방향 모두 볼 직경의 10배까지로 하였다. 유한요소 격자망은 그림 2.4.2와 

같이 814개의 4각형 선형요소와 8657H 의 절점으로 구성되었으며， 축대청 2차원 유한 

요소모텔이 척용되었다. 볼과 접하는 부분의 유한요소 크기는 그림 2.4.2에서 보는 바 

와 같이 볼 직경의 1/100로 미세한 요소를 사용하고， 그 외의 주변 요소들은 계산시간 

올 단축하기 위해서 가능한 한 크게 하였다. 

볼압입자와 시편 사이의 마찰 효과는 두 표면 사이의 척절한 마찰계수를 설정하 

여 고려하였다. 본 해석에서 마찰계수는 유한요소해석 결과에서 구한 하중-변위 곡선 

과 실험에서 얻은 곡선이 일치하는 조건으로부터 결정하였다. 경계조건으로 볼압입자 

의 위치는 볼 중심 절점의 변위로 주어지며， 중심축에서는 수평방향， 밑면은 수직방향 

의 변위를 각각 구속하였다. 모든 해석에서 재료의 포아송비와 영률은 각각 0.28과 

200GPa로 두었다. 압업에 의한 재료의 변형거동은 입력으로 주어지는 웅력-변형률 관 

계에 따라 결정되며， 여기서는 ABI 시험에서 얻은 용력-변형률 관계를 입력으로 사용 

하였다. 

ABACUS code에서는 비선형 문제를 풀기 위해서 미소시간증분 방법을 이용한다. 

전체 계산 과정은 몇 단계로 나눌 수 있고， 각 단계를 미소시간으로 나누어 계산을 

진행시킨다. 각 시간증분에서 반복계산을 통해 미리 설정된 수렴률을 만족하면 일정 

한 미소시간을 증가시키고， 그 때의 주어진 경계조건에서 다시 수렴하는 값을 찾옴으 

로서 계산을 진행시킨다. 즉 시간에 따라 주어지는 경계에서의 변형 또는 외력과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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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 각 절점에서의 하중이 평형을 이루는 조건올 각 시간에서 반복계산을 통혜 찾아 

간다. 절점의 변위， 반력， 변형률과 용력동 모든 계산 결과는 각 미소시간 충분마다 

주어지며， 각 요소에서 변형률과 용력은 감소객분을 사용하여 계산하였다. 압입깊이는 

각 시간중분에서 볼 중심 절점의 변위로 주어지며， 하중은 볼 중심 철점의 축방향 반 

력으로 주어진다. 명균 접촉압력은 하중을 압입면적으로 나눈 것으로 압입 면적온 볼 

압입자와 시편이 접촉올 이루는 가장 외부 철점의 반경방향 위치로부터 계산된다. 본 

해석에서는 압입자가 압입되는 전 과정올 하나의 단계로 두고， 계산 결과는 일정한 

시간증분마다 출력하였다. 

3. 톨 압업애 대한 유환요소혜석 결과 

가. 볼압업자와 시면 사이의 마활계수 

볼 압입시에 볼압입자와 시편 사이의 마찰올 고려하기 위해서 마찰계수가 입력으 

로 주어져야 한다. 여기서는 객철한 마찰계수롤 결정하기 위하여 몇 가지 마찰계수에 

대한 해석올 수행하고， 그 결과를 시험 결과와 비교하였다. 그림 2.4.3온 유한요소 혜 

석에서 얻온 하중-변위 곡션올 실험 결과와 함째 나타낸 것이다. 그림에서 챔자 L온 

주어진 마찰계수에 대해서 시편 표면의 최대 천단용력을 제한한 경우이다. 압입 깊이 

가 작은 경우는 마찰계수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으나， 압입 깊이가 중가함 

에 따라 마찰계수의 영향이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압입 깊이에 따라 볼압업자와 시 

편 사이의 마찰 면이 중가되기 때문이며， 마찰계수에 따른 압입 하중의 증가는 볼압 

입자와 시편 사이의 천단력 증가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2.4.4는 평균 첩촉압 

력에 대한 최대 주용력의 비를 압입 깊이에 따라 나타낸 것으로 볼압입자 하부의 용 

력집중정도를 보여주고 있다. 마찰계수가 작은 경우는 압입 깊이에 따라 용력집중이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마찰계수가 큰 경우는 압입 깊이가 증가할 지라도 거의 일정 

한 값올 보이고 있다. 측， 마찰계수가 증가됨에 따라 볼 아래의 용력이 주위로 분산되 

고 있다는 것올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일부 연구결과에서는 볼압업자와 시면 사이의 

마찰이 해석 결과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지만[12， 13] ， 여기서 

다루고자 하는 문제와 같이 압입 깊이가 큰 경우에는 볼압업자 하부의 용력분포와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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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상태 에는 직첩척으로 영향율 미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시험 결과와 비교해보면 마찰계수가 0.1 인 경우의 하중-변위 곡선이 시험에서 얻 

온 결과와 가장 찰 일치하고 있고， 표변에서의 최대 천단용력올 채한하여 미끌립을 

고려한 μ-O.IL과 μ-O.4L의 정우에는 마찰계수에 판계없이 μ-0.1 인 경우와 유사한 거 

동율 보이고 있다. 또한 그림 2.4.5에서 압입 하중에 따른 평균첩촉압력의 변화롤 보 

면 마찰계수가 무시된 경우는 압입 하충에 따라 평균 접촉압력이 종가하다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μ- 0.1과 최대 천단용력율 채한한 경우는 명균 접촉압력이 증 

가하다 일정한 강에 수렴하고 마찰계수가 0.1보다 큰 경우는 압입 하중에 따라 증가 

하고 있다. 기폰의 많은 실험 빛 이론척 연구률에 의하면 불압업자가 가공경화를 일 

으키는 째료에 압입되는 경우에 하중에 따른 명균 첩촉압력온 초기에는 증가하다가 

일정한 강에 수렴하는 경향올 보이고 었다[11 ， 14]. 따라서 ABI시혐의 볼 압입 해석에 

서는 마찰계수롤 0.1로 두고， 표면에서 최대 천단용력율 제한함으로서 볼압업자와 시 

편 사이의 마찰이 객절히 모사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나. 률압업자 하부의 용력환Æ 빛 용력상태 

불압업자의 직경이 1.57mm인 경우에 대하여 압입 시험율 모사하였다. 혜석에서 

용력-변형률 관계는 ABI 시험에서 얻은 강도계수와 가공경화지수(K-8S3.SMPa， 

n-0.117)를 입력으로 사용하였다. 마찰계수는 0.1로 두고 캡혹면에서의 최대 천단용력 

을 제한하였다. 해석에서 얻온 하중-변위 곡선온 앞 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실험 결 

과와 잘 일치하고 있었다. 그림 2.4.6온 볼압업자와 캡촉면에서 접촉압력올 압입 깊이 

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압입 깊이가 작온 경우 캡촉면과 자유표면의 경계에셔 캡촉 

압력이 최대훌 보이지만， 깊이가 중가됨에 따라 첩혹압력의 분포가 장방형의 형태를 

보인다. 압입 깊이가 더욱 중가하여 변형량이 상당히 크지는 경우에는 중심에서 약간 

벗어난 위치에서 최대 값이 나타나고， 중심에서 멸어짐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 

고 있다. 압입 깊이가 작용 경우의 첩혹압력 훈포는 기폰의 연구결과들과 유사하지만 

[12,13], 압입 깊이가 증가휩에 따라 접촉압력의 최대가 중심에서 약간 벗어난 위치에 

서 나타나는 차이률 보이고 있다. 이것온 기폰의 연구률에서 무시되었던 표면에서의 

마찰이 고려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그림 2.4.7은 접촉변에셔 촉방향과 반경방향의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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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력을 압입 깊이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촉방향과 반경방향의 용력 모두 압입 깊이 

가 작은 경우에 컵촉면파 자유표면 사이에서 최대용력이 나타나고 있지만， 압입 깊이 

가 중가됨에 따라 최대 용력이 중심축에서 나타나고 있다. 

불 압입 과정에서 불압입자 주위의 용력 상태훌 이해하기 위해서 볼 하부에서의 

용력집중정도와 3축용력정도훌 명가하였다. 그립 2.4.8온 명균 접촉압력에 대한 최대 

주용력의 비롤 압입 깊이에 따라 나타낸 것으로 볼압업자 하부에서의 용력집중정도톨 

보여주고 있다. 그림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명균 접촉압력에 대한 최대 주용력의 

비는 압입 깊이가 증가됨에 따라 탄성영역인 초기변형에서는 약 1.0까지 급격히 감소 

하다 소성변형 영역에서는 압입 깊이에 따라 증가하여 1.2 정도의 값을 보인다. 압입 

깊이에 따른 종가는 소성변형 초기에 뚜렷하고 변형이 중가됨에 따라 둔화된다. 그림 

2.4.9는 접촉면파 중심축에서의 3축용력을 압업 깊이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3축용력의 최대 값용 압업 깊이에 첩촉면의 중심에서 나타나며， 압업 

깊이가 작은 경우에는 3축용력이 반경방향올 따라 거의 일정한 값을 보인다. 그러나 

압입 깊이가 중가됨에 따라 3촉용력은 반경방향율 따라 급격히 감소하는 경향올 보이 

고 있다. 중심촉에셔 3촉용력정도의 변화는 압입 깊이에 따라 천체척으로 종가하고 

있으며， 압입 깊이에 무판하게 압입자 바로 아래에서 최대 값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압입 과정에서 3촉용력의 최대는 압입 깊이에 판계없이 항상 볼압입자 하부의 중심에 

서 나타난다. 그림 2.4.10은 볼압입자 바로 아래 요소의 3축응력정도를 압입 깊이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그립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압입 깊이가 중가됨에 따라 초기에는 

급속히 증가하다가 서서히 수렴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이때 3축용력은 약 2.9 정 

도의 값올 보이고 있다. 한편， 균열선단에서 3촉용력정도는 시편의 형상， 위치， 재료의 

성질 동에 의폰하며， 파괴톡성올 결정하는 주요 인자로 알려져 있다. 기존의 연구결과 

에 의하면 3축용력은 균열선단의 중심에서 최대 값을 보이며， 하중이 중가됨에 따라 

초기에는 증가하다 일정한 값에 수렴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15]. 또한 원자로 압력 

용기재의 경우 탄소성 유한요소해석 결과에 의하면 CT시편의 균열선단 중심에셔 3축 

용력윤 약 1.9-2.8 정도롤 보인다[15]. 따라서 봅압업자 하부의 3촉용력정도는 란열선 

단에서와 비슷하고. 3촉용력에 미치는 하충의 영향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볼압입자 하부의 용력상태가 파괴과정에서 균열선단의 용력상태와 유사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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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찌료 륙생에 따른 영향 

붙 압업 과정에 미치는 재료의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서 입력으로 사용되는 용력

변형률 곡션의 강도계수 K와 가공경화지수 n올 각각 20%씩 변화시켜 해석을 수행하 

였다. 해석에 사용된 강도계수와 가공경화지수는 표 2.4.1에 나타내었다. 그림 2.4.11은 

해석결과에서 얻은 평균 접촉압력을 압입 깊이에 따라 나타낸 것으로 재료의 K에 크 

게 의존하며， 같은 K에서는 n이 작은 경우에 큰 명균 접촉압력을 보였다. 이것온 입력 

으로 사용된 용력-변형률 곡선과 같은 경향으로 재료의 강도에 직접 영향을 받고 있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2.4.12는 평균 접촉압력에 대한 최대 주용력의 비를 압입 

깊이에 따라 나타낸 것으로 천체객으로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압입 깊이가 

증가되는 경우 재료 상수의 따라 절대 값에서 약간의 차이롤 보이고 있다. 평균 접촉 

압력과 달리 평균 접촉압력에 대한 최대 주용력의 비는 K에 무관하며， 재료의 n에 따 

라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볼 압입 과정에서 압입자 하부의 용력집중 

정도는 재료의 강도계수에 판계없이 가공경화지수가 중가함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림 2.4.13은 재료에 따론 불압입자 하부의 중심요소에서 3축용력올 붙 압입 깊 

이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그림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재료의 K에 따른 3축용력 

의 변화는 압입 초기에 약간의 차이롤 보이지만 깊이가 증가됩에 따라 거의 같온 값 

으로 수렴한다. 반면， 일정한 K에서 n에 대한 영향은 압업 깊이가 증가됩에 따라 뚜렷 

이 나타나고 있으며 ， n이 증가함에 따라 3축용력이 감소하는 경향율 보이고 있다. 이 

러한 경향은 그림 2.4.1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볼 하부의 중심 촉을 따라 모돈 요소에 

서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재료의 가공경화지수가 소성변형에 의한 강화와 

소성변형의 천파에 직접객인 영향율 미치기 때문이다. 그림 2.4.15와 같이 불압업자 

하부의 중심축에서 재료 상수 K와 n에 따른 항복용력에 대환 효과용력의 비를 살펴보 

면 K에는 거의 무관하고 n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3축용력정도가 K 

에는 무관하고 n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는 것은 K는 소성변형의 천파에 거의 영향이 

없으나， n은 증가함에 따라 소성변형의 전파로 인해서 구속력이 작게 좌용하므로 용 

력의 집중과 3축용력이 감소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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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 론 

탄소성 유한요소법을 이용하여 원자로 압력용기에 대한 자동불압입시험올 모사하 

고， 볼압입자 하부에서 용력분포와 용력상태훌 명가하였다. 그 결과 다옴의 결론율 얻 

었다. 

가. 자동화압입시혐의 경우 압입 깊이가 크기 때문에 해석올 위해서는 접촉면에서의 

마찰이 고려되어야 하며， 불과 시편사이의 마찰계수가 0.1 얼 때 시험결과와 잘 일치 

하였다. 

나. 용력집중정도률 나타내는 명란 접촉맙력에 대한 최대 주용력의 버는 맙입 깊이에 

따라 초기의 탄성영역에서는 약 1.0 까지 급격히 감소하고， 소성변형 명역에서는 다시 

점차 중가하여 약 1.2 정도의 값율 보인다. 

나. 볼 압입 과정에서 볼맙입자 하부의 최대 3축용력용 불과 접하는 시편의 중심에셔 

나타났으며， 맙입 깊이에 따라 중가하다가 일정한 값에 수렴하는 경향율 보였다. 원자 

로 압력용기의 경우 최대 3혹용력은 약 2.9 정도로 란열선단에셔의 3촉용력정도와 버 

슷하였다. 

라. 옹력집중정도와 3촉웅력정도는 모두 재료의 강도계수 K보다 가공경화지수 n에 강 

하게 의폰했으며， n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율 보였다. 이것온 같은 K에서 n이 

증가함에 따라 소성변형의 전파가 용이하므로 소성변형에 대한 구속력이 작기 때문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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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4.1 Strength coefficient and sb빼n 뼈rde:띠ng exponent of materials 

used for analysis(Ko-853.5, 110-0.117) 

K。 1.2K。 O.8K。
.......... "--*-""' .. ~'" .• -.-•.• -•. "'-'--••• “‘ .-"_ ....... _L.:.:.:.:o-.-.-•.• -~y.-••• '‘ ‘’ .. ~ ... ~~-.-.-.-.-.-.-~.-.-.' “ _ ... "_'L.>_':':':,‘’ ....•. ""'""'''''''.A-.-.-•• ‘· .... 

no mat.1 mat.2 mat.3 

1.2n。 mat.4 mat.5 mat.6 

O.8n。 mat.7 mat.8 mat.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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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5 철 샤펴충격시험면 용용기좋 

원자로구조재의 건전성은 주로 중성자조사 환경에 대한 저항성을 평가하므로서 보 

장받을 수 있다. 따라서， 원자로 감시시험온 법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요 항목이 

다.[1] 그러나， 현실적으로 원자로 압력용기 재료의 조사취화 명가톨 위한 감시시험편 

의 수량은 지극히 제한되어 있어 발전소 특유의 특성자료를 얻기위해서는 제한된 수 

량의 시험편으로부터 보다 많은 정보를 얻올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이 필요하다. 따 

라서， 본 연구의 목표는， 이미 규정에서 정하여 사용되고 있는 샤피 (Charpy)충격시험 

편올 이용하여 원자로재료의 건천성을 명가할 수 있는 다옴 기술들을 확보하는 것이 

다. 즉， 미소(표준크기 야하I substandard)시험편율 충격시험하고 이로부터 표준샤피시 

험편의 충격시험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기술과， 하나의 샤피충격시험편으로부터 보 

다 많은 시협정보를 얻어낼 수 있도록 충격시험기롤 계장화(instrumentatio띠하여 그 

결과를 해석하는 기술， 그리고 이미 사용한 샤피충격시험편을 다시 재생 

(reconstitution)하여 사용하는 기술이다. 주요 수행결과는 다옴과 같다. 

1. 며소시혐편을 이용환 표준 Charpy Indices 의 0홉측 

원자로 압력용기강을 대상으로 표준크기 이하의 Charpy 시험편을 1/2 및 1/3 크 

기로 가공하여 충격시험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실험적 보정인자를 사용하여l 미소시 

협면(Substandard Charpy)으로부터 표준 다larpy 시험편의 주요 indices인 upper 

shelf energy(USE)와 ductile-brittle transition tmperature(DBTI)를 예측할 수 있었다. 

Notch root 선 단의 fracture volume(Bb2)과 함께 notch tip radius(R)와 span len양h(L) 

를 고려하여 도출된 새로운 normalized USE 는 

[USE]N = USE 
[(b/L2 )뀐쩍1/2][Bb2 ] 

로 표시되었다. 보정언자로 [(b / L 2) 1/3R 1/2] [Bb2] 를 사용하여 미소시험편으로부터 표준 

시험편의 USE를 계산한 결과， 기제안된 보정인자[2-4]를 적용했을 경우보다 매우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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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예측올 활 수 있었다(Fig. 2.5.1). 또한， DBTI’의 경우는 다음과 같이 표시되었다 

(Fig. 2.5.2). 

DI/3TT [DBTT ]N = r~::， 112 
[Bb/R] 1ι 

2. 체장화 충격시햄법의 용용 

가. Shear Fraction의 빼 측 

계장화충격시험에 의하여 얻어진 하중-변위 곡선온 다용의 정보톨 재공한다. 특/ 

파괴과정에서 최고하충(maximum load)융 나타내는 Pm, 불안정 균열천파하충(load at 

the initiation of unstabe crack propagation)용 나타내는 Pu, 그리고 균열청지하중 

(crack arrest load)올 나타내는 Pa 퉁이 있다. 시험편 변위의 변화에 따른 하충의 변 

화는 시험편의 파괴과정과 밀컵한 판련이 있으며， Pu-Pa는 짧온 시간에 급격히 하중 

이 감소하는 불안정 균열성장(unstable crack growth) 즉 취성파괴(brittle fracture)량 

올 나타낸다. 따라서， 째료의 파괴과정에서 발생하는 하중의 변화는 Pu-Pa 부환율 제 

외하고는 모두 연성파괴(shear fracture)와 관계가 있으며， 이 중 암는 탄성변형과 관 

계하므로 제외된다. 즉， pm과 Pm-Pu 그리고 Pa톨 합하여 분모로 하고 Pu-Pa톨 분자 

로 하여 나누어주면 이는 불안정균열성장(unstable crack growth)의 환훌율 나타내고， 

따라셔 나머지는 연성파면률(shear fraction)율 나타낸다. 본 연구에셔는 이러한 개념 

율 토대로 하여 다옴 식용 도출하였다. 

R t-Pa shear β-action = 1 - 2Pm-Pu+Pa 

실제 시험결과와 비교한 결과I 기존의 식 [5]롤에 비하여 shear % 의 경향을 예측하는 

데 훨씬 근첩된 결과훌 보였다(Fig. 2.5.3). 

나. Lateral Expansion의 예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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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py 충격 하중-변위 곡선으로부터 IateraI expansion용 예측하는 방법에 대해서 

는 아직 알려진 바가 없으나I 여기서는 다음파 같이 추정하여 보었다. 시험편의 변위 

에 따른 하중의 변화곡선으로부터 시험편의 변위와 판련하여 Iateral expansion에 명 

향올 미철 수 있는 부분은 오로지 dm-dy뿐이다. 왜냐하면， dy는 탄성력에 의한 변위 

이고， dm으로부터 파단에 이르는 변위는 하중감소톨 동반하므로 lateraI expansion에 

기여를 하지 못한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옴파 같이 lateral expansion 예 

측식을 제안하였다. 

L.E. = A(dm- dy) 

여기서 A는 재료의 물성에 따라 정해지는 상수로 본 시험재료의 경우 0.67이며， dm 

용 최고하중까지의 변위(displacement to maximum load), 그리고 dy는 항복하중까지 

의 변위(displacement to yield load)톨 나타낸다. 예측한 Iateral expansion과 ASTM E 

23-94a에 따라 실측한 값올 1:1로 비교한 결과I 잘 얼치하는 경향올 볼였다(Fig. 2.5.4). 

다. 천이곡션에서의 위치 및 USE.으l 특성 

이밖에도 Charpy 하충-변위 곡선으로부터 얻올 수 있는 실용객인 정보 가운데 또 

하나는， 하나의 시험편을 시험하였을 때 얻어진 하중·시간(변위) 곡션으로부터 하중변 

화 특성분석에 의혜 천이곡선의 어느 부분에 위치하는 data인가롤 예측할 수 있다는 

점이다. 시험결과， 앞셔 논의한 Pu-Pa 가 O 이라면 이는 upper shelf energy 영역에 

해당하는 시험편이다. 어느 용도에서 Pu-Py = 0 홀 시험결과가 나타닮다면 이 용도는 

lower shelf 명역임율 예측할 수 있다. Pu-Pa의 분롤올 알 수 있으므로 천이영역의 어 

느정도 휘치인지를 짐작할 수 있고， 시험용도롤 높여 한 두 번의 시험에 의해 u}뿌er 

shelf롤 찾올 수도 있다. 이러한 방법율 이용하여 중성자가 조사된 시험편의 시험횟수 

와 시험공정올 최소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볼 수 있었다. 

라. 동척파괴인성의 계산 

원자로 압력용기강은 천이온도 이상에셔 항복하중보다 큰 최고하충(꺼 < Pm)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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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며， 따라서， 탄소성 파괴거동을 나타내는 경우의 equivalent energy method와 

J-integral을 이용한 방법올 객용할 수 었다[6-7]. 이렇게 구한 탄소성 동객파괴인성치 

는 션형파괴역학으로부터 도출된 KJd와는 동일하지 않으나， 비선행조건에서 가장 근사 

한 강을 얻올 수 었다(Fig. 2.5.5). 시험편의 compliance톨 고려하여 equivalent energy 

법을 이용환 결과와 J-integral 법율 이용한 결과는 거의 동일하였다. 이와같이， 피로균 

열 다larpy 시험편율 계장화 충격시험하는 방법으로 동객파괴인성의 측정이 가능하였 

다. 

3. 충격 시 험 편 의 Reconstitution 

수량이 극히 한정된 조사시험편의 채활용을 위해， 다larpy 충격시험편을 대상으로 

재생용캡방법의 선돼과 용첩기의 제착， 재생시험편의 시험 둥을 실시하였다. 

가. 용첩법의 선택 

용첩법을 선돼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은I insert 시험편의 크기(약 25 

- 20 mm 이하)와 온도이력(조사온도)롤 고려하여 정확한 data롤 얻는데 무리가 없 

어야 하므로， ASTM E 1253-88 standard guide[8]를 근거로， 다옴과 같이 요약된다. 

(1) 중앙 10 mm가 irradiation damage annealing율 유발하지 않는 온도일 것， (2) 

HAZ와 HAZ 사이의 길이가 최소한 14 mm 이상 확보되어야 할 것(ductile 채료)， (3) 

충격강도가 보장될 것， (4) 용첩공정이 간단하고， 가능하면 가공공정이 최소화 혹온 생 

략될 것 - hot lab. 에셔의 remote control이 가능하여야 합 - 퉁이다. 

이러한 기준을 염두에 두고， 용캡법의 선돼범위롤 좁혁갔다. 예를들어， 각종 arc 

welding이나 gas welding온 용캡원리상 열영향부가 크고 공정 control이 어렵기 때문 

에 reconstitution을 목객으로는 우선 순위에서 제외되었다. Electron beam welding은 

용접공정상 용접열영향부가 작아 시험편 재생용으로 객합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지 

만I 작업공정이 복장하고 장비의 가격이 높은 것이 단챔이다. 3.5 kW CQz( A =10.6 A) 

LASER 발진장치롤 이용하여 용캡을 시도한 결과， 우선， 10 mm 두째 시험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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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netration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고， 그 다옴， filler 없이 맞대기률 할 경우 맞대기 

한 공간의 체적만큼 재료가 채워주어야 하므로 외형상 (-) bead 률 갖을 수 밖얘 없다 

는 것이 문제가 되었다. 즉， 이로인해 용첩부에 불필요한 notch가 형성되어 충격시험 

시 용접부가 먼저 파괴될 우려가 있었다. Friction weld는 용접공정상 시험편 중앙후 

의 열영향올 배제하기가 어려우며， 또환 용첩에 의한 길이 줄어옮( dimensional 

constraint)이 5 mm(양쪽 10 mm) 이상으로 나타냈다. 

나. Reconstitution 

본 연구에서는 충분한 검토과정올 거쳐서 최종적으로 5tud 용접법을 용용하기로 

결정하였다. Charpy 시험편 재생올 위해 특별히 고안된 modified arc stud 용접기률 

제작하였다. Corgon(C02 + Argon) gas 분위기에서 시험편자체의 arc 발열율 이용하 

여 순간적(500 ms)으로 용접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으며， 시험편을 잡아주는 clamping 

device와 chuck holder의 alignment는 정밀하게 조정되도록 되어 었다. 양호한 arc의 

발생을 유도하고 spatter의 이산올 방지하기 위한 ceramic ferrule롤 사용하였다. 

재생용접된 시험편에서 외형상 용입불량은 판찰되지 않았으며， 비교적 양호한 용 

접부를 얻을 수 있었다. 용접열영향부(HAZ)의 단면올 판찰한 결과， void 동의 형성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비교적 건전한 HAZ를 보여주었다. HAZ의 크기는 최대 4 mm 

이내로I 모재측 길이방향 constraint는 1 mm 이하로 나타났다. 

재생시험편을 이용하여 Charpy 충격시험율 실시한 결과I 상용(18 oc) 및 저온(-48 

OC)에서의 재생용접부의 강도는 충격시험편의 기능을 유지하기에 충분한 것으로 나타 

났다. 재생하지 않은 원래의 모재에 관한 Charpy 천이곡선을 재생된 시험편의 충격치 

와 비교한 결과I 재생시험편의 충격치가 높게 나타냈는데I 이는 시험재의 채취위치가 

원재료는 1/4 t에서 I 그리고 재생시험편의 경우 inner surface에서 채취되었기 때문이 

다(Fig. 2.5.이. 

이상의 결과로부터I 본 연구에서 제작한 재생용첩기를 이용하여 기사용(broken) 

α\arpy 시험편올 재생하는 것이 가능함을 알았다. 향후， 보다 심도있는 검토와 시험 

이 이루어지므로서 재생시험편 품질향상올 위한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었다. 특히/ 비 

록 비용이 많이 든다는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I 정도 및 품질의 측면에서 전자빔용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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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활용이 척극 검토훨 펼요가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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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6 철 미소자성기법에 의환 죠사손상 명가기술 

1. 연구의 빼정 

원자로 재료는 가동중 고에너지 (E>O.l Mev)의 중성자에 의하여 계속적으로 조사됨 

에 따라 각종 툴리척 및 기계적 성질이 변하여 연성이 저하되고 취성이 중가하는 취 

화현상을 일으킨다. 이는 압력용기의 파괴저항성을 약화시켜 압력용기의 건전성올 위 

협하며 원자력 발전소의 수명단촉에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원자로 압력 

용기 재료는 주기적으로 파괴시험을 거쳐 건전성을 입증하게 되어었다[1]. 그러나 이 

감시시험은 많은 비용과 시간， 방사선 피폭이 요구되며 한 번 사용된 시편온 다시 활 

용할 수 없게 된다. 그러므로 시편 수의 제약으로 인하여 고리 1호기와 같은 운전이 

력이 많은 발전소에서는 수명 연장시 감시시편의 부족으로 원자로 건전성율 입증하기 

곤란하므로 만일 신뢰성 있는 비파괴 방법이 개발된다면 이러한 문제점올 해결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조사손상은 크기가 1-2 nm 정도의 극히 미세한 결합[2]에 의한 것이므로 

기존의 비파괴척 방법으로는 탐지가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최근에 미세변화롤 관찰 

할 수 있는 자기척 방법 [3，4] 을 이용하여 중성자 조사취화를 평가하는 방법이 연구되 

고 있다. 

중성자 조사재료의 자기척 성질은 공공(vacancy) 및 원자간격/상태 변화 둥에 의 

하여 영향을 받기 때문에 재료의 변화률 자기척 성질변화를 이용하여 비파괴 적으로 

평가가 가능하다. 이때 측정되는 재료의 자기적 성질로는 Hysteresis Loop 와 

Barkhausen Noise (BN) 가 있으며 Hysteresis Loop 에서는 잔류자화(remanence)， 보 

자력 (coercivity), 에 너 지 적 (Hysteresis loss) 동을 Barkhausen Noise 에 서 는 

Barkhausen Count, Barkhausen Amplitude, Power Spectrum 동을 측정함으로서 재 

료의 변화정도를 명가할 수 있다. 

자기적 성질 변화를 이용하는 중성자 조사취화 평가방법은 비파괴 적인 방법으로 

lN-Situ 로 간편하게 측정이 가능하므로 NRC 에서도 이의 연구롤 적극 추진하고 었 

다. 또한 기계적 성질과의 상관관계를 이용하면 비파괴 적으로 기계적 성질편화롤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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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할 수도 었다. 

중성자 조사에 의하여 철합금의 BN 신호가 변하는 것온 석출물의 크기에 의폰한 

다고 알려져 있다 [되. 만일 석훌물의 크기가 자구벽의두째 (철에서 -60 nrn) 보다 작 

으면， 이 석출물온 자구벽의 훈동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 따라서 BN 신호의 변화률 

관찰 할 수 없다. 그러나 석훌물의 크기가 자구벅의 두째에 첩근할 때 BN 의 신호는 

변할 수 었다. Harwell [6] 과 Paris 11 대학[7]에서 수행한 연구에 의하면 조사에 의 

하여 생성된 미세한 구리석훌물온 너무 작아서 자구벽의 운동올 방해할 수 없기 때문 

에 BN 의 신호변화톨 판측할 수 없었다고 하였다. 

그러나 Iowa 대학 [3] 에서 수행한 연구에 의하면 중성자롤 조사한 RPV 강에서 

BN 는 크게 감소하였고 소둔에 의하여 이천의 값으로 회복되었다고 하였다. 이들은 

중성자 조사에 의하여 중가한 pinning 충심이 천위와 자벽의 운동융 방해하였고 이 

결과 조사에 의하여 BN 가 감소하였다고 하였다. 그러나 조사환갱이 Barkhausen 

noise 의 변화 원인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Sablik [8] 퉁온 조사취화톨 나타내는 양인 무연성천이용도의 변화 (L1 RTNDT) 와 

자기객 성질 사이의 상호판련생율 조사하였는데， 기계척 성질변화와 자기객 성질변화 

사이의 판계식율 얻지는 못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중성자 조사량이 1016 n/αn2 까지 조사된 SA508-3 원자로 압력용 

기강의 B-H loop 와 Barkhausen noise톨 측정하였으며 보자력， 최대자기유도 빛 

Barkhausen Amplitude 의 변화는 자구와 defect clusters 와의 상호작용으로 셜명 되 

었다. 

2. 실 협 

가. 시편준비 

본 연구에 사용한 재료는 한국중공업에서 만든 SA 508 Class 3 훤자로압력용기 

재료로서 화학객 성분온 표 1과 같으며 23mm x 18mm x 70μm크기로 가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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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Je 2.6.1 ChemicaJ comDosition of as-received SA508-3 steeJ. 

중성자 조사는 훤자력연구소 서옳분소의 TRIGA MARK III 훤자로외 노심중심 부 

근의 동위원소 생산용인 조사공용 사용하여 조사하였다. 시편용 알루미늄 foil로종휴 

별로 포장하여 알루미늄 캡슐의 상부에 넣었으며， 캡슐온 뚜껑을 닫용 후 고압press로 

압혹하여 봉합하였다. 조사량온 Fe dosimeter 흩 사용하여 혹청하였으며 충성자는 

1013 
- 1011 n/ cm2까지 조사하였다. 저 융첨 공청합금용 사용하여 측 시편의 훌사온도 

는 약 70. C였다. 

나. 자기척 성질 혹정 

자기적 성질용 휴청하기 위환 혹청장치는 그림 1과 같이 제작하였다. 함수발생기 

로 5 Hz 의 정현파톨 발생시킨 후 Techron 560 천력증폭기로 중폭하여 U 모양의 

ferrite core 에 220 번 감용 coil 에 연결하여 12 KA/m 의 자기장을 발생하였다. 자 

기장의 세기는 gauss meter 율 사용하여 혹정하였으며， 유도된 자속밀도 B 는 시편 

주위에 2200 번 갑온 탐지 coil 에 유도된 천압율 자속계(flux meter) 로 척분하여 구 

하였다. 자속계에서 나용 신호는 digitaJ storage osciUoscope(D잉1， Lecroy 931이 훌 

통하여 수집하였으며 o잉 는 GPIB 보드훌 흉하여 PC 에 연결하였다， Barkhausen 

Noise는 탐지 coi1 에 유도된 신호롤 Low Noise Pre-Amplifier와 Band Pass Filter톨 

통과시켜 컴퓨터로 처리하였다 

3. 컬콰 몇 검토 

비조사재 와 1016 ncmo2 (E> 1 Me꺼 의 중생자톨 조사한 재료의 Hysteresis L∞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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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모양은 그림 2 에 나타나 었다. 중성자 조사에 의해 자화곡선은 버조사채보다 높 

게 나타녔으며， 조사량이 중가할수록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것올 알 수 있다. 그 

림 3 온 중생자 조사에 의하여 변화된 Bar암\ausen noise 의 모양율 보여준다. 그림 4 

놓 .:I.립 2 의 Hysteresis Loop 의 변화로부터 중성자 조사량에 따른 보자력의 변화톨 

측청한 것인데， 보자력온 1Q 14nlαn2 까지는 거의 일정하다가 그후로 중가하는 것올 

롤 수 었다. 반면 잔류자화는 그림 2 에서 보듯이 중성자 조사에 의해 거의 변화되지 

않았다. 그림 5 의 최대 자기유도의 변화도 보자력과 버슷한 경향율 보이고 있다. 

중성자 조사에 의한 Hysteres일 Loop 의 변화는 여러 사랍들의 연구에 의하여 보 

고되었으나 그들온 모두 같온 경향율 보이지는 않는다. Stubbins 둥 [9]온 A533 압력 

용기 재료를 사용한 연구에서 중생자 조사에 의하여 포화 자기유도는 중가하였으며， 

보자력과 잔류자화는 크게 변하지 않았다고 보고하였다. Wi-Ja Shong [1이 풍온 충성 

자톨 조사한 A533 강의 자기척 생질변화에셔， 보자력과 잔류자화는 중성자 조사에 의 

해 감소하였고 보자력의 변화는 잔류자화의 변화보다 작았다고 보고하였다. 중성자 

조사에 의한 포화자기휴도의 총가는 본 실험결과와도 찰 일치하고 있다. 중생자 조 

사에 의한 보자력과 잔류자화의 변화가 연구자에 따라 통일한 경향율 보이지 않는 이 

유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시편이 모양과 관련된 행상자기이방성 계수 및 자기척 성질 

변화기구와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중성자 조사에 의한 자기객 성질변화의 원인에 대하여는 거의 알려져 있 

지 않다. 충성자 조사에 의한 재료의 기계척 성질변화는 일반척으로 조사에 의하여 

생성된 첨결함들의 모임 (defect c1usters 도는 depleted zone) 이 전위의 운동을 방해 

합으로서 일어난다고 알려지고 있다. 반면에 자기척 성질변화는 자구벅의 운동에 의 

하여 껄명되고 있다. 

중생자훌 조사한 훤자로재료의 미세조직 연구결과에 의하면， 2-3 nm 정도의 크기 

훌 가진 defect c1usters 외에 혹별한 미세조직의 변화는 발견되지 않았다 [1긴. 따라 

서 중성자 조사에 의하여 생생된 이들 defect c1usters 둥이 자구벽의 운동율 방혜함 

으로셔 자기객 성질이 변한다고 고려할 수 었다. 그러나 찰 알려진 자구벽의 이론에 

의하면 자구벅의 운동율 방해하기 위하여는 자구벽의 크기와 버슷한 청도의 크기를 

가진 개채물이 가장 효과객이다[11]. 왜냐하면， 자벽의 이통온 이통하는 개채물 자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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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상호작용보다는 개채물에 부착된 스파이크 자구와의 상호작용에 의하여 방해를 받 

기 때문이다. 

철의 자구벽은 두께가 40-100 nrn 정도이며， 반면 defect clusters 의 크기는 1-2 

nrn 정도로 10 배이상 차이가 난다. 따라서 defect clusters 에 의환 자구벽의 방해로 

중성자 초사에 의한 자기척 성질변화롤 셜명하기에는 많은 어려웅이 있다. 그러나 

이들 defect clusters 들은 주변재료와 다른 자발자화를 가지고 있거나 또는 천혀 자화 

가 없는 비자성 영역이므로l 이들이 미약하지만 자구벽의 운동율 방해 할 수 있올 것 

으로 보인다 [13]. 

보자력은 자구벽이 움직이는데 필요한 힘의 크기률 나타낸다. 따라서 자구벽의 

운동이 개재물 둥에 의하여 방혜를 받올 때 보자력온 증가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중성자 조사에 의하여 보자력이 증가한 것은 중성자 조사에 의하여 생성된 defects 둥 

이 자구벽의 운동을 방해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포화자기유도는 재료의 미세구조에 민감하지 않다고 알려져 있다 [11]. 따라서 중성 

자 조사에 의하여 재료의 미세조직이 변화하더라도 포화자기유도는 변하지 않아야 한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조사량이 증가할수록 포화자기유도가 증가하는 것은 매우 이 

해하기 힘들다. 포화지기유도는 외각전자의 spin 의 배향과 관련되어 있다 [14]. 따라 

서 만일 고에너지 중성자 조사에 의하여 L-5 coupling 이 변한다면 포화자기 유도가 

변할 수 있올 것이다. 

그림 6 은 중성자 조사량에 따른 Barkhausen Noise Amplitude 의 변화를 보인 

것이다. BNA 는 lQ I4 n/cm2 까지는 거의 일정하다가 그후 조사량의 중가에 따라 감 

소하였다. Sapahi 둥은[15] 는 감시캡슐의 Charphy 충격시면올 사용한 연구에서 조 

사시편의 Barkhausen Voltage 는 감소하였고 열처리에 의하여 증가하였다고 보고하였 

다. Little 동[16] 은 6O't 에서 중성자률 조사한 a 철에서 Barkhausen peak 는 중성 

자 초사에 의하여 감소하였다고 보고하였다. 그들은 이 현상올 중성자 조사에 의한 

석출물이 분해에 기인한다고 하였다. 

Barkhausen noise 는 주로 자벽이 한 위치에서 다른 위치로 갑작스런 점프Gump) 

롤 하기 때문이라고 알려지고 있다. Barkhausen noise 는 자구의 비가역척인 훌동에 

의하여 탐지코일에 유도되는 전압 pulse 의수와 높이로 표시되는 각 자구벽의 훈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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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통계척으로 나타나는 것융 반영한다. 따라서 각각의 Barkhausen pulse 는 자구벽 

의 형태얘 의폰하므로 조사시편에 있어서 각각의 자벽의 운동과 Barkhausen noise 툴 

대용시키기는 힘툴다. 그러나 일반척으로 자벽의 운동이 개채물에 의하여 방해툴 받 

을 때 Barkhausen noise 는 감소한다고 알려져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조사량이 

증가할수록 Barkhausen noise 가 감소하는 것은 조사에 의하여 생긴 결함이 자벽의 

운동을 방해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4. 요 약 

자기척 성질변화 측정에서는 중성자 조사에 의하여 자화곡선은 비조사재보다 높 

게 나타었으며， 조사량이 증가할수록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중성자 조사량에 따른 보자력의 변화는 1015 n/cm2 까지 일정하다가 그후로 중가 하 

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또한 최대자기 유도 변화도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충 

성자 조사량에 따른 Barkhausen Noise Amplitude (BNA) 의 변화도 1015 n/crn2 까지 

는 거의 일정하다 그후 조사량의 충가에 따라 감소하였다. 본 연구결과에 의하면 충 

성자 조사에 의하여 자기척 성질이 변하는 것은 조사에 의한 defect clusters 가 자구 

벽의 운동을 방해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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쩨I 3 장 웹작훌훌 體혈용기째훌훌 뿔성 평가 

채 1 철 기채적 톰생 및 화괴언생 톡생 

1. 셔 론 

가압 경수행 원자로의 압력용기는 약 10인치 (25Omm) 정도의 두께톨 갖는 대형 

구조물로셔 소재에서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특성은 내압에 충분히 견딜정도의 강도 

및 파괴인성이다. 소재는 SA533 및 SA508 동 ferritic low-alloy steel (HSLA, High 

Strength Low Alloy 범주의 강)이 사용되며 1차계통 냉각수에 의한 부식문제롤 해결 

하기 위해서 용기내벽온 천체가 약 5mrn 두째의 austenitic 스태인레스강 (Type 304 

계열)으로 cladding (용첩피복) 되어 있다. 원자로 압력용기는 가동중 고속중성자 조사 

톨 지속척으로 받아서 파괴인성이 저하되고 연성-취성 천이온도가 고온쪽으로 이동하 

는 취화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발천소의 안전운전 여유률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서 

는 파괴저항성이 큰 소재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또한 소재의 화학 성분에 있어 

서도 조사취화에 대한 영향이 큰 원소인 Cu, Ni, P 둥에 대한 엄격한 조철올 필요로 

한다. 

국내에서 가동중인 경수행 원자로 압력용기는 셜계 및 쩨조회사가 다르며 재료와 

제조방식도 다르다. 영광 3/4호기 이후에 건셜된 원전의 압력용기는 한국중공업에서 

국산화하여 사용중이며/ 최근의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 축방향의 용첩부률 근본적으로 

없얘기 위해 대형 단조품인 SA508-C1.3롤 소재로서 채택하고 있다. 한국중공업에서 생 

산한 국산 원자로 압력용기 소채는 제조방식에 따라 크게 3총류로 나뉘어 질 수 있 

다. 제 1총은 일반척인 VCD (Vacuum Carbon Deoxidation) 공법으로 제조흰 것으로 

영광3/4호기 및 올진 3호기가 이에 해당된다. 제 2총은 VCD+AI (VCD 공법에 AI을 

미량 챔가하여 결청립 미세화를 이룩함) 공법으로 올진 4호기에 채돼하였다. 체 3종은 

Si+AI (Silicon 탈산 및 AI 챔가) 공법으로 영광 5호기 이후에 표준공법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많으며 일본의 JSW톨 비롯한 세계 유수의 제조회사가 채태하고 있는 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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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이다. 

본 보고서에서는 한국중공업에서 제착한 원자로 압력용기 국산소재인 SA508-

C1.3 강의 특성 충 혹히 원자력 발전소의 건천성에 직첩척인 영향올 미치는 기계척 

특성 및 파괴저항 혹성에 대한 명가률 다룬다. 천술한 바와 같이 여러 가지 공법으로 

제조된 소재에 대한 비교명가톨 수행하며 외국 소째와의 비교훈석율 흉한 재료 성능 

평가 및 개션검 도훌을 목표로하였다. 시험의 종류는 인장시험， 낙중시험I 다larpy 충 

격시험I 그리고 J-Integral 파괴인성 시험이다. 

z 빼청 

가. 원자로 압력용기의 재료 규격 

원자력 초기의 압력용기재료인 SA212-B carbon steel온 강도가 낮고 두깨가 커질 

경우 파괴인성에 문제가 있어서， 강도와 인성이 향상된 HSLA grade의 SA302-B 

low-alloy steel로 대체되었다. 여기에 다시 열처리효과톨 향상시키기 위혜 Ni융 챔가 

하여 충격인성율 향상시킨 SA533-B1 (grade B, class 1) plate 재료가 개발되어 현재까 

지도 원자로 압력용기의 주 소재의 하나로서 사용되고 있다. Plate 소재로 압력용기톨 

제작할 경우 여러개의 축방향 용첩부를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균열 안천성 측면에셔 

매우 불리하다. 따라서 축방향 용첩부를 근본적으로 없얘기 위하여 대형 단조재 (shell 

forgíng)의 적용이 도입되었으며， 대표적으로 SA당뻐ζ1.2 채료가 사용되었다(우리나라 

의 고리1호기 둥). SA508-C1.2는 SA533-B1 와 휴사한 열처리 제조 특성율 가지며/ 화 

학성분에 있어서는 Mn의 양이 약간 작은 대신 Ni 빛 Cr과 Mo이 약간 더 챔가되어 

강도와 인성면에서도 SA533-Bl 강과 거의 유사하다. 하지만 SA508-C1.2 채료의 내면 

에 austenitic 스태인레스강으로 cladding 한 후 stress-relief 열처리훌 하였을 때 

cladding 안쪽으로 microcracking이 발생하는 것이 발견되었다. SA533-B1 강에서는 

이러한 microcracking의 문제점이 보고되지 않었기 때문에 화학조성을 SA533-Bl 강과 

거의 유사하게 조철한 SA508-C1.3 강이 개발되었으며 현채 전세계척인 추세는 

SA508-C1.3 단조재롤 사용하는 것이다. Table 3.1.1에는 현재 사용중인 대표척 압력용 

기 재료들의 화학성분 빛 인장특생 규격치를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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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원자로 압력용기 재료의 파괴저항 특성 요구조건 

원자로 압력용기는 원자력 발견소의 안천성에 가장 큰 영향을 마철 수 있는 부풍 

일 뽑 아니라， 가동중에 고속중생자에 조사되어 재료가 취화되는 경년열화(ageing) 현 

상이 뚜렷이 나타나므로 이에 대한 척철한 대비책이 요구된다. 미연방법령집 

(10CFRSO, Appendix G)애서는 원자로 압력용기의 충분한 건천성 확보롤 위하여 요구 

되는 재료의 파괴저항 륙성을 Charpy impact tou양mess에 기초하여 다옴과 같이 규 

쩡하고 있다. 

- 가동중 upper shelf energy가 5Oft-lb 이 상 

- 가동중 천여온도의 상송으로 인한 RTPTS 값이 3OO"F 이하. 

위의 두가지 요구조건온 훤자로 압력용기가 정상척인 운천을 계속할 수 있는 최소한 

의 screening criteria이 며， 만일 이 조건율 만족치 못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는 상세한 

파괴역학 시험/해석을 통하여 안천성을 입증하여야 한다. 1970년대 이견에 제조된 원 

자로용기 소채의 경우 Cu 빛 P 퉁의 불순물 영향으로 조사취화가 심하여 가동중 위 

의 요구조건옳 만족치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었으나， 1980년대에 첩어들면서 재료의 

개션이 이루어져 대부분의 용기개료가 이러한 요구조건온 충분히 만족하고 있다. 

하지만 훤자력 발천소의 안천성에 대한 일반 사회의 판심이 급증되고， 또한 미래 

형 원자로의 개발이 추진되고 있는 현 시점애서 원자로용기 소재에 대한 요구조건도 

훨씬 까다로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현재 원자로 용기채료의 파괴특성 명가에 있 

어서도 정성적인 충격시험에 의폰하지 않고 파괴역학 시험융 통한 정량적인 파괴인성 

치를 명가자료로 삼으려는 것이 세계척인 추셰이다. 비록 파괴인성치롤 훤천에 대한 

규격으로 제시하고 있는 국가가 현재까지는 없으나， 소채의 구입시에 이에 대한 추가 

의 요구조건을 명시하는 경우도 있다. Table 1.1.2는 최근 영국 최초의 가압경수로인 

Sizewell B 발천소의 건셜에서 요구조건으로 째시된 파괴저항특성의 예이다. 표에서 

보는 재료혹성은 상당히 구체객이면서 매우 강화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세계 유수 

외 원자로 용기소재 제조회사애서는 자사 제풍의 우수성올 션전하기 위하여 요구조건 

보다도 쩔퉁한 혹생의 시혐자료훌 생산하고 있으며， 원천부품의 수출을 계획하고 있 

는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추세에 맞추어 엄격한 품질륙성 시험명가를 통한 재질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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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 필수척이라 하겠다. 

3. 국잔 원짜로 압력용기 소채의 시험/명가 

전술한 바와 같이 국산 웬자로 압력용기 소재는 ASME 규격의 SA508-CI.3 단조 

재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나， 상세한 제조공정은 제품마다 조금씩 서로 다르다. 따라서 

각각의 공정에 따라 제조된 압력용기 소재에 대하여 인장시험， 낙중시험 및 Charpy 

충격시험， 그리고 J-Integral 파괴인성 특성 시험올 수행하고 그 결과를 상대 비교함으 

로써 국산 소재의 특성올 파악하고 향후 웬천부품 수출에 대비한 재질 개선의 방향올 

수립하고자 하였다. 또한 일부 소재 선진국의 시험자료와도 비교률 수행하였다. Table 

3.1.3은 비교시험에 사용된 소재들의 명칭 및 화학조성을 정리하였다. 

가.인장특성 

Table 3. 1.3에 제시될 여러종의 SA508 Gr.3 원자로 압력용기강에 대하여 인장시 

험을 수행하였다. 인장시편은 시험부 직경이 6.35mrn언 환봉이며 게이지 길이는 

25.4mrn 이다. 고온 및 저온 시험에서는 environmental c뼈mber를 사용하였으며， 강제 

순환 방식에 의하여 土1 't 범위 내에서 온도를 조절하였다， 인장시험온 ASTM 

E185-94, E8-95a, E21-92에 따라 변위제어 (stroke control)로 수행되었으며 시험온도가 

상온이 아닌 경우는 시편 내외부의 온도가 균일하게 분포되도록 하기 위하여 시험온 

도에 도달한후 l시간 유지시킨 후에 시험올 실시하였다. 항복점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하항복첨올 항복점으로 취하였고， 항복점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는 0.2% offset법올 

사용하여 항복점을 결정하였다. 

Fig. 3. 1.1에는 각각의 재료에 대한 상온에서의 인장특성치를 비교하였다. 그림에 

서 보는 바와 같이 인장 특성에서 제조공정에 따른 커다란 차이는 보이지 않으나， 전 

반적으로 Si+Al 공정에 의한 소재의 특성이 비교객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Si+Al 

소재의 인장특성은 또한 세계척으로 가장 우수한 품질올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진 일 

본의 JSW 소재에 거의 근접한 것으로 판단된다. 모든 소재 공히 ASME 재료규격상 

의 요구조건을 만족하고 있으며， 상대척으로 인장강도의 경우가 규격에 비해 여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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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지 않옴올 볼 수 었다. 천반객인 경향은 Si+Al 소재 및 VCD+Al 소재의 특성이 

비교적 우수하며 VCD-3의 경우가 가장 만족스럽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Fig. 3. 1.2 - Fig. 3.2.5 는 각각의 소재에 대해 온도에 따른 인장강도， 항복강도， 

연신률， 단면수축률의 변화롤 나타낸 것이다. 시험온도범위 (-20-149't)에서 항복강 

도와 및 인장강도는 용도가 중가함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올 보이나 가동온도(288 't) 

에서는 최저값보다 약간 높용 값올 나타낸다. 특히 인장강도에서 이 경향이 뚜렷이 

나타나며 이는 동적변형시효에 의한 효과로 판단된다. 이에따라 단면수축훌 빛 연신 

율의 경우도 모든 재료에서 용도의 증가에 따라 약간씩 감소하였다. 

나. 무연성천이온도 

국산소재 원자로 압력용기강에 대한 무연성 천이온도(TNDT)롤 구하기 위해 낙중시 

험(Drop Weight Test)올 수행하였다. ASTM E208 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 수행되었으 

며， Dynatup 사에서 제착한 3570 J 용량의 낙중시험 7l(E.T.I 8(뼈 A/3C)를 사용하였다. 

시험시 낙하에너지는 300 ft-lb 였으며， 낙하높이는 20.88 in 였다. 시험은 각 소재별로 

모채， 용접부， 열영향부둥 3종에 대하여 수행되었다. 첫 시험온도는 시험부위별로 제 

조사의 CMTR에 제시된 시험결과를 참고로 하여 껄정하였고， 시험결과에 따라 온도를 

낮추거나 (no-break 경우) 높이면서 (break 경우) 수행 하였다. 시편의 온도조절에는 질 

소기체 분사방식의 용도조절기톨 사용하였으며， 시험은 각 시편올 해당 시험온도에서 

1시간 이상 유지 시킨 후 수행하였다. 이때 각 용도에서 2회 이상 시험올 수행했다. 

낙중시험 후에는 시면을 육안으로 관찰하여 break, no-break, no-test 여부에 대해 판정 

했다. 

무연성 천이온도 (ND'πTNDT)는 ‘낙중시험후 시편에서 break가 판찰되는 최고 온 

도’로 정의되며， 여기서 10 oF 롤 더한 온도에서 2회 이상의 no-break 가 관찰되어야 

한다. 낙중시험 결과로서 각 재료의 TNDT는 Table 3. 1.4에 나타나 었다. 한편 TNDT 에서 

6O"F 를 더한 온도에서 충격에너지가 50 ft-lb 이상이면 TNDT 가 그대로 기준무연성천 

이온도(RTNDT)로 간주되는데， Table 3. 1.4에 나타난 바와 같이， 시험된 모든재료는 이 

낙중시험 결과에 의혜 기준무연성 천이온도가 결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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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충격륙성 

샤피충격인생용 원자로재료의 물성율 평가하고 수명올 예측하는데 가장 많이 이 

용되고 있는 시험항목이다. 륙히， 원자로합력용기의 감시시험에 펼수 항목으로 규정되 

어 있으므로 원차로의 가동천 비조사물성올 명가하는 것용 매우 중요한 일이다. 따라 

서， 본 항에서는 지금까지 생산된 국산 훤차로합력용기강 (VCD-1,2,3, VCD+Al, 

5i+Al)의 샤피충격인성올 재료별(모재 L, T 및 용첩부， 열명향부)로 시험하고， 샤피충 

격 물성치롤 종합척으로 비교 및 명가하였다[1-4]. 

모든 샤피충격시험온 A5TM E 23 에 규정하고 있는 “ Standard Test Methods 

for Notched Bar Impact Testing of Metallic Materials" 의 껄차에 따라 A5TM 표준 

크기(A type)의 시험편융 시험하였다. 시협기는 SA TEC Systems, Inc. 의 SATEC 

51-1D3 로 시 협 기 의 용량온 407 J (300ft-Ib) 이 고 충격 속도 (striking velocity) 는 5.18 

m/sec (17 ft/sec) 이며 교정검사된 기기이다. 시험온 각 소재벌로 5가지 총류의 재료 

(모재 (L, T), 용첩금속， 열영향 부위， 5RM) 에 대해 저온에서의 low shelf, 고용에서 

의 upper shelf (최대홉수에너지 명역) 그려고 중간온도에서의 취성.연성 천이거동을 

결정하기 위해 (full Cv-curve획득) 약 -100 t 에서 +쟁8 t 까지의 용도 범위에셔 

수행되었다. 시험온도는 4가지 종류의 bath(고온 또는 저온조)를 이용하여 얻었으며 

-100 't - 50't 는 Isopentane + dry ice or liquid nitrogen으로， -50 't - 상용은 

AIcohol + dry ice or liquid nitrogen 으로， 상온 - 95 't 는 물 + heater 로 95t 

-300t 는 silicon oil + heater 톨 사용하였다. Bath에는 교반장치 (stirrer) 가 부착 

되어 었으며 시협온도는 교정검사된 온도계률 이용하여 혹정되었다. 

해석올 간단화하고 인휘적인 오차를 줄이기 위해 시험온도에 따른 충격 홉수에너 

지 값의 충격곡선 결정에는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hyperbolic tangent (f ANH) 

curve fitting 방법올 사용하였다. 사용된 T ANH function 온 

CVE = A + B TANH [(f-To)/C] 

이며， 여기서 CVE 는 충격홉수에너지， T 는 시험온도이며 A,B,C 및 To 는 reg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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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sis 로 결정 되는 상수다. 

Fig. 3.1.6 온 VCD-1 소재톨 대상으로 -100 oc - 엉8 Oc 구간의 온도범위에서 

충격홉수에너지의 천이거동율 재료별로 나타낸 것이다. 재료는 각각 모재(BM-L 빛 

BM-η와 용첩부(Weld) 그리고 용접옐명향부(HAZ)로 구분되었고， 모두 1/4 t 두째에 

서 채취된 것이다. 규정에 따라 HAZ 의 경우는 용첩용융선(fusion line)으로부터 모재 

측으로 0.8 mm 떨어진 위치얘 시험편의 노치(notch)가 위치하도록 하였다. 모째， 용접 

및 열명향부 모두 전형척인 ferritic steel 의 천이거동을 보여주는 가운데， HAZ > 

Weld > BM(L) > BMπ) 순으로 DBTT(ductile-brittle transition temperature)는 높아 

지고 USE(upper shelf energy)는 낮아짐을 볼 수 있다. HAZ 의 경우 가장 우수한 

충격특성을 보이고 었다. 

Fig. 3.1.7 은 VCD-2 소재를 대상으로 -100 OC - 288 Oc 구간의 온도범위에서 충 

격홉수에너지의 천이거동율 재료별로 나타낸 것이다. USE 는 HAZ > BM(η >

BM(니 > Weld 순으로 낮아지고 DBTT 는 HAZ > Weld > BM(η > BM(L) 순으로 

높아짐을 볼 수 었다. VCD-1의 경우와 같이 HAZ 인성이 가장 우수하게 나타났다. 

Fig. 3.1.8 온 VCD-3 소재를 대상으로 -150 OC - 엉8 0C 구간의 온도범위에서 충 

격홉수에너지의 천이거동율 재료별로 나타낸 것이다. USE 는 HAZ > BM(L) > 

BM(η > Weld 순으로 낮아지고 DBTT 는 HAZ > Weld > BM(η > BM(L) 순으로 

높아짐을 볼 수 었다. 여기서도 VCD-1，2의 경우와 같이 HAZ 인성이 가장 우수하게 

나타났다. 

Fig. 3.1.9 는 VCD+Al 소재를 대상으로 -120 oc - 엉8 Oc 구간의 온도범위에서 

충격홉수에너지의 천이거동율 재료별로 나타낸 것이다. USE 는 Weld > BM(L) > 

HAZ > BM(T) 순으로 낮아졌으나 거의 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DBTT 는 

HAZ > BMπ)， BM(L) > Weld 순으로 높아짐을 볼 수 있다.DBTT 의 경우， HAZ 인 

성이 가장 우수하게 나타났다. 

전체척으로는 Fig. 3.1.10 과 같이 HAZ 의 월둥한 충격특성을 기륙하였고， 모재와 

용첩부는 거의 비슷한 분포를 보였다. 

Fig. 3.1.11 온 각 소재별 모재(BM-L)의 충격톡성올 비교하기 뷔하여 -100 oc -

288 oc 구간의 온도범위에서 충격홉수에너지의 천이거동을 소재별로 나타낸 것이다. 

USE 는 VCD-3 > VCD+Al > VCD-1 > VCD-2 순으로 낮아졌으나 VCD-3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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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D+Al, 그리고 VCD-1 과 VCD-2 는 각각 서로 비슷환 수준올 보였다. 포한， 

DBTI 는 VCD+Al > VCD-3 > VCD-2 > VCD-1 순으로 높아짐으로서 VCD+Al의 경 

우 인성이 가장 우수하게 나타났다. 

Fig. 3.1.12 는 BM(f)의 경우 -100 Oc - 짧8 0C 구간의 온도범위에서 충격홉수에 

너지의 천이거동율 소재별로 나타낸 것이다‘ USE 는 VCD-2 > VCD+Al > VCD-3 > 

VCD-1 순으로 낮아졌고 DBTI 는 BM(L) 의 경우와 동일하게 VCD+Al > VCD-3 > 

VCD-2 > VCD-1 순으로 높아짐으로서 BM(1) 의 경우도 VCD+Al의 인성이 가장 우 

수하게 나타났다. 

Fig. 3.1.13 윤 각 소재별 용접부(Weld)의 충격륙성올 비교하기 위하여 -100 oc -
갱8 oc 구간의 온도범위에서 충격홉수에너지의 천이거동흘 소재별로 나타낸 것이다. 
USE 는 VCD+Al > VCD-1 > VCD-2 > VCD-3 순으로 낮아졌고， DBTI 는 VCD-1 

> VCD-2 > VCD-3 > VCD+Al 순으로 높아졌다. 

Fig. 3.1.14 는 각 소재별 HAZ 의 충검특성올 비교하기 위하여 -150 oc - 갱8 

。C 구간의 온도범위에서 충격홉수에너지의 천이거동올 소재별로 나타낸 것이다. USE 

는 거 의 비 슷한 수준으로 볼 수 있는 가운데， VCD-1 > VCD-3 > VCD+Al > VCD-2 

순으로 낮아졌다. 또한， DBTI 의 경우도 커다란 차이롤 보이지는 않았지만， VCD-3 > 

VCD-1 > VCD+Al > VCD-2 순으로 미 세하게 높아졌다. 

이러한 충격특성의 변화는 Fig. 3.1.15 에서 볼 수 있듯이 각각의 쩨조(특히 제강) 

공정에 따라 특정지워질 수 있다. 즉， VCD(vacuum carbon deoxidation) steel-making 

소재 (VCD-1，2，3)에 비하여， VCD+Al 혹은 Si+Al 탈산한 소재의 경우 뚜렷이 우수한 

충격특성을 보였다. 

이상으로부터 도출된 샤피인성기준치들온 Table 3.1.5 에 각각 재료별로 요약되어 

었다. 소재벌 충격특성의 경향올 볼 수 있는 가운데， VCD+Al 및 Si+AL 소재의 충격 

인성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재료별로는 모든 소채 공허 용첩열영향부(HAZ)가 

월둥한 인성치를 보였다. 이러한 자료들은 향후 친행되는 원자로압력용기의 제조 빛 

평가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며， 특히 조사천 자료로서 조사후 및 감시시 

험의 기준 자료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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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파괴인성륙성 

파괴인성 륙성의 평가에는 AS’fM 표준 시험법 E1737-96 (종래의 E813 및 E1l52 

의 종합 개정판)에 따라 J-Integral 시험/해석법이 이용되었다. 상온 이상 원자로 가동온 

도인 2880C 까지는 연성균열이 성장하므로 unloading compliance 법에 의해 J-R curve 

롤 얻었으며， 저온에서 cleavage 담acture가 발생하는 경우는 취성파괴시까지 시편에 가 

해진 J-lntegraJ 값을 임계값 (Jc)로 취하였고 다옴의 관계를 이용하여 criticaJ stress 

intensity factor (KJc)로 변환 되었다. 

_1 E 
H}C - Y (1- ν 2) ι 여기서 E는 탄성계수. 

시험편온 표준 lT-CT 시험편과 1/2T-CT 시험편을 사용하였으며， 일부 저온 시험 

율 제외하고는 대부분 양쪽면에 10% 씩의 측면홈을 가공하였다. 시험장비는 10톤 용 

량의 천기유압식 재료시험기 (MTS Model-81O)훌 사용하였으며 모든 시혐의 수행 및 

data 해석용 PC로 자동화 되도륙 하였다. 시험온도의 조철온 environmental chamber를 

이용하였으며， 시험면에 열천대롤 직접 부확하여 시험중 온도변화가 :t lOC 이내로 되 

게 하였다， 

Fig. 3. 1.16온 VCD-2 소재에 대해서 온도에 따른 J-R curve 특성을 도시한 것이다. 

시험용도가 증가하여 원자로 가동온도인 2880C까지 용도에 따라 J-R 특성온 저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훤차로 압력용기강과 같온 저합금강에서 일반척인 현상으로 

그 원인은 동척변형시효 (DSA, Dyt뻐띠c strain ageing) 때문으로 알려져 있다. 가동온 

도 부근의 파괴저항 특성온 상온 부근의 그것에 비해 약 50% 정도 감소되는 경향율 

보였으며， 다른 소재에서도 비슷한 경향율 보일 것이 예상된다. Fig. 3. 1.1 7에는 2880 C 

에서의 J-R 특성을 소채벌로 비교하였다. VCD 공정에 의한 소채롤 (VCD-l，2，3)온 서 

로간에 큰 차이롤 보이지 않았으며， 그에 비해 VCD+Al 공정 및 Si+Al 공정에 의하여 

재조된 소재의 파괴저항 륙성이 우수하였다. 이는 Al 챔가로 인한 결정립의 미세화가 

주 요인으로 사료된다. 

Fig. 3. 1.1 8은 가장 우수한 특성올 보인 Si+AJ 소재의 J-R 특성을 외국의 유사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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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에 대한 시험결과와 비교한 것으로， 국내에서 제조된 원자로 압력용기강， 톡히 

Si+Al 공정에 의한 소재가 J-R 특성변에서 선진국의 제풍특성에 거의 근접해 있용을 

볼 수 있다. 하지만 Fig. 3. 1.1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부 소재 (VCD 공정에 의한 소 

재， 륙히 VCD-3)에서는 상온 이상에서도 취성파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는 

Table 3.1.2에 제시된 최근의 재료요구조건을 총족치 못하늄 결과로서 톡히 통 소채의 

천이온도가 상대적으로 높옴올 반증한다. Fig. 3. 1.20온 천이온도 영 역에서의 따괴인성 

특성용 종합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VCD 공정에 의한 파괴 

인성 천이특성 온도는 타 재료에 비해 상대척으로 고온이며. VCD+Al 빛 Si+Al 공정 

소재의 경우 비교적 양호한 결파를 주었다. 하지만 국산 소재중 가장 양호한 륙성을 

나타낸 Si+Al 소재의 파괴인성 천이륙성도 일본 JSW의 소채에 비해서는 약간 떨어지 

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철론 

5종의 국산 원자로 압력용기소재 (SA508-C1.3)에 대하여 인장시험 및 낙중시험， 

Charpy 총격시험. J-Integral 파괴쩌항 륙성시협올 흉하여 각 소채에 대한 물성 비교평 

가톨 수행하였다. 시험결과 인장 및 충격 둥 기계객 강도 톡성에셔 공히 VCD 소재에 

비해서 VCD-Al 및 Si+Al 소재의 특성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따괴저항 륙성 

측면에서는 VCD 소재에 비해서 VCD-Al 빛 Si+Al 소재의 특성이 월동히 우수환 것으 

로 나타냈다. 가장 우수한 특성을 보인 Si+Al 소재논 upper shelf 영역에서의 J-R cuπe 

특성이 외국 소재에 비해 손색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져온 천이온도 영역 

에서의 파괴인성 특성은 아직 많온 개선이 펼요하리라 사료되며， 특히 일부 VCD 소 

재에서는 상온 이상의 온도에서도 취성파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다. 따라서 향후 

국산소재의 수출 둥에 대비한 채질의 개선방향온 주로 RTNπr률 줄일 수 있는 방향으 

로 천이온도영역 특성의 개선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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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1.1. Specifications of chemical composition and tensile properties 

for representative PWR RPV steels 

ASME Chemical composition (wt%) 

Spec. C Si Mn Ni Cr Mo 

SA533-B1 
<0.25 0.15-0.30 1.15-1.50 0.40-0.70 0.45-0.60 

plate 

SA508-C1.2 
<0.27 0.15-0.40 0.50-1.00 0.50-1.00 0.25-0.45 0.55-0.70 

forging 

SA508-C1.3 
<0.25 0.15-0.40 1.20-1.50 0.40-1.00 <0.25 0.45-0.60 

forging 

ASME composition (wt%) Strength (MPa) elongation 

Spec. P s Yield Ultirnate (%) 

SA533-B1 
<0.035 <0.040 345 550 - 670 18 

plate 

SA508-C1.2 
<0.025 <0.025 11 345 550 - 725 18 

forging 

SA508-C1.3 
<0.025 <0.025 345 550 - 7정 18 

forg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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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1.2 Special requirement of fracture toughness of reactor pressure 

vessel steel for Sizewell B PWR (UK) 

J~Integral 

Test temperature 
430 C 2930 C 

Material Forging Weld Forging Weld 

JIc (kJ/m.!) 156 156 136 136 

KJc (MPa써\) 187 187 169 169 

Ja2 (kJ/mL) 720 500 400 250 

KJ (MPa써\) 300 300 - -
'--- L-

- }Jc is the initiation value of 1. 

- KJc is the value of K computed from 1,c. 

- 1.2 is the value of 1 at the intersection of the linear J L1 a regression line with 

d a=2mm (d a is crack growth). 

- KJ is the value of K computed from 1 below which no specimen may show 

cleavage instability. 

Maximum allowed RT NDT 

_220 C (-7.6~) for nozzle forging 

-120 C (10.4~) for other forgings and wel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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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1.3 Chemical composition of 5A 508-3 steels (in w t.%). 

| 
]NN 

| 

M \a\teria Edlb 、\n、생 ι C Mn P S Si Ni Cr 뼈o V Cu Al Fe I 

ASrv뼈 Spec. 
0.25 1.20-1. 0.015 0.015 0.15-0. 0.40-1. 0.25 0.45-0. 0.05 0.1 

BaL 
max 50 max max 얘O % max 60 max max 

VCD-l 0.18 1.43 0.008 0.003 0.08 0.78 0.04 0.52 O.α)6 O.아m O.α퍼 Bal. 

VCD-2 0.19 1.38 0.007 0.003 OJ11 0.78 0.16 0.54 0.007 O.아m O.α)6 Bal. 

g려 { VCD-3 0.19 1.42 0.007 0.002 0.0얘 0.86 0.14 0.51 0.003 0.035 O.α)6 

VCD+Al [! 0.18 1.46 O.α)6 0.003 0.10 0.86 0.15 0.51 0.004 0.030 0.018 묘머J 

Si+A1 0.21 1.36 0.007 0.002 0.24 0.92 0.21 0.49 0.005 0.030 0.0'잃 Bal. 

]SW 
0.18 1.46 0.002 0.001 0.17 0.79 0.14 0.51 0.003 0.030 0.021 Bal. I 

(Si+Al-2) 



Table 3.1.4 T NDT and RT NDT for SAS08-C1.3 steels 

Material TNDT RTNDT 

(SA508-C1.3) 
Remarks 

얀) ('C) 얀) ('C) 

VCD-l 10 -12.2 10 -12.2 

VCD-2 -20 -28.9 -20 -20 

VCD-3 30 -1.1 30 -1. 1 

VCD+Al -20 -28.9 -20 -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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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1.5 Charpy indices of various Korean RPV rnaterials(5A508-3 Forgings) 

l Material 

B(니15 

VCD I B(T)I5 1 -12.2 

T NDT(oC) I RT NDT(oC) I U5EG) I T 30“.lb(OC) I T 5Oft.lb(oC) I T 35mils(oC) 

#1 I W(T) 

HAZ 

-45.6 

-40.0 -71 .7 

B(L)LS 

VCD I B(T)LS I -28.9 

#2 I W(끼 
HAZ 

-51.1 

-51.1 

-12.2 

% 

-
쩌
 一때
 

전
 -
천
 -없
 

-x 

없
 -
자
 
( 

쨌
 

-1 .7 

3.3 

-41.1 

-13.5 

-10.7 

-36.7 

-74.3 
r=ι““‘’-~r ..... 

B(니15 

VCD I Bσ)15 I -1.1 

#3 I W(T) I -56.7 

HAZ I -40 

-45.6 

-40 305 -74 

-28.9 

........... ~ .... -.:.: .... 

255 -18.2 -5.3 

282 -21 .5 -9.4 

238 -46 -33.1 

289 -92.5 -82.8 

-51.1 

-51.1 

300 -15.1 -7.2 -12.5 

-1.1 262 -27.4 -15 -24.8 

-46 251 -36.1 -21 .4 -21 .5 

-40 -74 
‘ .. -.-.-.-.-.-.-.-.......... _."' ................ ι … .••.•••••••••••••••• A.~ 

294 -34.8 -26.2 -30 
t--~ 

-28.9 284 -38.8 -28.5 -29.3 

-37.5 300 -24.6 -9.4 -13.9 

-45.6 293 -84.2 -72.3 -71.8 

짧廳혔f 
-45.6 

홉펼 -23 .3 

14.9 

-23.3 -34 269 -44.7 

172 7.1 22.4 

* 5RM : 5tandard Reference Materials(A533B Pl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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째 2 철 미쩨조직 및 펴로끌열 성장특성 

1. 셔론 

원전용 재료는 혹독한 분위기에서 장시간 사용되기 때문에 강도I 파괴인성 둥의 

기본적인 재료요건 이외에도 부식， 부식피로I 용력부식균열， 중성차 조사 취성 둥 여 

러 가지 파괴요인에 대한 세밀한 연구톨 홍한 자료의 확립 및 안정된 제풍사양이 보 

장되어야 한다. 저합금강으로 쩨조원 고압용기에 대한 손상방지기술온 오랫동안 연구 

개발의 대상이 되어 왔올 뽕만 아니라 앞으로 원자로의 안천성을 제고시키고 수명율 

연장하기 위하여 지속척인 연구가 필요한 분야이다. 톡히 피로균열성장 및 부식피로 

특성 평가 및 저항성 개션에 관한 연구는 저합금강의 손상방지기슐 개발의 핵심객인 

연구분야이며 선진국에서는 조칙적이며 대규모의 연구개벌이 진행되고 었다[1，2]. 예훌 

들어 I.C.C.G.R 그룹 (IntemationaI Cyclic Crack Growth Rate Group)동에 서 는 공동 

연구를 통하여 원자력 발천소용 압력용기용 강 SA 533-B, SA 508-2, SA 508-3 및 동 

재료들의 용첩부의 피로 란열성장 곡션에 대한 팡범위한 데이터톨 촉척하고 불석하여 

왔으며， 이러한 실험결과를온 1981년부터 발전된 데이터베이스 EDEAC에 수록되었다.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피로륙성에 대한 규정이 ASME Code XI에 확립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왼전껄비의 셜계/ 수명명가 및 파손대책수립 둥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또한 연구결과를 분석하여 안정성 및 우수한 특성올 가지는 재료롤 개발함으로써 원 

전의 안전성 향상 및 수명연장올 도모하고 있다. 

피로란열 성장 속도에 영향올 미치는 인자에는 합금조성I 항복강도， 미세초칙 동 

의 금속학적 인자， 용력비， 용력주파수 둥의 기계척 인자 및 냉각수의 성분， 온도， 유 

속 둥의 외부 환경객 인자 둥이 있는데 이들 인자를의 피로균열성장 특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명확한 기구규명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3-5]. 또한 대부분의 연구결과 

는 피로란열성장 속도가 10용m/cycle 이상인 Paris 영역에서 수행되어 왔지만， 실제 

피로균열 성장 시간의 대부분온 란열성장 속도가 10.am/cycle 이하인 임계 

(near-threshold) 영역에서 소요되고 있기 때문에 임계영역에서의 피로란열 성장거동 

에 관한 연구가 실제로 매우 중요하다[6，기. 국내의 경우 원천용 저합금강은 국내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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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에서 이미 제조 및 성형가공되어 발천소 부품에 사용되고 었으나， 아칙 미세조직 

및 피로균열성장 특성을 비롯한 체반 혹성에 관련된 연구실객온 충분하지 못한 형면 

이다. 따라서 원전판련기술의 국내개발 측면파 원천산업의 규모 및 원천용 저합금강 

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동 강재의 톡생명가 및 개선은 시급히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철에서는 한중제조 VCD-1, 2, Si+Al-1, VCD-3, VCD+Al 및 Si+Al-2에서 제조 

한 저합금강 SA508-3 강재( Si+Al-2)의 미세조직 특성 및 피로균열성장 륙성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광학현미경 및 투과천자현미경을 사용하여 동 강재의 미세조직， 석출물 

분포 빛 형상을 조사하였으며， 저합금강의 피로균열성장 기구를 규명하기 위하여 대 

기， 3.5% NaCl 수용액 및 중류수 분위기 하에서 피로균열성장 특성을 고찰하였다. 특 

히 임계영역에서의 거동에 주목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동 강재의 고유피로균열특성 

올 조사하기 위하여 진공 분위기 하에서 피로시험을 수행하였다. 또한 재열처리 조직 

의 기계객 성질 명가 및 경년열화 특성분석을 행하였다. 

2. 실햄방법 

가. 실험찌료 

본 연구에서는 원자로 압력용기용 SA 508-3 저합금강율 실험재료로 사용하였으 

며， VCD-1, 2, Si+Al-1, VCD-3, VCD+Al법으로 제조한 시면블록 빛 Si+Al-2 시연을 

사용하였다. 실험재료의 화학조성을 표 3.2.1에 나타내었다. 본 시면들은 노말라이정→ 

댐퍼링→오스태나이정→급랭→햄돼링→용첩 후 열처리(PWHI’)의 순서로 열처리가 수 

행되었으며 상세한 열처리 조건 및 제강공정을 표 3.2.2에/ 인장특성을 표 3.2.3에 나 

타내었다. 

두째위치별 미세조직 관찰은 VCD-1, 2, Si+Al-1, VCD-3, VCD+Al 법으로 제조한 

시면블록 및 Si+Al-2 시편에 대하여 수행하였다. 두째위치별 피로균열 성장거동의 고 

찰은 Si+Al-1 시편블록으로 수행하였으며I 제강공정에 따른 피로균열성장거동을 조사 

하기 위하여 VCD-1, 2, Si+Al-1에 대하여 힐정한 두째위치에서 시험올 수행하였다.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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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액 분위기에서의 부식피로균열성장거동 및 고유 피로균열성장거동에 관한 연구톨 

위하여 VCO-1 시편블록올 사용하여 피로시험을 수행하였다. 열처리 공정 조절을 통 

한 미세구조 변화에 따른 특성평가 및 경년열화 특성평가는 VCO-2 시편블록에 대하 

여 수행하였다. 표 3.2.4에 본 연구에서 수행한 제품별 시험내용을 요약하였다. 

나. 미써조직 환활 

미세조직은 주로 광학현미경과 투과전자현미경올 사용하여 조사하였다. VCO-1는 

1j2t 위치에서 미세조직을 관찰하였고， VCO-2, Si+Al-1, VCO-3, VCO+Al 및 Si+Al-2 

는 10, 1j4t, 1j2t, 3j4t, 00의 두께위치에서의 마세조직을 관찰하였다. 광학현미경 

관찰용 시편은 연마지 및 0.3 μm Ah03 분말을 이용하여 연마한 후 1 % Nital봐 포화 

Picric산올 1:1로 혼합하여 만든 부식액에서 40-60초 동안 부삭시켜 관찰하였다. 투과 

전자현미경 관찰은 탄소추출복제법과 박막법에 의해 준비된 시편을 사용하였다. 탄소 

추출복제 시편은 우선 연마지 및 0.3μm Ah03 분말을 이용하여 연마한 후 1-4% 

Nital 또늄 Nital과 Picric산의 혼합 부식액에서 60-120초간 부식시켰다. 부식된 시편 

에 탄소를 증착시키고 전해연마하여 탄소막을 분리하였는데， 전해액은 목적에 따라 

다르게 선택하였다. 전체적인 분포를 살피는 것이 목적일 때는 과염소산 20%와 메탄 

올 80%를 혼합한 전해액 또는 10% Nital을 사용하였고， 미세한 석출물들을 분리하는 

것을 위주로 할 때는 염산 10% 에탄올 90%를 혼합한 전해액을 사용하였다. 박막시편 

은 두께 60μm 정도까지 기계적 연마를 한 후 slurry disc cutter에서 직경 3 mm의 

원반으로 만든 다옴， 95% 초산에 5% 과염소산을 넣은 Twin jet electropolisher에서 

전해연마하여 준비하였다. 주사전자현미경 관찰은 광학현미경 판찰시와 마찬가지 방 

법으로 시편을 마련하여 관찰하였다. 

VCO-2 시편블록으로부터 채취한 시편을 재열처리하여 항온변태 및 연속냉각변태 

조직을 관찰하였는데， 항온변태 실험시는 블록시편으로부터 작게 절단한 시편을 88 

0"C에서 한시간 정도 오스테나이트화한 후 영욕에 장입하여 일정시간 열처리하였다. 

연속냉각변태 실험은 Formastor-F 자동변태기록장치를 사용하여 각각의 냉각속도에 

따른 조직을 얻었으며I 이때 그림 3.2.1에 나타난 길이 10 mm, 직경 3 mm로 가공한 

시변을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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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펴로균혈생장 륙생 

피로균열성장시편은 ASTM E647에 규정된 두께 6.18 mm, 폭 50.8 mm의 

compact tension (Cf) 시편용 T-L 방향으로 가공하였다. 그림 3.2.2에 본 연구에서 사 

용한 cr시편의 치수롤 나타내었다. 각 cr시편에는 피로균열의 바른 성장을 위하여 

쇄브론 노치(다levron notch)롤 가공하였다. 실험을 수행하기 전에 연마지 및 0.3삐 

Alρ3 분말율 이용하여 시편표면율 거옳면과 같이 연마함으로써 이동현미경을 통한 

균열의 관찰이 용이하도록 하였다. 

피로균열 성장시험용 10톤 용량의 자동유압식 재료시험기(MfS 810, Instron 8502) 

롤 사용하여 상온에서 수행하였다. 분위기에 따른 피로균열성장 기구의 변화률 고찰 

하기 위하여 상대습도 40-50%의 대기， 3.5% NaCl 수용액 및 중류수 분위기 하에서 

시험을 수행하였다. 아울러 시협재료의 고유 피로균열 성장거동을 조사하기 위하여 

진공분위기 하에셔 시협율 수행하였다. 사용한 sine 파행의 하중주파수는 주로 20 Hz 

훌 사용하였으며， 3.5% NaCl 수용액 및 중류수의 수용액 분위기 하에서는 하중주파수 

의 영향올 고찰하기 위하여 1, 5, 20 Hz흩 사용하여 시협을 수행하였다. 

수용액 분위기 하에서 피로시험융 수행하기 위하여 아크릴율 사용하여 부식피로 

시 험용 용기를 제작하였다. 또한 펌프(Iwaki : K-2)톨 사용하여 유량을 조절할 수 있 

는 용액순환시스햄올 제작하여I 피로균열성장 시협중 지속격으로 새로운 용액을 공급 

하였다. 그림 3.2.3온 부식피로시험 장치의 모식도이다. 진공 분위기에서의 시험은 특 

수 제작된 고진공 용기 내에서 수행하였다. 로터리 휩프 및 turbo-molecular 펌프롤 

이용하여 진공을 만들었으며， 모든 고진공부는 고순도 통 가스켓을 사용하여 밀폐시 

켜 외기의 유업을 차단하였다. 얻어진 진공도는 5x10용이하였다. 그립 3.2.4에는 진공 

시험장치의 모식도를 나타내었다. 

피로균열성장 시험을 ASTM 닮47의 규정에 따른 일정하중진폭시험， 일정한 L1 K 

및 일정한 κna‘ 조건에서 피로균열 성장시험을 수행하였다. 그림 3.2.5에 각 방법에서 

의 균열길이에 따른 κ띠x 및 Kmin의 변화를 모식도로 나타내었다. 하중 및 균열길이에 

따른 용력확대계수 범위， L1 K는 ASTM 닮47에 제시되어 있는 다옴 식을 사용하여 계 

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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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1K=짧 (lf없3/2 (0.086 + 4. 64a-떠2앙+ 14.72a3 -5.6녕) (1) 

여기서， a = a/W, L1P= Pmax - P min 

B: specimen thickness, W: specimen width, a: crack length 

일정하중진폭 시험의 경우/ 우선 초기에 높온 반복하충을 가하여 시편에 균열을 

생성시킨 후 하중감소법 (load shedding technique)올 이용하여 업계영역으로 첩근하였 

다. 하충감소폭은 직천 하중의 10% 미만으로 하였으며， 전 단계의 최대 용력확대계수/ 

Kmax로 계산된 소성역 크기의 4배 이상을 성장시킨 후 하중을 감소시켰다. 본 연구에 

서는 피로균열성장 속도가 1 X 10.10 m/ cycle 이하로 되는 L1K값융 임계용력확대계수 

범위 L1 Kth로 정하였다. 임계영역에 도달한 후 하중진폭율 변화시키지 않고 균열올 성 

장시켰다. 

일정한 L1K시험에서는 하중비 0.1 및 0.8에서 다양한 L1 K 조건으로 시험 분위기 

및 하중주파수훌 변화시키며 수행하였다. 일정한 Kmax 시험에서는 균열길이에 따라 최 

대하중과 최소하중올 초절합으로써 Kmax 강율 일정하게 유지시키고 아옳러 κnin 강올 

증가시키며 수행하였다. 이때 사용한 Kmax에 적합하도록 점차 하중을 중가시켰다. 

L1K = 20 . e -O.25(a-ao)(MPal교) (2) 

여기서， a와 ao는 각각 균열길이 및 데이터를 얻기 시작할 때의 균열길이다. 이와 같운 

방법으로 균열을 성장시킬 경우 하중비는 균열이 성장합에 따라 0.2로부터 점진적으로 

증가하게 된다. 일정한 L1 K 및 Kκmax 

위적으로 하중올 변화시켰으며/ 이때 발생한 L1 K 강의 편차는 :t0.1MPaf"" m 이내였다. 

한편 본 실험에서는 compliance 법을 이용하여 주기척으로 균열닫힘 하중올 혹정 

하였다. 시편표면에 COD(crack opening displacement) 게이지롤 부확한 후 용력주파수 

를 1 Hz로 감소시 쳐 1 cycle 동안의 하중-변위 곡션율 구한 다옴， 이 곡선의 기울기가 

변하는 점으로부터 균열닫힘 하중， PcI을 구하였다. 결정된 PcI값으로부터 균열닫힘 용 

력확대계수， Kcl올 계산하였다. 그림 3.2.6에는 전형척인 하중-변위 곡선의 모식도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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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내었으며 PC\값의 측정위치롤 표시하였다. 시험이 끝난 시편온 초옴파 세척올 한 후， 

광학현미경과 주사전자현미경을 사용하여 파단면 형상을 조사하였다. 

라. 마셰조칙 변화빼 따른 져합금강의 륙생명가 

본 연구에서는 연속냉각 및 항온변태 열처리 조건에 따른 미세조직의 변화를 고찰 

하고 이를 바탕으로 재열처리를 행하여 댐돼드 마르텐사이트 조직， 댐돼드 마르텐사이 

트와 베이나이트의 혼합조직 및 댐돼드 베이나이트 조직을 얻온 후 이들 미세조직의 

인장특성 및 피로균열 성장특성을 조사하였다. VCD-2 시면블록으로부터 채취한 시편 

을 88Ot:에서 오스태나이트화 처리하고 525 t: 염욕에서 30분간 유지시킨 후 수냉과 로 

명을 통하여 각각 베이나이트와 베이나이트+마르탠사이트의 혼합조직을 얻었다. 마르 

텐사이트 조직온 수냉올 홍하여 얻었으며 댐돼링 열처리는 66Ot:에서 10.5 시간동안 

행하였다. 인장시험은 ASTM E 8 규정에 따라 표챔거리 강mm， 직정 5mrn의 봉상시 

편을 제작하여 초기변형속도 4x 10-4/sec 로 시험올 수행하였다. 그림 3.2.7에는 본 연 

구에서 사용한 인장시편의 규격을 나타내었다. 

마. 정년열화 륙생명가 

경년열화 연구에서는 삼단가열로(three zone fumace)를 이용하여 용력-파단시험 및 

경년열화 가속시험을 수행하였다. 용력-파단시험은 당)(}-650 t:의 온도범위와 80-390 

MPa의 용력범위에서 행하였다. 포한 6OOt:, 170 MPa에서의 경년열화 가속시험을 흉하 

여 경년열화에 따른 미세조직의 변화와 이에 따른 기계객 특성을 평가하였다. 열화 시 

편은 파단수명의 1/4, 1/2, 3/4 빛 변형이 가속되는 시간까지 열화시쳐 얻었으며， 각 

시편의 미세구조I 경도， 인장특성， 피로균열 성장특성을 조사하였다. 피로균열 성장시험 

용 시편은 파단수명의 3/4 되는 시간까지 열화시킨 시편을 cr 시편으로 재가공하여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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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째조칙 및 팩로특생 

가. 미세조직 

(1) 재열처리 미세조직 관찰결과 및 베이나이트 조직의 분류 

Ohmori[8,9] 동은 저탄소강의 항온변태조직에 관한 연구톨 통하여 상부 베이나이 

트 조직올 B L BIL BIII의 세 가지로 분류하였으며 이를 다옴 그렴 3.2.8파 같이 TIT 

도표에 나타내었다. 이들윤 상대적으로 가장 고온에서 형성되는 소위 Carbide free의 

베이나이트를 Type 1 으로 분류하였는데， 이러한 조직은 빠른 탄소확산에 의해 베이나 

이틱 페라이트 밖으로 방출된 탄소가 세땐타이트률 형성할 정도의 국부객인 축객을 

일으키지 못하고 주변의 오스테나이트로 확산해 나감에 의해 형성된다. 또한 Type 1 

의 베이나이틱 페라이트 래스는 고온에서 형성되기 때문에 래스의 수는 객고 래스간 

의 간격은 커서 세벤타이트의 형성이 더욱 힘툴 것이며， 불규칙하고 조대한 래스형상 

을 가진다. Type rr 의 베이나이트는 중간범위의 온도에서 얻어지며 베이타이틱 페라이 

트 래스 사이에 세벤타이트가 긴 막대 모양으로 폰재하는 것으로， 전형적인 상부 베 

이나이트의 형태를 가진다. 가장 저온에서 형성되며 미세한 래스 내부에 세맨타이트 

가 힐정한 방위를 가지고 존재하는 조직을 TypeIII의 베이나이트로 분류하였는데， 이 

조직은 하부 베이나이트와 형태학척으로 유사하다. 하지만 Ohmori 동은 TypeIIl 조직 

의 변태온도가 350'(; 이상이고 베이나이틱 페라이트의 형태가 판이 아닌 래스 형태를 

가진다는 이유로 이 조직을 상부 베이나이트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Bramfitt와 Spper[10j는 베이나이트의 항온변태 및 연속냉각변태 조직에 관한 관 

찰올 통하여 보다 일반적인 베이나이트의 분류방법을 제시하였다. 이들은 래스 혹은 

판 형태의 베이타이틱 페라이트 내부에 석출물이 분포한 조직을 B1으로 분류하였으며， 

여기서 석출물의 종류에 따라 세멘타이트의 경우 BC
1, epsilon carbide의 경우 B t 1으로 

나타낸다. 또한 래스 혹은 판 사이에 세멘타이트， 오스테나이트， 마르텐사이트의 입자 

내지는 필름올 가지는 조직올 B2로 분류하였으며， 베이나이틱 페라이트 사이에 소위 

I discrete island' 의 constituent를 가지는 조직을 B3으로 분류하였다.~ 및 B3의 경우 

에도 제 2상의 종류에 따라 몇 가지 하부분류를 가지며， 자세한 분류내용을 그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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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9에 나타내었다. 이들은 Ohmori 퉁이 분류한 베이나이트 조칙올 자신들의 방식으 

로 제시하였으며， Ohmori 퉁의 Type 1 온 Bm.a3으로， TypeII는 BC2로， Typeill는 BC
1 or 

BÆ 1로 표시하였다. 

이러한 두 가지 분류방법올 살펴보면， Bramfitt와 Speer의 분류방법온 보다 일반 

적인 분류방법올 제시하고 있지만 복참한 편이며 Ohmori 퉁의 분류는 간단명료하지 

만 항온변태조직의 베이나이트에만 국한되어 있다는 차이챔이 있다. 하지만 두 가지 

방법에서 공통적인 개념은 같았으며， 이에 기초하여 주어진 SA508-3 강의 시편블록들 

에 적용될 수 있는 베이나이트 조직의 분류를 시도하였다. 우션 VCD-2 시편블록의 

째열처려롤 통하여 얻은 항온변태 조직 및 연속냉각변태 조직의 미세조직 판찰결과롤 

나타내었으며， 다옴에 여기서 제시한 두 가지 분류방법에 기초한 분류 및 전형적인 

형태를 나타내었다. 

VCD-2 시편블록율 880t에서 오스태나이트화한 후 항온변태시켜 얻온 미세조직 

율 그림 3.2.10에 나타내었다. 525t에서 항온변태시킨 정우 Ohmori 둥의 결과와 마 

찬가지로 ’Carbide free'의 빼이나이트 조직올 얻을 수 있었으며， 장시간(48시간 이상) 

유지하여도 세멘타이트의 석출온 일어나지 않았다. 500t에서 항온변태시킨 경우 래 

스 사이에 세땐타이트가 판찰되었지만 변태되지 않온 오스태나이트가 차지하는 비율 

이 더 컸으며l 장시간 유지하여도 이러한 경향온 마찬가지였다. 470't에서 항온변태시 

킨 조직의 경우 어느 정도(4시간 이상) 유지시 90% 이상이 베이나이트로 변태되었으 

며 베이나이트의 형태는 전형적인 상부 베이나이트에 가까웠다. 410't에셔 항온변태 

시킨 조직은 짧은 시간(약 5분)만 유지하여도 대부분이 베이나이트로 변태하였으며 베 

이나이트 조직의 형태는 하부 빼이나이트와 홉사하였다. 

VCD-2 시편블록을 88O't에서 오스테나이트화한 후 냉각속도를 달리하여 얻은 미 

세조직올 그림 3.2.11에 나타내었다. 우선 비교척 느련 15't /min의 냉각속도에서는 조 

대한 베이나이틱 페라이트 래스 사이에 두꺼운 세땐타이트의 충이 폰재하는 베이나이 

트가 판찰되었는데 이러한 조직은 Ohmori가 항온변태 조직에서 Type I 으로 분류한 

상부 베이나이트와 연판이 있는 듯하다. 즉， 냉각중 고온영역에서 조대하고 불규칙한 

형상의 베이나이틱 페라이트가 먼저 형성되며， 이때의 조칙은 Ohmori의 Type I 과 비 

슷할 것이다. 이후 냉각이 계속되면서 래스 사이의 변태되지 않온 오스테나이트가 세 

멘타이트， 퍼얼라이트， 마르탠사이트/ 잔류 오스태나이트 퉁의 복잡한 조직으로 변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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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것으로 생각되며 실제로 15 'C /min의 속도로 냉각 중 급랭시킨 결과 525 'C 항온 

변태조직파 비슷한 광학현미경 조직r 측 Type 1 에 해당하는 조직을 얻올 수 있었다. 

한편 60 'C /min의 냉각속도에서는 래스 사이에 긴 막대 모양의 세땐타이트가 존재하 

는 전형척인 상부 베이나이트 조직이 판찰되었으며 냉각속도가 더욱 빨라지면 하부 

빼이나이트와 유사한 형태의 베이나이트 및 마르텐사이트가 판활되었다. 또한 약 1 

O'C /sec 이상의 냉각속도에서는 100%에 가까운 마르탠사이트 조직이 판찰되었으며， 

5 'C /min의 느린 냉각속도에서는 Polygonal 페라이트와 베이나이트의 혼합조칙이 관 

찰되었다. 

이상의 항온변태 및 연속냉각변태 조직 판찰결과를 바탕으로 SA508-3 강의 시편 

블록에셔 판찰되는 베이나이트 중직들의 분류률 시도하였다. 이러한 분류의 목객은 

여러 시편블록들의 두께위치별 미세조직과 시편블록간의 미세조직척 차이롤 효과척으 

로 나타내기 위한 것으로 여러 시편블륙둘의 미세조직 관찰 결과는 뒤에 청리하였다. 

먼저 조대한 페라이트 래스 사이에 두꺼폴 세땐타이트의 총이 존재하는 조직올 B1이 

라 하였으며， 이 조직온 시편블록의 공정벌， 두께위치벌 미세조칙 판찰시 광범위하게 

분포함이 확인되었으며 15 'C /min 청도의 냉각속도에서 전형척으로 얻어졌다. B1 중 

직의 광학현미경 및 주사전자현미경 관활결과톨 그림 3.2.12.(a)에 나타내었는데， 래스 

사이에 두꺼운 세땐타이트의 충이 존재함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페라이트 래스 사이 

에 막대 형태의 세맨타이트가 분포한， 전형척인 상부 베이나이트의 형태를 가지는 조 

직을 B2라 하였는데， 이는 연속냉각시 6O'C /min 청도의 냉각속도에서 판찰할 수 있 

었으며 B2 조직의 광학현미경 및 주사전자현미경 판찰결과를 그림 3.2.12(b)에 나타내 

었다. 마지막으로 페라이트 래스 내부에 세땐타이트가 일정한 방위롤 가지고 존재하 

는 조직을 B3이 라 하였으며 100% B3에 가까운 조직을 410 'C 에 서 항온변태 시 킴으로서 

얻올 수 있었다.B3 조직의 광학현미경 및 투과전자현미경 판찰결과를 그림 3.2.12(c) 

에 나타내었다. 

(2) 미세조직 판활결과 비교 

국내 원자홀 압력용기의 두께는 200-25Omm 안팎으로， 가장 바깥부분을 제외하 

면 대부분의 두께위치에서 냉각속도가 10-20 'C/min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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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철강 제품의 경우 두째가 163mm로 휴난히 앓은 편이었으며I 재품별 미세조직의 차 

이는 수냉시 냉각방식 및 천체 두째에 따른 냉각속도의 차이에 기인한 점도 있을 것 

으로 생각된다. 국내 및 일본의 웬자로 압력용기용 강의 두째위치별 미세조직을 판찰 

한 결과를 표 3.2.5에 정리하여 나타내었다. 

국내 제품들의 1/2t 조직을 비교해 보면 VCD 제강법으로 생산된 제품툴은 결쟁 

립 크기가 아주 큰 편으로 베이나이틱 페라이트 래스가 비교척 길게 발달하여 있었 

다. 반면 Si+A1-1 (Si+AI)와 VCD+AI (VCD+AI)의 경우 결정립 크기가 작으며 빼이나 

이틱 패라이트 래스간획 충돌(lmpingement)에 의해 불규칙한 래스형상을 가졌다. 래 

스의 두째는 VCD 제품들의 경우가 약간 두꺼운 편이나 큰 차이는 없었고 국내 제품 

들의 1/2t 조직의 공룡척인 특갱온 두꺼운 interlath carbide의 충의 폰째로 볼 수 있 

으며 모두 B1 type의 빼이나이트 조직올 가짐올 알 수 있었다. Si+AI-2의 1/2t 조칙은 

위의 제품들과는 달리 두꺼운 interlath carbide의 충이 관찰되지 않으며 B2 조직과 냉 

각속도가 짧흔 경우 형성되는 B3 조직의 혼합조직임올 알 수 있었다. 국내외 재품들 

의 두째위치에 따른 미세조직융 관찰한 결과를 아래 그림 3.2.13-3.2.18에 나타내었다. 

미쩨조직 관찰율 행한 시면블록툴은 모두 밴딩(Banding)구조톨 가지고 있었다. 이 

러한 밴딩 구조는 SAS08-3 단조품에서 천형척으로 나타나는 구조로서 용고시 수지상 

청 경계에 폰째하는 Mn의 편석이 단조시에 주변형방향으로 길게 늘어져 발생하는 것 

으로 알려져 있다.[11 ，12] 각 제품의 1/2t 위치에서 밴딩 부분의 미세조직을 판찰한 결 

과 대부분이 B2와 B3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용올 알 수 었었으며， 밴당의 두깨 빛 간 

격율 각 제품별로 아래 표 3.2‘6에 나타내었다. 각 재품별 맨딩구조의 광학현미경 판 

활결과는 그림 3.2.19에 나타내었다. 

Si+Al-1의 1/2t 부분에셔는 단독척인 페라이트 결청립이 다수 판찰된다. 또한 페 

라이트 결쟁립이 관활되는 위치는 밴딩과 밴딩 사이의 중간 청도인데， 이는 오스태나 

이트 안쟁화 원소인 Mn의 상대척인 결핍에 의한 것으로 생각된다. 앞의 그림 3.2.11 

에 나타낸 5t/min 연속냉각변태조직에서 이러한 패라이트 조칙을 판활활 수 있는데t 

15t/min에서는 꽤라이트 조직이 판활되지 않온 점으로 미루어 보아 다른 쩨품롤에 

비해 상대척으로 두째가 두꺼훈 Si+AI-1의 중심부에서 냉각속도가 느렸던 것으로 판 

단된다. 아래 그림 3.2.20에 Si+A1-1 1/2t에 형성된 폐라이트와 상부 베이나이트의 혼 

합조직올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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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거시객 미세조직의 관찰과 함째 여러 석출물톨의 분포 및 종류분석을 

행하였는데， 먼저 각 제품의 1/4t 위치에서 관활한 석출물들의 분포양상을 제시한 후 

각각의 특정객인 석출물들에 대한 종류분석 결과톨 나타내었다. VCD-2의 1/4t 두째 

에서 판찰한 석출물들의 개팔척인 분포를 그림 3.2.21에 나타내었다. 석출물들의 분포 

를 구체척으로 살펴보면， 래스 경계에서는 주로 긴 막대 모양과 둥근 모양의 비교객 

조대한 석출물들이 관찰되었고/ 래스 내부에서는 미세한 바늘 모양과 미세한 둥근 모 

양의 석출물들이 관찰되었다. 또한 결정입계에서는 둥근 모양의 비교척 조대한 석출 

물들이 주로 관찰되었다. Si+AI-2롤 재외환 국내제품돌의 1/4t 미세조직은 B1으로 분 

류하였는데 B1 조직 내부의 석출물 분포양상온 위에서 서솔한 바와 같다. 한편 

Si+AI-2의 경우 B2와 B3의 혼합조직으로， B2 조직 내부의 석출물 분포양상윤 래스 경 

계의 석출물 총의 두째가 앓다는 것을 쩨외하고는 B1과 동일하며， 다만 B3 조직의 경 

우 결정립 내부에 비교객 조대환 둥근 형태의 석출물들이 조밀하게 분포함융 관찰할 

수 있었다. 아래 그림 3.2.22-3.2.27에 제품벌 석출물 분포판찰 결과흘 나타내었다. 

위에서 살펴본 특징적인 형태 및 분포양상을 가지는 각각의 석출물들에 대하여 

EDS 조성분석 및 회철도형 분석을 행한 결과 조대한 막대 모양파 퉁근 모양의 석출 

물은 샤방정의 (Fe, M)JC 합금 세땐타이트임올 알 수 있었고(그림 3.2.28), 미세한 바 

늘 모양의 석출물은 육방정의 (Mo, M)2C임을 알 수 있었다(그림 3.2.29). 또한 미세 

한 둥근 모양의 석출물은 입방정의 (Mo, M)6C인 것으로 밝혀졌는데(그림 3.2.30), 이 

석출물은 M23~과의 구별이 어려운 점이 있다. 록， M23~파 M6C는 공히 FCC 결정구 

조를 가지고 있으며， 격자상수 또한 비슷하여 대부분의 판찰방법에 었어서는 오차의 

범위에 속하기 때문에 격자상수로는 두 석출물의 구별이 어렵다. 그러나 ~C는 

Fd3m 공간군에 속하고 M깅@윤 Fm3m 공간군에 속하여 ~C는 {20이， {42이 동의 면 

이 회철도형 상에 나타나지 않으며 <001>, <012>, <122> 동의 Zone에서 double 

diffraction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차이점이 었으며， 포한 M23~은 M，c3파 합째 Cr 함 

량이 많은 석출물로 분류되고 M6C는 M2C와 함께 Mo 함량이 많온 석출물로 분류된 

다는 차이가 있다. 실제로 입내의 미세한 둥근 모양의 석출물툴의 조성을 분석해본 

결과 모두 Mo rich 석출물들로 확인되었으며 또한 회철도형 분석결과에서 {20이 면이 

나타나지 않은 점으로 미루어 보야 미세한 둥근 석출물은 M6C로 판단된다. 이러한 

각각의 석출물들의 조성을 투파천자현미경 EDS 분석올 통해 조사하였는데， 각 제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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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1j4t 위치에서의 EDS 분석결과톨 아래 표 3.2.7-3.2.11에 정리하였다. 이러한 석출 

물돌의 분포판찰 및 분석 결과를 종합해 보면， B1(fempered)과 B2(Tempered) 조직 의 

경우 래스 경계에는 비교객 큰 구형 및 막대형의 (Fe，M)3C가， 결정립 경계에는 비교객 

큰 구형의 (Fe，M)3C가/ 래스 내부에는 첨상의 (MO，M)2C와 미세환 구행의 (Mo，M)6C가 

폰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B1의 경우 래스 경계에 구형 내지 막대형의 세멘타 

이트들이 두꺼운 충을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B2와 차이가 었다. 또한 B3(f empered) 

조직의 경우 래스 경계에 구형의 (Fe，M)3C가， 래스 내부에 구형의 (Fe，M)3C(냉각과정 

에서 석출된)와 (MO,M)6C 및 침상의 (MO，M)2C가 분포함율 판찰할 수 있었고， 댐왜드 

라르탠사이트 조칙의 정우 철정 립 내부에 구형의 (Fe，M)3C와 (Mo,M)6C 및 침상의 

(Mo，M)2C가 분포함올 관찰할 수 있었다. 

나. 피로균열생장 륙생 

반복하중이 재료에 가해짐에 따라 재료에 균열이 생성， 성장하는 피로파괴 현상의 

이해는 구조물외 안천성 증진 및 수명예측 측면에서 중요하게 취급되고 있다. 각종 

구초물용 일반척으로 미세한 균열을 포함하고 있으며 내구 연한온 피로균열성장 속도 

에 크게 좌우된다. 피로균열성장 속도， dajdN의 기준변수로는 선행파괴역학(LEFM : 

linear elastic fracture mechanics)에 기초훌 둔 용력확대계수범위， L1 K로 두는 것이 

일반객이다. 피로균열성장 곡션은 크게 균열성장 속도가 10-8 mjcycle 이하인 임계영 

역(영역 1 )과 log(dajdN) 대 log L1 K곡션이 직선으로 나타나는 Paris 영역(영역 11) 

및 빼른 균열성장이 일어나는 높올 L1 K영역(영역 ill)으로 구분된다. 그림 3.2.31에는 

전형적인 피로균열성장 곡션의 모식도훌 나타내었다[5). 엄계영역에서의 피로균열성장 

거동은 미세조직I 용력비， 평균용력， 환경인자 및 균열닫혐의 변화에 매우 민감한 영 

역으로서 재료수명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된다. 또한 항복강도와 같온 재료의 거시객 

특성에 크게 의폰하는 Paris 영역에 대하여 위에서 언급한 직선판계식은 다옴과 같다. 

da/dN=C(ι1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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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저합금강의 피로균열성장 거동 

R=O.l의 일정하중진폭 조건에서 시험한 VCD-1, 2, Si+Al-1에 대한 1/4t 위치에서 

의 팩로균열성장속도톨 그림 3.2.32에 나타내었다. Paris 영역에서 각 제품의 피로균열 

성장속도는 거의 유사하였으나， L1 K가 감소하여 임계영역으로 접근할수륙 각 째품의 

성장속도는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립 3.2.32에 나타난 바와 같이， L1 K가 감소하 

여 임계영역으로 접근할수록 VCD-1의 성장속도가 가장 빠르게 나타나며， VCD-1, 2, 

Si+Al-1의 임계 용력확대계수， L1 Kth값온 각각 5.5 MPa/"" m, 6.0 MPa/"" m 및 6.2 MPa 

/""m로 나타눴다. 한편 Sì+A1-1에 대한 1/4t 빛 00위치에서의 피로시험올 수행한 결과 

를 그립 3.2.33에 보여주고 있다. Paris 영역에서는 서로 유사한 성장속도훌 보였으나 임 

계영역에서는 00위치에서의 성장속도가 빠르게 판찰되었다. Sì+A1-1의 OD위치에서의 

L1 Kth값은 5.4 MPa/""m이었다. 표 3.2.12에 VCD-1, 2, Si+Al-1의 L1 Kth값과 Paris영 역에 

서의 상수값 C 빛 m올 요약하였다. 

그림 3.2.34는 대기 중에서 하중버 0.1의 얼청하중진폭 시험율 행한 파단면 사진이 

다. 그립 3.2.34의 (a), (b)는 임계명역 (L1 K=5.5 MPa/"" m, dajdN=l X 10.10 mjcycle)에서 

의 파단면 사진으로서 주로 입내파괴 양상율 보이며 업계파괴가 일부 관찰되었으며， 

저강도 강재의 임계영역에서 관찰되는 전형척인 'hill-뻐d-valley’ 형태의 파면올 보였 

다. 이러한 형태의 파면은 결정립과 유사한 약 100 때마다 방향이 변화하였으며I 결정 

렵 내의 특정한 면에서의 분리가 이루어진 것 같은 양상올 보였다. 업계파괴 양상온 

L1 K 및 피로균열 성장속도가 증가함에 딸 증가하는 경향이 보였다. 그립 3.2.34 (c), 

(d)는 L1 K=10 MPa/""m, dajdN=5x10.9 mjcycle인 조건에서의 파단면올 보여준다. 이 

영역에서도 임계영역에서와 같이 입내파괴와 업계파괴가 함께 나타눴으나I 입계파괴 

의 양이 임계영역보다 충가하였다. L1 K가 15 MPa/""m 이상이 되면 업계파괴가 보이 

지 않고 입내파괴만 관찰되었다. 

(2) 시험분위기에 따른 피로균열성장거동 

R=O.l의 일정하중진폭 조건으로 3.5% NaCl 수용액I 증류수 및 진공훈위기 하에서 

시험한 피로균열 성장속도의 변화를 대기 중에서의 결과와 비교하여 각각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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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5, 3.2.36 빛 3.2.37에 나타내었다. 그림 3.2.35와 3.2.36에서 피로균열 성장속도가 

10-11 m/ cyde로 표시된 값윤 성장속도가 10-11 m/ cyde 야하임을 의미한다. 수용액 중 

에서의 피로끌열 성장속도는 전반적으로 대기 중에서 보다 느리게 나타녔으며 이러한 

차이는 임계영역으로 갈수록 크게 나타녔다. 수용액 분위기 하에서 임계영역의 피로 

균열 성장속도는 증류수 분위기 하에서가 가장 느리게 나타났으며， 3.5% NaCl 수용 

액I 대기 분위기로 갈수록 성장속도가 증가하였다. 그리고 진공분위기에서는 모든 d 

K영역에서 대기에서 보다 현처히 낮은 성장속도흘 보였다. 대기 빛 진공분위기 하에서 

의 L1 Kth값은 5.4 MPa/"m 빛 7.3 MPa/"m로 나타남에 비하여， 3.5% NaCl 수용액 및 

중류수 분위기에서는 톡정한 dκh값을 보이지 않고 L1K값이 각각 7 MPa/"m 빛 12 

MPa/"m 이하인 경우에 성장과 지체 또는 정지를 반복하였다. 

그림 3.2.38은 3.5% NaCl 수용액 분위기 하에서 하중비 0.1의 일정하중진폭 시험 

을 행한 파단면 사진이다. 대부분의 L1 K 영역에서는 심한 부식의 혼척이 관찰되며 파 

괴형태를 알아볼 수 없었다. 일정하중진폭 시협의 마지막 단계인 높은 L1 K 영역에서 

는 부식으로 인한 손상과 함째， 입내파괴와 입계파괴 양상이 혼합된 경향율 관찰할 

수 있었다. 

그림 3.2.39는 증류수 분위기 하에서 하중버 0.1의 일정하중진폭 시험올 행한 파 

단면 사진이다. 3.5% NaCl 수용액에 비하여 부식에 의한 손상이 척게 나타났으며I 임 

계영역을 제외한 L1 K 영역에서는 비교척 파괴양상의 파악이 용이하였다. 그림 3.2.39 

의 (a)는 균열의 성장파 청지가 반복된 임계영역에서(L1K=9 MPa/" m)에서 관찰한 파 

단변인데I 심한 부식의 혼척이 관찰된다. 그림 3.2.39의 (b)는 L1 K=12 MPa/" m, 

da/dN=1 X 10.9 m/cyde인 영역에서 관찰한 파단면 사진으로 입내파괴와 입계파괴 양 

상이 함쩨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입계파괴 양상온 피로균열 성장속도 및 L1K가 증가 

함에 따라 증가하였다. 그림 3.2.39의 (c)는 의 L1 K=20 MPa/"m, da/dN=2xl0용 

m/cyde에서의 파단면 사진인데 많은 양의 입계파괴가 판찰되었다. 이 후 L1 K가 더욱 

증가하면 입계파괴는 사라지며 다시 입내파괴만 판찰되었다(그림 3.2.39(d)). 

임계영역에서의 피로균열성장거동온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미세조직， 용력비， 평 

균용력I 환경인자 및 균열닫힘의 변화에 매우 민감하다. 본 연구에서는 모든 분위기에 

서 동일한 재료 및 용력비를 사용하였으므로， 환경인자와 끌열닫혐 거동이 피로균열 

성장 거동에 영향올 미치는 주된 인자로 판단되었다. 따라서 균열닫힘을 배재하고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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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균열성장거동에 미치는 환위기만의 영향율 초사하기 위하여 일쟁한 κ뻐x 시험 및 

R=0.8의 고하중비에서의 일정한 L1 K 시험융 수행하였다. 일정한 Kmax비에서의 일정한 L1 K 시험에서는 모든 분위기에서 균열닫힘이 판찰되지 않았는데I 이 
러한 결과는 두 가지 시험에서 얻온 L1 K값이 곧 L1I<ea임율 의마한다. 

그림 3.2.40에는 대기， 3.5% NaCl 수용액， 종류수 및 진공분위기 하에서 수행한 

25 MParm의 일갱한 Kma.시험에서 얻은 피로균열 성장곡션올 나타내었다. 그림 

3.2.35, 3.2.36에 나타난 일정하중진폭 시험결파와는 달리， 3.5% NaCl 수용액 및 층류 

수 분위기 하에셔의 성장속도와 대기에서의 성장속도의 차이가 크게 감소하였옴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임계영역에서는 중류수 분위기 하에서의 성장속도가 대기 중에서 보 

다 다소 느리게 나타났다. 진공에서의 성장속도는 모든 L1 K영역에서 대기에서의 결 

과와 비교하여 여전히 매우 낮온 성장속도률 보이고 있다. L1 Kth값윤 대기 및 3.5% 

NaCI 수용액 분위기 하에서 3.1 MParm였으며， 중류수 및 진공환위기 하에서는 각 

각 4.1, 6.1 MPar m으로 나타닮다. 

R=0.8, L1 K=5 MParm일 때 하나의 시편을 사용하여 대기， 층류수， 대기， 3.5% 

NaCI 수용액의 순으로 시험분위기를 바꾸며 수행한 피로균열성장 시험결과를 그림 

3.2.41 에 나타내었다. 피로균열 성장속도는 중류수 환위기 하에서가 가장 느리게 나타 

났으며， 3.5% NaCl 수용액， 대기 분위기로 갈수록 성장속도가 중가하였다. 대기， 3.5% 

NaCI 수용액 및 중류수 분위기 하에서 성장속도는 각각 9.4 X 10-10 m/ cyde, 5.0 x 10-10 

m/ cyde, 4.4 x 10-10 m/ cyde이었다. 각 분위기에서 측정된 성장속도는 일정한 Kmu 시 

험에서 얻용 L1 K가 5 MParm일 때의 성장속도와 일치하였다. 

(3) 균열닫힘 및 L1 Keff의 변화에 따른 피로균열성장거동 

균열닫힘이란 피로사이클 중의 unloading시 최소하중에 도달하기 전에 균열면이 

접촉하여 균열이 닫히는 현상이다. 이와 같온 균열닫힘 현상이 발생하면 외부에서 가 

한 L1 K보다 낮온 L1 K값이 균열챔단에 부가되어， 결국 균열성장의 구동력이 감소하여 

최종적으로 피로균열성장 속도가 감소하게 된다. 이러환 균열닫힘은 륙히 

CTOD(crack tip opening displacement)가 작은 임 계 영 역 및 낮온 하중비 하에 셔 피 로 

균열성장 속도에 크게 영향율 미친다. 균열닫힘의 원인으로는 소성역， 파단면의 거철 

-160-



기， 산확물 둥 다양한 기구가 보고되고 있다[3，5-7，13-14]. 일반객으로 균열닫혐의 정도 

톨 나타내는 변수로는 I<cJ/κ뻐x강이 사용된다. 또한 균열닫힘율 고려한 유효 용력확대 

계수범위， L1 I<etf는 다용과 같이 정의된다. 

L1 Keff ... Kmax - I<c" if I<cl > Kmtn 

L1 K“f ... Kmax - Kmm, if I<cl < Kmin 

그립 3.2.42 - 3.2.44에는 3.5% NaCl 수용액， 중류수 빛 진공볼위기 하에서 하중비 

0.1의 일정하중진폭 시험에서 얻은 L1K의 변화에 따를 κI/Kmax의 변확률 대기 중에서 

의 결과와 비교하여 나타내었다. 대기 중에서의 경우 일반객으로 보고된 바와 같이/ 

I<cl/Kmax강온 임계영역에서 약 0.48의 높은 강을 보이다 L1K가 중가함에 따라 점차 

감소하였다. 3.5% NaCl 수용액 및 중류수 분위기 하에서의 κ.J/K빼x강은 전반척으로 

대기 중에서 보다 높온 강용 보였으며， L1 K가 중가함에 따라 초기에 중가하다가 다시 

감소하는 경향올 보였다. 또한 종류수 분위기 하에서의 균열닫힘 청도가 3.5% NaCl 

수용액에셔 보다 높게 나타녔다. 한편 진공 분위기 하에셔의 κI/K빼x값온 임계명역에 

서는 0.25로 높게 나타났으나， L1 K가 중가합에 따라 대기에서와 같이 챔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수용액 분위기에셔 초기에 I<cl/Kmax 강이 중가하다가 L1 K 강이 중가함에 따라 감 

소하는 현상올 이해하기 위하여 R=0.1, L1 K가 8, 10, 12, 15 MPa;-m일 때 일청한 d 

K 시험을 수행하였다. 이에 대한 결과톨 바탕으로， 반복하중 사이클 수의 증가에 따 

른 KcI/Kmax의 변화를 그립 3.2.45에 나타내었다. 그림에서 0사이를에 해당하는 데이터 

는 중류수에 담그기 직천 대기 중에서 얻온 강이다. 일청한 L1 K에서 사이클 수I 즉 

종류수 분위기에 노훌된 시간이 중가함에 따라 Kcl/Kmax 값온 천반적으로 중가하는 

경향을 보임율 알 수 있다. 그립 3.2.46에는 L1K가 8 MPa;-m 일 때/ 종류수에서 반복 

하중 사이클 수의 중가에 따른 균열 생장속도와 Kcl/Kmax의 변화훌 함째 나타내었다. 

그링에서 사이를 수가 중가함에 따라 κJ/Kmax는 총가하며 균열 성장속도는 감소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었다. 이러한 청향온 L1 K가 1α 12 빛 15 MPa;-m에서의 시험에서 

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관활하였다. 

균열닫혐 효과롤 고려하여， 3.5% NaCl 수용액， 중류수 빛 진공분위기 하에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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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 L1 K시험올 수행한 시험결과롤 바탕으로 유효 용력확대계수법위， .1 I<eff의 변화에 

따론 피로균열 성장속도의 변화흘 대기 중에서의 결과와 비교하여 각각 그림 3.2.47 -

3.2.49에 나타내었다. 3.5% NaCl 수용액， 종류수 분위기에서의 피로균열 성장속도와 

대기 중에서의 속도와의 차이는 L1 K의 변화에 따라 도시한 그림 3.2.35 빛 3.2.36에 

비하여 크게 감소하여， 유사한 속도를 보이고 있용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증류수 분위 

기의 경우， 엄계영역에서는 피로균열 성장속도가 대기 중에서 보다 다소 느리게 나타 

나는 경향이 있다 . .1κ{f，th 값은 대기 빛 3.5% NaO 수용액 분위기 하에서 약 3 MPaf 

m으로 나타눴으며， 중류수 분위기 하에서는，1l<eff가 3-6 MPafm 범위에서 균열성장 

의 갱지가 관찰되었다. 아울러 이 L1Ke!f영역에서 균열이 성장하였다는 상당수의 결파 

또한 나타났다. 이에 반하여I 진공분위기에서의 성장속도는 대기에서의 결파와 비교하 

여 여천히 매우 낮온 성장속도롤 보이고 있다. 

(4) 하중주파수에 따른 피로균열성장거동 

R=0.8, .1 K=5 MPaf m일 때， 하중주파수를 1, 5, 20으로 변화시키면서 대기， 3.5% 

NaCl 수용액I 층류수 분위기 하에서 피로시험율 수행한 결과톨 그림 3.2.50에 나타내 

었다. 대기 중에서는 하중주파수의 변화에 따른 피로균열 성장속도의 변화훌 거의 관 

찰할 수 없었다. 반면 3.5% NaCl 수용액과 증류수에서 모두 하중주따수가 감소함에 

따라 피로균열성장속도가 증가하는 경향이 관찰되었으며I 이러한 속도증가는 중류수 

분위기보다 3.5% NaCl 수용액에서 크게 나타났다. 그러나 증가된 피로균열 성장속도 

는 대기 중에서의 값보다 크지 않았다. 

(5) 저합금강의 부식 피로균열성장 기구 

부식 분위기에서는 불활성 분위기에서 보다 피로균열성장 속도가 증가환다는 것 

용 잘 알려진 사실이며I 그 이유로 수소취성(hydrogen embrittlement) 모델 [15-18], 

펴막파괴 및 양극부식(film rupture and anodic dissolution) 모탤 [19-2이， 표면피막 

(s따face films) 모델 [21-23] 둥 다양한 이론이 제시되어 있으며I 주로 P따is 영역에셔 

의 거동을 연구하였다. 그러나 그림 3.2.35 빛 3.2.36에 나타난 바와 같이， Paris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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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의 피로균열성장 속도는 수용액 분위기와 대기중에서 휴사하다. 이러한 차이는 

상기한 연구률이 NaCl 수용액， 혜수， H25 및 H2 가스 분위기 둥 심한 부식분위기에서 

수행환 결과훌 다루고 있는 반면l 본 연구에서 사용된 증류수 분위기는 이툴 보다 부 

석성이 훨씬 착다는 측면에서 셜명될 수 있다. 

수용액에서의 강재의 L1 Kth 앓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는， 상반된 결파가 보고되 

고 있으며 아직 그 기구가 밝혀져 있지 않다[4，24-26]. Austin 둥온 B5 쟁60-500강(항 

북강도 352 MPa)의 피로균열성장 거통율 연구한 결과I 혜수 중에서의 L1 Kth 강이 대 

기중에서보다 높게 나타난다고 보고하였으며， 동 현상은 균열챔단이 부식으로 인한 

blun파\g이 월어나 실질객으로 균열첨단에 부가되는 L1 K빼 강이 감소되었기 때문에 나 

타난다고 주장하였다[24]. 그러나 이률의 연구는 균열닫힘 효과훌 고려하지 않았다는 

결첨올 가지고 었다. 한편 Endo 풍온 대기 및 1% NaCl 용액에셔 HT 55강(항복강도 

420 MPa)의 피로균열성장 특성을 연구한 결과， L1 K가 40 MPa;-m 미만에셔는 1% 

NaCl 용액애서의 피로균열생장 속도가 대기중에셔보다 낮게 나타나며 이는 부식 생 

생물에 의한 L1Ke“의 변화에 따른 피로균열성장 속도는 대기중에서 보다 오히려 1% 

NaCl 용액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 한편 Ritchie 동은 중류수 빛 대기중 

에셔 5A 542-3 강(항복강도 500 MPa)의 피로균열성장 거통올 연구하였는데I 두 분위 

기에서의 피로균열성장 속도 및 L1 Kth 값이 유사하였다고 보고하였다[2이. 

본 연구에셔는 대기， 3.5% NaCl 수용액， 증류수 분위기로 갈수륙 임계명역에서의 

피로균열 성장속도가 감소하는 것올 관활하였다. 또한 대기， 3.5% NaCl 수용액， 중류 

수 분위기로 갈수로 균열닫힘 청도가 증하였으며 수용액 중에서의 균열닫혐 청도는 

대기 중에셔보다 현저히 높게 나타녔다. 하중비 0.1의 일정하중진폭 시험결파에서 균 

열닫힘을 배쩨하였융 경우 세 분위기에서의 피로균열 성장속도의 차이가 크께 감소하 

여 거획 유사하게 나타었고， 이러한 경향은 균열닫힘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던 일청한 

Kmax 시험결과에서도 관찰할 수 있었다. 또한 균열닫힘용 배쩨하면 두 시험방법으로 

얻은 피로균혈 성장곡션은 유사하였다. 한편 증류수 분위기 하에셔 수행환 하중바 0.1 

의 일청한 L1 K 시험으로부터 수용액에서의 반복하중 사이를 수가 중가합에 따라 균 

열닫힘정도가 증가하고 피로균열 성장속도가 감소하는 경향용 판활하였다. 이러한 결 

과는 균열닫힘 효과가 수용액 중에셔의 피로균열 성장속도롤 감소시키는 철쟁객인 역 

할융 하고 있읍율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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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액 중에서의 균열닫힘 현상윤 부식생성물의 생성 및 축객과정과 직접객인 판 

계파 었다. 높은 반복하중을 받는 피로균열 첨단에서의 부식반용 속도는 (1) 균열챔단 

에서의 높은 용력상태 [27]， (2) 균열성장에 따른 깨끗한 표면의 지속적인 노출[29，3이， 

(3) crOD의 변화에 의한 부식반용물 및 생성물 이동의 용이합[28] ， 동의 이유로 언하 

여 하중을 받지 않는 경우 보다 빼르다는 실험결과 및 해석이 보고된 바 었다. 그림 

3.2.51에는 K 값을 22.5 MPafm으로 유지하고 증류수에 노출시킨 이후 R=O.8, L1 K=5 

MPaim인 조건에서 균열을 성장시키며I 주기적으로 균열닫힘올 혹정한 결과를 나타 

내었다. 단순하중 하에서는 증류수에 16시간 동안 노출시킨 경우에도 대기 중에서의 

Kcl 값과 비교할 때 큰 변화가 없었으나I 반복하중 하에서는 Kcl 값이 지속적으로 증가 

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1)의 인자보다 (2), (3)의 인자들이 부식생성물의 생성 및 축척 

에 효과적으로 기여하였옴을 보여준다. 한편， L1 K가 중가함에 따라 crOD가 증가함으 

로써 균열닫힘 효과의 감소훌 초래한다고 보고되고 었다[3，6，7]. 포환 L1 K가 증가함에 

따른 피로균열성장속도의 풍가 역시 균열닫힘 효과롤 감소시킬 수 있다. 이에 따라 

그림 3.2.42, 3.2.43에 나타난 바와 같이， 수용액 중에서의 균열닫힘 정도는 초기에 급 

격히 증가한 후 L1 K가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게 된다. 

다. 미세조격 변화애 따른 져합금강의 특생명가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연속냉각변태 및 항온변태 조직에 대한 판찰이 수행되었으 

며， 이러한 판찰결과를 바탕으로 재열처리를 통하여 각각 댐돼드 베이나이트I 댐퍼드 

베이나이트+댐퍼드 마르텐사이트， 댐퍼드 마르텐사이트의 조직올 얻은 후 기계적 성 

질을 평가하였다. 각각의 미세조직에 대한 채열처리 조건을 표 3.2.13에 나타내었으며I 

오스테나이정 온도 및 댐퍼링 조건은 본 시편블록의 제조조건파 동일하게 하였다. 이 

러한 재열처리툴 통하여 얻은 조직과 댐퍼링 후의 광학현미경 조직을 그림 3.2.53에 

나타내었다. 셰 조직의 결정립 크기는 약 30ttm 정도로 유사하였으며 복합조직의 경우 

약 46%의 베이나이트와 54%의 마르텐사이트로 이루어졌옴을 알 수 었었다. 

이러한 재열처리 조직들의 언장특성올 명가한 결과 댐돼드 마르텐사이트의 항복 

강도가 584 MPa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복합조직이 532 MPa, 댐돼드 베이나이트 

조직이 442 MPa로 나타났다. 댐퍼드 베이나이트의 경우 VCD-2 시면블록의 항복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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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유사한 결과롤 보였으며， 세 조직의 인장륙성용 ASME 요건에 객합하였다. 표 

3.2.14에 인장시험 결과톨 요약하였다. 재열처리 조직톨의 피로균열 성장톡성용 그림 

3.2.53에 나타내었다. 천반객으로 댐퍼드 마르탠사이트 조직의 피로균열 성장 저항성 

이 가장 우수하였으며 나머지 두 조칙온 유사한 피로균열 성장륙성을 나타내었다.L1 

Kth값온 댐퍼드 마르탠사이트 조직이 7.4 MPaJm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복합조직 

및 댐돼드 베이나이트 조직의 경우 작작 5.7 MPaJ m, 5.7 MPaJ m로 유사한 값올 보 

였다. 

라. 경년얼화 륙생명가 

용력-파단 시험결과훌 그림 3.2.54에 Larson-Miller 곡선으로 나타내었다. 여기서 

용도와 파단시간을 함째 나타내는 Larson-Mi1ler parameter는 일반 처합금강에서 널리 

사용되는 0.001 x T x (20 + logtr)율 이용하여 나타내었다. 그림 3.2.54에는 G. L. 

ηlinnes 둥에 의혜 보고된 SA 508-2 강에 대한 시험결과[31J톨 함께 나타내었다. 두 

곡선이 셔로 명행인 점율 고려할 때， 두 재료에서의 변형기구는 유사한 것으로 생각 

된다. 그러나 SA 508-3 강이 SA 508-2 강보다는 크리프 성질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 

다. 

고온 껄비에 사용되는 처합금강에서 장기간 사용에 따른 인성감소의 원인은 주로 

미세조직의 변화와 댐퍼취성에 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자로 압력용기용 처합금강은 

약 300"C의 온도 및 12 MPa의 압력에서 운용되며， 장시간 사용했을 경우에는 탬퍼취 

성의 효과보다 미세조직의 변화에 의한 효과가 크게 영향을 미철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본 시험에서는 원자로 압력용기용 처합금강의 경년열화에 따른 미세조직의 변 

화톨 가속 시험하기 위한 용도조건으로 햄퍼취성을 피하고 댐돼랭 용도(660 "C) 보다 

낮은 6OO"C롤 껄정하였다. 또한 용력-파단시협의 결과로부터 파단시간이 지나치게 길 

게 되지 않는 용력조건인 170 MPa의 용력올 선택하였다. 그림 3.2.55에는 열화시간에 

따른 변형량을 나타내었다.90시간 이상이 되면， 변형이 가속되기 시작하여 약 100시 

간 정도에 이르면 최종객인 파단이 일어남을 알 수 있었다. 미세조칙 및 기계객 특성 

관찰용 시편온 파단이 일어나기 직천인 96시간 동안 열화시켰다. 

위의 조건에 따라 가속열화시킨 시편과 원자로 압력용기로 사용되고 있는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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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미세조직올 버교 관찰한 결과롤 다읍에 나타내었다. 번저 VCD-2 제품의 미세조직 

관찰결과롤 살펴보면， 1/4t 부위의 결정립계에는 둥근형태의 세땐타이트가 폰재하며， 

베이나이트 경계부 및 마르텐사이트 경계부에 각각 둥근형태와 막대형태 및 둥근형태 

의 세땐타이트가 폰재하였다. 한편 베이나이트 및 마르텐사이트 래스 내부에는 미세 

한 침상의 M02C가 존재하였다. 열화시킨 시편의 석출물 분포는 이러한 초기조직과 

많온 차이롤 보였다. 결정립계를 따라 존재하는 조대한 세맨타이트는 더욱 조대혜져 

있었고， 래스 내부의 M02C는 그 수가 감소하였으며 미세한 둥근 석출물이 새로이 판 

찰되었다. 그림 3.2.56온 탄소추출복제법으로 관찰한 열화시킨 시편의 투파전자현미경 

사진으로 (a)는 언급한 전체쩍인 석출물 분포를 보여주고 었으며 (b)는 래스경계부에 

서의 세맨타이트 용집과 세멘타이트 계면에 폰재하는 둥근형태의 석출물융 보여주고 

있다. 그림 3.2.57의 (a), (b)는 결정립계의 조대해진 탄화물의 투과전자현미경 사진과 

EDS 분석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3.2.57(a)의 A 탄화물의 경우 초기상태와 유사한 

조성용 가지고 있으나 B 탄화물의 경우 Fe와 Mn의 놓도는 감소하고 Mo의 놓도가 40 

wt%까지 크게 증가하였옴옳 알 수 있었다. 회철도형 분석결과 이러한 탄화물용 (Fe, 

Mn, Cr, MO)3C 세멘타이트임이 확인되었다. 그림 3.2.58에는 래스 내부의 둥근행태의 

탄화물의 투과전자현미경 사진， 회철도행 붐석 및 EDS 분석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EDS 분석결과률 통하여 Mo가 많은 탄화물임을 알 수 있었고t 회철도형의 분석결과는 

입방정 결정구조를 가지는 M6C형의 탄화물임올 알려주고 있다. 또한 세땐타이트 경 

계부의 둥근 석출물도 Mt.C형의 탄화물임이 확인되었다. 

그림 3.2.59는 6OOt:의 용도로 열화된 그립부와 6OOt:의 온도 및 170 MPa의 용력 

으로 열화된 시편 중심부의 경년열화에 따른 경도변화롤 나타내었다. 온도로 열화된 

부분온 경도 값의 변화가 없었으나t 온도와 웅력에 의혜 얼화된 부분온 열화진행으로 

경도 값이 계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인장 

용력이 재료의 열화과정을 가속시킴율 알려준다. 그림 3.2.60에는 경년열화에 따른 항 

복강도와 인장강도의 변화를 나타내었는데， 열화가 진행됨에 따라 항복강도와 인장강 

도가 계속 감소하는 경향율 알 수 있다. 그림 3.2.61에는 초기시편과 75 시간동안 열 

화시킨 시편의 펴로균열 성장속도훌 L1 K의 함수로 나타내었는데， 열화시킨 시편의 속 

도가 약간 빠르게 나타나는 경향을 알 수 있다. L1 Kth 값온 초기시면 및 열화된 시편 

에셔 각각 5.3MPa;-m, 5.9 MPa;-m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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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 론 

본 절얘서는 SA 503-3 강의 재품별 • 부위별 미세구조와 석출물의 형상 및 톨포에 

대환 특생명가와 각종 분위기에셔 펴로균열생장거동 둥에 대환 시험 빛 그 결과톨 

셜명하였다. 아옳러 기존재료의 경년열화에 따른 륙생변화 및 재열처리톨 흉하여 미 

세조칙의 변화에 따른 기계척 혹성변화도 논의하였다. 

원자로압력용기강에 대환 미세조직율 관찰한 결과 다옴과 같용 결론융 얻었다: 

1. 시뻔블록의 재열처리롤 통해 얻은 연속냉각변태 및 항용변태 죠칙들의 환찰컬과와 

기존의 베이나이트 분류방법에 기초하여 SA밍8-3 강의 시편불륙폴에 척용훨 수 있는 

빼이나이트 조직의 분류롤 시도하였다. 이러한 분류를 통하여 미세조직올 81, 82, 83 

빛 마르탠사이트 조칙으로 구분하여 정리하였고， 제품별 두째위치벌 미세초칙의 차이 

훌 명가합 수 있었다. 각 제품툴의 미세조직율 비교해 보연 결정립크기외 차이가 두 

드러졌으며 국내쩨품의 경우 일본철강의 채품과 달리 래스 사이에 두꺼운 세맨타이트 

의 충이 폰쩨함이 판찰되었다. 

2. 각 시면블폭의 1/4t 두째위치에서 석출물 분포판찰 빛 석출물 종류분석융 행한 결 

과 B1(fempered)파 B2(fempered) 조직의 경우 래스 경계얘는 비교척 큰 구형 빛 막 

대형의 (Fe，M)JC가， 결정립 정계에는 비교척 큰 구행의 (Fe，M)3C가， 래스 내부에는 침 

상의 (Mo，M)2C와 미세한 구형의 (Mo，M)6C가 폰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B3(Tempered) 조직의 경우 래스 경계에 구형의 (Fe，M)3C가， 래스 내부에 구형의 

(Fe，M)JC와 (Mo,M)6C 빛 캠상의 (MO，M)2C가 분포함흘 판찰활 수 있었고， 햄돼드 마 

르텐사이트 초직의 경우 결정 립 내부에 구형의 (Fe，M)JC와 (MO,M)6C 빛 첨상의 

(Mo，M)~가 분포함을 관찰할 수 있었다. 

SA 닷몫3 강의 대가， 3.5% NaCI 수용액， 충류수 및 진공 붐위기 하에셔의 펴로균 

열성장톡성율 조사환 결과 다옴과 같용 결과를 얻었다: 

1. 대기중에서 VCD-l , 2, Si+AI-l애 대한 Paris 영역에셔의 피로균열생장속도는 유사 

하였으나， 임계영역으로 접근활수록 3호기의 성장속도가 가장 빠르게 나타녔다. 각 째 

품의 L1 Kth 값은 각각 5.5 MPa{m, 6.0 MPa{m, 6.2 MPa{m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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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기중에서 Si+Al-1의 1/4t 및 00위치에서의 피로시험결과， Paris 영역에서는 성장 

속도는 유사하였으나 임계영역으로 접근할수록 00의 성장속도가 빠르게 나타녔다. 

각 부위에 대한 L1 Kth 값온 각각 6.2 MPaf m, 5.4 MPaf m이었다. 

3. 수용액분위기에서는 피로균열성장속도는 대기 중에서 보다 느리게 나타녔으며 이 

러한 차이는 임계영역으로 갈수록 크게 나타녔으며， 특정한 L1 Kth 값올 보이지 않고 

3.5% NaCl 수용액， 증류수 분위기 하에서 각각 7 MPafm 빛 12 MPafm 이하인 경 

우에 성장과 지체 또는 정지롤 반복하였다. 

4. 진공분위기에서의 피로균열성장속도는 다른 분위기에서의 성장속도보다 현저히 낮 

게 나타녔으며， L1 Kth 값은 7.3 MPafm이었다. 

5. 대기 및 진공 분위기에서의 균열닫힘 정도는 임계영역에서 높은 값을 나타내었으 

나， L1 K 값이 증가합에 따라 갑소하여 일정한 값을 나타내었다. 수용액 분위기에서의 

균열닫힘 정도는 대기에서 보다 높게 나타녔으며I 초기에 중가하다가 L1 K 값이 중가 

함에 따라 최대값을 보인 후 감소하였다. 

6. R==0.8, L1 K==5에서 하중주파수에 따른 피로균열성장속시험을 수행한 결과I 대기 중 

에서는 하중주파수에 따른 성장속도의 차이를 거의 관찰할 수 없었으나， 수용액 분위 

기에서는 하중주파수가 감소함에 따라 성장속도가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녔다. 

SA 508-3 강의 재열처리를 통하여 얻은 댐돼드 베이나이트 댐돼드 베이나이트+마 

르텐사이트r 댐퍼드 마르텐사이트 조직의 기계적 성질을 명가한 결과 다옴과 같은 결 

론을 얻었다: 

1. 각 재열처리 조직들의 인장특성올 평가한 결과 댐퍼드 마르텐사이트 조직의 항복 

강도가 584 MPa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복합조직과 햄퍼드 빼이나이트 조직의 항복 

강도는 각각 532MPa, 442 MPa로 나타녔다. 

2. 각 재열처리 조직들의 피로균열 성장특성올 관찰한 결과 댐돼드 마르텐사이트 조 

직의 피로균열성장 저항성이 가장 우수함을 알 수 있었고/ 나머지 두 조직은 피로균 

열 성장특성의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다. L1 Kth값은 댐패드 마르텐사이트 조직이 7.4 

MPafm로 가장 높게 나타녔으며 복합조직 빛 댐패드 베이나이트 조칙의 경우 각각 

5.7 MPaf m, 5.7 MPaf m로 유사한 값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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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속열화 시혐올 흉하여 SA508-3 강의 경년열화특성을 평가한 결과 다옴과 같온 

결론을 얻었다: 

1. 인장용력이 재료의 열확파정을 가속시켰으며， 열확가 진행됨에 따라 항복강도와 인 

장강도가 계속 감소함을 알 수 있었다. 

2. 초기시편과 75시간동안 열화시킨 시편의 피로균열 성장속도롤 평가한 결과 열화시 

킨 시편의 피로균열 성장속도가 빼른 것으로 나타났으며 L1 Kth 값온 초기시편 및 열 

화된 시편에서 각각 5.3MPa/" m, 5.9 MPa/" m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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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2.1 Chernical cornposition of SA 508-3 steels (in wt. %). 

s 、α\3cimEl잉emF\ent C Mn P S Si Ni Cr Mo V Cu AI Fe 

Spec. 
0.25 1.20- 0.015 0.015 0.15- 0.40- 0.25 0.45- 0.05 0.1 

Bal. 
max 1.50 max max 0.40 1.00 max 0.60 max max 

VCD-1 0.18 1.43 0.008 0.003 0.08 0.78 0.04 0.52 O.α)6 O.아)() 0.005 Bal. 

VCD-2 0.19 1.38 0.007 0.003 0.07 0.78 0.16 0.54 0.007 O.아)() O.α)6 Bal. 

Si+AI-1 0.21 1.36 0.007 0.002 0.24 0.92 0.21 0.49 0.005 0.030 0.022 Bal. 

VCD-3 0.19 1.42 0.007 0.002 0.04 0.86 0.14 0.51 0.003 0.0표 O.α)6 Bal. 

VCD+AI 0.18 1.46 O.α)6 0.003 0.10 0.86 0.15 0.51 0.004 0.030 0.018 Bal. 

Si+Al-2 0.18 1.46 0.002 0.001 0 .17 0.79 0.l4 0.51 0.003 0.030 0.021 Bal. 

Table 3.2.2 Heat treatrnent and steel rnaking processes of SA 508-3 Steels. 

VCD-1 VCD-2 Si+Al• 1 VCD-3 
Remark 

VCD+Al Si+Al-2 
s 

Normalizing 
885 .C 880 .C 900t 880 .C 910 .C 900t 

A.c. 
9 hr 6.5 hr lO hr 8.5 hr 9 hr 7 hr 

Tempering 
620 t 625 .C 650 .C 655 .C 645 .C 650 .C 

A.c. 
8.5 hr 6.5 hr 8.5 hr 11 hr 9 hr 7 hr 

Austenizing 
875 .C 885 .C 880 .C 880 .C 880 .C 897 .C 

W.Q. 
5.5 hr 5.5 hr 7 hr 7.5 hr 7.8 hr 14.2 hr 

Tempering 
600 .C 655 .C 650 t 655 .C 655 .C 663t 

A.C. 
11 hr 9hr 9.2 hr 10.8 hr 10.5 hr 12.4 hr 

PWHT 
600 .C 620 .C 620 t 610 t 610 t 625 .C 

F.C. 
30.5 hr 40 hr 30.5 hr 33 hr 30 hr 14.4 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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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2.3 Tensile prope야ies of SA 508-3 Steels. 

싫鋼펀 Y.S.(MPa) T.S.(MPa) Elong.(%) R!A(%) 

VCD-1 424 597 29 71 

VCD-2 얘8 586 27 72 

Si+A1-1 457 602 29 74 

VCD-3 407 565 29 78 

VCD+Al 431 560 29 71 

Si+A1 -2 478 613 27 77 

Remarks nun. 싫5 550-725 min. 18 min. 38 
」 • 」→←→

Table 3.2.4 Summury of tests for SA 508-3 steels 

Specimen Contents of Test 
Investigation of microstructure through thickness 
Fatigue crack propagation test (in 머r， 3.5% NaCl, distilled water and 

VCD-l 
vacuum) 
- Const. i1 P 
- Const. åK 
- Const. Kmax 

Investigation of microstructure through thickness 
Fatigue crack propagation test in air at const. åP 
Continuous c∞ling and isothermal-πansformation test 
Evaluation of properties for reheat-treatmented specimens 
- Investigation of microstructure 

VCD-2 - Tensile test 
- Fatigue crack propagation test in 머r 

경년열화 가속시험 

응력-파단시험 

열화된 시편의 특성평가 
- 미세구조 관찰， 경도시험， 인장시험， 피로균열성장 시험(대기) 

Sí+AI-l 
Investigation of microstructure through thickness 
Fati~ue crack propagation test in air through thickness 

VCD-3, 
VCD+A1 Investigation of microstructure through thickness 
Si+AI-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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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2.5 The microstructures of SA 508-3 steels. 

Specimen 
Grain Size 

<lnn) 
ID 1/4t 1/2t 3/4t OD 

VCD-1 110 B1 -

VCD-2 80 
B1: B2 

B1 B1 B1 
B2: B3 

1 : 5 1 : 1 

VCD-3 100 
B2: B3 

B1 B2 B1 B1 
1 : 2 

VCD+Al 30 
B2: B3 

B1 B1 B1 
B1:B2:B3 

1 : 1 1: 1: 1 

Si+Al-1 40 M B1 
B1+F 

B1 
B2: B3 

F 5% 1 : 2 

B2+B3 B2+B3 B2+B3 
Si+Al-2 25 M M 

1 : 1 3 : 1 1 : 1 

Table 3.2.6 까le banding structures of SA 508-3 steels. 

Thickness Spacing 
Specimen 

(때1) (rnm) 

VCD-1 150 1.00 

VCD-2 150 0.75 

VCD-3 170 0.70 

VCD+Al 150 0.50 

Si+Al-1 200 0.80 

Si+Al -2 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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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2.7 EDS analysis result of VCD-2. 

Size EDS Results 
Location Shape Type 

(때) Fe Mo Mn Cr Al 
Grain Large 

MJC D:0.6 
boundarY spheroida1 

76.1 6.2 12.4 5.1 0.2 

L:2.2 
Lath 

Rod MJC 
W:0.12 

Large 
71.4 4.7 18.5 5.3 0.1 

boundary 
M3C D: 

spheroida1 

Needle M2C 
L:0.26 

W:0.02 
3.1 87.7 4.1 3.4 1.7 

Rounded L:0.19 
Within lath M2C 3.6 88.8 3.0 2.6 2.0 

nee어dle W:0.03 

Small 

spheroidal 
MsC D:0.03 1.8 93.4 2.7 1.8 0.3 

Table 3.2.8 EDS analysis result of VCD-3. 

Location Shape Type 
Size EDS Results 
(μn) Fe Mo Mn Cr Al 

Grain Large 

boundarv spheroida1 
MJC D:0.41 78.0 4.7 12.1 4.9 0.3 

Rod MC 
L:3.2 

Lath W:0.2 
boundary Large 

78.0 3.5 13.8 4.4 0.3 

soheroida1 
MJC D: 

Needle M2C 
L:0.23 

W:0.02 

Within lath 
Rounded L:0.21 

M2C 
needle W:O.04 

7.6 84.5 3.9 0.9 3.1 

Sma11 

spheroidal 
M6C D:O.05 3.5 92.4 1.4 1.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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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2.9 EDS analysis result of VCD+AI. 

Size EDS Results 
Location Shape Type 

(μm) Fe Mo Mn Cr Al 
Grain Large 

0:0.5 MJC 
boundary spheroidal 

L:1.7 
Rod M3C 

W:0.15 
0.25 

Lath 
82.3 2 13.5 2.0 

boundary Large 
MJC D:O.08 

spheroidal 
L:0.18 

3.6 Needle M2C 
W:O.Ol 

87.6 6.1 2.7 

Rounded L:0.12 
3 ‘ 3 87‘ 4 4.7 3.4 1‘ l Within lath M2C 

W:0.02 needle 

Small 
M6C 0:0.04 1.7 94.4 2.1 1.3 0.6 

spheroidal 

Table 3.2.10 EDS analysis result of Si+Al-1. 

Size EDS Results 
Location Shape Type 

(μm) Fe Mo Mn Cr Al 
Grain Large 

D:1.5 81.2 3.3 12.8 2.7 M3C 
boundary spheroidal 

L:1.7 
Rod M3C 

W:0.19 Lath 
78.0 4.7 14.0 2.9 0.4 

boundary Large 
M3C D: 

~heroidal 
L:0.22 

12.6 73.9 6.9 6.6 Needle M2C 
W:O.Ol -

Rounded L:0.19 
M2C Within lath 

needle W:0.03 

Small 
M6C D:O.06 8.3 

~eroidéll 
79.0 3.4 3.1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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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2.11. EDS analysis result of Si+Al-2. 

Size EDS Results 
Location Shape Type 

(μn) Fe Mo Mn Cr 
Grain Large 

M3C D:O.55 
boundary spheroidal 

L:1.27 

Lath 
Rod M3C 

W:0.14 

boundary Large 
M3C D: 

spheroidal 
L:0.19 

Needle M~ 
W:O.Ol 

2.4 90.0 3.0 1.6 

Rounded L:0.20 
88.2 1.0 Within lath M2C 3.7 3.0 

needle W:0.03 

Small 

spheroidal 
M6C D:O.06 1.8 85.6 1.8 3.9 

Table 3.2.12 Summary of Fatigue crack properties of VCD-2, VCD-2, Si+Al-l 
specunens m alr. 

Product VCD-l VCD-2 Si+A1-1 

Position 1/4t 1/4t 1/4t OD 

!1Kth 5.5 6.0 6.2 5.4 

daldN= C(XIO “) 1.5 1.7 2.7 1.3 

A(!1K)m m 3.4 3.3 3.1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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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2.13 Heat treatment conditions. 

s 、뻐a~11c~cmtu~ -I、e~ 、tr~ea Hn 、1e‘a、et“n)‘ TB TB + TM TM 

Austenizing 88O t , 1.5 hr 88O t , 
쨌t， 1.5 hr 

1.5 hr. 

C∞ling S.Q. to 525t S.Q. to 525t W.Q. 

Isotherrnal 525t , 1/2 hr 525t , 1/2 hr 
Transform 

A.C. 따ter 
C∞ling C∞ling to 450t W.Q. 

in salt bath 

Tempering 앉lOt ， 10.5 hr 앉lOt ， 10.5 hr 앉lOt ， 10.5 hr 

Cooling A.C. A.C. A.C. 

TB : Tempered Bainite, TM : Tempered Martensite, 

W.Q. : Water Quenching, S.Q. :Step Quenching, A.c. : Air Coo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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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2.14 Tensile pro뿌야ies of SA 당끓3 steeIs. 

잃싫만펀 Y.S.(MPa) U.T.S.(MPa) Elong.(%) 

Tempered Bainite 442 591 28 

Tempered Bai띠te + 
532 643 zl Tempered Martensite 

Tempered Martensite 않4 672 zl 

SPE켜dfication min. 345 떼-752 min.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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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1 Dimensions of a standard dilatometer speci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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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2 Dimensions of compact tension specimen for fatigu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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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3 Schematic drawing of the corrosion fatigue tes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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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4 Schematic drawing of the vacuum fatigue tes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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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9 Proposed morphological c1assification system for bain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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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e) 

Fi양 3.2.10 Reheat-b"eated and isothermally b"ansformed microstructure(VCD-2) 
(a) 525 t: (b) 500 t: (c) 470 t: (d) 싫ot: (e) 410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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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e) 
(f) 

Fig. 3.2.11 Reheat .. 갑eated and continuou허y c1∞led microstru따re(VCO-2) 
(a) 5t: /min (b) lSt/min (c) 6Ot/min (d) 8O"C /min 
(e) 150t: /min (f) W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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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a) 

(b) 

(c) 

Fig. 3.2.12 Typical microstructure of different types of bainite 

(a) B1 (b) B2 (c) B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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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13 Optical micrograph of VCD-1 at 1/2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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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Fig. 3.2.14 Optical micrographs of VCD-2 

(a) 15 φ，) 1/4t (c) 1/2t (d) 3/4t (e) 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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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e) 

Fig. 3.2.15 Optical micrographs of VCD-3 

(a) 15 (b) 1/4t (c) 1/2t (d) 3/4t (e) 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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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 

(e) 

삐
 

(d) 

Fig 3.2.16 Optical micrographs of VCD+Al 

(a) IS (b) 1/4t (c) 1/2t (d) 3/4t (e) 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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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ð) 

Fig 3.2.18 Optical micrographs of Si+Al-2 

(a) IS (b) 1/4t (c) 1/2t (d) 3/4t (e) 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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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 

(e) 

삐
 

(d) 

(f) 

Fig 3.2.19 Optical micrographs of banding structures 

(a) VCD-1 (b) VCD-2 (c) VCD-3 (d) VCD+Al (e) Si+Al-1 (f) Si+AI-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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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20 A ferrite grain at 1/2t of Si+Al-l (aπow m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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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21 Overall precipitates distrib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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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Fig 3.2.22 TEM micrographs VCD-2 precipitates 

(a) Within grain φ) Grain boundary & lath 

(c) Lath boundary (d) within la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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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 

비
 

(d) 

Fig 3.2.23 TEM rnicrographs VCD+AI precipitates 

(a) Within grain (b) Grain boundary & lath 

(c) Lath boundary (d) within la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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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Fig. 3.2.24 TEM micrographs of VCD-3 precipitates 

(a) Within grain (b) Grain boundary & lath 

(c) Lath boundary (d) within la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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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Fig. 3.2.25 TEM micrographs of Si+AI-l precipi떠tes 

(a) Within grain (b) Grain boundary & lath 

(c) Lath boundary (d) within la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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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Fig. 3.2.26 TEM micrographs of Si+AI-2 precipitates (B2) 

(a) Within grain φ) Grain 벼undary & lath 

(c) Lath boundary (d) within la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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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織
…ir 

(b) 

Fig .. 3.2.27 TEM micrographs of Si+AI-2 precipitates (B3) 

(a) Within grain (b) within la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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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Fig. 3.2.28 (Fe,M)JC precipitates and diffraction pattem analysis 

(a) Spheroidal type (b) Rod type 

(c) Diffraction pattem and schematic repres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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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Fig. 3.2.29 (Mo,M)2C Precipitates and diffraction pattem analysis 

(에 Typical morphology (needle) 

(b) Diffraction pattem and schematic repres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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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30 (Mo,M)6C 만ecipitates and diffraction pattem analysis 

(a) Typical morphology (small spheroidal shape) 

(b) Diffraction pattem and schematic representation 

-206-



Kc orKκ 

훌훌egion 111 
Statlc Mode 
빼echanism 

흩egion 11 
Contlnuum 빼echanls뼈 

(Striation Growth} 

da/dN = C(tlK)m 

홉egion I 
빼。ncontJnuum j 
빼echanlsm/ : 

뺑
옳
寶
월
물
짧
奭
융
 

쨌
없
A
융
觀
 

10잃 ðK tlK야1 

Fig. 3.2.31 S야lematic variation of fatigue crack growth rate as a function of st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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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32 Fatigue crack propagation rates of the VCD-l, 2 and 5i+A1-1 sp앉irnens 

in air as a function of L1 K at 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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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33 Fatigue crack propagation rates of the Si+Al-l specimen at 1/4t and 

OD in air as a function of L1 K at R=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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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e) (f) 

Fig 3.2.34 SEM fractographs of the fatigue tested VCD-l spedmen in air at R=O.l 

and 20Hz obtained 

(a), (b) at L1 K=5.5 MPa;-m, daj dN=lxl0.10mjcycle; 

(c), (d) at L1 K=10 MPa/"" m, dajdN=5xl0.9mjcycle; 

(e), (f) at L1 K=15 MPa/"" m, dajdN=1.5xl0용mjcy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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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35 Fatigue crack propagation rates of the VCD-l s밸cìmen in air and 3.5% 

NaCl solution as a function of L1 K at 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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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36 Fatigue crack propagation rates of the VCD-l specimen in air and 

distilled water as function of L1 K at 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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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37 Fatigue crack propagation rates of the VCD-l specimen in air and 

vacuum as a function of L1 K at 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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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이
 

I 
i , ‘ 

(c) 

Fig 3.2.38 SEM fractographs of the fatigue tested VCD-1 specimen in 3.5% NaCl 

solution at R=O.l and 20 Hz obtained 

(에 at LJK= 8 MPaFm, da/dN=1xl0.10m/cycle 

(b) at L1 K= 15 MPa/" m, da/ dN=lxl0용m/cyc1e 

(c) at L1 K= 20 MPa/" m, da/ dN=2x10용m/cy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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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 

μ
 ψ 

t , ‘ ‘ 
、

(d) 

Fig 3.2.39 SEM fractographs of the fatigue ~ested VCD-l specimen in distilled 

water at R=O.l and 20 Hz obtained 

(a) at Ll K=9 MPa/"m, dajdN 드1xl0-10mj cycIe 

φ) at Ll K=10 MPa/" m, dajdN=1xl0.9mjcycIe 

φ) at LI K =20 MPa/" m, daj dN =2xl0용mjcycIe 

(d) at Ll K=25 MPa/"m, dajdN=5xl0경mjcyc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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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40 Fatigue crack propagation rates of the VCD-l specimen in air, 3.5% 

NaCI solution and distilled water as a function of L1 K from the results 

of constant Kmax tests 

-216-



--<• -Alr 
g훌률- 3.5% NaCI Solullon 
g융- Dlstllled Water 

SA 508 Steel 

R =0.8, 20 Hz 
AK=5MPa ...Jm 

22 

20 

14 

12 

18 

16 

gEE) 

F
훌
훌I
@
l빼
 훌
Q뻐
』
Q
 

12 10 8 

Number 01 Cyc뻐훌(x 1 ,000,000) 

6 4 2 
10 o 

air, 3.5% speclInen m VCD-1 the of rates propagation crack Fatigue Fig 3.2.41 

the from cycle of function a as water 

-217-

distilled 

results of constant L1 K tests 

and solution NaCI 



1.0l . .--.R콸냉1" 

훌A뿔-3훌훌밟， 33훌훌훌 훌훌를 Q1 

0.8 1- • 4꿇r 
디 훌훌%빼얹월l빼m 

용뼈t ....-M협 『

-
〔댈뉘 [] 

훌훌 n-. 

다 

~ 북톨』 

1 10 100 

AK(備훌..Jr빼 

Fig 3.2.42 Variation of KCI/ Kmax in the VCD-l specimen in air and 3.5% NaCl 

solution as a function of L1 K at 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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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44 Variation of KCl/Kmax in the VCD-l specimen in air and vacuum as a 

function of L1 K at 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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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47 Fatigue crack propagation rates of the VCD-l specimen in air and 3.5% 

NaCI solution as a function of L1 Keff at 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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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48 Fatigue crack propagation rates of the VCD-l specimen in air and 

distilled water as a function of L1 Ketf at 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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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49 Fatigue crack propagation rates of the VCD-l specimen in air and 

vacuum as a function of L1 K얘 at 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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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51 Variation of Ka as a function of immersion time and the number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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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e) (f) 

Fig 3.2.52 Optical micrographs of the heat-treated specimen 

(a) Martensite (b) Martensite+Bainite (c) Bainite 

(d) Tempered M (리 Tempered (M+B) (f) Tempered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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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53 Fatigue crack propagation rates of the heat-treated specimens as a 

function of L1 K at R=O.l 

-229-



앓뺑훌-3 

$앓뿔2압n 
• 
훌 

1(0) 

• 
--

*훌 
• 

훌P 

쩍
뿔
擊
廳
없
없
龜

m
 폼
훌
寶
옳
 • 

• 
100 

흥흥 5 16 17 18 1"9 경O 낀 

없題1 빼ler 題簡I훌훨r래뼈’IT關융 l야짧 

월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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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55 Variation of elongation as a function of degradation time at 600t 

and 170 M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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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56 TEM micrographs of the carbon extraction replica of the specimen 

degraded at 600 1:: and 170 MPa for 96hr 

(a) Overall precipitates distribution 

(b) Lath boundary and ins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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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 

r:-oo A H 
A ED I'I X 

----‘L Fe 8.1.67 5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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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n 11.37 6.97 

Cr 2.73 1.89 

Mo 2.2.1 39.75 

I!ICHT 

(b) (c) 

Fig 3.2.57 TEM micrographs of the coarse sphericaJ precipitates along grain 

boundary of the specimen degraded at 6OO"C and 170 MPa for 96hr 

(a) Bright field image (b) EDS an때sis (c) Res비ts of EDS anaJ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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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d) 

TEM micrographs of the fine spherical precípítates m lath of 

the specimen degraded at 600 "c and 170MPa for %hr 

(a) Bright field image (b) Oark field image 

(c) SADP of the precipitates and schematic representation 

(d) EDS 하퍼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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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59 Variation of hardness as a function of degradation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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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61 Fatigue crack propagation rates as a function of L1 K at 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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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3 철 정련과정에 따른 미쩨구조 및 기계적성질 

1. 셔론 

중성자 조사에 따른 재료의 미세조직변화와 이에 따른 기계객 성질파 파괴혹성 변 

화는 가동중인 원자로 압력용기의 건천성올 해치는 주요 훤인이 된다. 충성차 조사에 

따른 채료의 기계척 성질 변화는 조사천 채료의 미세조직에 크게 화우된다. 따라서 

조사환경에 사용되는 재료인 경우 중성자 조사특성을 명가하기 위하여서는 중사천 미 

세조직， 기계적성질 및 파괴륙성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제강 

공정중 정 련파정 (refining process) 이 서로다른 한중제조 3 총류의 압력용기용 저합금 

강과 일본 제강소제작 압력용기강파의 조사특성 비교목척으로 사천에 이에 필요환 초 

사천 재료특성올 미세조직/ 기계객 성질， 및 파괴특성에서 비교평가 하였다. 기계객 

성질 시험으로는 경도시험/ 인장시험， 파괴인성시험올 수행하였고/ 파괴특성 비교명가 

롤 위하여서는 third size Charpy 시편에 대한 파괴인성 시험후 파면에 대한 SEM 

Fractography, Confocal Microscopy률 수행하였으며/ 미세조직 비교평가훌 위하여서는 

광학현미경과 Thin Fi1m 및 Carbon Replica 에 대한 투파천자현미경(TEM) 분석올 실 

시하였다. 특히 Thin film 빛 Carbon Replica 에 의한 미세조직 비교평가에서는 

Ultrafine carbide population 과 initial strength 와의 관계 및 large carbide 

population 과 fracture behavior 와의 관계를 규명코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중 

성자 조사시험이 예정되어 있는 이들재료의 조사륙성 규명 및 비교명가의 기본자료 

(baseline data) 로서 사용될것이며 중요한 제강공정 의 하나인 정련파정이 미세조직/ 

기계객성질r 파괴특성에 미치는 영향 분석에 사용될것이다. 

2. 설혐 

가. 째료 및 시편 

시험에 사용된 재료는 정련과정이 서로다른 한중제조 저합금강파 JSW 저합금강 

으로서 화학조성과 열처리이력올 Table 3.3.1 및 3.3.2 에 정리하였다. 시험에 사용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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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재료 및 시편온 1/4 T에셔 채취하여 제착하였다. 기계척성질시험에 사용된 소형 

인장 시편과 third sizc Charpy 시편온 Fig. 3.3.1 과 같다. Third size 다lélrpy 시편에 

대한 피로균열 조건온 초기 Kmax - 20 MPaf m, 최종 Kmax - 17 MPaf m , 

Kmin= 2 MPaf m 이었고 약 70,000 cycle 천후에서 a/W-0.5 로 펴로끌열이 도입되 

었다. 경도 빛 인장 시험온 VCD, VCDA, SA, JSW 4 종류의 재료에 대하여 실시하였 

고 파괴인성 시험은 VCD, SA 빛 JSW 재료에 대하여 실시하였다. 

나. 기계객성질시협 

기계객성질 측정융 위하여 경도， 소형인장， 및 Third size 타\arpy 시편에 대한 파 

괴인성 시험을 수행하였다. 경도시험온 Wilson Tukon 자동경도시험기로 하중 300용 

하중시간 20 앞C 로 수행하였고， 소형인장 시험온 대기중에서 INSTRON 

1122(Capacity: 1뼈 Pound) Screw Type 인장시험기톨 이용， 8.5 X 10-3 mm/ sec 의 

일정변형속도(Constant Displacement Rate)로 시험하였다. Servo-Hydraulic load 

frame 을 이용한 Third size Charpy 시면에 대한 파괴인성시험온 비교척 작온 변행율 

( -O.OO8mm/sec)에서 륙수제작된 온도조절용 bath훌 이용， -196 't, -150 't , -100 't, -4 

O't, 빛 21 't에서 시험하였다. 

경도시험은 정련과정에 따른 재료의 경도를 비교하여 인장 빛 파괴인성 시험자료 

와 함쩨 미세조칙에 따른 재료의 기계객성질을 종합 비교 평가하고자 수행하였다. 

인장시험에서는 정련과정에 따론 재료의 강도륙성을 측정하여 상호비교하는 한편 

TEM 에의한 미세구조결과와 함깨 해석하여 정련과정의 차이에 따른 미세구조의 차이 

가 비조사강도 특성에 미치는 영향올 파악코자 하였으며， 이와함째 strain hardening 

coefficient 를 결정하여 화학조성 및 미세구조의 차이에 따른 가공경화거동을 비교하 

고자 하였다. 파괴인성 시험에서는 온도에 따른 재료의 파괴거동을 측정하여 미세조 

직상의 차이 및 정련과정에 따른 재료의 파괴인성값올 비교하고자 하였다. 

다. Confocal Microscopy 및 따괴과정 분석 

시험이 완료된 Third size Charpy 시편 파변에 대한 Confocal Mi，σoscopy(CM)/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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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과정 재현(Fracture Reconstruction: FR)은 Computer 를 이용하여 피로균열에부터 

파단에 이르기 까지의 파괴 전파정을 직접 재현 할수 있으므로 결과로부터 정련파정 

에 따른 미세구조(Carbide)， 개재물의 크기 및 분포의 차이가 재료의 미시객 파괴거 

동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명가할 수 있고， 또한 Critical loadline displacement δc 를 

확인， 결정하여 파괴시험 결과 얻어진 파괴인성값을 확인할수 있다. 파괴인성 시험이 

끝난 Third size Charpy 시편가운데 특히 천이온도 구역인 -100t와 -40t에서 시험 

된 6 개의 시편 표면에 대하여 FR올 수행하여 SEM 에 의한 Fractography 와 함께 

정련과정에 따른 재료의 미시객 파괴거동을 비교분석 하였다. CM/FR 에는 

Nikon/Technical Instrument K2IND confocal microscope, IBM RISC 6000 work 

station, Image processing algorithms 과 관련 software 등이 사용되었다. 

라. 광학현미 경 빛 SEM 

Nikon(EPIPHOT -THE) Inverted Microscope 와 JEOL 2111 SEM율 。l 용， Grain size 

결정， 광학현미경상의 조직비교， 파괴인성 시편 파면에 대한 Fractography를 실시하였 

다. 광학현미 경 시 편온 0.3J.ß11 AhÛ3 분말에 연마한후 1.5 -3 % Nital 에 10 - 20 초동 

안 etching 하였다. Grain Size 는 X 400 에 서 ASTM E-112(88) " Standard Test 

Methods for Determining Average Grain Size 11 의 Three Circle(Abrams) 방법 에 따 

라 결정하였다. 

마. 미세조직분석 

정련과정에 따른 기계객 성질의 차이는 이들재료의 미세조직 차이에 기인하므로 

정련과정에 따른 미세조직， carbide 형상(morphology)， 크기， 분포， bainite lath 

structure 동의 차이를 비교분석 하기위하여 thin film 과 carbon replica 에 대한 투 

과전자현미경ijEOL 2000X) 시험올 실시하였다. Thin film 은 10 % perchloric acid 

와 90 % acetic acid 혼합용액에서 30 - 35 volt 로 Jet Polishing 하여 시편을 제작하 

였고 carbon replica 는 처음 4 % Nital에서 60 - 120 초 동안 1 차 부식시킨 표면에 

carbon올 증착 시 킨후 10 % HCl 과 90 % ethanol 혼합용액 내 에 서 0.1 ampare 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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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류로 2 차 etching 하여 제작하였다. 

3. 컬파 및 토의 

가. 기계객 성질과 미세조직 

Table 3.3.3 과 Fig. 3.3.2 에 각각 경도， 인장 및 파괴인성 시험 결과를 정리하였다. 

예상과 같이 시험된 재료률이 모두 ASME 의 압력용기 재료규격인 "5pecification 

for quenched and tempered vacuum-treated carbon and alloy steel forging 

forpressure vessels" 에 따라 제조된바 시협재료간 경도， 인장 및 파괴인성에서 커다 

란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크지않은 차이이지만 전반척인 기계척성질온 5i 

와 Al 처리된 C 및 D 강이 A 및 B 강보다 다소 좋은 결과롤 보이고 있다. 특히 표준 

충격시편 및 Drop wei양\t 시험에 의한 initial RTNDT 값융 비교하여 보면 A, B, C, D 

각각 -18 "C, -34 "C, -34 "C [1],- 50 "C [2] 로서 A 와 B, C, D 재료간에 다소 큰 차이 

가 발견되었다. 특히 같온 정련과정이 척용된 C, D 에서 16 "C 의 차이가 있었다. 

π\ird size charpy 시편에 의한 A, C, D 재료에 대한 파괴인성 시험결과(Fig.3.3.2)는 

특히 천이온도 구역(시험온도: - 100 "C)에서 A, C 와 D 재료간 다소 큰 차이롤 보이 

고 있다(A=111.4 ksi.rin, C=186.4 ksi/""in, D=181.5 ksi.rin). 환편， Table 3.3.3 의 가 

공경화지수(5HC)는 A, B 보다는 C, D 강에서 다소 높은 값올 보여주고 었다. 이러환 

차이에는 C, D 강의 상대척으로 작은 grain size, 높온 C 및 N 함량， 작은 lath 

width 풍도 영향올 미쳤으리라 판단된다. 

Table 3.3.4 에 정련과정에 따른 A, B, C, D 강의 Optical, TEM 에 의한 미세조직 

분석결과를 요약하였고 Fig. 3.3.3, 3.3.4, 3.3.5 에 Optical, TEM (thin film), 

TEM(carbon replica) 사진을 각각 정리하였다. Table 3.3.4 에서 보듯이 재료의 기계객 

성질에 큰 영향을 미치는 grain size 는 VCD 의 A 강이 가장 큰 값을 보이고 었다. 

A 강을 재외한 B, C, D 강온 Al 챔가에 의한 grain size 미셰확 효과에 의하여 A 강 

에 버하여 30-40 % 작온 값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서 같용 정련과정의 C, D 를 비 

교하여 보면 D 강이 C 에 비하여 다소 작은 값을 보이고 었다. 저합금강의 강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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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척 특성에 미치는 일반척인 grain size 효과 [3J롤 고려할 때 A 강에 비하여 B, 

C, D 강이 그리고 B, C 보다는 D 강이 강도와 기계척 특성변에서 보다 우수한 성질 

올 가지게 됨올 예측할수 있다. Grain size 이외에 TEM 에 의한 미세조직 분석 결과 

또한 A 보다는 B, C 가， 그리고 B, C 보다는 D 가 탄화물의 크기， 분포， lath width, 

lath 경계의 발달동에서 다소 우수한 미세구조롤 보이고 있다. 이러한 크지않은 미세 

구조의 차이에 따라 경도， 인장강도， 항복강도， 연신율， 파괴인성 둥에서 크지 않지만 

A, B 와 비교하여 C 및 D에서， 그리고 C 보다는 D 강이 전반척으로 일관되게 우수 

한 기계적 성질올 보이는 것으로 판단된다. 

Fig. 3.3.4 에서 보듯이 4 종류의 강 모두에서 각각 Fe3C cementite 및 MOzC 로 

확인된 round 및 needle type carbide 가 발견되고 있다.C 에서는 예외척으로 약 

100 nm 의 square~like needle 형태의 carbide 가 더 발견되고 있다 needle 형태의 

M02C 크기에서는 별다른 차이가 발견되지 않고 있으나 cementite 인 경우에는 크기 

에 다소 차이가 발견되고 있다. 경도/ 인장강도， 항복강도， 파괴인성에서 가장 낮온 값 

올 보이는 A 강이 칙경 약 0.5 때1 으로 가장 큰 값올 보이고 있고， 반면 천반척으로 

가장 좋온 기계척 성질 값올 보이는 C, D 강에서 직경이 각각 0.025 때1 파 0.05 때1 

이하 의 작은 크기를 보이고 있다. 석출양상올 보면 비교적 기계척 성질 값이 작은 A 

강에서 cementite 들이 grain boundary를 따라 조대하게 뭉쳐져 석출하고 있는 모습 

왈 보이며 많이 모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한쪽 길이가 30 빼 보다 크고 천체 면적이 

20때2 로 1 개 grain 보다 큰 값을 꿇이고 있다. 이렇게 carbide 가 분산되지 않고 조 

대하게 뭉쳐서 석출되는 경우는 낮은 외부하중 착용시에도 쉽게 파괴되어 균열의 시 

작점으로 작용하며 취성파괴 확율을 중가시키는 등 전반척인 파괴특성이 저하된다 

[4]. Carbide 및 cementite 의 크기 및 분포 차이외에 갯수에서는 별 다른 차이정이 

발견되지 않고 있다. 한편 lath wìdth는 강도 및 파괴인성값이 가장 큰 D 강이 2 /1fI1 

으로 가장 작은 값올 보이고 있고 가장 작은 강도 및 파괴언성 값을 보이는 A 강에 

서 가장 큰 값인 5 μn 을 보이므로 해서 bainite 강에서는 강도와 파괴인성이 lath 

width 에 반 비례한다는 보고와 경향이 일치하고 있다 [5]. 

Fig. 3.3.5 는 D 강율 제외한 A, B, C 강온 interlath carbide 총이 있옴을 보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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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Interlath carbide 충의 두째는 A, B, C 각각 - 200 run, -130 run, - 40 

nm 이었다. 이러한 interlath carbide 충온 quenching 시 냉각속도가 느련 경쭈 발견 

되는데 [6J 존재하는 갱우 화피특생융 저하시킬것으로 판단된다 [η. 한편 미세한 탄화 

물의 밀도와 기계객 특성파의 판계를 조사하기 위하여 같은 배율조건 및 각 강의 대 

표척인 carbon replica 위치에 대하여 무작위로 선정한 5 - 8 개 부위에서 미소탄화물 

수를 측정한 결파 탄화물의 형상 및 수와 기계척 특성과의 뚜렷한 상관관계를 확인할 

수 없었다. 이에 대하여 서는 fine carbide 와 강도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볼 때 향후 

계속해서 더 조사연구가 필요할것으로 판단된다. 

나. 화피륙성과 미세조직 

갱련 쩨조공갱에 따른 재료의 파괴륙성파 미세조직파의 판계를 조사하기 위하여 

Fig. 3.3.2 에서 시협이 완료된 A, C, 0 재료의 야\Ïrd size Charpy 시면애 대하여 

SEM fractography 와 Confocal microscopy /FR 을 수행하였다. 화면에 대한 SEM 결 

과 각 시험용도에서 시편에 따른 큰 차이는 없었다. 시험온도에 따론 파괴거동용 시 

험용도 -196 "C 에서는 모두 Iinear elastic fracture 거동을 보였고 -150 "C - -l00t 

에 서 는 elastic-plastic pop-in failure 거 동을， 그리 고 -4ot - 21t 에 셔 는 

elatic-plastic stable crack growth 거동올 보였다.A， C， D 의 비금속 개채물 크기는 

각각 A, C 가 -10빼 D 가 -5때1 로서 A, C 7} 0 의 약 2 배 정도 였다 (Fig. 

3.3.6). 파면에 대한 SEM 의 예로서 Fig. 3.3.7 에 -40"C에서 시험한 A 의 파면올 보였 

다. 균열진천방향에 normal 한 방향으로 형성된 crack line 툴온 interlath carbide 에 

영향올 받은 것으로 환단된다. 파면에서 약 370pm 의 균열진천량과 비금속 개재물에 

의하여 형생된 약 10 여개의 cavity롤 확인할수 있다. 이러한 많온 수의 cavity 형성온 

이 채료의 낮온 화피저항성의 한 요인으로 판단된다 [8J. Fig. 3.3.8 에 천이온도 구역 

인 -l00t에서 시험한 A, C, 0 의 하충-변위곡션율 갱리하였고 Fig. 3.3.9 에 따면에 

대한 FR 결과롤 정리하였다. Fig. 3.3.8 에서 A 의 균열진천량용 C, D 의 약 1/2 -

1/6 갱도로 나타녔다. Fig. 3.3.9 에셔 A 경우에는 하중션 변위(1oad line displacement 

8) 약 25때I - 30JAII에셔 손상(율얼)이 란열선단 앞 부분 천 명역에서 발생하기 시작 

하며 c1eavage 에 의하여 파괴가 일어녔용용 보여주고， C 및 D 의 경우에는 6 가 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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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약 375 때1 - 400 때 빛 60 때 - 70 때 에서 손상(균열)이 발생하였고 파피는 각 

각 Pop-in cleavage crack 빛 stable crack growth 의하여 일어났융올 보여준다. FR 

에서 결정되는 임계하중선 변위 (critical loadline displacement) 차이는 파괴인성 시험 

결과와 잘 일치하며 시험시 기록한 하중-변위곡선과도 잘 일치하고 있다. 

다. 정련과정과 열처리 

정련과정에 따른 미세조직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하여 수행된 thin film에 대한 투 

과전자현미경 미셰조직 비교 조사에서 A 강의 bainite lath boundary(BLB) 는 ζ D 

강에 비교하여 분명하게 형성되지 않았옴이 발견되었다 (Fig. 3.3.4). 이러한 불완전한 

BLB의 형성은 제조과정에서 행하여 지는 ”기계적 성질올 얻기위한 최종 열처리(Heat 

Treatment for Mechanical Properties)" 단계에서 최척변태조직 (bainite)을 얻기위한 열 

처리공정이 B, C, D 강파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불완전 하였옴올 의미한다. A 강에 

서 발견되는 상대적으로 두꺼운 interlath carbide 충의 존재는 이러한 결론올 더욱 확 

실하게 뒷밭침 하고 있다. 따라서 Table 3.3.4 에 요약한 미세조직의 차이는 정련과정 

의 차이에서 비롯된것파 함께 최종열처리 단계에서의 열처리 조건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4. 결론 

정련과정이 서로다른 A, B, C, D 4 종류 압력용기용 SA 508 Cl. 3 저합금강의 기 

계적 성질과 미세조직 차이를 비교검토한 결파 다옴파 같은 결론올 얻었다. 

1. 한중제조 A, B, C 강에서는 JSW 제조 D 강에서는 발견되지 않는 interlath carbide 

충과 함께 불완전 환 bainite lath boundary 가 발견되 었고 특히 A 강은 B, C, D 강과 

비교하여 조대한 grain size 와 탄화물올 가지고 있었고 lath width 는 D 강의 2.5 배 

였다. 탄화물의 분포 또한 A 강은 B, C, D 강에 비교하여 분산되지 않고 뭉쳐져 있는 

양상올 보이고 있다. 이러한 미세조직의 차이에 의하여 A 강온 D 강에 비하여 전반 

적으로 낮윤 기계적 특성( 경도r 인장r 파피) 용 보이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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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온 인장시험에 의한 미세한 탄화물의 밀도와 항복강도와의 관계， 그리고 천이온 

도 구역에서의 조대하고 큰 탄화물과 파괴거동과의 관계에 대한 조사결과 미세한 탄 

화물과 항복강도와의 관계에서는 뚜렷한 경향이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조대한 탄 

화물과 파괴거동과의 관계에서는 조대한 탄화물이 분산되지 않고 국부척으로 용쳐져 

석출된 경우(A) 에는 천이온도 구역에서 deavage fracture 거동율 보였으며 보다 작 

온 크기의 탄화물이 분산하여 석출된 경우에는(0) ductile crack growth 거동올 보였 

고 상대척으로 높은 파괴인성율 가지는 것으로 나타웠다. 

3. Si-Al 처리에 의한 정련방법온 VCO 혹온 VCO+ Al 청련법보다 우수한 미세조직 

과 기계객 성질율 가지는 것으로 나타었다. 그러나 최종 열처리 조건에 따른 최종 미 

세조직의 변화룰 고려한다면 정련방법이 미세조칙에 미치는 명향 평가시 열처리 조건 

에 따른 미세 조직 변화에 대한 평가가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창고푼현 

1. J. T. Kim, H. K. Kwon, K. C. Kim, and J. M. Kim, ASTM STP 1259, E. G. 

Nisbett and A. S. Melilli, Eds., ASTM, 1977 (in press). 

2. P꺼vate communication, 1. Sato, ]SW. 

3. Willium C. Leslie, The Physical Metallurgy of Steels, McGraw-HiII 않ries in 

Materials Science and En밍neering， p. 166 (1981). 

4. S. O. Norris and J. O. Parker,Int. J. Pres. Ves. & Piping 67 (1996) 329-337 

5. J. P. Naylor, Metallurgical Transactions A 10A (1979) 861-873 

6. H. Ohtani, S. Okaguchi, Y. Fujishiro, and Y. Ohmori, Metallurgical Transactions 

A 21A (1990) 877. 

7. H. K. O. H. Bhadeshia, Bainite in Steels, The Institute of Materials,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2) p. 316. 

8. A. R. Rosenfield, O. K. Shetty, and A. J. Skidmore, Metallurgical Transactions 

A 14A (1983) 1934 

-245-



Table 3.3.1. Chemical composition of SA 508 C1. 3, A, B, ζ and D steels which 

are differ in steel refi띠ng process(SRP). 

C Si Ni Mn Cr Mo Cu P N AI SRP 

A 0.18 0.08 0.77 1.40 0.15 0.53 0.06 0.005 0.004 <20ppm VCD 

B 0.17 0.10 0.82 1.35 0.16 0.50 0.03 o.아J6 55ppm 0.015 VCDA 

C 0.21 0.24 0.92 1.36 0.21 0.49 0.03 0.007 52" 0.022 SA(I) 

D 0.19 0.20 0.82 1.44 0.15 0.55 0.03 0.006 89" 0.020 SA(II) 

SRp.: VCD:Vacuum Carbon Deoxidation, VCDA:Vacuum Carbon Oeoxidation plus 

Aluminum treatment, SA(I) and SA(II): Silicon deoxidation plus Aluminum 

treatment in two different factory, 1 and 11. 

Table 3.3.2 Heat treatment condition of low aIloy steels(SA 508 Cl. 3) A, B, C, 
and D. 

Materials Heat Treatment Condition 

A Quenching: 650 - 69O"C (4hr), 860 - 9OO"C (6hr) water quenching to 

B 60 "C. Tempering: 650 - 670 "C (9-12 hr) 

C Postweld Heat Treatment: 621 :t 14 "c (30hr) 

D Quenching:870/897 "C x14.2 hrs., Water Quenching 

Tempering:65O/663 "C x12.4 hrs., Air C∞ling 

Postweld Heat Treatment:595/625 "C x14.4 hrs 

Fumace Coo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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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3.3 Micro-Vickers hardness measurement and tensile test results for 

materiaIs A, B, C, and D which are díffer in steel refiníng process at 

room temperature. 

Micro-Vickers 
Materials Y원ksi) UTS(ksi) UE(%) TE(%) SHC* 

Hardness 

A 192 :t 9 65 84 8.4 14.3 0.08 

B 182 :t 7 61 82 8.7 13.6 0.08 

C 195 :t 6 65 88 9.3 15.3 0.10 

D 200 :t 9 72 91 9.3 15.5 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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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3.4 Micro-Vickers hardness measurement and tensile test results for 

materials A, B, C, and D which are differ in steel refining process at 

room temperature. 

Grain Size 
,.------11 Precipitates, Carbide, and Bainite Morphology Materiall - ----c------- , -------, ------ - ------ ----c-----C1J IRemark 

ASTM ISIZE(때) I and lath width(빼 

A 7.6 

B 8.7 

뉴~…、n 

C 8.7 

D 9.5 

Round(dia: -0.5 JlII1), Fine Needle(50-10Onm), 

Agglomerated, large and localized coarse 

22.3 I carbides, Underdeveloped lath boundary, lath 

width: 5 JlII1. Coarse interlath carbide. PPts No: 

6 X 107/mm2 (Round:Needle=1:0.85) 

15.4 

Round( dia:0.05 - 0.25 때)， Fine Needle(80 nm), Ilncom

Slightly agglomerated, Semi-underdeveloped lath Iplete 

15.4 

12.5 

boundary, lath width: 5 JlII1, lnterlath carbide, 

PPts NO.:8.5 x 106/mm2 Round:Needle=l: 22 

Round(dia: 0.025 JlII1, Needle(80nm), Square-like 

needle(100nm), Three types of carbides morph

ology, PPts at GB and matrix, Well developed 

lath boundary, lath width: 3.5 때1， Interlath carb

ides, PPts No.: 3.1 x 109/mm2

’ 
Round:Needle:Square Needle=1:1.75:0.46. 

Round(<0.05때)， Needle(50 -10Onm), Fine round 

carbide, Well developed lath boundary, lath 

width: 2Jl111, No interlath carbides, PPts No.: 6.7 

X 107
/ cm2

., Round:Needle=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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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mm] 

꿇l 

< minitensile s홈잉men > 

lII 솥집 
낀꿇월，!l 

꿇닮밟μ~ 

<third size Charpy> 

Fig. 3.3.1 Configurati‘m of 매용im웬s used for 빼lSile and fracture 

tou압mess 월s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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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VCD (B)VCDA 

(디 SA( 1) (D) SA(II) 

Fig. 3.3.3 Optical micrographs of A, B, C, and D ste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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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VCD (B) VCDA 

(디 SA( 1) (D) SA(ll) 

Fig. 3.3.4 TEM(thin film)mìcrographs of A, B, C, and D ste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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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5.1 TEM(crobon replication) micrographs of steel A(V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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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5.2 TEM(crobon replication) micrographs of steel B(V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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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5.3 TEM(crobon replication) micrographs of steel C(SAI(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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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5.4 TEM(crobon repJication) micrographs of st옆1 D(SA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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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el A 

Steel C 

Fig. 3.3.6 Inclusions of A, C and D steel. The size of inclusions A and ζ 

i.e-l0때1， is about double the size of D, - 5때1. Photos A and C, 

D were taken from third size Charpy and minitensile specimens, 

res휴ctively (Test Temp.=room temp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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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el D 

Fig. 3.3.6 (contin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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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7 Fracture surfaæ of steel A 뱉sted at -40"(;. Several inc1usion- ir띠uced 

cavities and σack lines which are normal to crack advanæment are 

용en in the crack grow암\ area(L'l.a= -370J.QII). 

-259-



VC02 -IOOC “ a‘ pcr;v /I.-r;‘",. 
200 r--~-:-r"---j" ----i----.----~---i---I--"i"--' 
‘ 50 1-----삼 --+----←----뉴---+~---~----~---;.----~--_. 
150 ~-.ζ-~----~----~----~-_ .. -~----:'----:.----:.----:.---
“0 샤i--I-----~----~----~--- .. ~--- .. ~---~----~----~
!20 바.:...-.---+---←----~----~----←---+---+----;.. 
100 ~---’----L----L----L----L----L----L----L---L----

10 U-… ----F----F----L----F---÷--F----F----」，.
50 ， ----t----l-----l-----r----뉴-.. -;-----i--... --~-.. r---
찌 ~----f----:.----:..----~----;.----:-----~- ... _-~----~---
20 f----÷--r----「----뉴-------_ .... ‘ F----r----, 
0

' o 10 20 30 ‘o ~O 50 70 50 80 
Oi.pl‘C''''.lI t (",i1.) 

·
￡
)
 

1·3 

SA2 -LOCC 
J(i." .. pr;r;v R-r;"π· 

200 r~-".---ï- ---j----j--j---i---j .. --.... --γ--_. 
씨o ~--+----:--~.-+‘--←----←---←---r---←~-r"--' 
애Or--때펌테耐하파:7:-뷰F뉴l약--
l$ i;…:t~ttrlfttJmth뷰-i::::!--작 
100 싸μ-L---L----;---」---L----;----〔--F----L----

". 세 • 

tQ ~--~_ .. _--_ ..... _-- .. ---_ ..... _--‘----~ 

o 10 ZO 30 ‘o ~O 50 70 80 110 

·
쿄
)
 

’·3 

JSW2 -100C “ 1\\ PCC'{ i'! -C"",. 
ZOO r---:--τ---r----r----「----「----「---r----r---

180 1---+----느- ... -~ ... _--•-_ ..... •-_ ..... 뉴---r----~----，.- .. 
180 ~--.μ ‘--~+--~----~----~----~----~--~-~---~-
i싸-j(--r-i-+;--~---~----~----~…_~ __ ø_~‘-÷--
120 b‘ i-+ ... --t-+--;.----r---r…-←---+---+----~---
’’‘’ 100 니_l_~ ____ ;.+-샤----L----;----L----L----L----L---

80 H----~----~→---L----L----L----L---L----」--L---

50 ~---r----r+-+---r----←--_ ... • ... --~----~- ........ f'--- ... 

‘o ←--↓---~~_ ... ;..----ι----L----」----L----i----L---
20 f----~----션---F---F--→…÷--F---F----뉴--
o [ !’ 

o 10 20 30 ‘ o ~O 50 70 50 10 
DI.placoment (ml1.) 

(·a; 

τ
·
3
 

Fig. 3.3.8 Load-Displacement curves of third size 다\arpy specimens of s뿔el 

A, C ar띠 o which wee 뼈ted at transition 없n야rature， - l00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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Ò =I)um -.;\ιm 

ò .. 2jμn 

8 .. SOwn 

ô. "μm 

VCD2 
Fracrure Reconstruction 

3=5“m ,) S lOUm S s 1:5’‘m 

õ .. 3~m 6-35μm 6.찌띠n 

6 .. S5μm /j.뼈1m 5.63μ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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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õz:아!m 

S a4'μm 

/j .7이UIl 

6 .. 9S!IJIl 

Fig. 3.3.9.1 Fracture reconstruction(FR) showing the sequence of events leading 

to cleavage fracture m speclß\en of A(VCD) with aJw -0.5 tested 

statically at -100 "C. Lode-Displacernent curve of these events is VCD2 

(top) in fig. 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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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톨 300μm 

ð .. .J:.5l!m 

SA2 
Fracture Reconstruction 

&::: ~Oum Ò ,. \00μm Ö: \:'5μ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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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9.2 Fracture reconstuction(FR) shwing the sequence of events leading 

to pop-in cleavage crack in specimen of C(SA 1) with a/w -0.5 

tested statically at -loo'C. Lode-Displacement curve of these events is 

SA2 (middle) in Fig. 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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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W1 
Frlcrure Reconstruction 

Ò ," :Oum ò = :Oum S" 30!,m ò= 따μm 

.)，， 5α‘m õ .. 6야m ò= ~0Um .5. soμm ò"90μm 

1) .. 1α거J.lD Ó .. 11머1m 5 .. 12야m ó= 13α‘m Ó .. 14α11ft 

.) .. 1 .5야1m 1) "'1뼈1m ó.17며1m Ó" 18α‘m ð-I뼈11ft 

Fig. 3.3.9.3 Fracture reconstruction(FR) showing the sequence of events leading 

to stable crack growth to fracture in soecimen of D(SA II) with 

a/w -0.5 tested statically at -100 "C. Lode-Displacement curve of 

these events is ]SW2(bottom) in Fig. 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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째 4 철 합업시혐을 이용환 기계적특성 분포 명가 

1. 셔 론 

현재 제조되고 있는 상업용 경수로 압력용기의 벽두째는 약 250 nun (10 인치) 정 

도이며， 이와 같이 두꺼운 재료의 경우 제조과정을 매우 정교하게 제어하더라도 위치 

(용기의 내면 혹온 외면으로부터의 깊이)에 따라 합금성환， 상의 분포， 탄화물종류 및 

크기， 전위밀도 등 채질이 다르게 나타나며， 그 결과로 표면으로부터의 깊이에 따라 

기계적 특성이 크게 달라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3]. 본 절에서는 압력용기용 저합 

금강(SA508 Cl.3 강)에서의 두께방향으로의 기계적 특성분포를 명가하기 위한 ABI 기 

술 원리를 셀명하고 시험결과롤 제시하였다. 

인장시험과 같은 기존의 시험법을 이용하여 원자로압력용기와 같옹 두꺼운 부품 

의 부위별 소재특성을 시험할 경우 수많은 시험편과 노력용 필요로 한다. 그러나 최근 

에 개발된 자동화압입시험(A81)[4，5J올 이용하면 경제객으로 압력용기의 기계적특성분 

포를 파악할 수 었다. ABI 시험온 소형 초경합금(예， WC)구롤 재료표면에 압입하면서 

얻은 하중-압입깊이 곡선을 구하는 시험으로서 이로부터 용력-변형율곡선， 항복용력 

(YS), 평가인장강도(EUS)， 강도계수(K)， 가공경화지수(0) 둥 재료의 기계적 특성인자를 

구할 수 있다. 륙히 재료훌 국부척으로 그리고 준비파괴객으로 시험할 수 있는 장첨올 

가지고 있다. 또한， ABI 시험결과와 비교하기 위하여 압력용기표면으로 부터 깊이 (01’， 

0.25T, 0.5T, 0.75T, lT)에서 채취한 소형시편윷 이용한 언장시험을 수행하였다. 

본 절에서는 ABI 시험의 원리， 압력용기강에 대한 ABI 시험조건 및 시험결과와 소 

형인장시험 결과 및 이들의 비교결과를 포함하고 있으며， 특히 원자로 압력용기강의 

두께방향 위치에 따른 기계적 성질변화에 중점올 두고 셜명하였다. 

2. 자동화합업시험에 의한 용력-변형율곡션 채싼 

가. 효화변형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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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업자(indenter)를 이용하여 재료표면에 하중을 가하면 압입자 하부에 탄소성 변형 

영역이 발생하며 이 탄소성 변형영역의 크기와 변형량은 압입하중(P)의 크기에 비례한 

다. 또한 압입자 하부의 변형영역의 효과변형율(effective or representative str뻐1)은 압혼 

의 크기와 모양을 고려하여 비교적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다. 압입시험에서 변형율의 

크기는 압혼의 크기보다는 모양에 더 의존한다. 즉， 압입자의 기하학적 모양이 선행인 

경우(예 Vickers 및 Kn∞p 압입자)에는 약 0.08 정도의 단일 변형율에서의 용력-변형 

융 자료롤 얻을 수 있는 반면， 구형의 압입자(예 Brinell 압입자)는 압입깊이에 따라서 

압혼직경이 비선형척으로 변하기 때문에 이론척으로 약 0.2 이하의 모든 변형율을 구 

할 수 있다[6，7]. 따라서 용력-변형율 곡션을 얻기 위한 압입시험에는 거의 구형압입자 

가 사용된다. 

구형압업자에 의한 압혼을 단순화하여 표현한 것이 그림 3.4.1 이다. 이 그림에서 d 

는 압혼의 현직경(chor，뼈1 diamete끼이며 h는 압입깊이이다. 또한 dp 및 hp는 하중이 제 

거되었올 때의 현직경 및 압입깊이이며， 아래첨자 γ는 소성ψlastic)의 의미롤 가진다. 

Tabor[6，7]는 Brinell(직경 D) 및 MicroVickers 압업자를 이용한 시험으로 효과변형율이 

0.2(φD)로 표현될 수 있다는 결론을 얻었다. 또한 Haggag[3 ，4]은 d 대신 dp를 사용하여 

소성변형율올 계산하였다; 

gp = O.2(강) (1) 

한편， 윗식을 사용하여 변형율을 계산할 경우 압혼의 현칙경을 측정해야 하나 보통 

의 자동화 압입시험에서는 그림 3.4.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압입자 진행방향과 같은 방 

향으로의 변위 즉， 압입깊이(탄성성분， 소성성분 동)를 측정하여 하중-압입깊이곡선(P-h 

curve)을 얻는다. 따라서 압입깊이를 현직경으로 환산하여야 한다. 구형압혼에 판한 고 

전척 기하학적 관계식인 Hertz의 식을 이용하면 dp 및 hp 사이에는 다옴 관계식이 얻 

어진다[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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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1 _ ( αD/2) [혀 + (dþ /2)2 ] 1 3 、
Uþ - l [h;+( tt; /2)-hpD] J “ 1 

여기서 C = 5.47P(I!E 1 + l!Ez)로 표현되며 • El~ Ez는 각각 압업자 및 시험채 

료의 탄성계수들이다. 이때 압입깊이(h)의 탄성 및 소성성분은 그림 3.4.2에서 보여주 

는 것과 같은 해중-재하중 사이클(unloading-reloading cycle)의 기울기를 이용하여 구한 

다. 식 (2)는 현직경 dp를 화우 양측 모두에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식 (2)를 dp에 대해 

서 풀기 위해서는 반복계산법을 이용해야 한다. 

나. 효과용력 

압입하중 P가 가해질 때 변형영역에서의 효과용력온 압업자와 시험재료간의 평끌 

접촉압력(Pm)에 비례하며 [8-1이 pm용 다옴파 같이 표현된다: 

Pm = 4P 
πd2 (3) 

그러나 효과용력과 명균접촉압력 사이의 버례계수가 효과변형올의 합수로 표현된다 

(10). 따라서 변형영역의 효과웅력 ( ð，로 표시)에 대한 명균접촉압력의 비를 구속인자 

(constraint factor) q;로 정의하고 다음과 같이 표시한다: 

Pm = ø< ε ，.)(J， (4) 

Francis(10)는 여러 재료에 대한 기존의 압입시험결과를 이용하여 ￠에 대한 실험식올 

얻었다. 여기서 ￠에 대한 실험식올 얻는 방법올 살펴보면， 먼저 식 (1)올 이용하여 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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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변형영역의 효과변형옳을 계산한 후 인장시험에 의한 용력-변형율곡션으로 부터 그 

효과변형율에 해당되는 용력을 계산한다. 이 용력을 효과용력으로 간주하고 식 (3)율 

이용하여 명균접촉압력을 계산하면 식(4)에 표현된 구속인자 ￠률 구활 수 있다. 

단ancis[10]는 또한 변형영역을 탄성명역， 천이영역， 완전소생(fully plastic)영역으로 나누 

어 ￠톨 각 영역에서 다른 함수모양으로 표현하였다. 최근에 Haggag[4，5]온 변형속도민 

감도(s뼈in rate 앓nsi디에ty) 및 가공경확특성에 따라 구속인자의 크기가 다르게 나타난 

다는 첨 [11]을 고려하여 Francis의 식을 약간 수정하여 다옴과 같이 표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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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빼x = 2.87a, r 흥 (Ø，따x -1.12)/ln(27) 이다. 또 a는 cons뼈int 

factor index이고 낮은 변형속도민감도롤 갖는 재료에서는 약 I이다. 또한 압입변수 #는 

다옴과 같이 정의한다: 

fþ= 출꿇윷 t‘、
0.43Gr ‘” 

효과용력올 계산하기 위해서는 식 (3) 부터 식 (6)올 이용하는데， 식 (6) 및 식 (4) 

에 다같이 효과용력 (1，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역시 반복계산법올 사용하여야 한다. 한 

편， 위에서 셜명한 효과용력 및 효과변형율을 각각 진용력 및 진변형옳로 사용하고 연 

속압입시험중 여러 쟁에서 해중-재하중 기율기를 구하여 여러 용력-변형율자료률 구하 

면 이들 자료롤 바탕으로 벽급수형태(power-Iaw type)의 회귀곡션(즉， Hollomon flow 

curve), 평가인장강도 (양삐삐ted ultimate strength; EUS), 강도계수(K)， 가공경화지수(띠 

둥올 얻올 수 있다. 인장강도의 경우 ABI 압축시험에 의한 결과톨 실채 인장시험결과 

와 구분하기 위해 명가인장강도(EUS)라고 부르고 다옴 식을 이용하여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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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S 二 m융) n (7) 

여기서 e는 2.712 ... 이다. 

3. 쩌료 및 설협조건 

표 3.4.1은 각 재료의 제강법 및 성분들이다. HJ-l , HJ-2, HJ-3은 국산 SA 508 CI.3 

원자로 압력용기강들이며 JSW는 Japan Steel Works 채료이다. 이들 재료는 서로 다른 

제강방법에 의하여 제작되었을 뿔만 아니라 제조기술의 발전으로 인하여 제조과정도 

약간씩 다르다. 여기서 HJ-3 및 JSW가 가장 최신의 제강기술(Si-killing+ AI 챔가)로 생 

산된 재료들이다. 

자동화압입 (ABI)시험에 사용된 기기는 미국 Advanced Technology Corp. (A TC)에서 

개발/제작한 Portable/ln-Situ Stress-Strain Microprobe System (1000 Ibf 용량) 이었다. 앞 

장에서 설명한 웅력-변형율 계산모텔은 이 시험기기에 내장된 계산프로그랩에서 그대 

로 이용된다. ABI 시험용 시편은 일정한 형태로 정해져 있지 않으며 이 시험에서는 

넓이 20 mm 두께 4 mrn 의 긴 사각기둥형으로 제작하여 시험하였다. 이때 길이방향 

으로의 거리가 압력용기벽의 두께방향 깊이에 해당한다. 표 3.4.2는 각 재료에 해당하 

는 압력용기의 두께(T) 및 압입시험 간격을 보여주고 있다. 모든 재료에서 동간격인 

13개 두께방향 위치에서 각 3 차례의 압입시험을 수행하였다. 시험에 사용된 압입자는 

지릅 1.575 mrn 의 WC 구였다. 압입속도는 0.015 mmJsec로서 이로부터 계산되는 평균 

변형율속도는 9 x 10-3 S-1 였다. 이때 변형율속도 계산에는 다옴 식이 사용되었다: 

」킹투 = O.4( ~) (8) 
dt 

여기서 v는 압입속도이다. 본 시험에서 압입방향은 원자로 압력용기의 길이방향(T방 

향)이었으며， 압력용기강에서 압입방향의 효과는 매우 작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 고려 

치 않았다. 또한 본 압입시험에서는 6회의 해중-재하중 사이클을 주었다. 그리고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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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은 상온에서 행해졌다. 

앞장에서 설명하였듯이， 탄소성 모텔을 이용하여 용력-변형율곡선을 계산하기 위해 

서는 탄성계수 둥 일반척으로 왈려진 재료특성인자 외에 a (consσ'aint factor index) 및 

재료항복기울기(material yield slope) β롤 구하여야 한다. 재료의 항복강도(YS)는 재료 

항복언차(A)에 비혜하는데 이들 사이의 비례계수가 β 이다(YS-βA); 여기서 A는 

φ0=1 일 때 P/d2의 값이다[4，5 ，9]. 이 인자들(a ， β)의 값들은 재료상수로서 인장시협결 

과와 ABI 시험결과를 비교하여 얻을 수 있다[4-7]. 이 실험에서 사용한 값들은 각각 

1.12 및 0.236 이다. 

한편， 압업시험에 필요한 채료상수를(a ， β)올 결정하고 결과를 서로 비교하기 위하 

여 소형판상시편을 이용한 인장시험을 수행하였다. 인장시험은 대표척언 위치(OT， 

0.25T, O.5T, 0.75T, lT) 및 채료(H]-1 및 H]-3)에 대해서만 수행하였다. 인장시험에 사 

용된 소형시편온 모두 T(σ없lSve'πe)방향을 가지며， 시험부위 (gage section)의 크기는 

1.524 mm x 1.78 mm X 8.89 mm (두께 × 넓이 × 길이)였다. 인장시험때의 변형율 

속도는 ABI 시험때 평가된 명균변행융속도와 유사하도록 조절하였으며， 시험중 

crosshead speed는 0.063 mr쩌'sec (변 형 용속도로는 8.3 X 10-3 se넌) 였 다. 

4. 설혐컬과 및 고찰 

가. 두째방향 위치에 따른 기계객특생훈포 

그림 3.4.3(a) 및 3.4.3(b)는 H]-2 및 H]-3 강에 대한 대표척 위치에서의 하중-압입깊 

이 곡선이다. 또한 이들 각 하중-압입깊이곡선으로 부터 구한 용력-변형융곡선이 그 

림 3.4.4(a) 및 3.4.4(b) 에 나타나 있다. 표면부위인 αI’ 및 lT 위치에서 강도가 높게 나 

타났으며 중간부위 (0.25T， 0.5T, 0.75η에서는 낮게 나타녔다. 

그림 3.4.5는 각 재료에서 두째방향으로의 상대척 위치에 따론 항복강도의 변화를 

보여준다. 그림에서 각 캠온 3번의 시험에 의하여 얻어진 값들의 팽균치이며， I.D는 

원차로압력용기 내부표면올 0.0는 외부표면올 의미한다. 이 그림에서 보면 표면부위 

에서 항복용력이 대체로 높으며 0.5T 부위에서는 낮다. 또한 각 재료에서 최고값 및 

최소값 사이의 차이는 약 30 - 약 60 MPa 이었다. 그립 3.4.6은 평가인장강도(EUS)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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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3.4.5의 항복용력과 유사한 형태를 보이나 최고값 및 최소 

강의 차이는 약간 더 커서 50 - 100 MPa의 값올 보여준다. 그림 3.4.5 및 그림 3.4.6이 

보여주는 항복강도 및 명가인장강도의 분포는 표면근처에서는 놓고 중간부위에서는 

낮게 나타나 압력용기의 수냉시 냉각속도분포와 일치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림 3.4.7.온 Hollomon 식에서의 강도계수 K의 분포톨 보여준다. 항북강도 및 인장 

강도의 환포와 유사하다. 또한 그림 3.4.8온 가공경화지수 n의 분포훌 보여준다. 강도 

환포롤에 비하여 약간 불규칙한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ABI 시험에서 가공경화지수는 

인장시험에셔의 균일연신윷과 동일시된다. 따라서 이들 압력용기강의 캄일연신용흩 

0.1 - 0.13 정도외 강롤을 갖는 것으로 평가되며 재료간의 뚜렷한 차이는 판찰되지 않 

논다. 그림 3.4.9는 경도분포 (Brinell Har，띠less: HB)이며 항복강도와 매우 유사한 환포 

톨 보여준다. 

二l림 3.4.5부터 그림 3.4.9까지에서 보여주듯이 압력용기강에서의 기계척 성질분포 

는 압력용기벅의 중간위치(0.5T)훌 중심으로 거의 대청율 이루며 0.2T와 내부표면 및 

0.8T와 외부표면 사이에서 륜 구배가 나타냈다. 이 결과는 인장 및 충격특성과 같용 

기계척혹성분포가 압력용기 내외부 표면#근에셔 큰 구배률 보인 다론 시험결과와 일 

치한다(1]. SA 508 C1.3 강에서 최종 미세조칙올 결정하는 단계는 란질화 다용의 수 

(급)냉 및 뜨임 (tempering)으로 이루어진 품질열처리과정이다[3]. 수냉중의 상변태는 째 

료의 경화능 및 냉각속도에 따라 달라지며 일반객으로 약 8000C에서 5000C사이에서의 

냉각속도가 약 50oC/min 이상이 되면 수냉후에 마르텐사이트상이 주로 나타난다. 이 

정도의 냉각속도는 압력용기의 내외부 표면부근에서만 관찰되며， 이 이하의 냉각속도 

인 내부에서는 거의 베이나이트가 형성된다. 따라서 이 강종의 최종 미세조칙옹 댐퍼 

드 마르텐사이트 혹은 댐퍼드 베이나이트 조직 또는 이들의 복합조직으로 이루어져 

있으나 벽의 중심부에서는 드물게 약간의 페라이트가 발견되기도 한다[1]. 표 3.4.3에 

는 본 연구에서 사용한 압력용기강(3종)에 대한 미세조직 조사결과톨 요약한 것으로서 

표면부위에서 댐퍼드 마르렌사이트가 대부분올 차지하고 중심부로 갈수륙 댐퍼드 베 

이나이트의 분율이 늘어난다는 것율 보여준다[3]. 일반객으로 댐퍼드 마르텐사이트가 

더 높용 강도 및 인성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결론척으로 압력용기 두째방향으 

로의 기계객특성분포에서의 불균일성용 품질얼처리과정중 수냉시의 냉각속도구배에 

의하여 가장 큰 명향을 받는다고 볼 수 었다[1-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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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질의 불균일성율 더욱 명확히 보여주기 위하여 각 기계적 성질의 두께방향분포 

에서 최고변화량을 평균값에 대한 분옳(%)로 계산하여 표 3.4.4에 나타내었다. 표 3.4.4 

에서 ABI 시험결과롤 보면， 시험한 모든 압력용기강의 기계척 성질온 두째방향으로의 

깊이에 따라 약 5% 에서 20 % 까지의 최고변화량(ma때nurn v하iation)용 보여주었다. 

최고변화량의 크기는 기계적 특성인자에 따라서 약간 다르게 나타녔으며， 특히 가공경 

화지수(n)의 경우는 나머지 강도관련 인자들과 경향이 톨리게 나타녔다. 본 자동화압 

입시험에 의한 강도인자의 최고변화량은 표준 인장시험[1]에 의한 강도인자 최고변화 

량(10 - 20%)과도 잘 일치하고 있다. 그러나 압력용기에서 가장 중요하게 취급되는 기 

계적 특성 인자인 정척 및 동척 파괴인성의 분포와 압입시험으로부터 얻은 기계척 특 

생 인자의 분포사이의 연관관계를 밝히기 위해서는 계속척인 연구가 펼요하다. 

나. 언장시험철화와의 벼i표 

그림 3.4.10온 ABI 시험과 인장시험에 의하여 얻어진 진용력-진소성변형율 곡선을 

비교한 예이다. 이 그림에서 각각의 곡선은， 그림 3.4.4의 곡선툴과 같이， 각 시험에 

의하여 얻어진 데이터 챔들에 대한 power-law 회귀곡선들이다. ABI 시험에 의한 용력

변형용곡선이 더 높게 위치하는 것처럽 보이나 일관된 현상은 아니며， 앞에서 껄명한 

a 값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한편 인장시험에 의한 용력-변형율곡선에서 얻어지는 

가공경화지수(n)의 경우 0.14 - 0.18 사이의 값들올 가지며 이는 ABI 시험에 의한 값 

(약 0.12 정도) 보다 높온 값들이다. 이는 그림 3.4.10에 표시된 데이터툴의 범위에서 

알 수 있듯이 ABI 시험결과롤 분석할 때 사용된 변형율범위(0.05 - 0.15)가 인장시험 

해석시 사용된 변형율범위(0.12 이하)와 다르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이다. 

ABI 시험결과와 소형인장시험결과를 정량척으로 비교한 것이 표 3.4.5에 나타나 었 

다. 표 3.4.5에셔 나타낸 수치(%)는 각 재료에 대한 모든 시험결과의 평균치롤 비교하 

여 나타낸 것이며 인장시험값틀을 기준으로 삼았다. 항복용력(YS) 및 균일연신율(UE) 

의 경우 ABI 시험이 인장시험보다 약간 작은 값올 보여주었으며， 인장강도(UTS)의 경 

우에는 ABI 시험이 약간 높운 값을 주었다. 그러나 두 시험 사이에 가장 큰 차이롤 

보인 항복강도의 경우에도 6% 미만의 차이를 나타냈으며， 특히 균일연신율 (ABI 시험 

에서는 n값)은 두 시험에 의하여 얻은 값틀이 매우 근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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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요약 및 결론 

자동화압입시험옳 이용하여 원자로 압력용기의 두께방향위치에 따른 기계객 특성 

변화롤 혹정하였으며， 그 시험해석결과롤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국산 SA 508 Cl.3 원자로압력용기강에서 두째방향위치에 따른 기계객 성질의 최고 

변화량은 5 - 20% 정도였으며 벽두깨， 기계척특성인자 및 채조공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2) 두께방향 위치에 따른 기계객 성질의 분포특성으로 판단할 때 불균일한 기계객 특 

성의 웬인은 수냉시의 냉각속도구배에 의하여 생성된 불균일한 미세조직분포에 기인 

하는 것이다. 

(3) 소형인장시험 결과와 비교하면 항복용력 및 균일연신율의 경우 ABI 시험이 인장 

시험 보다 약간 작은 값을 주었고 인장강도의 경우에는 ABI 시험이 약간 더 높은 값 

을 주었다. 또한 두 시험 사이에 가장 큰 차이를 보인 것은 항복용력이었으나 그 차이 

는 6% 미만이었다. 

(4) 압입시험을 통하여 압력용기의 기계적특성분포톨 효과객으로 측정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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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4. 1. Chemical composition of SA508 C l.3 prl않S따'e vessel steels 

Element (wt.%) Rem히.ks 

Material C Mn Ni Mo Cu Cr Si Al P S v (Steel-Making) 
'.~-:.:: .. '.' ... ' ... ' .. '.:.""" ••• ‘‘ •.•.• ~ .•.•.•.•• “ • ........ '-"-'-'-'-. • -.-.-.-..... ‘~'.' “ · •••• ι'A~~'" .-............ .......... .... ’‘’ i ‘ ............... , ................ '‘ .. ‘’ •••••••• 

HJ-l 0.20 1.42 0.79 0.57 0.06 0.15 0.07 0.005 0.007 o.α)3 0.005 
Vacuum Carbon 

Deoxid.(VCD) 

HJ-2 0.17 1.35 0.82 0.5 0.03 0.16 0.10 0.015 o.α)6 0.002 0.004 
Vacuum Carbon I 
Deoxid.(VCD)+AI 

HJ-3 0.21 1.36 0.92 0.49 0.03 0.21 0.24 0.022 0.007 0.002 o.αE SHGlIed + Al 

jSW 0.19 1.42 0.82 0.53 0.03 0.l5 0.20 0.018 O.α)6 0.002 0.003 Si-Killed + Al I 
L ______ L • 

Table 3.4.2. Indentation intervals in the bars of SA508 C l.3 앓els 

Material 
Full-Thickness Indentation Interval * * 

[mm] [mm] 
.-.-.-.-.-."'-.-•.• -.-.-.-.-.-.-.-••. .: •.• -............... ι. ’“ .• -.' •.•••••••.•• "' .................... ‘::.:.:. .•.•.•.•.•.•.• :.~ ••••••••••• ~ .... ~ ................ '*"-"'-"'-"-'-"-'-'-'‘ ....... '-'--'<. ................. ~ •••••••••• -....... -..:.-:.-.-.-.-.-.-.-.-.-..:.-~-.-.-.-.-.-.......... , 

HJ-l 

HJ-2 

HJ-3 

JSW 

Material 
..... " .• , ...•.•.•.•.•.•.• -.-.-.-.-.-.-.-.:.:.:: 

HJ-1 

HJ-2 

HJ-3 

JSW 

210 17.5 

250 20. 

250 20. 

160 13. 

Table 3.4.3. Maximum variations in the mechanical properties 

YS EUS HB K n 
% (MPa) % (MPa) % (Kg/mm2

) % (MPa) % 
••••••••• ι •••.•.•.•.••••• ‘ .. ~_ .. • ••••••••• -.-.-.-.-:.-:.:.:.-:.-.-.-.-................... .,;: •• ‘ .. ~ ........• --------- ....... •. '-'-'-'-........... ,.y ••••••••••• '’“‘ ’ •••••• ••••••••••••••••• ‘......,. ••••.••. ,‘ 

9.3 (422) 9.3 (603) 5.3 (183) 11 .4 (871) 19.7 (0.117) 

10.3 (417) 12.5 (604) 10.8 (183) 14.1 (880) 12.3 (0.117) 

13.5 (때3) 15.6 (631) 13.3 (191) 16.9 (920) 8.8 (0.121) 

7.3 (458) 7.7 (629) 5.3 (191) 10.6 (906) 13.7 (0.117) 
Maximum Variation(%) - 100 x αb상mum - Minimum)/Average 

A verage Value in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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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4.4. Loc뼈 microstructure with r않pect to positions and test materials 

Position HJ-l HJ-3 JSW 
• :.0:0:.0-.-•. 0._"-"-"_.-"-"-"_ •••••• ' . ~.-.-------- -“‘ “ ““ ... .•.• -.-.-.-••.•.•.••• "-'-"-*-L '-'-'-'-'-';'-"';0:.0:，:그잉""oo:t-' ........... 

OT(1.0) TM+T8 TM TM 

0.25T T8 T8 T8+TM 

0.5T T8 T8+F T8 

0.75T T8 T8 T8+TM 

1T(O.o) TM+T8 TM+T8 TM 
Note: TB: Tempered Bainite, TM: Tempered Martensite, F: Ferrite 

Table 3.4.5. Comparlson of ABI test data with tensile test data 

Material YS UTS UE (n in ABI) 
‘“‘’ ‘ ......... ‘.-•...•. "'"~"'~ ••••••••••••• ’“”’，~ '-'-0->-"-"-"-"' ._-_ ...........••. __ . “ ................•• -"u-" 

HJ-1 - 3.0 % + 4.5 % - 1.7 % 

HJ-3 - 5.5 % + 2.6 % -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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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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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le-uP 

Indentation 륨rofile 

Recovered Indentation 
Profile after Unloading 

Fig. 3.4 .1 Schematic of indentation profiles: loaded and unloaded st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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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ical Load-Indentation 
Depth curve 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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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e뼈mple of load-indentation depth (P-h) curve with one Fig. 3.4.2 

and elastic plastic mean ’e ’ and ’p’ cycle. Subscrip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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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3 L얘d-indcntation depth curves for representative positions 

in the thickness direction: (a) HJ-2 steel and (b) HJ-3 ste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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째 5 철 원천 1차 계톨 주빼함채의 열취확 명가 

1. 연구의 배정 

훤자로 압력용기와 함께 연결되어 원자로 냉각수롤 담고있는 1차계흉 배판온 안 

천성에의 중요성이 압력용기에 못지 않다고 활 수 있다. 국내 원자력 발천소의 경우 

앵광 3/4호기 이후부터 주배판재의 소재톨 한국중공업에서 생산하는 SA508-Cl.la 단 

조재를 사용하고 었으며 이 소재는 강도 및 파괴저항 톡성이 매우 양호한 것으로 알 

려져 있다. 하지만 그 이전에 건썰된 Westinghouse 및 Combustion Engineering 셜계 

의 원전에서는 1차계통 주배판의 소재로서 주조스테인레스강 (cast stainless steel)을 

사용하였다. 지난 10여년동안의 연구결과률로부터 주조스태인래스강이 고온에서 장기 

간 사용될 경우 열취화 (thermal ageing embrittlement)로 인해 파괴저항성이 급격히 

감소될 가능성이 제기되었으나， 국내에서 이미 사용중인 배판재에 대한 직첩객인 실 

험올 퉁한 확인온 현실척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본 철에서는 지금까지 발표된 국외 

의 연구결과들로부터 주조스테인레스강의 열취화 경향에 대한 볼석올 수행하고， 이로 

부터 국내원전 소재의 화학조성 둥 입수 가능한 자료롤 이용한 간접객인 평가/예측율 

룡하여 이에 대한 대비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주조스테인레스강은 오스테나이트계 스태인레스강에 비해 용접성， 강도 빛 내부 

식성 퉁이 우수하여 경수로 1차 압력계통의 주배판I 밸브 및 펌프케이스 둥에 광범위 

하게 사용되어 왔다. 하지만 지난 섭수년간의 연구결과는 주조스테인레스강이 고온에 

서 장기간 사용될 경우 심각한 취화가 발생할 수 있옴을 보고하였다. 이는 주조스테 

인레스강이 오스테나이트상과 때라이트상의 2가지 혼합상 조직을 갖기때문에 비교객 

취약한 페라이트 상 내에서 장기간 고온에 의환 미세조직의 변화로 기언한다 알려져 

있다. 주배판 이외에도 CRDM(Contr이 rod drive mechanism) 과 밸브 둥 많용 부속 

품은 성형가공상의 문제점 때문에 여천히 주조스테인레스강을 사용하고 었으며， 일반 

스테인레스강의 용접부위도 주조스테인레스강과 동일한 특성융 나타낸다. 따라서 주 

조스태인레스강의 열취화 현상은 우리나라의 실정에 직접객인 객용으로 최근 많온 판 

심이 집중되고 었다. 그러나 국내 연구계에서는 아직 이형다할 열취화에 대환 연구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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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가 미홉하며， 그 현상 !E한 장기간에 걸쳐 셔서히 발생하므로 빼룡 시간내에 국내 

연구진의 연구결과훌 71대하기도 힘든 실정이다. 

외국의 경우 ANL, GE, FRA 홍 여러 연구기관에서 비교쩍 많온 실험결과 톨을 

촉척하고 었으며 현째까지 얼취화 현상에 대한 기구규명온 거의 달생된 셈이다. 원전 

와 가동중 건전성 확보 흑면에서는 무엇보다 열취화에 의한 기계척생질의 저하 청도 

롤 정량척으로 예측활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그에 의한 재료성질의 열화 명가가 

중요하다. 특히 파괴인성의 저하는 발전소 가동중 급착스련 파손 혹온 냉각수 누출로 

인한 가동정지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원전의 1차 압력정계 내의 후풍톨온 건셜시 

부터 파괴인성에 대한 기준치훌 쟁하여 쟁혜진 안천여유를 항상 확보하도록 하고 었 

다. 그러나 스태인해스강 부풍의 경우 재료가 가지고있는 고유의 파괴저항특성이 우 

수하다고 여겨져서 이러한 파괴인성치의 감시대상이 되지 못하여 왔다. 따라셔 현재 

문제로 제기휠 수 있는 열취화 명가훌 위한 기본척인 자료가 전무한 셈이다. 

최근 미국 ANL에서는 그간의 연구결과를올 종합하여 열취화 현상에 대한 쩨반 

문제첨 및 명가방안올 째시하였다. 대부분의 발전소에서 주조스택인레스강 부품의 째 

료생척셔에셔 얻율 수 있는 자료는 화학조성， 인장륙성 둥 기초자료에 국한되기 때문 

에 이러한 자료플로 부터 많온 실험결과에 대한 상판판계톨 청립함으로써 발천소 가 

동중 열취화에 의한 파괴인생의 저하를 예측할 수 있도륙 시도하고 있다. 

본 철에서는 현재 국내에서 가동중인 발천소에서 문째가 될수 었는 요인중의 하 

나인 주초스태인해스강의 열춰화 현상올 분석/명가하였다. 얼취화톨 발생시키는 미세 

구조객 관첨에셔의 자료정리는 별도의 기술보고서[1]에 상셰히 수륙되어 었으므로 여 

기셔는 기계척 생질의 변화 혹면을 강조하여 국내 원천 주죠스태인레스강 부품의 수 

명말기까지 파괴인성치의 감소량율 청량척으로 예측한 결과톨 청리하였다. 특히 훤자 

력발천소의 가동중 안천성에 직첩척인 영향을 마치는 파괴인생의 변화를 충격홉수에 

너지 및 J-R curve 륙성곡션의 관챔에서 명가하였다. 

z 옐춰화의 가구(Mechanism) 

주조스태인해스강에셔 열취화는 취생형태의 급작스련 파손올 유발하며 이는 주로 

패라이트상에서의 벽개파괴(cIevage)나 혹온 때라이트-오스테나이트 경계의 분리에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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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한다. 미세적으로는 페라이트상 내 혹온 페라이트-오스태나이트 경계에 미세한 석출 

물의 발생올 의미한다. 순수 페라이트계 스테인레스강은 475. C 부근에서 시효될때 

심한 취화현상올 보인다. 이때 매우 미세한 BCC 구조의 Cr-rich 상의 석출올 판찰할 

수 있으며 이 Cr-rich상온 a ’으로 명명되고 약 80% 청도의 크톰융 합유하며 475. C 

취화의 주원인으로 알려져있다. 이러한 a ’의 석출온 Fe-Cr의 2원 상태도(bin값y 

phase diagram)에서 약 475. C 이하의 고용도 차이 (s이id s이ubility gap)로 셜명된다. 

상태도에서는 475. C 취화현상이 10% Cr 강에서도 나타날 수 있옴이 예견되지만 실 

제로는 Cr 함량이 13%이하에서는 그 효과가 미미하며 Cr 함량이 증가할수록 취화현 

상이 심화된다. 

주조 스텐레스강을 구성하는 원소중 몰리브멘은 크롬의 함량이 높올때 (18% 이상) 

475. C 취화현상을 촉진시키거나 심화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었다 그 외에도 Ti이나 

Nb이 취화현상을 가속시킨다고 보고되어 있으나 가장 큰 효과는 니첼로서 (Ni은 스 

텐레스 강의 주합금 원소임) 기지 내에 Ni의 잔류량이 많율 수록 a ’의 석출이 촉진 

된다. 고순도의 Fe-Cr 합금에서 a ’의 석출은 조성과 온도에 따라서 핵생성과 성장 

(nudeation 뻐d growth)이나 spinodal 분혜(decomposition)의 기구로 진행된다. 보통 

은 spinodal 분해의 생성물 조성이 석출물의 조성과는 다르므로 석출이라 합은 핵생 

성과 성장 기구로 진행되는 a 만을 의미한다. Cr의 함량이 많거나 시효온도가 낮올시 

에는 spinodal 분해가 a ’의 석출에 비해 우세한 현상으로 작용한다. 

300. C-450 • C의 온도에서 둥온 시효 (isothermal aging)된 주조스텐레스강에 

대하여 TEM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y), SANS(Small Angle Neutron 

Scattering), APFIM(Atom Probe Field IonMicroscopy) 둥의 방법으로 조사한 연구결 

과들은 다옴의 몇가지 주된 금속학적 과정들올 발견하였다. 

。 a ’상올 형 성 하는 페 라이 트 내 의 spinodal 분해 (Cr-rich) 

。 a ’상의 핵생성과 성장 

。 G-phase (Si-,Ni-rich FCC) 의 석 출 

。 오스테나이트/패라이트 경계 혹은 조직내에서의 M23~ 탄화물 석출 

。 페라이트 내에 r2 오스테나이트의 석출 

이러한 금속학척 과정들이 취화에 미치는 영향온 서로 다르며 또한 취화의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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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도 밀첩한 관계톨 가지고 있다. 

Soinodal 환해 

475' C 취화를 일으키는 주 요인온 a’의 석출로 알려져 있으나 400' C 이하의 

온도에서 1년 이내의 짧온 시간동안 시효시킨 주조 스탠레스강에서 a ’ 석출물온 발 

견되지 않았다. 투파 천자현미경 (fEM) 사진 분석으로부터 spinodal 분혜의 중거라고 

생각되는 mottled image가 판찰되었으며 충격홉수에너지는 뚜렷이 감소하였으므로 이 

때 취화의 주 요인은 spinodal분해에 의한 Cr의 기지내에 편석(segregat히on)이라 셜명 

되었다. 또한 같온 시편율 더 장기간 시효시킬정우 spinodal 분혜에 의한 Cr-rich 상 

으로부터 조대한 판상행의 a ’ 상이 석출되는 매우 심한 취화현상도 관찰되었다. 또한 

취화된 시편올 550' C에서 1 시간 annealing 한 철파 충격홉수에너지는 원상으로 회 

복되었고 이때 spinodal 붐혜로 생성원 상과 a ’ 석훌물퉁온 기지 내에 천부 용해되었 

옴이 관찰되었다. 또한 G-phase 퉁외 상률용 annealing 후에도 그 상태톨 유지하고 

있는 것율 고려하여 취화의 주원인온 spinodal 분혜와 a’의 석출임용 보여주었다. 

G-Phase 

G-phase는 Ni파 Si톨 많이 포함한 FCC 구조의 상으로서 a ’에 비해서 그 크기가 

크다. 초기에는 전위 (dislocation) 주위에셔 불균일(heterogeneous)하게 생생되며 나중 

에 기지 내에도 굵일(homogeneous)하게 생생된다. G-phase가 칙첩척으로 취화에 관 

계하지는 않는다는 견해도 있으나 G-phase가 기지 내에 생성되는 양이 다른 상에 비 

해 매우 많고 조성이 기지와 천혀 다르기 때문에 G-phase의 존재는 기지의 조성을 불 

굵질하게 변화시켜 취화 진행속도에 중대한 영향율미친다. G-phase는 Ni을 많이 함유 

하고 있으므로 기지의 Ni 잔휴량을 감소시 킨다. 기지내외 잔류 Ni온 spinodal 환혜의 

속도톨 촉진시키는 명향이 있옴이 보고되었으며 따라서 G-phase의 생성온 spinodal 

분해의 속도톨 늦추는 정향이 있다. G-phase외 생생온 비교객 고온에셔 활발하며 

3OO0 C 부근에셔는 그 효파가 미미하므로 활성화에너지톨 예상보다 작게하는 원인이 

된다. 또한 G-phase의 양이 매우 많올 정우에는 그 자체가 취화의 주요인이 훨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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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23~ tvpe의 탐화물 

탄소는 그 함유량은 작지만 철강재료의 기계적 성질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 원소 

보다도 크다. 주조 스탠레스강 중에서 탄소 함유량이 적온 CF.3 둥급에서는 탄확물이 

별로 관찰되지 않으나， CF-8 둥급에서는 업계근처에 탄화물이 판찰되는 경우가 었다. 

이러한 업계 탄화물온 업계톨 약화시켜서 충격홉수에너지롤 상당히 감소시키기도 한 

다. 탄화물의 석출용 비교객 고용(450 • C 이상)에서 발생하며 저온 시효에서의 생성온 

그다지 심하지 않용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탄화물온 부품 제조시의 열처리에 

의해서도 생성될 수 있으므로 륙히 탄소 함량이 많온 CF.8 둥급의 제조시 주의가 요 

망된다. SA351 주조 스탠레스강온 고온에서 급냉을 함으로써 탄화물의 석출을 억제 

하고 있으나 부품 두께 둥의 명향으로 냉각속도가 달라질 때 탄화물이 석출휠 가능성 

도 었다. 

주조스웬레스강의 열취화 파정충 발생하는 여러가지 금속조직확객 현상툴온 다용 

파 같이 정리된다 . 

•• 쩨라이트 내부 : 

- Spinodal 훈혜 

- 구상형과 판상형 a ’의 핵생성파 성장 

- G-phase의 석 출 r 2 상， Niobium carbide, M23~ carbide 

•• 오스테나이트 내부 : 

- Spinodal 형 의 분해， 

- 슬립 띠 (slip bands)와 객충결함(stacking faults) 외에 6 상의 석출 

•• 페라이트-오스테나이트 경계 : 

- M23~ 파 Cr2N의 석 출 

- 쩨라이트 내부로 경계의 이동 (오스테나이트 상의 확장) 

Ni파 Fe는 제조 공정중에 오스테나이트 상으로 모이며 Cr, Mo, Si 둥온 때라이트 

상에 더 많이 포함되므로 실제 페라이트 상의 화학조성온 천체조성파 다르다. 주요 

성분들이 열취화의 파정에 미치는 영향은 다옴파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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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지내에 Ni, Mo, C의 함량이 높을수륙 Feζr spinodal 분해 혹온 a’의 석출이 

촉진된다. 흑혀 니켈의 효과가 큰 것으로 알려져있다. 

- G-phase (Ni, Mo, Si, Mn, C -rich phase)외 폰째는 기지내의 잔휴 니첼양율 감소 

시키므로 일반척으로 취화톨 지연 시키는 효과가 있지만 저온보다 고온쪽에서 

G-phase의 반용이 활벌하기때문에 천체척으로 활성확에너지흘 낮추는 역활용 한 

다. 

- Si는 G-phase외 석출율 심화시키므로 활성화애너지흘 낮춘다. 또한 째조공정시얘 

생긴 고 견위밀도 (hi방1 dislocation densi암) 역사 G-phase 석출외 우션척인 위치 

가 된다. 

- 탄소 함량이 많온 CF-8 풍급에셔는 계변을 따라 M23~ 형의 탄화물이석출하여 계 

면의 결합력을 약확시키기도 한다. 그러나 Mo가 함유된 CF-8M 둥급에서는 이러 

한 업계 탄화물이 발견되지 않는다. 

- Nb롤 많이 함유하고 있는 일부 CF-8M 둥급에서는 Niobium carbide가 패라이트 

내와 쩨라이트-오스혜나이트 경계에 석출하여 균열 시작처로 작용하므로 파괴인성 

의 심한 저하톨 나타내는 경우도 있다. 

3. 국내 훤천 후풍의 옐취확 갱향 예측 

열취화 현상은 가통중 열척활생화 기구에 의해서 미세초칙이 변화하는 반용에 의 

하여 발생하기 때문에 일반객인 열척활성화 반용의 판계를 이용하여 명가할 수 었다. 

이롤 위해서는 먼저 반용시간의 온도의존성올 나타내는 활성화에너지훌 알아야하며 

이에 의혜서 결정되는 미세조칙상의 반용이 기계객성질의 변화와 어떠한 관계톨 갖는 

지가 정립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과정을 정량화하기란 실쩨객으로 불가능 

하기 때문에 기계객성질의 변화률 직접 겉보기 활성화에너지(apparent activation 

energy, 이하 활성화에너지라 칭한다)와 통계척으로 연판짓는 mechanistic modelling 

방법의 객용이 일반객이다. 

국내에서 가동중인 정수행 원자로의 1차 압력정계내 배관계흉 부품온 대후분 

ASME Spec. SA351에 혜당하는 주조스태인래스강으로 제조되었다. 발전소 부품 공급 

시 채출한 재료시험생척서의 화학조성표에 따르면 울진1/2효기만이 비교적 열취화 경 

-291-



향이 그다지 크지 않은 CF-3 둥급 재료이며， 나머지 발전소(고리1/2/3/4， 명광1/2) 들 

은 모두 열취화의 경향이 강한것으로 알려져 있는 CF-8M 둥급으로 탄소와 몰리브멘 

이 강화된 재료이다. 재료시험성객서에는 Charpy 충격홉수에너지 둥 명가에 필요한 

초기 자료들이 수록되어있지 않으므로 앞 장에서 소개한 명가 방법에 기초하여 주어 

진 화학조성으로 부터 필요한 기초자료롤 유추하고 이 값돌올 이용하여 가동중 열시 

효에 의한 취화 정도를 예측하고자 한다. 

다옴의 Table 3.5.1용 주조스테인레스강 배관올 사용하고 있는 8개 경수형 발전소 

에 사용된 부품의 대표객인 화학조성올 나타내고 있다. 실제 사용된 각 부품의 화학 

조성은 heat 별로 편차를 나타내지만 모든 heat에 대하여 조사를 하기란 현실척으로 

불가능하므로 각 발전소벌 대표값을 한개씩 취하였다. 

(1) 기초자료 

가동중 열취화의 정도롤 예측하기 위해서는 먼저 가동전의 Charpy 충격홉수에너 

지 및 페라이트 함량 동올 알아야 하나 국내 원전 주조스태인레스강 부품의 경우 이 

러한 자료가 전무한 실정이다. 가동전 충격홉수에너지 값은 대부분의 주조스태인레스 

강이 초기에 약 200J/ cm2 (-120 ft-lbs) 정도의 충격치를 상온에서 나타내고 있으므로 

국내 원전의 경우도 명균치를 나타낸다고 보고 이 값올 모든 발전소의 초기 충격에너 

지 값으로 가정하였다. 

페라이트 함량:， 8 c 는 잘 알려진 Hull’s equation올 이용하여 주어진 화학조성으 

로부터 유추할 수 있다. 

Creq = Cr + 1.21Mo + O.48Si - 4.99 

Nieq = Ni + O.l1Mn - 0.0086Mn2 + 18.4N + 24.5C + 2.77 

8 c = 100퍼Cr，혀/Ni여)2 _ 170.72(Cr，여/Ni여) + 74.22 

(1) 

(2) 

(3) 

질소함량 N 값은 재료시험성객서에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일반척인 값인 0.04 wt% 

로 가정하였다. 

충격홉수에너지(다larpy impact energy)는 실험이 비교척 간단하여 예로부터 파괴 

인성의 척도로 이용되고 었으며， 열취화의 연구에서도 기계척성질 평가롤 위한 주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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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이 되었다. 많은 실험 결과로부터 충격홉수에너지는 열취화가 진행됨에 따라 점 

차 감소하다가 최총객으로는 재료에 따론 어떤 값으로 포화되고 있다. 따라서 재료열 

화롤 정량객으로 명가하기 위해서는 이 값올 알아야 한다. 실험실에서 가속취화 시킨 

재료의 포화된 최소 충격홉수에너지는 화학조성과 다옴의 두가지 판계가 가장 잘 성 

립한다고 알려져 었다. 

C:orrelation #1 

- CF-3 과 CF-8 

logCv.1'Q1 = 1. 15 + 1.36exp(-O.035Ø) 

여 기 서 Ø = 8 c (Cr+Si)(C+O.4N) 

- CF-8M 

logCvsal = 1. 10 + 2.12exp(-0.041Ø) for < 10% Ni 

log CVSQ/ 등 1. 10 + 2.64exp( -O.064Ø) for > 10% Nz 

여기서 Ø = 8c(Ni+Si+Mn)2(C+0.4M/5 

C:orrelation #2 

- CF-3 과 CF-8 

log CV sal = 5.64 - O.아)68c - O.I85Cr + 0.273Mo 

- O.때4Si + O.여4Ni - 2.12(C+0 .4M 

- CF•8M 

log CVsal = 7.28 - 0.On8c - O.I85Cr - 0.369Mo 

- 0.451Si - 0.OO7Ni - 4.71(C+0 .4M 

(4) 

(5) 

(6) 

(끼 

(8) 

국내 원천의 경우 Table 3.5.1의 화학조성율 이용하여 Table 3.5.2와 같온 자료훌 

퓨추하였다. 여기셔 최소 총격홉수에너지(CVsat) 값운 correlation #1파 #2의 결과중 착 

온 값으로 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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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충격홉수에너지의 변확 

가동온도 및 가동시간에 따를 상온 충격에너지의 감소량용 포화치 Cv“ 및 열취화 

의 반용속도 관계로부터 혜측된다. 서로 다혼 온도에서 취화된 실험 data 혹용 발전소 

의 가동중 륙성율 연판짓기 위해서는 취화의 mecha피sm이 동일하다는 가갱하에 다옵 

과 같온 시효인자(P)가 정의된다.P 값온 가동온도에서 서서히 진행되는 얼취화 현상 

과 비교적 짧온 시간동안의 고온 가속실험 data톨 연관지어준다. 일반적으로 많온 실 

험 data를 축적하고 있는 4000 C 에서의 열취화 경향이 특정재료의 기준으로 가정된 

다. 

P = log [t] - ~뼈I-L41 
19.143 L T + 273 673 J (9) 

: tìme (hr) 

Q : Actìvatìon energy (kJ/m이e) 

T : Temperature (oC) 

시간에 따론 총격에너지의 감소량온 sigmoidal 형태로 다옴식으로 표현된다. 

log Cv = log CVsat + β {1-tanh[(P- c9)/a] } (10) 

여기서 상수 B는 CVjnt 봐 CVsa‘ 로부터 다옴과 같이 결청된다. 

β = (log Cv im - log CVsat)/2 (11) 

열취화의 kinetìcs에 대환 결과들은 a가 CVsat에 대하여 선형으로 증가함올 보고하고 

있다. 여 러 종류의 재료에 대 한 best-fit 결과로부터 

a = - 0.585 + O. 79510g CVsal (12) 

열취화의 활성화에너지 Q는 화학조성 및 열처리 이력외 함수로서 다용과 같이 주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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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10 [74.52 - 7.20 () - 3.46Si - 1.78Cr - 4.35hMn 

+ (148-125h)N - 61hC] (13) 

It 과 17 는 CF-3, CF-8의 경우 각각 O과 1이며， CF-8M의 경우는 반대로 1, 0이 

계산에 필요한 parameter 들온 식 (10)-(12)로 다옴의 Table 3.5.3과 같이 구해졌다. 

Table 3.5.3의 parameter들융 식 (9) 와 (1이에 대입하면 발전소 가동중 충격홉수에너 

지의 변화를 시간의 함수로 얻을 수 있다. 

위의 관계식으로 부터 구해진 국내 웬천 주조스테인레스강 부품에서 가동중 저하 

되는 충격홉수에너지 값의 예상되는 취화경향을 Fig. 3.5.1에 나타내었다. 그림에서 보 

듯이 주조스태인레스강의 취화경향은 각 발전소별로 크게 차이롤 나타내고 있으며 대 

부분의 경우 수명말기까지 기대치 갱도의 인성융 유지하고있으나 E (영광1/2호기)의 

경우 취화갱도가 가장 심할 것이 예상된다. 

(3) 파괴 인성 J-R curve 

일반척으로 열취화의 갱도흘 명가하기 위한 물성치로써 Charpy 충격홉수에너지의 

변화를 이용하고 있으나l 이는 취화의 갱도플 갱성척으로는 뚜렷이 보여줄 수는 있지 

만 실제 발천소에서 취화의 심각성이 어느정도인지 혹온 껄계상 안천여유는 얼마나 

남아있는지에 대한 해답을 주기에는 미홉하다. 원자력발전소 1차 압력경계내 부품의 

가동중 건천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탄소성 파괴역학 방법이 척용되고 있으며 이때 

해석의 기초가 되는 자료는 재료의 탄소성 파괴역학 parameter인 J-R curve이다. 특히 

배관 구조물의 파손에 대한 안천여유톨 위해서는 LBB(Leak Before Break) 개념이 척 

용되고 있으며 이때 필요한 data도 역시 재료의 J-R curve이다. 일반척으로 재료의 

J-R 특성은 상온보다 발전소 가동온도에서 더 나쁘기 때문에 그 온도에서의 J-R 특성 

곡선이 요구된다. 

많은 연구자들이 간단한 충격시험으로부터 J-R 특성곡선을 유추하려는 시도를 하 

였으며 J-R curve롤 벽 합수， Jd = C' L1a", 로 나타낼 때 계 수 C 와 n의 Charpy 

충격홉수에너지 값에 대한 관계는 다음과 같다. 

** 셋유에서 CF-3과 CF-8 채료의 격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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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d = 49[Cv]O.52[ L1a]" for CF-3 and CF-8, (14) 

Jd = 16[ CV]O.67 [L1 a]" for CF-8M (15) 

** 워 자로 가돗휴도 290-3200C 의 격우 

Jd = 102[ CV]O.28 [L1 a]" for CF-3 and CF-8, (16) 

Jd = 49[ CV]O.41 [L1 a]" for CF-8M (1끼 

위의 관계식은 모두 보수적인 static-cast를 가정한 값이며 centrifugal-cast의 경우에 계 

수 값은 각각 57, 20, 134, 57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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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등 a2 + b210g Cι (18) 

각 재료의 동급별， 온도별 상수값은 Table 3.5.4와 같다. 

(16), (1끼의 경험적 관계식에 국내 원전의 자료를 이용하여 각 발천소의 셜계수명 

인 32EFPY에서의 J-R 특성곡선을 유추하면 Table 3.5.5와 같은 J-R parameter 들올 

얻는다. Fig. 3.5.2는 취화정도가 가장 큰 D와 E (고리1/2 와 영광1/2) 발천소에 대한 

설계수명 32EFPY 에서 예상되는 J-R 특성곡선이다. 비교를 위하여 건셜중인 영광3/4 

호기의 1차계통 주배관의 LBB 해석에 사용된 reference 특성올 함께 도시하였다. 그림 

에서 보듯이 수명말기에 일부 발전소의 주조스테인레스강 부품은 고온에서 장기간 가 

동으로 인한 파괴인성의 저하가 심하여 셜계시의 안전여유를 계속적으로 충분히 유지 

하지 못할 것으로 사료된다. 

4. 철론 

국내에서 가동중인 경수형 원자로의 1차 계통 배판부품들은 대부분 주조스태인레 

스강으로 제조되었으며 이 재료는 고용에서 장기간 가동될 경우 파괴인성의 저하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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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화)가 발생할 수 있는 채료이다. 현재까지 국내애서는 이 분야에 판한 연구 및 관심 

도가 거의 없었으나 외국의 여러기관에서는 십수년전 부터 많온 관심올 쏟는 분야 중 

의 하나이다. 본 보고서에서는 일단 외국의 연구결과 및 자료툴율 취합하여 열취화에 

대한 현황을 정리하고 현재 국내 원전의 상태에 대한 간접객인 예혹 및 명가톨 수행 

하였다. 보다 정확한 명가는 계속척인 연구와 관심율 가지고 국내 발천소 재료에 대 

한 실험을 수행한 후에야 결론 지을수 있지만 본 보고서에서 제한된 자료만올 가지고 

예측환 결과는 대부분의 발천소에서 수명말기까지 열취화의 영향온 그다지 심하지 않 

올것으로 사료된다. 하지만 영팡1/2호기의 경우는 다른 밭전소에 비하여 뚜렷이 심한 

얼취화의 경향이 예견되며 발전소 껄계시의 안전여유를 충분히 유지하지 못할 수도 

있다. 

영광3/4호기 이후에 국내업체에 의해 공급되는 1차계흥 주배판온 SA508 둥의 저 

합금강 단조재로 제작되므로 얼취화의 직첩척인 영향온 없다고도 할 수 있으나， 원자 

력발천소 천체의 공급소재 판점에서 불 때 원자로의 CRDM (Control Rod Drive 

Mecha띠sm) 풍의 주요 부품에 아직도 주조스태인레스강이 많아 사용되고 있올뿔 아 

니라， 오스태나이트 스태인레스강의 용첩부위도 주조조칙과 유사하여 열취화 현상이 

일어나므로 계속척인 계속척인 판심과 대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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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5.1. Chemical compositions of CSS components of KNUs 

(wt%) 

1.0. C Mn Si Cr Ni Mo 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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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0.06 1.07 0.49 19.33 9.77 2.63 Y-1/2 M/B 

U: Uljin K: Kori Y: Yonggwang 

M: Main Ioop B: Pipe branch connection 

Table 3.5.2. Ferrite contents estimated by equations (4)-(8) 

(wt%) 

~듀 A B C D E 

Cr액 16.2 17.0 16.3 17.0 17.8 

Nieq 13.7 14.2 14.8 14.6 14.9 

Ferrite Content 

(%) 
12.7 13.7 8.1 11.5 14.9 

CVsat (J/cml
) 122 112 168 104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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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5.3. Parameters for estima바19 the a밍ng degradation of KNUs 

\\ A B C D E 

Q (kJ/mol) 193 161 178 164 138 

a 1.0737 1.0441 1.1841 1.0185 0.8615 

a 0.1073 0.1259 0.0379 0.1420 0.2407 

6 2.9 2.9 2.9 2.9 2.9 

Table 3.5.4 Constants in equation (18) for es따nating exponent n 

of power-law J-R cuπe 

Room Temp. 2잊)..3200C 

Grade 
a2 ~ a2 ~ 

CF-3 0.08 0.228 0.14 0.130 

CF-8 0.22 0.139 0.22 0.074 

CF-8M 0.25 0.077 0.23 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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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5.5. Predicted J-R constants of KNUs at 32EFPY 

( J = C (L1 a)" ) 

\\ A B C D E 

Cv U/cmι) 139.6 122.8 175.1 115.6 π.5 

Cv (ft-lbs) 83.8 73.7 105.1 69.4 42.9 

C (kJ/mι) 407 352 407 양4 282 

n 0.42 0.34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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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dicted J-R curves at 32EF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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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6 철 중생짜 조사시험 

원자로 압력용기재료에 대한 체계척인 초사효과연구는 다용 단계에셔 본척척 

으로 추진될 예정이므로 이 철에서는 연구로(하나로 및 외국연구로)톨 이용환 환 

자로압력용기강 조사시험 진행현황과 판련 기초기술을 간략하게 기술하였다. 먼저， 

무계장캡슐을 이용하여 하나로에셔 시범조사롤 완료하였는데， 여기에 장입한 시료 

와 온도 및 조사량 측정방법， 초사채시험시껄용 이용하여 시험할 내용 둥융 기술하 

였다. 미국 UCSB와 공동으로 추진중인 Michigan대학의 Ford 원자로률 이용환 소 

형시편 조사시험과 체코 NRI의 LVR-15원자로롤 이용환 초사시협동 국째공동연구 

를 흉한 조사시험도 진행되고 었다. 현채 조사용시편올 쩨착하여 이률 상대국 기판 

에 우총한 상황이며 아칙까지는 초사채에 대한 시험절파가 없다. 따라셔 본 보고셔 

에서는 진행현황， 조사용 시편， 이후의 계획 둥만 간략히 언급하였다. 

1. 하나로애세의 죠사시험 

가. 현황 

1995년도 초에 완공되어 가동중인 하나로는 노심에 3개의 채료시험용 수칙시 

험공 (IR로 명명된 것 2개， CT로 명명될것 1개)을 가지고 었다. 이돌 수칙시험공에 

서의 0.82 MeV 이상의 에너지롤 가진 고속 중생자속온 약 2 X 1014 n/cm2.sec 청 

도이다. 하나로에서 사용될 계장캡슐온 1998년에 가셔야 사용이 가능활 것으로 보 

여지며， 현채는 ’95년에 개발완료된 무계장캡슐올 이용환 CT hole에서의 시법 조사 

시험 (1996. 7 - 1996. 12)이 완료된 상태이다. 

시범조사된 무계장캡슐에는 원자로 압력용기용 저합금강 (SA 508 CI. 3), Type 

304 스탠레스강 및 중수로 압력판용 Zr-2.5%Nb 합금 동으로 재초된 작총 시편들이 

내장되어 었다. 압력용기용 저합금강 시편으로는 두가지 크기의 충격시편과 환상 

인장시편 및 정도시험 및 미세초칙 판활용 시편 퉁이 장입되어 었다. 이들 시편의 

형태， 크기， 째질 및 캘슐내 위치 둥온 표 3.6.1얘 나타나 었다. 기타 쩔슐제훨， 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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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치수 둥 상세한 사항은 1994년도 보고서 및 무계장캡슐개발 보고서 [1J에 나타나 

있다. 

나. 초사채 시험채획 

조사후 냉각중인 무계장캡슐은 본래부터 원자로와의 척합성 및 안전성 둥올 

입증하고 온도나 중성자 조사량 혹정경험올 획득하기 위한 목척을 가지고 있었으 

므로 조사중 훤자로출력이 상당히 불규칙하였고 시편의 온도도 일정하게 유지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이 무계장 캡슐에 들어있는 시편들로부터 얻은 기계 

적특성 데이터는 공업적 가치가 떨어진다. 그러나 다옴 단계의 본격적인 초사효과 

연구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무계장캡슐에 내장된 시편으로 조사재 명가기술을 

익히고 국산 재질의 조사특성에 관한 기초자료를 확보할 예정이다. 충격시험파 인 

장시험 및 미세조직관찰 둥을 통하여 저합금강들의 기초적 물성을 파악하고 상대 

적으로 비교하는 것도 중요한 목표이다. 조사후 시험은 조사재시험시설 (IMEF)에서 

수행할 예정이며， 시험종류는 다옴과 같다: 

- 충격시험 (온도-충격에너지곡선 도출l 채질비교， 시편크기효파 연구) 

- 인장시험 (국산재료에 대한 항복 및 인장 강도l 균일연신률 동 혹정) 

- 경도시 험 (국산 및 일산채료의 경도변화 비교) 

- 광학현미경을 퉁한 미세조직관찰 

- 투과천자현미경을 퉁한 석출물관찰 둥. 

다. 온도 및 초사량 측쟁 

무계장캡슐에서의 온도측정은 공정합금 (eutectic alloy)올 이용한다. 합금은 조 

성에 따라 융점이 변하므로 조성을 변화시켜 측정하고자 하는 온도범위에 맞게 여 

러가지 융점의 합금올 제작할 수 있다. 그러나 공정합금을 이용하여 측정한 온도는 

그부분이 도달한 최고 온도이므로 시간에 따른 온도의 변화는 측정할 수 없다. 무 

계장캡슐을 이용한 1차 조사시험에는 모두 6종류의 공정합금이 사용되었다 [1J.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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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된 공청합금온 Zn, Sn, In, Pb, Ag, Al 둥 융첨이 비교척 낮은 원소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들의 융캠범위는 180 - 380 OC 이다. 이들의 합금조성과 측정가능온도 

(융첨)는 표 3.6.2에 나타나 었다. 한편 이들 공청합금은 판상의 급속편 중심부에 약 

1 mm 의 구멍융 낸 후 여기에 삽입되었으며， 금속편률에 혹쟁온도 구분을 위한 

표시롤 한 후 융캠온도 순서대로 장입되었다. 

한편， 무계장 캡슐에서 사용되는 중성자 조사량 (fluence) 혹청은 조사시험중 충 

성자에 의해 방사화된 특쟁금속의 방사션 세기 (radiation activity)률 측정함으로써 

이루어 진다. 중성자에 의한 방사화에 쓰이는 금속용 Fe 또는 Nb 로서 wire 형태 

로 사용된다. 조사량 모니터 (fluence monitor; dosimeter)는 열중성자흘 차폐하기 

위하여 외경 2.3 mm의 Cd 판 내에 이들 금속 wire 톨 빼지지 않도혹 양 끝율 고 

쟁시켜 제작한 후 열매체의 외벽에 만들어진 홈에 조립한다. 중성자속 모니터에 판 

한 륙성용 표 3.6.3에 A약되어 었다. 

2. 중생자 초사량 결갱 

가. 초사량 명가기슐 

하나로와 같은 연구로톨 이용하여 중성자 조사시험올 수행할 경우 중성자 조사량 

흘 정확하게 결정하는 것용 매우 중요하다. 특히 원자로 채료의 조사후 실험(Inpile 

test) 에서 중성자 조사량의 정확도는 조사시험의 성패톨 화우하는 중요한 변수이다. 

그러나 중성자 조사량율 직첩척으로 측정하기는 불가능하기 때푼에 조사량 결정에는 

필연척으로 적지 않용 오차요인이 개입된다. 따라서 정수로 합력용기 감시시험에셔는 

조사량결쟁의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많은 안천여유도(mar밍n)롤 두고 었다. 그러므로 

정확한 중생자 조사량명가는 압력용기의 수명명가에 불확실성을 감소시켜 수명연장의 

효과률 가져온다. 

원자로재료의 조사시험에셔는 고속충성차속이 조사손상에 큰 영향올 미친다고 하 

여 주로 lMeV 이상이나 0.1 MeV 이상의 고속 충성자속만올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실쩨로는 0.1 MeV 이하외 중생자도 영향올 미천다고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조사시험 

에서 상이환 조사장의 데이터나， 충성자 spectrum 의 차이첨이 무시되고 있기 때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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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 1 MeV이상의 전중성자속으로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동일한 중생자 조사량에도 

조사효과가 많온 차이가 난다. 따라서 근래에는 조사량의 단위로 dpa (displacement 

per atom)도 합째 사용하고 있다. 륙히 dpa 모헬온 구조재료에서의 조사손상량율 규 

청하는 객철한 parameter 홀셔 채돼되고 있다. 실제로 훌사션량에 20 - 40%의 오차 

(sca야er)가 었으며 이것올 10-15% 정도로 감소시키는 것이 당면한 목표이다. 이톨 위 

해서는 조사선량의 단위훌 척어도 0.1 MeV 이상의 충성자조사량(fluence)과 dpa의 단 

위로 조합 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것올 위해서는 션량명가 방법용 확립하는 것이 필 

요하다. 

나. 조사량 명가철차 

상용경수로의 경우 미국에서는 NRC Regulatory Guide 로서 Neutron Dosimetry 

에대한 상세한 쩔차가 제청되어 었으나， 연구용 원자로률 이용한 초사시협의 경우는 

나라마다 약간의 차이챔용 있어나 전체척인 철차는 거의 비슷하다. 얼받척인 방법온 

조사시편과 함께 조사된 척껄한 dosimeter의 activity훌 측청한 후 이률 조사위치 에 

서의 중생자 spectrum 으로 가충 명란된 중성자 산란단면척과 결합하여 조사량올 구 

한 후 각종 처리 code 로서 중성자속을 수청 보완한 후 조사위치에서의 중성자속을 

얻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는 무엇보다도 척절한 dosimeter의 션청과 청확한 activity 

측정이 중요하다. 그러나 표 3.6.3에서 보여주는 것과 같이 현재 사용되고 있는 

dosimeter 재료는 대부분 에너지가 1 MeV 이상의 고속중성자용이므로 조사시협의 변 

수로서 사용되고 있는 0.1 MeV 이상의 중성자나 dpa 퉁온 실험척으로 결정하기 매우 

힘들다. 따라서 현재 천산코드로서 이툴 조사량올 결정하고 있다. 

(1) 고속중생자 조사량의 결정방법 

정확한 훌사량의 결정용 객절한 dosimeter 재료의 션청， 청확한 율바론 산란단면 

척의 처리， 청확한 actici얀 측정에 크게 화우된다. 혹히 중성자 spectrum 계산에 있어 

서는 천산코드의 선쟁과 함께 융바른 기하학척 모헬율 선정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연구용 원자로에서 1 MeV 이상의 고속중성자 조사량용 결청하는 방법온 일반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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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54Fe(n，p)일뼈1 반용용 이용하여 activi야톨 혹청후 산란단면객용 ANISN 및 OOT 

code 로 계산한 spectrum 과 ENDF/B-V 산란단면객을 결합하여 구한다. 최근애는 천 

산기의 발달로 청밀하게 3차원 형상율 모사할 수 있는 Monte Carlo 코드인 MCNP톨 

spectrum 계산에 주로 사용하고 있다. Dosimeter 위치에셔 계산된 S뿌ctrum용 산란단 

면객과 철합하여 반용률융 계산한 후 이론객인 계산치와 비교하는 방법율 쓴다. 이렇 

게 실험객으로 구한 중성자속용 (flux) 온 천산코드를 이용하여 계산한 충성자속과 비 

교하여 계산모웰의 타당성율 검청한 후 이 모댈을 0.1 MeV 이상의 충성저속과 dpa롤 

계산하는데 사용한다. 

(2) dpa 결청법 

dpa는 변위산란단면객(displacement σosssection)과 충성자 spectrum을 곱한 양 

으로， 이는 원자률 그들의 격자위치로부터 이동시키는 확훌륭율 발환다. 이것은 업사중 

성자의 초기에너지와 산란단면척， 일차반발훤자의 애너지분포 이차반발훤자의 확률에 

의존하며， 다옴식에 의하여 표현된다. 

(JD/S(꾀=훌(Jj( E) Jn72K(E. ηi이ηd1 

여기서， E = 업사충성자의 에너지 (실험실계)， 
T= 반발핵의 에너지 (실험실계)， 

(J.{E) = 에너지 E 에서 채널 I 의 핵산란단면척， 

K(E. ηi좋 중성자-원자 외 에너지 이동 kemel, 

그리고 &.(T)= 이차변위합수 이다. 

이에 대한 상세한 과청온 SPECTER와 같온 전산코드에 의하여 계산되나 이톨 위하여 

는 산란단면객과 충성자 spectrum온 따로 계산하여 입력하여야 한다. 

dpa롤 중성자의 조사단위로서 사용하기 위하여는 전 중성자얘너지 스팩트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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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에너지에 의폰하는 변위산란단면척 (displacement cross sections) 율 팽균하여 

야 한다. 이것은 변위산란단면적이 각 에너지군， 톡히 공명에너지 영역， 측 날차롭고 

급격한 산란단면적의 요동이 일어나는 영역에서 명균되어야 한다. 

3. 외국훨자로률 이용한 훌사시혐 

가. UCSB와의 공동연구 현황 

미국 UCSB의 G. E. Lucas 빛 G. R. Odette 교수는 경수로 압력용기재료의 조사 

륙성규명관련 연구롤 오랬동안 수행하여 왔으며/ 현재에도 미국 NRC 발주 연구롤 수 

행하고 있다. 압력용기강에 대한 간단한 중성자 조사시험율 수행하여 조사특성율 명 

가하고 결과를 하나로에서의 조사시험에 적용하고 조사륙생 개선사항 도출활 목적으 

로 1995년 6.7일 5년간의 공동연구 Agreement훌 체결， 수행하고 있다. 

연구대상 재료는 한중 빛 일본 JSW에서 채조한 SA508 Gr.3 훤자로압력용기강이 

며， 현재까지 비조사물성율 명가하였고 조사용 소형시편율 제착， 미국 UCSB의 Lucas 

교수에게 전달하였다. 시편의 종류는 precracked 1/3 size Charpy specirnen이며 수량 

은 총 54 개 (VCD-1(12ea)， VCD-2(gea), VCD+Al(15ea), SI+AI-3(l1ea), Si+AI-2(7ea)) 이 

다. 조사시험은 미국 University of Michigan, Ford Reactor에서 1997년 말에 수행될 

예정이다. 상기 시편은 UCSB에서 제작될 소형인장시편/ 기제작된 SANS 및 경도시 

편 등과 함째 1 - 2 1019 n/cm2 까지 조사훨 예 정 이 다. Ford Reactor에 서 조사가 완 

료(1997.12)되면 일정 냉각기간 후 수송(1998.4)， 중성자 조사효과에 대한 시험 평가가 

이루어 질 예정이다. 조사후 수행될 시험의 종류는 인장， 경도， 파괴인성(1/3 size 

α\arpy)， Confocal Microscopy, TEM, SEM, OM동 (1998.10 완료예정)이다. 조사째에 

대한 상기 시험이 수행되면 국산 구조용강의 일부 조사특성이 객관적으로 명가될 것 

이며 하나로를 이용한 조사시험 결과명가에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이다. 

나. 체코 NRI와의 공동연구 현황 

체코 NRI와의 공동연구는 1995년 대홍령의 체코방문결과에 따라 1996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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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ERI-체코 NRI간에 체결된 협약(MOU)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NRI는 중성자조사시 

험과 원자로 압력용기째료 건천성연구분야 둥에서 오랜 경험과 많은 연구결과톨 보유 

하고 있으므로 기술도입이 쉬우며， 또한 연구용 원자로의 사용비용I 조사캡슐 동의 제 

착비용이 저렴하여 NRI의 원자로롤 이용하면 경쩨척으로 조사시험을 수행할 수는 장 

검도 있다. 또한 중성자 조사취화톡성온 각 원자로의 충성자 분포륙성， 에너지 스펙트 

럽I 조사속도 둥의 변수에 의존하므로 하나로와 NRI 연구로 사이의 조사특성 차이도 

연구활 수 었다. KAERI 원자력재료팀과 NRI 재료 및 건천성연구팀 사이에 공동연구 

협약이 체결되었고 더 세부척으로는 t원자로 압력용기강의 중성자 조사취화 명가’ 률 

목척으로 KAERI 와 NRI 간에 협약이 체결('97. 4. 28)되어 NRI 원자로톨 이용한 국 

산 압력용기강 초사시험이 진행되고 있다. 

현재까지 1 - 4가지외 SA508 Gr.3강으로 제작된 충격시편 inserts(l5ea ), 

precracked Charpy specimen inserts(full size 1gea, 1/3 size 61ea), 소행인장시편 

(l6ea), TEM, PA, MBE 시편둥을 제작， 송부하였으며， 현지에서의 조사리그 

(CHOUCA-M)도 완생되었다. 충성자조사는 NRI LVR-15 reactor에서 1997. 8. 10 -

1998. 7. 20 기간충 수행훨 예쟁이며 훌사완료 후 시편툴율 국내로 수송하여 IMEF에 

서 조사재시험율 수행(1998년 하반기)활 예쟁이다. 

참고푼현 

1 김용성외 다수， 무계장 캡슐의 셜계 및 제착， KAERI/TR-509/95,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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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6.1 Size and number of the low-alloy steel specimens inc1uded in the 

non-instrumented capsules 

Specimen Specimen Size Number of Specimens, Position in 
Type Material Capsule 

,._ ••••• ~._.~.!. ........ -............ ò.---=-=.-.-.-.-.-.-.-.-.-~~ ••• _._. .......... ~.' “ •••••••••••• ’.-.-.-.-,,0:..:.:.:.:0-•.•••••• ι • •••••••• ~ •••••• -.-.-.-.-~-~:.:.-""_ ..................... ‘’“ ’‘ ••••• ‘“ ••••• O~-.-.-.-.-.~ “ ‘ 3 

Charpy Impact ASTM Standard 36, HANJUNG SA 508 CI.3 A&B 

Charpy Impact ASTM Half Size 72, HANJUNG SA 508 CI.3 C 
48, Kobe Steel SA 당)8 CI.3 

T ensile (Plate) ASTM Standard 12, HANJUNG SA 508 CI.3 D 

Hardness and Plate: 
Microstructure 20x 13.4 X 1 mm3 24 HANJUNG SA 508 CI.3 C 

20X25X 1 mm3 18, HANJUNG SA 508 CI.3 
6, Kobe Steel SA 당)8 CI.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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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6.2 Composition and melting point of the eutectic alloys used to 

detect maximum temperatures in the non-instrumented caps비e 

Alloy No. Alloy Composition (%) Melting Point (OC) 

‘ .. “'. “ i ‘ ................ “ “ J “ ........ 

91 Sn + 9 Zn 199 

2 99 Sn + 1 Sb 235 

3 75 Pb + 25 In 264 

4 97.5 Pb + 1.5 Ag + 1 Sn 309 

5 100 Pb 327 

6 95 Zn + 5 AI 382 
」

Table 3.6.3 Neutron fluence monitors used in the non-instrumented capsule 

Type Material Diameter (mm) Purity (%) 
.. ‘ •••••• ..‘“ ~~ ..•• .~ •• ‘ 

Fluence Wire Fe 0.229 99.98 

Fluence Wire Nb 0.508 99.96 

Shielding Tube Cd 2.29 9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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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해 4 장 홈싼 뽑자효훌 ￡흙홀E용강 왜흘콤훌훌 및 쩨휩개혐 

책 1 철 책조공정 비교평가 

1. 셔론 

현재 천세계에서 원자로 압력용기용 대형 단초품율 생산할수 있는 곳온 국내의 

한국중공업 (이하 한중)율 포함 약 20 여곳이 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표 4.1.1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톨 생산국 (생산공장)의 재료규격 및 제작요건 

(materials specifications and steelmaking requirements)온 나라 혹온 채 작 공장마다 크 

게 차이가 나는 것이 없고 실쩨 각 국의 제초규격은 국가표준으로서 공흉된 엄격 

한 추가요건올 공유하고 있다 [1]. 따라서 세계객으로 품질을 인정받고 있는 제초회 

사들이 그렇지 못하거나 째조정륨이 짧온 공장과 비교하여 우수한 품질의 져합금 

강을 생산할수 있는 바탕온 불순물 함량 (톡히 P, S, Cu) 과 N, H, O 과 같온 가스 

함량율 낮추어 극소화하는 기술에 었다 [2]. 이러한 사실온 최근의 원자로 압력용기 

용 저합금강 재료개발 이력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본 국산 원자로 압력용기용 저합금강 제조공정 비교분석의 목객용 외국과 비교 

하여 제조경력이 짧온 국내 한중에서의 압력용기용 저합금강 제조 현황 (쩨조공정 

상의 요챔 및 개발방향)을 외국 록히 일본재강소 (Japan Steel Works)와 비교 검토함 

으로써 필요한 품질개선 사항율 도출하여 우수한 품질의 국산 원자력용 져합금강 

의 생산을 유도하는데 었다. 

2. 경수로 합력용기용 져합금강의 체초공청 

천기로에서 용해훨 엄션된 원료의 선정이 끝나면 용해 및 정련과정이 시작된다. 

실쩨 원자로 압력용기와 같이 크기가 매우 큰 단조품의 경우 최종쩨풍의 품질온 

주로 제 강 (steel making) 빛 조괴 (ingot pouring and s이idification) 단계 에 서 결 정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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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단조과정의 중요성윤 이에 비하여 상대척으로 종요하지 않게 여겨진다. 그림 

4.1.1윤 지난 20 여년간 제강， 탈산 및 조괴 그리고 ingot size 에서의 발달파정을 보 

여주고 있다 [3]. 탈산과정의 발달을 보면 1950년대와 60년대 초의 Si-Mn-Al 에 의 

한 탈산으로 부터 70년대에는 Vacuum Carbon Deoxidation (VCD) 방법으로 발달되 

었솜을 알 수 있다. 

영광 3, 4 호기 압력용기 제작시 사용된 방법인 VCD 법으로 제조된 강윤 우수 

한 청정도와 낮은 편석비에 따라 제품의 기계척성질 균일성이 우수한 것으로 알려 

져 있다. VCD 법으로 제강하는 경우에는 결정립 미세화에 필요한 Al 올 챙가하지 

않는 것이 판혜화 되어있는데 이는 VCD 정련 동안 C와 0의 확산에 의하여 탈산 

반웅이 일어나므로 총산소함량이 낮더라도 용폰산소 함량이 높아 용고중에 Al 에 

의한 내적 산화불 생성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4]. 결정립 미세화와 관련하여 

Si-killing 후의 AI-Killing이 이어지는 fine grain practice 인 경우에는 표 4. 1.1의 검토 

분석에서 Al 합량이 명시되어야 한다. 

결정 립 미세화와 Al 농도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ASTM 업도변호 3 정도는 약 

100 ppm의 Al 에셔， 종래부터의 요구사항언 ASTM 업도번효 5 혹용 이보다 더욱 

미 세 한 입 도는 약 180 - 280 ppm의 Al 농도가 요구되 며 Al 농도가 150 - 180 ppm 

인 경우에는 강의 단조능 (forgeability)이 저하하여 고온취성 및 표면균열의 위험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결정립 미세화와 Al 농도와의 보다 정확한 관계 

는 정련 방법， 진공처리 방법， 화학조성， ingot 모양， 열처리 둥에 영향올 받는다 [1]. 

한편， Al 농도 표현파 관련하여 생산품 분석에서는 전체함량 표기 이외에 용해될 

수 있는 Al의 양도 표기 되어야 할 것이다. 

150 - 300 ppm 정도의 Al 첨가에 의한 탈산방법의 장점과 단첨율 정리하면 다 

음과 같다. 

< 장검〉 

- Al은 Zr 다옴으로 강력한 용강 (molten steel)의 탈산제이다. 

- Al은 용고후 질소와 결합하여 입계에 질화물 (AIN)로 석출하게 되는데 

이 석출물은 단조， 압연， 열처리 및 용접 동 재가열 열처리 기간중에 결정립 

성장을 저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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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계에 AIN으로 존재한다는 것온 N의 확산올 막아 고온에서 장시간 운전 

되는 저합금강 구조재료의 N확산에 의환 환경열화문제률 최소화 한다. 

〈단점〉 

- Al온 강의 청청도 (cleanliness)에 영향율 미친다. 특히 크기가 작고 수지상 

(dendrite) 형태롤 가진 Ah03롤 용강으로부터 제거하는 일온 매우 어려운 일이다. 

또한， S의 함량이 매우 낮온 경우훌 제외하고는 Al은 융첨이 매우 높온 산화물인 

Type II 황화물의 일종인 galaxies톨 형성하는 것으로 알려져 었다. 

- 주업 φouring)천 혹온 주입시 강력하고 효과척인 탈가스작업이 션행되지 않을 경 

우에 Al 개재물 (inclusion)이 가스의 포집장소로 사용될 수 있기때문에 강의 

microfla피ng 경 향율 충가시 키 게 된다. 

- 미세한 Ah03 입자의 업계석출온 업계의 결합력을 저하시켜 강의 업계균열에 

대한 감수성올 증가시키게 된다. 

울진 3, 4 호기 압력용기 제작에셔는 진공 탈가스 강화롤 위한 진공셜비 보완후 

안쟁적인 인장성질과 충격인성 확보톨 위하여 VCD 쟁련강에 Al을 챔가하여 결쟁 

립 미세화를 도모하는 제강 탈산법율 채택하였다. 이 방법온 젤버재션으로 Al의 재 

재 산화물 (inclusion oxide)이 생 성 되 지 않는 수준으로 용존산소 함 량용 제 어 할수 있 

었기 때문에 시도되었다 [4]. Laddle fumace 에서 이루어 지는 진공쳐리톨 포함한 

노내외 쟁련의 요챔올 쟁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 용핵 빛 쟁련 [5) 

- 주합금 화학원소의 초청 밀 규제 

- 엄션된 원료의 션쟁으로 As, Sn, Sb 둥 원소의 저감 

- 노내외 정련에 의한 P 및 s 의 저감 (< 0.003 wt.%) 

- 고진공 (0.2 Toπ 이하， He < 1 ppm, 02 < 30 ppm) 

- Multi-heat 연속진공주쪼 (MP 법) 톨 위하여 용탕간의 화학조성 

및 용도의 미세한 조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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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RF (Iaddle refming fumace) 및 MSD (mo띠d stream degassing)의 

이중 탈가￡에 의한 낮온 H2 및 02 홀 함량조철. 

나.조괴 

원자로 압력용기의 대형， 일체화에 따라 보다 큰 대형의 조괴가 요청되었다. 

현재 일본제강소는 600 ton의 용강 (molten steel)율 처리할 수 있도록 6개의 LRF 톨 

사용하고 었으며 1980 년에 이미 570 ton 의 ingot 톨 생산한 바 었다. 이러한 대형 

조괴생산의 요챔은 MP 법에 의한 내부결합과 편석의 극소화에 었다. 일본제강소의 

자료에 의하면 400 ton 강괴에서 단조환 제품의 탄소편석 분석결과 0.20 :1: 0.02 

wt.% 정도로 성붙올 미세한 조절 및 제어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5]. 내부 

결함으로서 비금속개재물 (주로 Ah03) cluster와 수소에 의한 미소균열이 거론되고 

었다. 

다. 단조 및 합연 

열간가공 초기에 발생하는 열간굵열에 대한 륙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대형 단초 

환 (ring)의 제작올 위해 압촉기 (press)의 대형화로 대처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으나 

최근에는 특수환 장치를 설치하여 외경 10m 이상， 높이 약 4.5 m 급의 원형환과 

이에 따른 구형성형품의 제조도 가능하다. 단조비에 관하여서는 통상 3 - 4 의 단 

조비가 거론되고 있다. 단조비에 관한 지금까지의 시험결과에 따르면， 단조의 효과 

는 단조비 1.5 - 2 에서 포화된다. 또한， 주 단조방향에 직각 방향으로의 인성열화 

는 단조버가 크지 않온 경우에는 문제되지 않는다. 이런 사실들은 지금까지 많은 

ingot 품질개선이 이루어 졌기 때문이다. 

라. 혈쳐리 

대형강채의 내부 미세조직온 멸간가공후 annealing 혹온 normalizing- tempering 

단계에 의해 화우된다. 이 단계에셔 결정럽의 미세화 및 정립화， 수소균열 발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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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초옴파 탐상 투과정도의 개션 퉁이 이루어 진다 [6]. Nonnalizing-tempering 단계 

를 거친 다옴 quenching 단계얘서는 대형강째의 정우 두째에 따른 온도의 차이톨 

가지게 되므로 이에 영향옳 미치는 화학조성， 결정립 둥의 요인이 최총 기계객 성 

질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마. 한중과 일본째강소의 체초공쟁 벼 .. 

그림 4. 1.2와 4.1.3온 각각 한충과 일본쩨강소의 원자로 압력용기 쩨조공쟁을 도 

표화한 것으로서 외부객으로 나타나는 제조공청상에는 별다른 차이가 없슴을 알 

수 있다. 이로부터 최총쩨품의 품질율 결정하는 요인온 일반척인 채조공정에서의 

차이가 아니라 착 제조공정에서 기업비밀로 지켜내려 오는 발표되지 않용 품질쩨 

어 수치 혹은 기준치 둥임율 알 수 있다. 한중과 일본째강소의 제조공정 재션사항 

빛 이로 인한 품질개선 사항용 요약하면 다용과 같다. 

(1) 한중의 압력용기강 (SA 508 Cl. 3) 쩨조공정 및 품질개션 사항 

위에셔 언급환 바와 같이 최종째품의 품질온 주로 채강 (steelmaking) 및 조괴 단 

계에서 결정되므로 개선 또한 바로 이 단계에서 이루어졌다. 주요 개선 사항을 요 

약하면 다옴과 같다 [7]: 

- Argon bubbling 도입으로 진공도 향상 (0.2 - 0.3 Torr) 빛 유척， 활가스， 챙 

정도 향상， 

- VCD 제강법에서 Si-killing 및 Al 챔가 방법의 도입， 

Si 탈산법 정련 및 Al 챔가 째강법용 더욱 강환 강쩨탈산율 이루어 용폰 산소함 

량을 더욱 낮온 농도로 제어할 수 있는 제강법으로 알려져 있다. 제강충 생생되 

는 산화물은 2차 정련로에서 천자기교반 빛 Ar 가스 주업에 의한 교반시 부상.폴 

리되어 강의 챙정도훌 더쭉 향상 시키께 된다. 앞에서 Al 챔가에 의환 탈산법의 

장첨을 요약할 때 언급되었 듯이 용폰 Al이 용강 용고중 방출되는 N과 결합하여 

생성된 AIN온 결정립 성장용 방지하여 결정립 미세화훌 가져오므로 충격시의 파 

-317-



괴인성과 인장성질올 향상시키는 효과톨 가져 오는 것으로 밝혀져 있다. 명광 3 

호기 압력용기 제작 이후 한중의 품질향상 현황은 표 4. 1.2와 같다. 

(2) 일본제강소 (JSW) 에서의 제조공정 및 품질개션 사항 

일본제강소에서의 주요 개선사항올 요약하면 다옴파 같다 [8]: 

- 진공 및 탈가스 능력 향상으로 P, S, H2, 02 저감 

- Cu 처감 

- 열처리에 의한 Al, P, N, S 조절 및 입도미세화 

- 대형 및 일체형 압력용기 제조 

- SA 508 Cl. 3a 강으로의 전환 연구 

- 차세대 압력용기강으로서 SA 542, 543 강 후육채 연구 

- VCD 법올 적용하여 인성과 편석올 더욱 개선. 

3. 요약 및 건의사항 

국산 원자력용 저합금강 (SA 508 Cl. 3)의 제조공정 및 품질개선 사항율 외국， 

특히 일본제강소 (JSW)의 그것과 비교환 결과 표면적으로 드러난 제조공정상의 차 

이는 발견할 수 없었다. 이는 각국의 원자력용 져합금강 재료규격 자체의 유사성과 

공유성， 보수성 및 범용성 둥에 기인한다. 그러나 실제 차이가 있올 것으로 확신되 

는 규격화 할 수 없는 미세한 제조기술 개선은 밖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러한 사실은 국내에서 수행된 한중제조 국산 압력용기재료에 대한 비조사 

재료특성 시험 (baseline test) 결과 [9 빛 1이롤 일본의 그것과 비교할 때에도 잘 나 

타난다. 많용 점에서 개선이 이루어져 전반적인 최총 재료특성이 ASME의 관련 기 

준은 모두 만족하지만， 기계적성질의 란질성은 더쭉 향상 시킬 필요가 분명히 있옴 

온 바로 재료규격이나 밖으로 드러난 제조공정의 비교검토만으로는 품질 개선사항 

도출에 한계가 있옴올 말하여 준다. 문제해결올 위한 산학연의 유기적이고 조직적 

인 연구가 장기적으로 요청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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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1.1 Material spec퍼cations and steelmaking requirements for reactor 

pressure vessels 

Sα"，ification Year Title SteeIsrade. Me삐ng Refining D앵assinll Si.~ AI.~ 

UNITEO STATES 

ASME SA-I82 1983 foraed or r에어 머Ioy-steel low-매loy 아JeIl-hearth. se뻐rate dega55i째 and refining yes 
(AI82-81A) 찌야 03/띤es. foraed 에itic eleclric- 아lti여녀1. 

filtings. and v삐ves 3/녕 fumace. 
parts for high-ternperature ba.ic oXYII윈1 

servκe 

ASME SA-336 1잊염 steel fO<lIings. a1loy. for ferrilic open-hearth. 
(A336-821 pressure 3/녕 high - IIrades basic 

ternperature parts OXYllen. 

ASME SA-350 1잊l3 forgins. carbon 3/녕 1ow- LF l.LF2. 
(A엇j()-8IA) 떠10y sleel. r쩍uiring nolch LF3,LF5 

toughness testir핑 ’or piping 
components 

electric 
fumace. 
vacuum 
induction 

여JeIl-hearth. 

ba.ic 

πirnary rneltinll may inco.-porate yes 
separate degassing or refirúng 

π111냉ryrr훌llinll IT냉y ，nco.-p아'8le yes 
sep3l'8te degassing or refininll 

O뼈onal esr or The m여ten 

var 10 steel IT냉'Y be 

folJow. V8CUum-

OXYlleJt. 

하ecbÌC 

fumace. 
vacuum 
M녕‘JCUon 

The .teel shall treated prior 
be fuUy 10 or during 
killed. fine- pourina. 
grain αBαice. 

A5ME 5A-5(Ij 1앉l3 quenched and lem‘,.,.ed 허1 c1as형S 뼈sic electric-fum양e process vacuum StJ홉m yes 
(A5æ-8 t> v8CUum-lreated carbon a뼈 

매loy steel forainlls for 
(supp!emenlary requirement degassir필 

512: vacuum-tn잉.ted basic (. .. Iess Ihan 
preS5ure ves형1. oXYllen fumace steel for 

Qasses 1.2. and 3 only) 

UN1TED K1NGOOM 

B.5. 1503 잊’o st뻐 forainllS for pressure carbon- open hearth. electric fumace. or 
purposes manllanese basic oXYII삐 

3/녕 low a1loy Ihe 51융’ sha’l 
be ful\y l<i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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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11m 
. within 2 

min.l 
(supp!ementary No. 

req띠rernent 0.12 
511: V8CUUm max 

c‘ ... bα1 
deoxi이zed 

steel for 외l 

clas양s) 

yes 0.018 
mln 

if the steel i5 V8CUum 
deoxidized the Iower limit 
af the silicon rar띤e is not 
쩌JPlicable. Aluminum 
Irealn'뻐lt may 아 om‘,tted 
ln both cases llrain size 
sh떠Ibe6orfi"，π 



Table 4.1.1 (채속) 

Specif lC8tion Year title Stee여I훌Ies Melting Refinir뼈g &의lIassing Si." A1." 

단짝핀끽￡ 

RCC-M 훌씨 Mn-Ni-Mo steel fOl'llings LAFNOR 하ectric fumace, a1uminum kilk쳐 vacuum 0.10 0.30 0.0-삐뼈X 

M2115 야 PWR steam gener하여s 18MND5 degas똥d 

(E.d.F.l tubesheets 

w'EST GERMANY 

V에‘UV 35413 1981 we삐a에e 51생5 with 356 NI werkstoff yes 0.015 

mmJ DÚn yie삐 strer필배 No. l.æ62 mlß 

1.0665 
1.0566 

VdnJV 40Vl 앉!O fine grain Q\뼈lChed ar떠 werkstoff yes 0.010 
뼈npered SteeI. 2OMn-Mo- No. 1.6310 aαm 

Ni55. 찌ates ar퍼 forg뼈g 

fOf' high temperal1m! 홉vice 

VdnJV <<씨 19η 12C ..... Mo-910 5tee1. 찌stes werkstoff yes 0.010 

g ‘d f<irJ!ings No. 1.7훌g 0.030 

T YPfCAL EUROPEAN MATERIAL SPfiCIFICATIONS FOR HYDROGEN SERVκE RI!ACTOR VESSELS 

l잊13 2.25Cr-1Mo 5tee1 in quenched ASTM A3II1 회uminum 

kil뼈 

vacuum yes? 
g떠 tempered cα때‘뼈‘ Gr.22 
찌ates a쩌 fOl'llir필S ASTM AII12 

Gr. F22 
ASTM A336 
Gr. F22 

1톨씨 2.25C ..... 1 Mo materi매 in thick (matel뀔l 야1811 

wall81녕 meet 

requirel’‘’Its 
01 ASME 
V떼i. 빼v. 1.) 

*훌ass빼 

Electric 뻐rnace or 뻐sic oxygen. vacuum 0‘20 max ? 
r ll\e grain practice 앙1811 야 야ed CI<뭘as앙!d 

.. refining 8jleI뼈 아lIer than 
퍼urninum require wrItten buyer 

1IIlPI'Oval. 
“ J" factor less than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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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1.2 Quality control activities for reactor pressure vessel forgings in 

HAN]UNG 

항 모，. 영광 #3/4 율진 #3/4 영광뼈6 

제강 방법 VCD VCD + Al VSD + Al 

C : 0.19 C : 0.20 C : 0.21 

목표 성분 
Si : 0.04 Si : 0.04 Si : 0.25 

Al : 0.015 Al : 0.020 (S/G) 

0.023 (R!V) 

목표 강도 
82-84 84-86 86-90 

(TS, KsD 

Agitation Pump사용 

냉각 방법 Agitation Purnp사용 Agitation Purnp-l‘}용 + 강력교반 Mixer 

(3개 셜치) 

효과 Grain 
Ave. : 6 Ave. : 7.5 Ave. : 8-8.5 

(R!V Size 

Shell 

기준) 
RTNDT Ave. : 13.6 Ave. : -20 Ave. :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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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lting 

& 

Refining 

Pouring 

Deoxidi

zabon 

Ingot Size 

(ton) 

Year 

(Acid & 뼈sic open 

Ib않해1 fumace, ‘ 
뼈asic elect더c fumace 

〔뻐 elec미c furnace, 
laddle fumace 

Open air 

P아mng 

Ste없n degassing, tab degassing, 
laddle degassing 

| M빼e l"'U'ÏD8 -:>. 
--==:========팎========:====== g 

Si-Mn-(Al) deoxidization Vacuum carbon deo:잉dization 

220 250 
m 

춤
 

400 500 

1960 

Fig. 4.1.1 Innovations in the steelmaking technology of pr않sure vessel steels for 

the last 20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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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ufacturing Process of Forgings. 

Melting and Oxidation Refining 

• 

Reduction Refining 

• 

Vacuum Degassing 

• 

; Ingot-making by Vacuum Stream Degassing ! 

S갑ipping of Ingot 

• 

Soaking for Hot Forging 

• 

| Cogging and Discarding of Hot Top and Bottom: 

Upsetting 

Piercing 

M.andrel Forging 

LEnlarging 

|Preliminary H바ea따tT‘r때e얹atme밍따n따1πt 

「뚱g굶R옳꿇achining 

Quality Heat Treatment 

Fina1 Machining 

• 

lns뿜ction and Test 

( ShelO 

-, 

--' 

I 
Disk Making 

• 

! Nom빼zing and TemP;rfugl 
• 

Rough Machining 

• 

Head Forming 

• 

Quality Heat Treatment 

• 

Final Machining 

• 

ND Inspection and Test 

(Head) 

Fig. 4.1.2 Manufacturing proo짧 아 빼C뼈 pressure vess앙 for링ngs in HANJ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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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UF ACTURING PROCESS 

띔ELTING 

'INGOT MAKING: 

I FORGING ‘ 

INORMALIZING & TEMPERING 

QUENCHING & TEMPERING 

REMOVAL OF 
TEST COUPON 

~ SIMULATED I 
PWHT 

QC PROCESS 

lHEAT ANALYSISI 

CHEMICAL ANAL YSIS ’ 

FOR FORGING ITSELF 

UT INSPECTION 

MECHANICAL 
TEST 

j FINAL INSP앓TION I 
SUCH AS UT, MT, DT i 

Fig.4.1.3 빼nuf훌h빼'g proc뺑sof 뼈actor p뾰뼈.II'e VI훌횡에 g빼sinJ힘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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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2 철 전산합금 공정철계 

1. 셔 론 

가. 연구 배경 및 필요생 

강의 미세구조(성분， 상분포)는 그 기계적 특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인차이다. 

이는 그 조직올 이루는 각 안정상 또는 준안정상의 열역학척 안정성에 의혜 화우되며 

각 구성상들의 열역학적 안정성 분석， 명가 빛 이의 조철 능력과 밀첩한 관계를 갖는 

다. 이를 조철하기 위해 다양한 종류 및 양의 합금 원소들이 챔가되어 왔으며 합금 

설계시 복잡한 열처리 공정이 아울러 행해지고 있다. 이러한 합금셜계 과정은 주로 

시행 착오에 의해， 경험적인 실험자료들올 바탕으로 발전되어 왔으나 챔가 원소의 종 

류가 늘어나고 요구되는 특성치가 점접 높아지고 다양화됨에 따라 기폰 실험에 의폰 

하는 방법만으로는 한계에 이르게 되었다. 톡히 연구 결과가 많이 축적되지 않온 새 

로운 강종의 합금 셜계시 기초 자료로서 합금계 상태도 자료의 필요성이 철실하지만 

다원 합금계의 상태도를 실험적으로 작성할 때 소요되는 엄청난 양의 실험과 정확도 

의 미비로 필요한 정보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재의 실정이다. 

본 연구는 수식화된 열역학 자료를 이용， 열역학 계산을 통해 미세조직의 안정성 

을 미리 예측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강의 기계적 특성과 미세조직 간의 연관 

성올 파악하고 유리한 특성올 얻올 수 있는 미세조직올 계산으로 예측하여 유도함으 

로써 합금 및 공정 껄계가 어느 정도 가능하며， 껄명이 어려웠던 현상에 대한 인과판 

계를 설명함으로써 강의 특성 및 physical metallurgy 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고， 최소환 실험 연구에서의 시행오차롤 대폭 줄일 수 있는 효과톨 얻올 수 있다. 

이러한 연구 기법은 수식화된 열역학 자료를 이용해 상태도 계산 뿔 아니라 준명 

형상의 석출 구동력， 온도， 중성의 영향 둥을 단시간 내에 계산해 내고， 실험이 이루 

어지지 않은 미지 합금의 열역학 특성 및 상안정성에 대해서도 실험 오차 이내의 예 

측 기능올 가짐으로 해서 합금 껄계 및 상안정성 평가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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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되고 있다. 

나. 연구 목표 빛 연구 내용 

본 연구는 상명형 열역학 빛 확산 속도론에 기초한 컴퓨터 계산율 홍혜 원전 구조 

용 저합급강의 합금 • 공청 껄계 기술올 확립합율 최종 목표로 하였다. 원천 구조용 

으로 사용되고 있는 저합금강의 미세 상조직과 기계척 특성 간의 연관성율 문헌 연구 

및 공동 실험 연구를 흥해 화악하고I 컴퓨터 계산율 흥해 구성 상과 미세 상조직을 

알아내며I 챔가 원소와 공청 조건이 이에 미치는 영향융 볼석함으로써 소재 국산화 

개발 빛 륙성 개선을 위한 합급 • 공청 껄계의 기초 자료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5A당)8 class 3 저합금강의 합금 셜계 연구는 조사취화에 대한 저항성， 따괴 인성올 

향상시키는 것이 최총 목표이며I 본 연구에서는 뻐l-Mc←Ni steel 

(Mn-Mo-Ni-C-Si-Cr-S-P-Cu-Al-V -N) 에서 규격 범위내 조성 변화시 상안쟁성과 톡성 

변화톨 예측함으로써 합금 • 공청 껄계에 의한 혹성 개선 가놓성융 찾아보고자 하였 

다. 기본객인 연구 방법용 강 혹성의 변화톨 조성， 상분포 둥 미세조직상의 인자로부 

터 껄명이 가능한지， 즉 “미세조직←→특성” 간 일판된 판계를 찾을 수 있는지톨 확인 

한후 열역학 계산에 의해 미세조직의 변화를 예측， 제어가 가놓하게 함으로써 바랍직 

한 특성을 가질 것으로 예상되는 합금 조성을 도출해내기 위한 합금셜계 방향을 선청 

하는 것이다. 

압력 용기용 5A508 강에 대한 연구는 국내에서 이제 막 연구가 시작되는 단계로 

서 기초 물성을 따악하는 연구가 원자력 연구소와 서울대학교롤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에셔는 이와 병행하여f 오랜 시기객 차이롤 두고 발표된 연구 결과의 

붐석을 흥해 현재의 5A당빼 class 3 강에 객용뭘 수 있는 “미세조직←，욕생” 간 상관 

판계흩 밝혀내는 데 주력하였으며I 열역학 계산과 확산 simulation 올 통한 물성 예측 

및 합금셜계의 가능성율 타진함으로써 추후 이루어져야할 실험 연구에서 조성과 공쟁 

과쟁에서의 실험 변수룰 줄일 수 있도록 하였다. 열역학 계산과 관련I 애초에 목표했 

던 Fe-뻐l-Ni-Mo-Cr-5i-V -c 8 원계 외에 5, P, Cu, Al, N 동을 추가한 13 원계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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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역학 database 를 구혹함으로써 보다 폭넓온 범위의 륙성에 대해 열역학 계산율 흉 

한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합금 셜계와 판련해서는， 최근 국내 생산되고 있는 

SA508 da앓3 강의 문제점율 풀기 위한 방향을 일본 째품과의 비교톨 흉해 찾아봄으 

로써 합금셜계의 방향올 정하는 첩근방법을 태하였다. 

2. SA5뼈-class 3 져합금강의 째발 역사 및 “미 AJ초칙 <=> 톰생’ 장활 

환채 

SA508 강온 1960 년대 초 개발되어 약 30 년의 역사톨 가지고 있다. 스태인레스강 

에 비해 개발 역사가 짧고 사용 연한이 긴 반면 사용처가 한정되어 있늄 만큼 “미세 

초칙‘·→혹성” 판련성에 대환 연구 결과가 충분하게 발표되어 있지 않고 연구 시점에 

따라r 측， 제강 공정의 발전 단계에 따라 연구의 펼요생파 판점이 달라져 일환된 시각 

으로 문헌 연구 결과톨 해석해셔는 오해의 소지가 었다는 어려용이 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압력용기용 강의 개발 역사톨 일반 제강 공정의 발달 역사와 함째 살펴보 

고， 기존에 발표된 압력용기용 강에 대한 연구 결파 [1-24] 톨융 불석하여 이 강종에 

서의 physicaI metaIIurgy톨 이 해하는 한편， 가장 사용 실객 이 많용 SA508 cIass2 강 

에 대해 지적된 문제첨 빛 해결 과청율 분석한 후， 최근 국내 생산되고 있는 SA508 

class 3 강의 합금 · 공정 셜계에 적용하기 위한 근거롤 마련하고자 한다. 

가. 압력용기용 져합금강의 재활 역사 

압력용기용 강온 압연강(plates)과 단조강(for，링ngs)으로 나누어져 재벌되어 왔다. 

여기서는 이톨외 변천사률 제강 기술의 발달파 연관지어 불석함으로써 현재 규격으로 

되어 있는 각 성분 함량의 근거톨 파악하고 이를의 개발 당시와는 제강기술이 현져히 

발달된 현재까지도 남아 있용 수 있는 문째의 예측 빛 이의 해결 방안 도훌용 위한 

기초 자료가 되도록 할 것이다. 

<P1a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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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에 사용되었먼 C-뻐1 계 (A212B) 는 보얼러용으로 사용 실척이 양호하여 PV 

steel 로 채택되었으나 낮용 강도로 인하여 고강도강용 펼요로 하게 되었고， Mo 에 

의해 강도 향상이 이루어진 Mn-Mo 계 (A302B) 가 개발되었다. 더 두꺼운 소재톨 위 

해 경화능 향상이 요구되었고 Ni 을 추가한 Ni-Mn-Mo 계 (m여ified A302B) 자 개발 

되어 향상휠 청화농으로 인해 보다 균얼한 혹성올 얻융 수 있게 되었다. 이후 

SA302B 논 SA앓3A 로， modified SA302B (Ni: 0.4-1.이 는 SA있3B (Ni: 0.4 - O.끼 와 

SA앓3c (Ni: 0.7 - 1.이 로 톡립객인 규격을 얻게 된다. 각각의 규격 조성 및 인장 록 

성용 Table 4.2.1 에 정 리 한 바와 같다. 

<FCJI'j핸'gs> 

1> C-Mn 계 : A105 ; A or N ; YS 흐 248 ; 195~1956 

1> Mn-Mo 계 : A182 ; A or NjT ; YS ... 276 ; 195~1956 

1> Mn-Ni 계 :A랬0-82 ; A or NjT ; YS 흩 207 ; 1955-1956 

1> Ni-Mn-Mo 계 

1957년 이천까지는 m여ified A302B가 AI-탈산， Air-cast 상태로 사용되었다. 그러 

나 Ni 이 인성용 중가시켰지만 Ni, Mn, AI 이 어우러져 hydrogen f1aking 

susceptibility 률 중가시켰고 그 외에도 AI 탈산으로 인한 청정성의 문제톨 야기하여 

Heavy forging 으로는 척당치 않용 것으로 판명이 냈다. 1956년 이후 장기척이 아 

닌l 단기 객 대 처 방안으로셔， tensile, 따lpact property, weldability 는 modified 

A302B 와 같은 수준이되 hydrogen f1aking 에 강한 강총의 개발이 착수되었고， 

Bethlehem Steel 에셔 뻐1 율 출이고 (1.3• 0.65) hardenabi뼈 감소롤 보완하기 위해 

대신 Cr 올 0.35% 챔가한 Si 탈산강이 개발되기에 이르렀다. Mn, Al 이 감소하고 Si 

이 중가한 이 강종용 hydrogen em야ittlement， f1aking 의 품째가 없어지고 tensile 이 

나 impact tou양mess 에서도 A302B 보다 우수한 혹생율 보여 SA~영6 modi회.ed 로 임 

시 둥륙되었다. 

이후 VSD (Vaccum Stream Degassing) 개발로 청정성 문채가 개선되어 modified 

A302B 의 조성올 변경활 펼요성이 없어졌지만 SA-336 modified 강총이 이미 확고히 

자리를 장음에 따라 독립된 spec.올 획득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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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508 class 2 : Quenched & Tempered, Vaccum Treated Carbon & Alloy Steel 

Forging for PV. • 독일의 22NiMoCr37 과 동급 

위와는 별도로 프량스에서는 A302B 를 기초로， Ni를 후가하고， C 와 Mo률 약간 

낮추어 A533B 에 cornpatible 한 새로운 강총을 개발하였는데， SA508 class 3 로 분류 

된 이 강종은 Cr 량의 상한선을 낮춤으로써 SRC 와 underclad cracking 에 대 해 우 

수한 저항성을 지니고 있다. 또한 미국에셔는 SA508 class 4 강종 개발올 완료하였으 

나 사용실적은 아직 없는 것으로 보인다. 각각의 규격 조성 빛 인장 특성윤 Table 

4.2.2 에 정리한 바와 같다. 

Table 4.2.1 Specification of low alloy plate steels for PWR pressure 

vessel and specified tensile rnechanical properties. 

c Mn M。 Ni Cr Si s P 째 Cu Ti co v year 

max 0.85- 0.15- max max 
0.31 1.20 O.Xl O.여o 0.035 1955 I A212B 

c> HR or N ; p없끼ite 

c> YSo2 = 262, TS = 483-닷16， E = 22 

max 1.15- 0.45- 0.15- max max 
0.25 1.밍 0.60 0.30 O.여o 0.035 1953-

A302B 
C> Nπ， 0π ; tempered bainite or tempered bainite/martensite 1967 

C> YSO.2 = 명5， TS = 552-689, E = 20 

max 1. 15- 0.45- 0.40- 0.15- max max 

A302B 0.25 1.50 0.60 1.。 O.Xl O.여o 0.035 1955-
modified C> QfT ; tem∞red bainite/martensite 1967 

C> YSo2 = 345, TS = 552→핑9， E = 20 

max 1.15- 0.45- 0.40- 0.15- O.야o 0.035 max max 

A잃3B 0.25 1.50 0.60 0.70 0.30 0.015' 0.012' 0.010' 0.05 

Class 1 C> αT ; tempered bainite/martensite 
1967-

C> YSo2 = 명5， TS = 620-7영， E 18 

0.17- 1.20- 0.45- O.당)- max 0.15- max max 0.01- max max max 

2OMnMo 0.23 1.50 0‘ 60 0.00 0 ‘20 O.Xl 0‘015 0.015 0.04 0.018 0‘ 03 0.02 

Ni55 C> 0π ; tempered bainite/martensite 
1974-

C> YS02 = μ0， TS = 5앉)-740， E =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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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2.2 5pecification of low alloy forging steels for PWR pressure vessel and 

specified tensile mechanical properties. 

C Mn Mo Ni cr Si s P 씨 Cu Ti Co v year 

max 0.50- O.많)- 0.50- 0.25 0.15- max max 

A336 0.27 0.80 0.70 0.00 0，쟁 0.35 O.야iO O.여O 1앉)5 

M여ifie이 c> O!T ; tem뼈red 밟inite/martenslte 

c> YSo2 = 345, TS = 550- , E 20 

max 0.50- 0.55- 0.50- 0.25 0.15- max max max 

A508 0.27 0.90 0.70 1.00 0.45 0.35 0.025 0.025 0.05 1없)5-

CIasS 2 c> O!T ; tem뼈red bainite/martensite 

c> Y502 = 345, TS = 550-725, E = 18 

0.15- 1.20- 0.45- 0.40- max 0.1 5- max max max 

A508 0.25 1.50 0.60 1.0 0.25 0.35 0.025 0.025 0.05 1961-
Class 3 c> O!T ; tem뼈red bainite/martenslte 

c> Y502 = 345, TS = 닷퍼-7엉， E = 18 

0.17- 1.20- 0.45- 0.45- max 0.15- max max 0.01 - max max max max 

201씨nM。 0.23 1.50 0.60 0.80 0.02 O.~ 0.015 0.015 0.04 0.018 0.03 0.03 0.02 

Ni55 P αT;t맑lpered 밟inite/martensite 
1974-

c> YSo2 = 440, TS = 닷1J-7때， E = 18 

0.17- O.딪}- 0.50- 0.60- O.:Ð- max max max max max max 

22NiM。 0.25 1.00 0‘ 80 1.00 0.50 0.35 0.025 0.025 0.05 0.20 0.05 

Cr37 c> O!T ; tempered 밟inite/marten잉te 
1잊)4-

c> YSo.2 = 440, TS = 590-740, E =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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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압력용기용 져합금강애셔의 “미세초찍‘→륙생” 간 상환 환체 

압력용기용 강의 개발 역사롤 룡혜 재기되었던 륙성상의 문제는 크게 강도와 인 

성， 용첩성 빛 이와 관련된 제강 공정의 청정성， 경화능 동으로 요약될 수 있다. 여 

기에 원자력용 압력용기 강으로서 방사선 조사 욕성이 추가된다. 작작의 문제에 대 

해 현채까지 알려진 원인과 방지책을 정리하면 다옴파 같다 [1-24}. 

’ 강도 
처합금강에서의 강도는 C 합량파 업자미세화， bainite 변태온도， 고용강화 효과 

에 의해 조철될 수 있다. 석출정화에 의한 강화효과는 SRC, TE 동의 문제 빛 

long tenn seπice 특성 상 기 대 할 수 없다. 0.17% 이 하의 carbon 온 1'5 미 달， 

0.24% 이상은 용첩성 판점에서 바랍직하지 않으며 [18}, 0.15% 가 한계이다 [3}. 

입자 미세화는 MnS, AIN 동의 pinning, austenitizing 온도， 가공， 열쳐리， 냉각 

속도 동 제어할 수 있는 요인이 여러 가지이다. 고용 강화에 의한 고온 강도 

향상은 Mo 챔가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Bainìte 변태 온도는 bainitic steel 

에 대해 다융회 식이 보고되어 었다 [25}. 

Bs (C) = 830 - 270C - 90Mn - 37Ni - 70Cr - 83Mo 

B50 = Bs - 600C Bf = Bs - 1200C 

’ 인성 
P 연성 파괴 모드에서는 MnS/기지 경계에서 발생하는 microvoid coalescence 가 

파괴의 주 mechanism이 되며， low 5 (<.OO5wt%) 에서 USE (Upper Shelf 

Fracture Energy) 는 중가한다 [5,6]. USE 는 austenitisation temperature 중가 

와 합깨 감소하며， Sulphide morphology 의 제어 (spheroidization) 는 USE롤 

증가시키는데 기여한다 [6]. 

t> Trace impurities(P，Sn，Cu，Ni)의 업계 편석온 temper embrittlement 톨 야기한다 

DBTI (Ductile-Brittle Transition Temperature) 의 상송 [5]. 특히 High-P 강 

에 서 Austenitisation temperature 중가와 함께 DBTI’ 는 상숭한다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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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002% ， As<.01 % 는 명향올 미치지 않으나 앉1 온 .01% 이하애셔도 temper 

embrittlement 를 유발하며 Ni 과 cosegregation 으로 악확시킨다 [17]. 

1> Temper Parameter 증가에 따라 YS, TS 는 단조 감소하나， 연성파 인성용 

optimum maximum) 강용 보인 다 [3,12,14J. 이 러 한 UNTE (Upper Nose 

Temper Embrittlement) 는 carbide coarsenúng 또는 ferrite grain growth 로 언 

환 것으로 Optimum TP 값과 그때의 인성치는 cooling rate 에 따라 달라지며， 

TP=18.5-2Ox1<Y 에서 냉각속도가 클수륙 인성이 좋아진다 [1써. 

P 충격 인생의 요구조건올 맞추기 위해서 feπite+pearlite 조칙율 피해야 한다는 

것용 최소한의 필요 조건이다 {9}. Martensite+bainite 가 되어야 하며， 

tempered martensite 가 bainite 조칙보다 tou양mess 가 우수하고 [꺼， upper 

bainite 분용이 증가하면 NO'π’ 는 낮아지고， Absorbed 암\ergy 는 40% UB 이 

후부터 감소하기 시작한다 [1이. 

Upper bainitic 조직용 인생치가 륙히 민감하게 변화하고 이는 이 조찍외 

inherent 한 혹성으로 여겨지며， Hardenabi1ity 중개 입자미세화， low C, TP 

조철로 개선환다 [3J. 

[> Lath width 또는 packet diameter 감소에 따라 YS 와 인생치는 중가한다 [24J. 

Quench rate 가 착아지면 grain size 가 커지고 파괴인생치 (kJ) 는 감소하며， 

Tempering 이 종가하면 partic1e (주로 Fe-rich carbide) size 가 커지고 k, 강용 
감소한다. 파괴인성온 grain size 보다는 partic1e size, 측 quench rate 보다는 

tempering 쟁도에 더 큰 명향융 받는다. 큰 size 의 partic1e 률이 crack 

initiation site 로 작용환다. 파괴인성이 우수한 강애서는 TiC, MnS 풍도 문쩨 

가 되지만 대재는 tempering 파쟁에서 조대해지는 Fe-rich carbide 가 가장 심 

각한 문쩨톨 일으킨다 [8}. 

Carbide 크기가 작거나 spheroidal 형태롤 갖는 강온 K1C 강이 높다 [7}. 

ASfM grain size number 7.2-9.6 범 위 에 서 grain size 가 작올수확 01퍼mum 

T.P. 강온 작아지나 인생용 중가환다 [13J. 

인성 확보톨 위한 grain growth 의 방지에는 Al, Ti, Zr, Nb 퉁이 효과객이다 

[18]. 

1> Ni 추가는 인생용 향상시킨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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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w-C (>0.16%) 일수록， N/AI 비가 0.6 이내에서 클수록 (0.02-0.025% A1, 

N/ AI > 0.5) AIN 의 형성에 의해 인성은 중가하며， austenite grain size 는 

AIN 의 석출파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1α13，15]. 

(> Minimum allowable C content, fine grain size, fine carbide distribution 빛 

low sulfur content에서 최대 인성치를 얻올 수 있다 [9,15,16]. 

, 용접성 
(> 5RC (5tress Relief Cracking) 는 HAZ 의 coarse-grained region 에 서 발생 하는 

intergranular crack 을 말하며 over-heating 에 의한 입자조대화와 용력쩨거 중 

matrix 석출 경화로 matrix 와 계면의 결합력 차이가 커지는 것이 원인으로， 성 

분 조절 (석출 경화 방지) 과 welding technique 의 개선 (입자 초대화 방지) 으 

로 해결된다 [3,19]. 

Class 2 에 비해 C, Cr 량이 낮고， Cr 대신 Mn 량이 높온 5A508 class 3 강은 

5RC 에 대해 우수한 저항성을 보이며 prior austenite grain size 가 큰 강에서 

5RC 발생 이 증가하므로 A1N 의 pinning 효과는 긍정 척 이 다 [5]. 

(> Liquation cracking 용 5, Cu, 5n, P, As 둥이 원인으로 생각된다 [5]. 

, 방사선 조사 취화 
(> Fine-grained microstructure, tempered martensite, lower bainite둥이 tempered 

ferrite, ferrite-upper bainite 보다 저 항력 이 우수하다 [4]. 

(> Cu(<O.lwt%), P(0.015wt%) 의 석출이 원인으로 가장 큰 피해톨 미치는 원소는 

Cu 이다 [4,5]. P 는 Cu%가 작을 때 악효과가 두드러지나， Cu%가 클 때의 P 

효과는 미 비 하다. 5 는 MnS, Fe5 둥 석출을 촉진 Cu 편 석 또는 Cu-complex 

형성올 야기하고， 0.4% 이상의 Ni 는 Cu의 취화효과률 종가시킨다. 

(> Low-Cu, high-Mo,-Mn 에서 저항성을 향상시키고， Cr 0.003-0.5% 는 영향이 없 

으며， 0.27% V 는 cavity 형성을 완천히 억제 (280 & 6OOoC) 한다 [4]. 

Radiation 에 의 한 Embrittlement 와 5trengthening 효과는 고온으로 갈수록 감 

소하고， N 이 AIN 으로 석출되어 고용 N 이 없는 강에서 극소값올 보인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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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정성 
1> Hydrogen Embrittlement, 게재물 동 탈산 과정에서의 청정 문쩨는 VSD 

(vaccum stream deoxidation; 진공탈가스) 공정의 도업으로 해결 . 

• 경화농 

1> Low Si 는 bai띠tic 뻐rdenabili앙 롤 향상시킨다 [3]. 

1> Nb, Ti, V 둥에 의한 grain refinement 는 bainitic hardenability롤 낮출수 있다 

[3]. • F비ly bainitic microstructure 롤 보장하는 한도 내 에 서 인 정 (<0.05꺼. 

1> low 5 는 MnS 감소로 hardenabili앙 증가시 킨 다 [5]. 

1> Circulating water 와 still water 에서의 quenching 용 표면 (1Omm) 에서만 

cooling rate 차이가 나고 33mm 깊이 이상에서는 cooling rate 변화가 없다. 

표면으로부터 벌어질수록 cooling rate 는 감소하고 60mm 이상 깊이에서 

cooling rate 는 cooling 중간 따m용OOOC 사이 에 서 minimum 강율 보여준다. 

400-6000C 는 bainite 반용이 일어나고 있는 온도이고 cooling rate 의 감소는 

반용열 발생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즉 UB롤 피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옴을 

보여준다. [1이 

이상으로 초기의 C-뻐1 계에서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는 뻐l-Ni-Mo 계에 이르기 

까지 압력용기용 저합금강에 대혜 보고된 “미세조칙§특성” 간 상관 관계를 살며보았 

다. 강의 조성 변화에 초정을 맞추어 살며보면， 천반객으로 뻐l-Mo 계 (A302B) 에서 

뻐l-Ni-Mo 계 (SA508 cl.3) 에 이르는 동안온 Ni 이 추가되고 불순물 관리가 좀더 엄 

격해졌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커다란 조성의 차이가 없다. 중간에 제강 과정의 청정 

도 운제로 Mn 을 줄이고 Cr 톨 늘였다가 청정도 문제가 해결되자 SRC 문제로 다시 

Cr 을 줄이고 Mn 을 늘이는 과정올 한 번 거쳤올 뽕이다. 이돌 강종온 1960 년대 

개발된 이후 현재까지 계속 사용되는 것으로 보아 커다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인 

다. 다만 현재 나타날 수 있는 문제는 발천량의 대형화가 계속되어 소재의 크기와 

두께가 증가함에 따라 얼어날 수 있는 륙성상의 불 균일성 문제일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롤 확인하고 합금 셜계의 방향올 정하기 전에 가장 사용실객이 많온 SA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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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 2 에서 확인된 훈제정 및 해결 방안들융 다시 환 번 쟁리합 필요가 있으며 이톨 

Table 4.2.3 에 나타내 었다. 

Table 4.2.3 List of material problems in SA508 class 2 [1] 

~ InadeQuate hardenab비ty 
c> Si 탈산올 피하여 Si 함량올 낮춤으로써 Bainitic Hardenability 가 향상되었다. 

~ Upper nose temper embrittlement 
c> Cleavage fracture 의 시 밭접 운 inclusion 이 냐 carbìdes; 청 정 도， low C 에 의 해 
개선 

c> Upper shelf toughness 와 판련 , MnS 늄 voìd 의 시 발점 . 
c> P, Sn, Cu, Nì 동의 segregation률 이유로 보늄 견해도 있음. 
c> Temper Parameter 으I optimizatìon 

~ Highly variable toughness : Upper bainite 훌직 에 서 륙용| 심 함. 
c> Fracture mode가 ductile microvoid coalescence 오~ brittle cleavage 사이 에 서 
왕복 

c> Coarse dendrite 훌칙과 interdendrite 지역 사이에 조성， 입자크기， 훌칙률의 
차이 밟생 

- dendrite 지역흘 large carbide 톨으로 인하여 cleavage initiation 장소가 된다. 
- microsegregation 요로 인 한 hardenabil때 톨 량 밭생 
- 시험편의 notch 와 dendrite 상효 워치에 따라 시험값의 변화가 생긴다. 

c> Cooling rate, TP, Composition (low C) 이 toughness 에 영 향올 추는 주요 인자 
* Current remeαy : Austenitizing temperature 와 C content 의 optimization (강도). 

Nb, Ti , V, AI 동 첨 가 - grain refinement (hardenability) 
Mn, Ni, Cr, Mo를 max. level 첨 가 - hardenability 
VCD : hardenability, cleanliness, microsegregation 
TP 의 optimization 

~ Stress Relief Cracking (Reheat cracking or under bead cracking) 
c> HAZotl 서 relaxation 시 얼어나는 소성 변형에 비해 creep ductil때 가 불충분할 

때 밭생 
- creep ductility톨 저하시키는 요소 : 기지내에서의 carbonitrides 석훌 경화 

(Cr,Mo,V,Nbl, grain size coarsening 
c> A508-2 는 A533B 보다도 SRC 에 더 민 감하다. - high Cr, low Mn 
c> high energy welding, prior austenite grain size 증가에 따라 SRC 증가. 
c> Double layer cladding techniQue 훌과쩍 

~ Irradiation embrittlement 
c> Cu, P. Nì 등의 co-precìpìtatì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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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SA508 class 3 강애 대한 열역학 채잔 

가. 얼역학 대이터빼이스외 구축 

불 연구에서의 열역학 계산용 해당 합금계 각 상에 대혜 Gibbs energy 표현올 위 

한 용액 모헬옳 쩔청하고l 수식화된 얼역학 parameter 톨 계산에 이용하는 

CALPHAD 법 [1] 융 기초로 하고 었다. 본 연구에서는 S싫08 class 3 강용 

Fe-뻐l-Ni-M~C-Si- Cr-S-P-Cu-AI-V-N 13원 합금계로 가정하였다. 각 상의 열역학 모 

텔은 Hillert 둥에 의한 sublattice 모렐 [2,3J 을 이용하여 청외하였고， 열역학 계산온 

minimum-of- Gibbs-energy criterion [4J 올 기초로 하는 πlermoCalc 싼ogram 올 이 

용하여 수행하였다. CALPHAD 법에 의한 합금계 열역확 계산용 해당 합금계에 대 

해 수식화된 얼역학 자료톨 필요로 한다. 열역학 자료의 수식화란 합금계 각 상에 

대해 Gibbs 에너지 모웰융 쩔정하고 판련 상명형 및 얼역학 실협 정보들로 부터 모 

웰 상수 값을 구해내는 파청올 말하며l 여기서는 기본척인 열역학 모댈파 실용 다웬 

합금계에 대해 열역학 계산이 이루어지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얼역학 수식화 요건 

및 위의 13원 합금계에 대한 얼역학 database 의 구축 현황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부격자 모댐이란l 예롤 들어 bcc 고용체 상의 경우 금속 원소 

가 차지하는 격자 자리와 침입형 원자 (C, N) 와 원자 공공 (vacancies) 으로 이루어 

진 격차간 자리를 각기 독립척인 부격자 (su blattice) 로 가정하여 이 bcc 격자가 두개 

의 부격자로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이다. 이 모렐온 fcc 및 hcp 고용체 상에 대해서도 

같은 방법으로 척용되며， 본 연구 대상인 13 원 합금계에서 위 세 가지 상의 분자식 

(formula unit) 은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Formula Unit (Fe, Cr, Ni, Mo, Mη ， Si, Cu, V, AI, S, P) a( Va, C, N) c 

여기서 아래챔자 a 와 C 는 두 부격자 상에서의 자리 비윷올 나타내는 정수로서 

격자 자리와 8 면체 공극의 자리 비율에 따라 bcc 격자의 경우 a=1, c=3, fcc 격자 

의 경우에는 a=1, c=1 의 값이 이용되고 있으며， hcp 격자의 경우에는 격자 구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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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c 격자에서와 같온 강이 이용되어야 하나 상대객으로 격자간 거리가 작용 c 축 방향 

으로는 매 격자간 자리마다 침입형 원자가 롤어셔지는 못한다고 가청하여 a률1， c-o.5 

의 강이 이용되고 있다. 이러한 fcc, hcp 고용체에 대한 얼역학 모뱉은 각기 같은 격 

자 구조톨 갖는 M(C,N) 및 M2(C,N) 행태의 탄철화용얘 대해셔도 똑같이 척용된다. 

위의 볼자식으로 표현되는 상의 풀자식 1 톨 당 Gibbs 에너지 식은 다음과 같이 표현 

된다. 

G. 훌 훌 y‘YVø øG j Vø + I: Y iYcoGtC + + 훌 y‘yNOGtlti 

+ aRT 훌 YiInYi + cRT (Yvø InYvø + YcInyc+ yNInYN) 

+ 훌짧 (y‘Y찌vøL i.JVø+ YiYj.파 i. ，è C+ YiY;Y~ i.,è N) 

+ 훌훌횡 (yiYαIIYvøL i,i,. vø+ YiY;YIIYcL i,i,.C+ YiY;YIIY~;，샤써 

+ L1 G- [1] 

위의 식 [1] 에셔 y 는 각 원소의 해당 부격자 내에셔외 자리볼율용 나타내며 

OGM:V. 는 순수 원소 M 의 비자성 상태에서의 Gibbs 자유에너지톨 나타낸다. 또한 

OGM:C 와OGM:N 는 격자간 자리가 모두 C 또는 N 으로 채워진 가상의 M-C 또는 M-N 

화합물의 Gibbs 에너지톨 나타낸다. aRT 및 cRT 로 시작되는 항은 각각의 부격자 

내에셔 훤자 배열 앤트로피로 인한 Gibbs 에너지 항이다. L 상수톨온 훤자간 상호작 

용을 나타내는 상효작용 에너지 항이며， 아래 챔자 충 “ 는 갈온 후격자 내의 원소 

돌， ‘." 는 서로 다론 부격자 내외 원소간 상호 작용융 나타낸다. 이종 원자간 상호 

작용은 식 [1] 에 나타낸 항 이외에도 펼요에 따라 다혼 4 원 상호 작용 에너지 항율 

추가 활 수도 었으며， 각각외 L 상수는 다시 용도， 또는 조성의 합수 형태톨 띨 수도 

었다. L1G’m 는 자기변태얘 외한 Gibbs 에너지의 변화톨 나타내는 항으로 Inden [51 

및 Hillert 와 Jarl [6] 에 의혜 쩨안된 모댈식이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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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1] 로 부터 다원 합금계 상의 Gibbs energy 는 그 합금계를 구성하는 많운 2 

원 3원 또는 4원 합금계에 대해 수식화된 모댈 상수 (G, L 상수)로 구성되어 있옴올 

알 수 있다. 즉， 다원 합금계에서의 열역학 계산율 위해서는 이를 구성하는 각 2, 3, 

4 원 합금계의 열역학 수식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 대상으로 한 Fe-Mn

Ni-Mo-C-5i-Cr-S-P-Cu-AI-V -N 13원 합금계 에 는 13C2=78, 13C3=쟁6， 13c..==η5 둥 엄 청 난 

수의 2, 3, 4원 합금계가 존재하는데 대부분 원소 함량이 1% 미만인 실용 철 합금계 

의 경우 실제 연구 목적상 위의 모든 합금계에 대한 수식화는 가능하지도 않고 필요 

하지도 않다. 예를 들어 0.1% 단위로 첨가되는 Cr, Si, C, N 4 가지 원소에 의한 3 

원 상호작용 에너지 항은 다음의 식으로 표시된다. 

YCrYsiYCLCr.SiC + YCrYsiYNLcr.StN + YCrYcYNLcr. C.N + YsiYcYNLsiC.N [2] 

여기서 자리분융 y 는 몰분율과 크게 다르지 않은 크기의 값을 갖는다. 3 원 상 

호 작용 에너지 상수인 L 은 일반적으로 약 104 
- 106 Joule 사이의 값을 갖게 되며 

세개의 y 값들의 곱이 10.9 정도의 크기를 가지므로 위의 식 [2] 에서의 각 항들의 크 

기는 10.5_10.3 Joule 정도가 된다. 일반적으로 고온 열량계에 의해 측정된 용액의 엔 

탈피 값의 실험 오차가 :t 90 calfmole 정도인 것을 고려하면 위의 3원 상호작용 에너 

지 항의 크기는 극히 작은 양에 불파하며 이들 원소들로 구성된 3 원계 수식화는 제 

외되더라도 전체 13 원 합금계의 계산 결과에 영향올 미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나온 

다. 즉， 현실적인 연구 목적을 빠른 시간 내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0.1% 마만 포함된 

원소간의 3 원계 이상 합금계의 열역학 수식화는 생략될 수 있으며 수 % 이상 포함 

된 합금 원소간의 합금계라 하더라도 경험적으로 4 원계까지 수식화가 진행되면 최종 

대상 합금계에 대한 상명형 계산시 의미있는 결파를 얻올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특히 본 SA508 class 3 강의 경우 Cu, AI, V, 5, P 둥은 그 첨가 

량이 0.03% 미만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상평형에 커다란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되며 따라서 Fe-Cr-Ni-Mo-Mn-5i-C-N 8원 합금계가 주력 합금계라고 생각된다. 

이 8원 합금계를 구성하는 2, 3, 4원 합금계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자들이 열역학 수식 

화를 행한바 있으며 [7-47], 그 현황은 Table 4.2.4 에 정리한 바와 같다. 또한， 위 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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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금계 열역학 계산 결과의 신뢰성에 대해서는 이미 저자에 의해 발표된 바 있다 

[48,49]. 본 연구에서 위의 8원 합금계에 Cu, Al, V, 5, P 훌 추가하여 13합금계의 열 

역학 database 로 확장한 이유는 주요 탄질화물이나 기지상의 상명형율 정확하게 계 

산하기 위해서라기 보다는 주로 Cu-rich 상， AIN, VC, MnS 의 상평형과 P 의 업계 

편석율 계산하기 위해서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목객으로 이루어진 본 열역학 

database 의 확장에는 Fe-Cu-Ni [5이， Fe-Al-N [51], Fe-Cr-V-C [52], Fe-Mn-V-C [53], 

Fe-Mn-5 [54] 및 Fe-P [55] 계에 대한 열역학 수식화 자료가 커다란 기여롤 했옴율 밝 

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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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2.4 List of Lower Order Sub-Systems to be Asse앓ed for Reason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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냐.SA당뼈 class 3 강애셔외 장I훨형 

최근 국내 생 산된 SAS08 class 3 강총의 대 표척 조성 용 Table 4.2.5 와 같다. 

Table 4.2.5 Representative Chemical Composition of the SA508 class 3 Steel [56] 

위 조성에 대혜 온도에 따룡 명형상의 분포톨 계산한 결과는 Fig.4.2.1 에 째시한 

바와 같다. Fig.4.2.1 의 계산 철과는 뻐15 와 AIN 이 오스태나이트 단상 영역에서 

(각각 13500C 및 100(tC 근방) 석훌되고， a/v 2상 영역에서 MC-type 탄화물과 대략 

F~MoC 의 조성올 갖는 ~-탄화물 및 시맨타이트가 각각 7580C, 7360C 및 6930 C 이하 

애서 석출되기 시작하며， 저용으로 내려감에 따라 시맨타이트는 M7C-type 탄화물로， 

g 는 M2C-type (M02디 탄화물로 대채됩율 보여주고 웠다. 포한 4OO0 C 이하에셔는 

Cu-rich fcc 상이 명협상으로 폰재할 수 있옴올 알 수 있다. 여기셔는 Al 함량외 영 

향올 많이 받는 MC-양pe 탄화물의 석훌 거통과 실째 공정과 관련 각 탄질화물이 미 

세조직 특성에 미철 수 있는 영향에 대혜 언급하고자 한다. 

우션， Fig.4.2.1 의 정우 MC-type 탄화물이 7S00C 이상에셔 석출되는 것으로 계산 

되었으나 그 석출 온도는 Al 함량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음용 밝힌다. Fig.4.2.1 

의 청우 Table 4.2.5 에 나타난 대로 Al 함량 O.아)8% 율 가정하여 계산된 것이나， 실 

쩨 Al+Si 탈산율 거치는 정우 Al 명균 함량용 0.02% 정도가 된다. 계산 철과에 의하 

면 첨가된 Al 용 대부붐 N 과 결합하여 AIN 율 행생하는 것으로 되어 었다. Al 함 

량이 0"α)8% 로 척어 0.005% 의 N 율 모두 AlN 으로 바꿀만한 양이 되지 못할 정우 

(AIN 형성율 위한 Al:N 척정 비율온 wt% 로 2:1 엄) 잉여외 N 은 V 와 결합하여 

VN 융 형성한다. 위에셔 MC-type 탄화물로 표시하였지만 석훌이 시작되는 용도 

(75001디 에서 실재 조성용 VN 에 가까운 것으로 계산되었으며 그 이유는 VC 에 비 

해 VN 의 열역학객 안정성이 훨씬 강력하기 때문이다. 반면，Al 합량이 0.02% 션이 

되면 N 올 모두 홉수함으로써 VN 의 형성이 억재되고 이 경우 MC-type 탄확물의 

석훌 온도는 6OO0 C 이하로 떨어지는 것으로 계산됩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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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nS 와 AIN 온 Y 단상앵역에서 형성됩으로써 pinning 에 의한 업자미세화 효과 

훌 기대할 수 있는 상률이다. 그러나， 단조 개시 온도가 약 1200-1엉OoC 라는 점과 

실질척인 업자 미세화흩 위해서는 pinning 이 단조 중에 일어나야 할 것이라는 점율 

고려할 때 1MnS 의 석출 온도는 너무 높고 AIN 의 석훌 온도는 다소 낮다고 볼 수 

있다 1였ooC 라는 높온 온도에셔 석출되는 MnS 의 경우 단조온도에서는 이미 

coarsening 이 일어나 pinning 올 기대하기 힘툴 것으로 예상되며， 5 함량율 현재의 

0.002% 에서 더 줄이지 않는 한 석출 온도훌 낮훌수는 없는 것으로 계산되었다. 

AIN 의 경우 석출 용도가 낮아 이미 업자 성장이 어느 정도 일어난 후에 석출과 

pinning 이 시작된다면 역사 업자 미세화 효과가 반감훨 것이다. 붙 계산에서는 Al 

함량 0.02% 톨 기준으로 활 때 N 함량율 0.01% 까지 높입으로써 AIN 석훌 온도훌 

융릴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AlN pinning 에 의한 업자 미세화에 대해셔는 

다용철에서 다시 언급훨 것이다. 

6500 C ternpering 이 이루어진 시편외 훌칙 분석 결과 시멘타이트와 M02C 탄화물 

이 주로 관찰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57]. 반면 본 계산 결과 (Fig.4.2.1) 는 Al 

함량이 0.02% 정도인 대부훈의 시편에서 관찰이 어려율 것으로 예상되는 MC 및 

AlN, MnS 외에 6500 C 에서의 I명형 탄화물이 시멘타이트와 ~-탄화물인 것으로 나타나 

고 있다. 즉， M02C 대신 t 가 ternpering 온도에서 안정한 상임을 보여 주고 있다. 

이와 같온 차이톨 껄명하기 위혜서는 탄화물 핵생성 속도론올 고려하여야만 할 것으 

로 생각된다. Fig.4.2.2 는 Y 단상앵역으로 부터 온도에 따혼 각 상의 형성 구동력을 

계산한 결과이다. 이는 Austenitizing 후 급랭하면셔 bainite 반용이 일어나는 과정에 

서 Q 와 함째 어떠한 탄질화물의 행성 구동력이 큰가톨 나타내 주고 있다. 형성 구 

동력이 크다고 해서 그 상이 석출되는 것용 아니지만 큰 형성 구동력과 함째 핵생성 

의 barrier 가 되 는 lattice rnisrnatch 가 작다면 bainite 반용 충 또는 ternpering 율 위 

한 숭온 중 그 상이 나타날 가능성온 많다고 볼 수 있다. Fig.4.2.2 의 결과에서 M~ 

와 t 의 구동력올 비교한다면 M2C 가 훨씬 큰 행성 구동력융 나타내고 있다. 또한， 

orthorhornbic 구조톨 갖는 t 에 비해 hcp 구초흩 갖는 M2C 가 기지상인 bcc 와 더 

좋온 lattice rnatch 톨 보일 것이라는 점용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아직 평형에 다다 

르지 않온 ternpe파19 후에 M~ 가 판활되는 것온 M~ 외 핵생성이 t 에 비해 속도 

론척으로 유리하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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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4.2.2 에는 M2C 나 ~， 시땐타이트 외에도 Mt,C, M,c3, M경당 의 형성 구동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었다. 따라서， 본 계산에서는 g 와 시멘타이트가 tempering 온도 

에셔 안청한 것으로 나타나고 었으나， 숭온 과청 중 Mt,C 나 M,c3, M경Q 퉁이 국부 

척으로 나타날 가능성율 배제할 수 없으며 실째로 Mt,C, M경~ 동의 판찰이 보고되기 

도 하였다. 그러나 이돌온 모두 준 형형 탄확물로셔 tempering 이 진행되면서 분해 

훨 것으로 예상된다. 톡히 조생이 상대척으로 matrix 와 가까워 성장 · 소멸이 탄소 

원자의 확산반으로 가능한 M,c3, M23~ 풍의 경우는 명협상인 시멘타이트로의 변태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것이나， 치환행 원자의 대부분이 Mo 로 구생된 Mt,C, M~ 의 경 

우는 Mo 의 낮용 확산 속도톨 고려활 때 시간이 걸렬 것으로 예상활 수 있다. 

Tempering 이 끝난 후에도 여천히 Mt,C 와 M~ 가 판찰되는 것 [57] 용 이러한 이유 

때문이라 생각된다. 

또한， 미세조직 분석 결과 M~ 나 시땐타이트 외에 Mc• rich 한 상으로 상분석이 

잘 안되는 상이 있다고 보고된 바 있다 [5꺼. 본 연구에서는 그 상이 명형상으로서 

나타나기 시작하는 단계의 orthorhombic 구조를 갖는 t 일 가놓성이 많용 것으로 생 

각된다. 또한， tem야띠\g 후 인성이 저하되는 원인으로 M경Q 또는 M2C 의 

coarsening 융 째시하는 보고가 있는데 [ref.6,8,9 in sec.2], M231당 의 경우 이혜활 수 

있으나 Matrix 와 coherency 훌 가지고 형생되며 확산이 느련 Mo 로 이루어진 M2C 

가 쉽게 coarse띠ng 되는 것용 생각하기 힘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coar앞미ng 

이 탄화물 업자의 성장보다는 준 평 형 탄화물 (M경C6， M2디 에셔 I명 형 탄화물 

(cementite, ~) 로 변태되는 과쟁에셔 생기는 것으로 추측된다. 한화물 조대화에 외한 

인성 열화롤 막기 위한 방법용 일차척으로 quenching 시 냉각속도롤 높이고， 탄화물 

의 철대 석훌량율 줄이는 것이 최션일 것이다. 그러나， 위와 같용 가셜율 바탕으로， 

품 명형 탄화물상의 형성올 되도확 억째하고 처옴부터 명행 탄확물이 행생되도록， 또 

는 명형 탄화물이 아얘 핵생성이 유리한 한화물로 바뀌도륙 합금 생분을 조쟁함으로 

써 또다른 효과를 얻올 수 있율 것으로 생각되며， 이의 확인율 위한 실험 연구가 이 

루어질 펼요가 있다고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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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용고 펀석량의 예측 및 상명행애 마치는 영향 

용고중 발생하는 미소 편석의 정도와 이로 인한 열처리후의 조성 불 균일， 상분포 

에 미치는 영향 둥올 가늠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Fe-Mn-Ni-Mo-C 5 원 합금계에 

대 한 확산 simulation 올 시 도하였다 Fig.4.2.3 용 SA508 class 3 강올 

Fe-1.36Mn-0.92Ni- 0.49Mo-O.21C 의 5 원 합금으로 가정하고， dendrite 간 거 리 가 100 

J,Un 이며 용고 종 냉각 촉도가 3CtC/min. 라고 가정한 상태에서 1차원 planar 

interface를 가정했을 때의 용고 중 상변화롤 computer simulation올 통해 계산환 결 

과이다. Fig.4.2.3 에는 확산 simulation을 통혜 얻용 (solid line) 용도에 따른 액상파 

6-feπite 의 몰분율 변화가 상명행 계산 결과 (dotted line) 와 함째 나타나 있으며 확 

산올 고려한 경우 고상온도가 상명행 계산 결과보다 내려감을 잘 나타내 주고 있다. 

같은 조건으로 12000 C 까지 냉각되었올 때 dendrite 중앙 (left end) 에서 dendrite 사 

이 (right end) 에 이르는 동안의 조성의 변화는 Fig.4.2.4 에 굵은 실선 (thick solid 

line) 으로 나타낸 바와 같다 Mn， Ni, Mo 둥의 업계 편석이 잘 나타나 있으며 

dendrite 중앙과 업계에서의 조성 차이는 각각 0.6, 0.4, 0.2% 에 이르고 있음용 알 수 

있다. 이롤 12000C에서 1시간 동안 유지한 경우， 그 이후 9800C에서 다시 20시간 동 

안 유지한 경우의 조성 변화는 Fig.4.2.4 위에 각각 앓은 실선 (thin soIid line) 과 점 

선 (dotted line) 으로 나타나 있다. 12000 C 에서의 1시간 유지는 단조 중의 조성 변 

화를 simulation 한 것이고 9800C에서의 20시간 유지는 austenite 명역에셔의 균질화 

열처리롤 simulation 한 것이다. Fig.4.2.4 의 결과는 고온에서의 단시간 유지가 저온 

에서의 장시간 유지보다 종성 균질화에 훨씬 효파척이며， 9SOoC 20시간 열처리 후에 

도 여천히 조성 불균일이 폰재할 수 있음율 보여주고 있다. 이때 Mn, Ni, Mo 에 대 

한 조성의 차이는 각각 0.4, 0.3, 0.1wt% 이상이며 이는 강의 경화눔파 탄화물 석출에 

영향올 줌은 물륜 bainite 반용 온도를 500 C 이상 변화시키고 인장 강도를 150MPa 가 

까이 변화시킬 수 었는 양임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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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따y 2장 영역 열쳐리톨 위한 상명형 계싼 

오스태나이트화 열처리와 급랭 후， tempering 올 하기 전에 오스테나이트/페라이 

트 이상 영역에서 열처리를 하여 때라이트 기지 내에 40% 정도의 오스테나이트 상을 

형성시키고 급랭할 경우 조직이 미세화됨에따라 인성올 개선시킬 수 있다는 보고가 

있다[58-61J. 이러한 IHT가 본 과채 공동 연구팀인 훤자력연 연구팀에서 시도되고 있 

으며， 열처리 용도가 중요한 실험 변수로 부각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실험 결과의 이 

혜롤 돕고 척정 열처리 온도에 대한 Know why 롤 확보하기 위해 Table 4.2.4 에 제 

시된 SA508 class 3 강의 조성에 대해 오스테나이트/때라이트 2상 영역에서 온도에 

따른 몰분율의 변화를 계산하고자 하였다. 우선 계산 결과의 신뢰성을 명가하기 위해 

서는 실험자료와 계산 결과간에 비교가 필요하나 SA508 class 3 강의 조성에 대해서 

는 이러한 실험 자료가 확보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므로 대신 관련 실험 자료가 보고 

되어 있는 비슷한 조성올 갖는 저합금강종에 대혜 계산올 하고 실험 결과와 비교하였 

다. Fig.4.2.5 에는 Fe-.98Mn-.47Cr-.46Si-.2C 의 조성올 갖는 강에 대해 온도에 따른 오 

스테나이트 분율의 변화를 계산하여 혜당 실험 자료 [62,63J 와 비교한 것이다. 상분율 

의 측정온 normalizing 후 pearlite 조직 (IN), quenching 후 martensite 조직 (IA) 올 

급열한 경우와 austenitizing 후 해당용도로 급랭한 경우 (IA) 동 세 가지 시편에 대해 

이루어졌다. Martensite 에서 급열중 tempering 된 조직은 Pearlite 나 Austenite 조직 

올 갖는 경우에 비해 조직이 미세하여 오스태나이트의 핵생성 빛 성장이 빨라 변태가 

빨리 일어나고， 따라서 다른 조직에 비해 명형에 이르는 속도가 빠른 것으로 예상된 

다[62]. Fig.3.5 에서 오스테나이트 분율에 대한 계산 결과는 Martensite 조칙에서 출발 

한 시편과 좋은 일치를 보이고 있으며， 따라서 져합금강의 오스태나이트/페라이트 2 

상 영역에서의 상명행에 대한 본 계산 결과는 충분히 신뢰합 만한 것임율 인정할 수 

있다. SA508 class 3 강의 조성에 대해 같온 계산을 한 결과는 Fig4.2.6 에 제시한 바 

와 같다. Fig.4.2.6 예는 약 7360C 와 6930C 에 서 각각 i 와 cementite 가 형 성되 기 시 

작한다는 챔을 함께 보여주고 있다. IHT 가 탄화물이 폰재하는 영역에서 이루어진다 

면 탄화물의 초대화로 륙성 개선의 의미가 반감될 것이 예상된다. 톡히 많은 량 형성 

되는 cementite 영역온 철대 피혜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이를 고려하고 40% 오스테 

나이트 형성량올 생각한다면 척정 열처리 온도는 7200 C 근방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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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 계산 결과로 도출원 최쩍 옐쳐리 혼도， 72ffC 는 용상 합려져 있는 nn’ 열쳐리 

온릎 보다 수십도 낮용 강이나， 같용 조성의 강종애 대혜 설협한 결과와는 좋은 일치 

참고로 행자력연애셔 실험 연구가 이루어진 [641 다삐rpy 충격 톨 보이는 결과이다. 

이 실험 연 시험치애 미치는 IH1’ 용도 효과애 대한 철과롤 Fig.4.2.7 애 째시하였다. 

구률 용해 절롤지어진 최척 옐쳐리 용도는 'l1S0 C 이었옴율 빼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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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합금 철계의 방향 

가. 일본 재훌 05'째 화의 폭생 버교 및 대쩍 

여기서는 현재 SA508 class 3 강종의 국내 생산 현황과 문제챔율 살펴보고 일본 

제품과의 비교를 통해 문제 해결올 위한 대처 방안올 도출하고자 한다. 

Table 4.2.6 현재 SA508 class 3 강종의 국내 생산 현황 및 문제챔 

1. Steel making process [1) 

1> Vaccum Carbon Deoxidation (VCD) 

Reduction of macro-segregation 

: Improvement of cleanliness 

1> Vaccum Carbon Deoxidation (VCD) + AI addition 

: In addition to the VCD effects, refining of grain size 

: Improvement of Charpy V-notch impact properties 

1> Si-killed + AI 

: Reduction of Oxygen content 

: Strong desulphurization 

: Improvement of toughness and mechanical properties 

하 당분간 Si-killed + AI addition method 훌 고정될 예정 (영광 5,6 이후) 

2. 갈운 조성， 감온 process 에 의해 생산된 일롤 제품에 비해 [2J 

1> toughness (DBTT) 가 떨 어 지 고 

1> Data 외 vanance 가 심하며 (조직의 불균월성) 

P 소쩨 내부에 ferrite 가 판참된다. 

국내 생산된 SA508 class 3 강총은 Table 4.2.6 에 얼거한 바와 같이 3 총류의 다 

른 탈산 과정올 이용하여 생산된 것이다. 각각의 강종에 대한 조성/ 공정 과정올 일본 

체품과 비교하면 Table 4.2.7 에 정리한 바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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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2.7 Composition and process of SA508 class 3 steels produced by 

HANJUNG and Japan Steel Work [2). 

c Mn Mo Ni Cr Si s P AI Cu V 
Pro-
cess 

YG3,4" 0.19 1.38 0.54 0.78 0.16 0.07 0.003 0.007 O.α)6 0.06 O.α)6 

UJ3 c> YS = 448MPa, TS = 많l6MPa. E = 27%. RA = 72%. T NDT = -120C 
VCD 

0.18 1.46 0.51 0.86 0.15 0.10 0.003 O.α)6 0.018 0.03 O.α)4 VCD 
UJ4 

+ AI c> YS = 431MPa, TS = 닷ìOMPa， E = 29%, RA = 71%, TNDT = -28--230C 

021 1.36 0.49 0.92 021 024 O.α)2 0.007 O.α~ 0.03 0.005 
YG5 

c> YS = 457MPa, TS = 602MPa, E = 29%, RA = 74%, T NDT = -230C 
Si+AI 

0.18 1.46 0.51 0.79 0.14 0.17 0.0이 O.α)2 0.021 0.03 O.α)3 
JSW 

c> YS = 478MPa, TS = 61 3MPa, E = 27%, RA = 77% 

국내 생산된 강총파 일본 제품 사이에는 현격한 조성의 차이롤 찾아볼 수 없다. 

꽁정상의 차이로 YG3,4 및 UJ3 강종의 경우 Al 탈산을 하지 않았고 UJ4 나 YG5, 

JSW 의 경우 Al 탈산을 거쳤다는 첨이 다르다. 국내 제품의 경우 YG3,4,UJ3 ---þ UJ,4 

• YG5 의 순서로 결정립 크기가 작아지고 특히 YG3,4, UJ3 와 JSW 사이에 결정립 

도의 차이가 매우 컸다는 챔에서 (2), Al 함량 차이에 의한 AIN 의 형성 여부， 측 

AlN 의 pinníng 에 의한 결정립 미세화 효과에 커다란 차이가 있었을 것으로 예상된 

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우선 국내 강총파 일본 강총 사이에서의 Al 과 N 농도의 차 

이를 조사해 볼 것을 제 안하였으며 그 결과 [2) 는 Table 4.2.8 에 정 리 한 바와 같다. 

Table 4.2.8 Chemical Analysis of Al, B, N 2, Ü:! in RPV steels at ~t. 

Specimen AI B N2 02 
ISW (Si+AD 0.021 < O.αX>5 89 20 
YG5 (Si+AJ) 0.008 ” 52 16 

YG6 (Vffi+AJ) 0.012 " 60 17 
YG4 (Vffi> 0.002 " 49 20 

일본 강종의 경우 국내 강종에 비해 N 뿔만 아니라 Al 함량도 크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러한 차이가 상분포 및 미세조직에 미칠 영향을 예측하기 위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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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에 따른 평형상 분포를 계산하였다. Table 4.2.8 에서와 같은 0.008 Al, 52ppm N 

일 때의 계산 결과는 이미 Fig.4.2.1 에셔 제시한 바와 같다. Table 4.2.7 에 정리한 

YG5 강의 조성에 50 ppm 의 N 올 가정한 상태에셔， 또한 JSW 강에 대해 Table 

4.2.7 의 자료와 Table 4.2.8 의 N 함량에 대한 자료롤 기초로 온도에 따른 평형상 분 

포를 계산한 결과는 각각 Fig.4.2.8 과 Fig.4.2.9 에 나타낸 바와 같다. 저온 영역에서 

는 일본강과 국산강 사이에 커다란 차이가 없지만 일본강의 경우 AIN 의 석출 개시 

온도가 국산강보다 높고， MnS 의 석출 개시 용도늄 국산강보다 낮옴올 확인할 수 있 

다. 앞서도 (3. 나) 언급한 바와 같이 pinning 효과롤 충분히 살리기 위해서는 AIN 

과 MnS 의 석출 온도가 단조 개시 온도 직하에 있는 것이 좋올 것으로 예상된다. 

Pinning 에 의한 업자미세화 효과는 단조 중에 가장 필요할 것이나， 석출 온도가 너 

무 높올 경우 coarsening 으로 인해 필요한 시점에 pinning 능력을 잃을 것이고， 석출 

온도가 너무 낮을 경우에는 이미 업자 성장이 충분히 일어난 후에 pinning 이 효파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Fig.4.2.8 운 Table 4.2.7 의 조성 

(0.02%Al) 올 기준으로 계산된 것으로， Al 농도톨 Table 4.2.8 의 결파 (0.008 % Al) 와 

같이 가정하고 계산올 시도한 Fig.4.2.1의 경우 AlN 의 석출 온도가 훨씬 더 낮게 계 

산되 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결론척으로 Table 4.2.8 의 분석 결과는 AIN 의 형 

성에 필요한 Al 과 N 의 함량이 JSW 의 경우 국내 강종보다 월동히 많다는 것올 보 

여줌으로써， 결정립 미세화에 AIN 의 형성이 결정적인 영향올 준다는I 본 계산 결과 

로부터 얻은 결론올 뒷받침해 준다고 볼 수 있다. 

국산강은 JSW 강에 비해 DBTT 가 높고 인성 data 가 불율일하며 초석 ferrite 가 

발견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2]. Ferrite 가 발견된다는 것은 국산 소재의 

hardenability 가 떨어지거나 austenitizing 후 냉각속도가 느리다는 것올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양 강종의 조성이 비슷하고 국산강의 결정립 크기가 크다는 점을 생각 

할 때 hardenability 가 떨어질 것 같지는 않다. 오히려 가장 큰 차이는 소재의 두께 

에 따른 냉각속도 차이에서 올 것으로 생각되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같온 두께 

의 소재， 또는 같은 냉각속도의 시편올 다시 분석한 후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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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강종간의 DBTI’ 차이는 불순물 훤소의 편석과 결청립 크기률 원인으로 톨 수 

있다. 결정립 크기의 차이가 나는 원인과 대책온 앞서 언급한 바와 같으며 활순물 

현석온 확합물율 형성하지 않고 함량 천체가 고용 상태로 남아있율 것으로 생각되는 

P 가 가장 판심을 기울여야 할 원소인 것으로 생각된다. Table 4.2.7 에 보이듯이 국 

산강 P 함량온 0.007% 수준으로 J5W 강의 0.002% 에 비 해 3배 이상 높은 것올 

DBTI’ 차이의 원인 중 하나로 지척할 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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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성 실험치의 불균일온 연성-취성 천이 영역에서 톡히 심한데 역시 P 의 편석이 영 

향을 줄 것으로 생각되며， 보다 일반척으로는 bainite 구조가 갖는 근본척인 조직의 

불균일과 용고 편석으로 인한 조성의 미세 불균일율 함께 고려해야 합 것으로 생각된 

다. Bainite 구조는 lath 내부와 lath 경계지역에 탄화물 풍의 붐포가 확연히 다론 것 

으로 보고되고 있는데， 이롤 근본척으로 피합 수는 없율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인성의 

향상율 위해서는 조성 조절을 흉혜 탄화물 붐포톨 제어할 수 있어야 하고， 냉각속도 

톨 높여 결정립 및 lath 조칙율 좀더 치밀하게 유도하는 접근 방법용 택하여야 할 것 

으로 보인다. 

이상으로 국산 SA508 class 3 강과 JSW 강 사이외 폭성 차이에 대한 훤인과 가능 

한 대처 방안율 알아 보았다. 이률 정리하면 Table 4.2.9 와 같다. 

Table 4.2.9 국산 SA508 cl-3 강과 JSW 강 간외 톡성 차이에 대한 원인 붐석 및 대책 

조직/특성 차이 원인 대핵 

[> grain size AIN 에 의한 pinninc 여부 AI (.02%) , N (8Oppm) 함량 훌힐 

[> 소재 내부 

ferrite 형성 쩨판참 요 

[> DBTT 상승 P segregation , P 함량 저 하 COO2%} 

p 인성 Data 의 P segregation I P 함량 저 하 
불균일 조직의 치밀화 냉각 속도 상승， 탄화물 재어 

조성 불균일 최소화 추조， 단조 공정 개선 및 

고온옆처리 

현재까지의 결과로부터 추정할 수 있는 합금 및 공정 셜계의 방향온 주조 공정올 

개선하여 용고 편석을 최소화하고， 단조 공정의 개선융 통해 주조조직 파괴와 균질화 

및 결정립 크기 제어가 보다 효윷척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AIN 의 pinning 율 유도한 

상태에서 열처리 온도의 상향 조정을 통해 업자 성장 방지와 조성 균질화흘 동시에 

유도하는 방향이어야 한다는 것을 제시한다. 조성 조절 동에 의해 탄화물 분포 제어 

톨 통한 인성의 개선용 앞으로도 보다 면밀하고 체계척인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다. 

-앓)6-



나. 합금 철채외 방향 

지급까지는 동일한 SAS08 c1ass 3 강총에 대해 일본 제품파의 륙성율 버교하고 

개션이 펼요한 부폼에 대해 원인융 환석하고 가능한 대안율 마련하는 첩근 방법을 택 

하였다. 이와 같용 방법용 위 강종의 규격 내에서 최선의 혹성올 얻율 수 있는 합급 

및 공청 껄계톨 위한 첩근 방법으로 간주필 수 있율 것이다. 그러나 원천 압력용기 

용 강종이 굳이 SAS08 cIass 3 강총으로만 국한훨 펼요는 없다. 훤천 규모가 첩첩 커 

지면서 소채 두째와 크기는 챔챔 종가되어 왔고 앞으로도 이러한 대형화 추세는 지속 

휠 천망이다. 그러나 현재의 문채점용 소째의 두께가 너무 두꺼워 균일한 냉각이 어 

렵고 이로 인해 조직 및 특성외 균질성이 멸어진다는 점이다. 냉각 기술의 획기척인 

변화가 없는 한 위와 같용 냉각 속도에서의 품째는 소째의 크기와 두째흩 지속객언 

중가시캘 수 없께 하는 한계로 작용할 것이 붐명하다. 이톨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기폰 강총에 대혜 새로훈 공청외 개발， 또는 SA508 cIass 3 강에 국한되지 않는 새로 

훈 강종의 개발이 이쭈어지께 훨 것이며， 그 생꽤는 합금 • 공정 셜계 기슐에 달려 있 

다고 말활 수 있다. 그러나 현째까지 측객된 기술톨이 단일 강총， 단일 공쟁에 대해 

체계객인 연구를 홈혜 쌓아 율려진 것이 아니고 지속객으로 변화하는 공청 기술 속에 

서 재개의 폼째에 큰시안객으로 대처하는 과청율 흥해 확보된 것이기 때문에 차세대 

강총 재발을 위한 자료로는 일판성이 벌어지는 부분이 많다. 예톨 들어 Cr, Ni, Mn, 

M。 퉁이 강의 hardenability 훌 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었지만 각 원소가 어떠한 

기구에 의혜 얼마만큼이나 hardenability 중가에 기여하는 지는 밝혀져 있지 않다. 

cr 이 SRC 롤 야기한다고 혜셔 SAS08 c1ass 2 에서 class 3 으로 넘어오는 동안 함량 

이 대폭 줄고 Mn 으로 대체되었지만 용첩기술의 개션과 pinning 으로 입자 조대화가 

최대한 억째된 상황하에셔도 계속해셔 져 Cr 올 유지해야 하는지는 미지수이다. 또 

한 입자 조대화 방지톨 위해 유도하는 AIN 의 pinning 이 입자 미세화로 인해 

hardenabiJity 에는 어때한 영향융 줄지도 연구가 되어야 할 부볼이다. 

본 연구얘셔는， 진보된 현재의 째강 기술과 SA508 dass 3 라는 현재의 강종율 기 

본으로 하여 ”성분 • 공청~미세조직~록성” 간 상판 관계가 보다 체계객으로 연구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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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가 있옴올 제기하고자 한다. 또한， 강도와 인성 개션에 비중올 두고 각 욕생벌로 

원론척인 수준에서의 개선 방향올 제시하는 한편， 위의 상판 관계 중 아직까지 명확 

하게 밝혀지지 않온 부붐과 이률 위해 체계척인 연구가 필요한 부분을 쟁려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4.2.10 에 쟁 리 한 바와 같다. 

Table 4.2.10 압력용기용 져합금강에서의 “성볼 • 공정<=>미세조칙<=>륙성” 간 상관 

관계， 혹성 개션 방향 및 체계척인 연구가 필요한 부불 

. 
특성! 개선 방향 추카 연구 사항 

강도 • 고용강화 : Ni 동 탄화물 형성하지 않늄 원소 HardenabiUty 에 미 치 는 
• 입자 미세화 : AIN pinning 각 원소 함량， particle 분포 
• bainite 변 태 온릎 조절 곁정립크기의 영향에 대한 

기 구 규명 및 evaluation 

인성 • 훗직제어 입자 미세회 일정한 두께에서 입자미세확， 
조죄치밀화(냉각속도，경회능향상) 돗칙치밑효}톨 동시에 이톨수 

있는가 여부 

• 탄화물제어 :쪼대회저항성이 크고 미세한 
탄회올 유도 인성 얻화에 미치늄 탄화톨 
강도 유지하면서 C 힘량 저감 홀대화와 입계편석의 영향 

evaluation 
• 입계편석 : 예혹 및 제어 

입계 편색 예혹 및 채어톨 
• 초사추|화 : 기구 규명 및 예측， 제어 위한 모댈링 연구 

훌사 추l화 예측 및 제어률 

i‘ 
위한 톨텔링 연구 

창고문헌 

[1] 김정태， 이학문， 권회경， 장회상， “원자력 압력용기용 단강의 제조와 성질，” 

제1회 원자력 재료 기술 세미나， 한국훤자력 연구소， 1995.6.9-10. 

[2] 홍준화t 한국원자력 연구소， private communication, 1996. 

-않;8-



5. 컬 롱 

가. 앞으로의 연구 방향 

본 연구의 주요 수단인 열역학 계산은 합금설계에의 웅용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 

이다. 계산이 모든 현상을 정확하게 재현해 낼 수 없는 현 상황에서 그 의의는， 실험 

변수 (합금 조성， 공정 온도 둥) 의 영향을 빠른 시간 내에 계산올 통해 예측해 봄으 

로 혜서 시행착오를 줄일 뿐 아니라， 앞으로 나오게 될 실험 결과에 대한 분석과 이 

혜를 돕고 다옴 실험 계획을 세우는 데 방향을 정할 수 있게 하여， 결파적으로 시행 

착오에 기반을 두고 ART 의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현재의 합금셀계 기술에 

SCIENCE 를 불어 넣자는 데에 있다. 즉， 열역학 계산의 의의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 

해서는 실험 연구와 계산 연구간에 긴밀한 공동 연구가 이루어져 feedback data 가 

확보되고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본 과채 1단계 연구에서 현채 가장 큰 비중을 두고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압력용 

기용 Mn-Ni-Mo 계 저합금강에 대해서는 국내 실험 자료가 전무한 상태로， 계산 연구 

는 특성향상을 위한 합금셀계 연구가 진행되었지만 실험 연구는 미세조직 판찰을 목 

적으로 하는 기초연구가 수행되어 서로 보조를 맞출 수 없었다. 저합금강의 특성 개 

선 및 신 합금 개발올 주목적으로 하는 2단계 연구에서는 양자간에 보조가 맞추어져 

보다 체계적이면서 실질적으로 서로 보완이 될 수 있는 연구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 

다. 

차세대 압력용기용 저합금강의 개발올 위한 2단계 연구에서는 기폰의 SA508 cl-3 

강과 현재의 제강 수준올 기초로 보다 체계적인 “미세조직<=>특성” 상판판계 규명올 

위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강도， 인성 측면에셔의 특성 개선 방향 

과 추후 실험 빛 이론적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부분은 앞서 정리한 바와 같다. (Table 

4.2.1이. 또한， 불순물 원소의 업계 편석을 예측하기 위한 모웰링 연구가 아울러 수행 

되어야 활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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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종합 결론 

원전 압력용기용 SA508 class 3 강의 개선， 개발을 목적으로， 정보붐석과 열역학 

계산에 의한 상구조예측올 수단으로 하여 합금 • 공정 설계방향올 제시하고자 하였다. 

1. 현재 사용되고 있는 SA508 c1.3 강 특성 개선올 위한 한 방법으로서 일본 JSW 제 

품과 특성올 비교하고 개선점올 찾는 방법올 선택하였다. 국산강의 입자 크기가 2 

배정도 크다는 점으로부터， 성분의 차이에 초점을 두고 열역학 계산올 시도하였으 

며， 그 결과 JSW 강이 AIN, MnS 동에 의 한 pinning 이 보다 효과적으로 작용활 

수 있는 조성올 가지고 있다는 챔올 밝혀내었다. 단조종 AlN 의 석출로 인한 

pinning 이 업자 크기에 영향올 주게 되고 결과적으로 충격인성과 DBTT 에 영향 

을 줄 수 있으며， 또한， 상대적으로 함량이 높은 P 의 업계 편석이 DBTT 상송에 

원인이 될 수 있옴을 지적하였다. 

2. SA508 cl.3 강의 댐 돼 링 용도에서 안정 한 탄화물은 cementite 와 Fe:!MoC 근처 의 

조성올 갖는 ~-탄화물인 것으로 계산되었다. 실제 공정 과정에서 M2C 가 형성되 

는 것은 a 에 비해 형성구동력이 높고 lattice match 가 좋아 핵생성에 유리하기 때 

문인 것으로 설명할 수 있었으며， 장시간 탬돼링이 진행되는 도중 명형 탄화물인 a 
로 변태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와 아울러 M2C 의 coarsening 

이 원인인 것으로 보고되는 인성의 열화는 평형 탄화물 t 로의 변태 과정에서 발 

생할 수 었다는 것을 지적하며， 대안으로서 성분 조절을 통해 준명형 탄화물의 형 

성올 억제하거나 명형 탄화물의 종류를 핵생성 속도론적으로 유리한 탄화물로 바 

꾸어 위와 같은 변태를 피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3. 전반적으로 현재 압력용기용 저합금강에 대해 알려져 있는 “미세조직양특성” 상판 

관계는 제강 기술의 변화로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현재의 

진보된 제강기술과 SA508 class 3 의 조성을 기초로/ “미세조직양륙성” 상판관계훌 

밝히기 위한 기초 연구가 열역학 계산과 실험 연구를 연계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을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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째 3 철 이상영역열처리빼 의환 채질개선 

1. 셔 론 

원자로 압력용기는 고온·고압 및 중성자 조사 환경에서 40년 이상 장시간 사용되 

므로 중성자 조사 취화에 대한 높온 져항성， 높은 파괴인성과 피로강도， 높온 재료율 

질성， 내부식성， 낮온 유도방사성， 양호한 용접성 동의 특성이 요구된다. 특히 압력용 

기의 노심대는 가동중 고속중성자가 조사되어 최대홉수에너지(upper shelf energy)가 

감소하고， 연성-취성 천이온도가 상송하는 중성자 조사 취화가 발생하여 가동조건과 

수명율 제한하게 된다. 따라서 가동조건율 완화하고， 장수명율 위해서는 파괴인성이 

높은 원자로 압력용기률 제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원자로 압력용기강의 제조열처리는 훤청처리와 댐패링처리， 용첩후 열처리로 이루 

어진다[1]. 팬청처리는 완전히 오스태나이트 구조톨 가질 수 있는 용도로 가열한 후에 

물에 담가 급랭율 하는 것이다. 이때 냉각속도가 빠롤수록 조직이 작아져 파괴인성은 

중가한다. 그러나 무게가 약 100톤에 이르며 두째가 10인치 이상인 압력용기톨 생산 

할 때에 내부의 냉각속도를 분당 30 't 이상으로 빠르게 하는 것온 현실척으로 불가능 

하다. 핸칭한 강에 인성올 부여하기 위하여 댐패링처리롤 650 't 이상에서 최대두께에 

대하여 1인치당 30분이상 유지하여야 한다. 이러한 열처리 조건온 오랫동안 연구와 

경험올 바탕으로 확립된 것으로 헨청과 탬패링 처리조건 변화에 의한 획기척인 인성 

개선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한편， 이상영역열처리 (intercritical heat treatment, IHT)톨 9Ni 강[2]， 로터용 강[3]， 

압력용기용 강[4경] 동에 용용하여 구조용 철강재료의 파괴인성을 향상하려는 노력이 

있어 왔다. 이상영역열처리는 열간 또는 냉간 압연된 박판을 두 개의 상(쩨라이트+오 

스테나이트)이 공폰하는 온도영역에서 유지한 후 냉각하여 쩨라이트 기지에 5-40%의 

마르텐사이트 상율 분산시키는 열처리로써， 고강도와 고연성의 이상 복합조칙 강 

(dual-phase steel)의 제조에 이 용되 어 왔다. 

본 연구에서는 SA508-CI.3 원자로 압력용기강의 편청처리와 댐퍼랭처리 중간에 페 

라이트와 오스테나이트가 공폰하는 영역에서 이상영역열처리를 추가한 후 댐퍼링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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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조정함으로써 원자로 압력용기강의 파괴인성율 향상시키는 제조공정올 개발하였 

고， 미세조직을 관찰함으로써 이상영역열처리에 의한 파괴인성 향상의 원인올 규명하 

고자 하였다. 

z 실험방법 

실험에 사용한 재료는 한국중공업(주)에서 원자로 압력용기강으로 제조된 

SA508-CI.3 강으로， 표 4.3.1에 나타낸 것과 같이 Mn-Mc• Ni 계열의 저합금강이다. 현 

재 생산현장에서 행하는 열처리조건과 같은 팬칭처리 (880 't j6h)와 탱퍼링처리(660 't 

j10h), 용접후얼처리(610 't j30h)훌 한 시면올 ’기존공정’으로， 기폰공정의 펜칭과 댐퍼 

링 중간에 페라이트와 오스태나이트가 공흔하는 영역에서 이상영역열처리(725 't j6h) 

훌 추가한 시편올 ’신공정1’로， 이상명역열쳐리 추가후 댐돼링죠건올 640 't j6h으로 s::. 

정하여 열처리한 것올 ’신공정2’로 구별하였다. 열처리후 충격시험과 인장시험올 수행 

하여 기계척성질의 변화톨 살펴보었다. 

광학현미경과 루과전자현미경을 이용하여 열쳐리에 따른 중직변화톨 관찰하였다. 

광확현미경용 시편온 3% nital 용액 또는 Lepera 용액 (1 % sodium metabisulfite 수용 

액 + 4% picral 용액)으로 에칭하였다. 기지의 미세조직올 관찰하기 위한 루파견자현 

미경용 thìn foil은 시편두께롤 60-70μm까지 연마한 후에 과염소산(perchloric acid) 

10%와 에탄을 90% 용액， 용도 -50--55 't, 직류 20V에서 twin-jet 전해연마방법으로 

얻었다. 그리고 탄화물올 관찰하기 위한 carbon extraction replica 시편은 기계척으로 

연마하여 4% nital + 4% picral 용액으로 부식시킨 후에 탄소를 증학시키고， 과염소 

산 10% + 에탄올 90% 용액으로 O't, 직류 4V에서 탄소막올 분리하였다. 

3. 철과 및 고찰 

가. 이상영역열쳐리와 댐패링조건 조쟁의 효화 

.:z.림 4.3.1은 열처리에 따른 충격에너지와 연성-취성 천이거동올 비교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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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290.C에서 충격시험을 한 결파이다. 팬칭처리와 햄패링처리 중간에 이상영역열처 

리를 추가한 I신공정 1 (New HT1)’의 충격에너지가 이상영역열처리를 하지 않윤 t기폰 

공정 (Conv. H1)’보다 전 시험온도에서 높다. 표 4.3.2와 같이 이상영역열처리를 추가 

함으로써 상온충격에너지(room temperature energy, R1E)와 최대홉수에너지(upper 

shelf energy, USE)가 각각 76J (37%), 4η (15%) 충가하고， 충격 에 너 지 가 41J과 68J에 

해당하는 온도 1411과 1681이 각각 7't , 8 't 감소하였다. 

이상영역열처리 추가에 따른 강도와 연성 변화를 살펴보기 위하여 상온에서 인장 

시험올 수행한 결파롤 표 4.3.3에 나타내었다기폰 공정’에 이상영역열처리롤 추가환 

t신공정1’의 연신율과 단면수축율은 4% (15%), 3% (4%)씩 증가하고， 항복강도와 인장 

강도는 43MPa (9%), 31MPa (5%)씩 감소하였다. 이때 강도는 ASME 규격 [1]에 비하여 

여유가 있다. 

이상영역열처리를 추가하면 충격인성파 연성이 크게 향상된 반면에 강도가 약간 

감소하였으므로 댐패링조건올 조정하여 강도감소를 줄이고자 하였다. 햄패링처리는 

핸칭한 강에 인성을 부여하는 열처리로， 댐패링 온도가 높을수록， 그리고 유지시간이 

길수록 강도는 낮아진다. 따라서 댐퍼링 온도와 시간올 줄임으로써 강도를 높일 수 

있다. ASME 규격에서 햄퍼링처리는 650 't 이상에서 최대두째에 대하여 1인치당 30분 

이상 유지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보완조건에서 용접후열처리롤 하는 경우에 햄퍼링 

온도를 635't까지 허용하고 있으므로 이상영역열처리후 댐퍼링처리조건올 640 't j6h으 

로 조정환 ‘신공정2’에 대하여 인장시험과 충격시험올 다시 수행하였다. 

표 4.3.3에서 ’신공정2(New HT2)’에 대한 인장시험결과를 살펴보면 t신공정1’에 비 

하여 연성의 큰 변화 없이 항복강도와 인장강도가 각각 13MPa 향상되었다. 그리고 

그림 4.3.1과 표 4.3.2에서 상온충격에너지와 최대홉수에너지는 거의 그대로 유지하면 

서 천이용도 1411과 1681이 15 't, 12 't썩 추가로 감소하였다. 따라서 이상영역얼처리 추 

가후 댐퍼링조건을 조정하면 이상영역열처리로 인한 강도감소롤 최소화하고， 이상영 

역열처리로 인한 충격인성 향상을 극대화할 수 있다. 

위 결과로부터 원자로 압력용기강의 파괴인성율 향상하기 위한 최객열처리꽁정온 

다옴과 같이 결정하였다. 

훨청 ~ 이상영역열쳐리I 725tj6h ~ 댐돼링， 앓Otj6h ~ 용챔후열쳐리 

이렇게 열처리를 하면 ’기폰공정’에 비하여 항복강도와 인장강도는 30MPa (6%), 

-373-



18MPa (3%) 감소하지만， 연신율과 단면수축율온 3% (11%), 2% (3%) 중가하고I 상용 

충격에너지와 최대홉수에너지는 6이 (30%), 53J (17%) 총가하며， 천이온도 T4tl파 T68J 

은 20t , 22t 감소하였다. 

냐. 충격인생 향상의 훤인규명 

이상영역열처리에 의하여 충격인성이 향상되는 원인올 조사하기 위하여 광학 및 

투과전자 현미경으로 조직율 관찰하였다. 그림 4.3.2(a)는 핸칭처리후 광학현미경 사진 

으로 베이나이트 조직이다. 핸청 후 이상영역열처리한 (b)에서 흰 마르탠사이트 영역 

과 검은 댐돼드 베이나이트 영역이 골고루 섞여 있는 복합조칙올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상영역에서 생성된 오스테나이트가 냉각중에 마르텐사이트로 변태하였옴을 알 

수 있다. 투과전자현미경으로 판찰하면 그림 4.3.3(a)와 같이 결정립계는 잘 발달된 전 

위망으로 이루어지고， 내부의 천위밀도가 매우 낮은 아결정립 구조의 햄돼드 메이나 

이트 기지에 전위밀도가 매우 높고 폭이 1μm 이하인 미세한 마르탠사이트가 골고루 

분포되어 있었다. 

댐돼링후 광학 조직은 그림 4.3.2(c), (d)와 같이 이상영역열처리를 환 경우가 하지 

않은 경우에 비하여 훨씬 미세하고 균일하였다. 투파전자현미경으로 판찰하면 그림 

4.3.3(b)와 같이 조대하고 천위밀도가 매우 낮은 아결정립 구조의 댐돼드 베이냐이트 

사이에 작고 천위밀도가 비교객 높은 아결정립이 형성되어 있었다. 이 명역은 이상영 

역열처리에 의하여 형성된 고전위밀도의 미세한 마르텐사이트가 댐돼링과정에서 아결 

정립구조의 댐꽤드 마르탠사이트로 변화한 것이다. 탄화물 분포를 비교하면 이상영역 

열처리롤 하지 않은 경우에 래스경계를 따라 형성된 판상 탄확물파 래스내부에 석출 

한 침상 탄화물올 판찰할 수 있고， 판상탄화물 군 사이의 간격이 비교척 넓다. 반면에 

이상영역열처리를 한 경우에 탄화물은 크고 주로 구형이며， 탄화물 밀도가 높은 영역 

파 낮은 영역간의 간격이 비교객 좁다. 

페라이트 상과 오스테나이트 상이 공폰하는 이상영역에서 유지하면 가열중에 생성 

및 성장한 탄화물이 녹으면서 오스테나이트가 결정립계나 래스경계에서 생성되어 침 

상으로 성장하고， 나머지 베이나이트는 햄꽤링되어 댐돼드 베이나이트가 된다. 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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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는 오스태나이트에 우선객으로 위치하기 때문에 오스테나이트의 탄소농도와 경확 

능이 높아진다. 오스태나이트(냉각 후 마르탠사이트) 영역과 탬퍼드 베이나이트 영역 

의 상붐율을 측정한 결과 각각 27%, 73%이므로 지렛대법칙을 이용하여 계산한 오스 

태나이트의 탄소농도는 약 0.72%로 천체명균탄소농도 0.21%에 비하여 크게 증가하였 

다. 미세경도시험결과 댐퍼드 베이나이트 영역의 경도는 233Hv인데 비하여 마르탠사 

이트 영역온 454Hv로 약 2배가 높융율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객철한 이상영역 

열처리를 하면 경화능이 향상되어 천위밀도가 높고， 미세한 마르탠사이트를 포함하는 

복합조직율 얻을 수 있으므로 냉각속도롤 증가시키는 것과 같용 휴리한 효과톨 얻을 

수 있다. 한면， 기폰얼처리공정에서 댐돼링하면 상부빼어나이트의 래스경계에 폰채하 

는 판상 탄확물이 성장하고t 기지는 댐퍼드 베이나이트가 된다. 그러나 이상영역열쳐 

리후 댐퍼링처리톨 하면 기지는 이상영역열처리중에 댐퍼링되었기 때문에 론 변확가 

없고， 마르텐사이트 영역은 천위밀도가 비교척 높운 아결청립 구조의 댐퍼드 마르텐 

사이트로 변화한다. 이때 판화물온 합금원소외 농도가 높온 마르텐사이트와 햄퍼드 

베이나이트의 청계， 또는 마르텐사이트 내부에셔 주홀 구행으로 형성된다. 

충격인성온 유효철정립 크기와 탄확훌의 형상t 크기에 크게 의존한다[8，9]. 이상영 

역열쳐리률 하면 연한 댐퍼드 베이나이트 기지에 비교객 강한 댐퍼드 마르탠사이트가 

균일하게 불산된 복합조직용 얻기 때문에 유효 결정립의 크기가 크게 감소하여 충격 

인성이 증가하였다. 그리고 기폰공정의 판상 탄화물 대신에 구형 탄화물이 형성되므 

로 용력집중이 완화되어 파괴저항성이 향상된다. 한편 저온에서 균열온 임계크기 이 

상의 판화물에서 생성된다. 따라셔 이상영역열쳐리후 댐퍼링청도톨 낮추면 탄화물의 

크기를 출일 수 있으므로 균열발생이 억제되어 저온 파괴인성이 향상된다. 

4. 철 론 

(1) 원자로 압력용기강의 제조얼쳐리인 핸청과 댐퍼링 충간에 페라이트와 오스태나이 

트가 공폰하는 영역에서 이상영역열처리톨 추가한 후 댐퍼링조건율 조정함으로써 

파괴인성율 향상시키는 열처리공정율 개발하였다. 새 열쳐리공정을 척용하면 기 

폰공정에 비하여 강도는 크게 감소하지 않으면서 충격인성과 연성이 크게 증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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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l 천이온도가 약 20t 감소하였다. 

(2) 이상영역열처리톨 하면 비교객 강한 댐퍼드 마르웬사이트가 연한 댐퍼드 베이나이 

트 기지에 캄일하게 훈포된 복합조직올 형성하여 유효 결청립의 크기가 감소하므 

로 충격인성이 향상되었다. 또한 기폰공쟁의 환상 탄화물 대신에 구형 탄확물이 

형성되어 용력집중이 완화되므로 파괴처항성이 향상되었다. 그리고 2상영역열처 

리후 댐퍼링 청도훌 낮추면 탄화물 크기가 착아지기 때문에 캄열발생이 억쩨되어 

처온 충격인성이 향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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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3.1. Chemical composition of the SA508-C1.3 steel 

Conv. HT 

New HT1 

New HT2 

••••••••• L . 'H 、 "'--"0 ‘ •••••••• 

Conv. HT 

New HT1 

New HT2 

ASME Spec. 

Table 4.3.2. Charpy V-notch impact properties 

T41J ['t] 

-46 

-53 

-68 

T애J ['t] 

-33 

-41 

-53 

RTE ul 

204 

280 

264 

USE [J) 

305 

352 

358 

Table 4.3.3. Room temperature tensile properties 

YS [MPa] U’rs [MPa] El. [%] RA [%] 
............... ~.........，，'"'"‘ •• ’ þ •••••••••••••• 

474 611 27 72 

431 580 31 75 

444 593 30 74 

345 min 550-725 18 min 38 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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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3.1 



(a) (b) 

(c) (d) 

Fig. 4.3.2 OM micrographs after (a) Q, (b) Q+IHT, (이 Q+T, and (d) Q+IH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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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φ) 

(c) (d) 

Fig. 4.3.3 TEM micrographs after (a) Q+IHT, φ) Q+IHT+T, (c) Q+T, and 

(d) Q+IH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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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4 철 용접열영향부 혜석 및 l헝가 

원자로압력용기강은 무엇보다도 안전성의 확보를 위해 우수한 기계적특성을 갖도 

록 제조되만， 다른 구조물과 마찬가지로 용첩부와 함께 용접열영향부의 문제가 별도 

로 남게된다. 용첩열영향부에서는 가열시 모재가 오스태나이트로 변태되고 석출물이 

조대화되거나 용해될 수 있다. 그리고 냉각시 마르텐사이트나 페라이트 혹은 베이나 

이트로 채변태되고 석출물은 새로운 분포를 나타낸다. 이러한 변화는 원자로압력용기 

구조물의 기계적특성(예를들어， 인성이나 강도 혹은 경도 동)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따라셔 본 연구는， 최근 원자로압력용기 제작에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ASME SA508 Class 3 강의 용접열영향부를 대상으로 체계적인 분석과 평가를 시도하 

였다. 즉， 이론객인 열전달식을 도입하여 모재의 특성과 용첩조건을 변수로 실제 용접 

열영향부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이용하여 조건별 재현 용첩열영향부 시험편을 제작， 

열영향부 위치에 따른 미세조직과 기계적특성을 평가하였다. 

1. 실험방법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재료는 한국중공업(주)에서 재작한 ASME SA 508 cl. 3 [1] 원 

자로압력용기용 저합금 단조강으로/ 균질확열처리(normalizing + tempering) 및 결정 

립미세화를 위한 오스태나타이징/헨칭 (austenitizing + quenching + tempering)처리과 

정을 거쳐 제조되f었다. 모재의 기본적인 화학성분온 Table 4.4.1 과 같다. 용기벽의 두 

째는 약 250 mm 로 대상부위 (core region)의 용접조건은 Table 4.4.2 에 보인 바와 같 

이 SAW(submerged arc welding)를 이 용하여 비 교적 저 입 열 다충용첩 (약 120 pass)을 

실시하였다. 

용접조건과 재료물성에 따른 용접열영향부의 열이력을 추적하기 위하여 용접용융 

선(fusion line, FL)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용접열사이클의 최고용도분포[2]롤 구하고， 

조직검사에 의해 A:l 변태점(오스태나이트+페라이트->때라이트+세멘타이트)을 확인하 

였다. 용도분포 계산 및 조직시험 결과， A1 변태정 (680 oq용 명균 FL + 약 4 mm 에 

위치하였으므로/ 실제용접열영향부를 대상으로 용접용융선(weld fusion boundary)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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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직방향으로 1 mm 간격으로 기계척륙성 및 샤피충격시험율 실시하여 재현열영향부 

의 시험결과와 비교하였다. 

용접열영향부롤 재현하기 위하여， 이론으로부터 도출된 열 cyc1e [3] 과 최고용도 

(peak temperature, T p)분포 및 냉각시간(L1 t뼈.soo : 800 Oc 에셔 5OO 0C 사이의 냉각시 

간)을 근거로 Table 4.4.3 파 같이 멸 cyc1e 재현(simulation) 조건율 셜청하였다. 

A1 과 AJ 온도는 각각 명형공석(equilbrium eutectoid)용도 및 오스태나이트/오스 

테나이트 + 페라이트 상경계(phase boundary)온도를 나타내고， 본 시험재료외 경우 

다옴 식 [4]에 의해 각각 680 0 C 및 830 0 C 로 추정하였다. 

A1t C) = 723 - 20.7Mn - 16.9Ni + 29.1Si - 16.9Cr + 290As + 6.38W 

A3(OC) = 910 - 203、IC - 15.2Ni + 44.7Si - l04V + 31.5Mo + 13.1W 

열 cycle 의 재현온 가열 및 냉각속도의 제어가 가능한 Gleeble System (Fig. 

4.4.1)올 이용하였다. 용접후열처 èl (simulated post weld heat treatm없t， PWHT)는 

615 Oc 에서 4.5 시간 시행되었다. 재현멸영향부의 총격시험용도는 시험편조건별로 인 

성의 차이를 뚜렷하게 볼 수 있도록 모재률 기준으로 천이영역 하단부 이하의 용도， 

죽 lower shelf 가 시작되는 용도인 - 50 Oc 를 기준으로 하였다. 충격시험편의 제작 

과 시험절차는 ASTM E 23-94a[5]롤 따랐다. 또한， 자동화압입(automated ball 

indenta tion)시험방법 [6]을 이용하여 상용에서 시험편 조건별로 강도와 경도의 변화롤 

측정하였으며l 조직관찰은 3 % nital etching 후 광학현미경올 이용하였다. 

2. 둥온분포도(isothermal diagram)의 작생확 용용 

용접용융선으로부터 HAZ 측으로의 위치변화에 따른 열사이클 최고용도(Tm)는 다 

음 식으로부터 구할 수 있다[2]. 

~←-- π epC( 'þ-]fL.L 1 
T", -To 2η E . Tf - To 

여기셔 TO 는 예열(preheat)용도 또는 충간(interpass)온도， e 는 자연대수(2.n83)， 

p 는 비중， c 는 비열， r 온 용융금속의 중심으로부터의 거리， R 용 용융금속의 반 

경， η 는 멸효율， E 는 업열량， 까 는 용점올 각각 나타낸다. 또한 충간거리 (interIayer 

spacing) [7]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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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j = 1.7+0.107E (mm) 

와 같이 입열량 E(kJ/cm)의 함수로 표시할 수 있다. 대상재에 대한 실용접조건의 경 

우/ 층간용도를 200 oc 로， 비중을 7.86 g/cm3 로， 비열을 0.11 cal/ g - oc 로， 용융금 

속의 반경을 7 mm 로， 열효율을 0.45 로/ 용접입열량을 30 kJ/cm 로， 융점을 1530 oc 

로 적용했을 때의 HAZ 위치별 최고온도의 변확를 Fig. 4.4.2 에 나타내었다. FL + 4 

mm 부근에서 Acl(680 oc)변태점이 지나감을 알 수 있다. 

한편， Rosenthal[3]의 열유동방정식으로부터 용접열 cycle 은 

L1t f L1t f 8 1 끼 Tg T。:= 8l-- exp -|--|---•r- II 1 t '"'~1-' 

\ 
ef\ Tþ-To }} 

로 표현되고， 냉각시간 L1 t 는 

파
 
總

---“ “ 
d 

_1 -f 1 1 \ 
8 1 \ 773- To 1073- To J 

로 주어진다. 여기서 T。 는 충간용도， L1 t 는 800 Oc 에서 500 Oc 까지의 냉각시간， e 

는 자연대수(=2.718)， T p 는 열 cycle 의 최고용도， q 는 heat flux , v 는 열원의 속도， 

그리고 A 는 열전도도를 표시한다. 본 실협조건에서의 용접열 cycle 은 Fig. 4.4.3 과 

같이 작성 되었다. 

위에서 계산된 최고온도분포를 근거로 하여， 용접열영향부롤 대표적인 최고온도 

동온곡선들로 세분화하는 방법으로 미 소열 영 향부(subzone HAZ)를 구분하였는데， 그 

결과 Fig. 4.4.4. 와 같이 작성되었다. 여기서 a, b, c, d, e 는 각각 1300 OC < a < 융 

점 (=1500 o
c), 1100 OC < b < 1300 oc, 900 oc < C < 1100 oc, 700 oc < d < 900 

OC, 600 Oc < e < 700 OC 와 같이 구분된 최고온도영역을 표시하고， a 와 b 는 결정 

립조대화 영역， c 는 결정립미세화 영역， d 는 임계간(intercritical) 영역， 그리고 e 는 

구상확(spheroidization) 및 석출(precipitation) 영 역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표기순서 

는 pass 순서롤 나타낸다(예 abc 는 1st pass-a, 강\d pass-b, 3rd pass-c 의 순서로 

최고온도의 열영향을 받았옴). Fig. 4.4.4 롤 보면， 단충(single pass) 용접의 경우 (a) 

와 같이 결정립조대화 영역(a 와 b)이 분명하게 나타나지만， 다충용접을 하게되면 이 

전((N_1)th 혹은 (N_2)th) pass 및 이 후((N+1)th 혹은 (N+2)lh) pass 의 열 cycle 을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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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h pass 의 조직은 변하게 된다((b)-(e)). 특히/ 열영향부의 폭(WH : width of HAZ)과 

총간거리(W， : width of interlayer space)의 버\'NH/W，)는 결청립조대화 영역의 크기 

에 지대한 영향율 미치는더~， WH/W, 가 쿨수록 후속얼 cycle 의 영향범위가 커져 조 

대화영역의 크기는 줄어든다. 여기서 WH/W, 훌 크게하기 위해서 WH 훌 크게하는 방 

법은 피해야 한다. 열영향부 자체가 커지는 것율 피해야 한다는 뭇이다. 이보다는 W, 

를 작게하는 방법이 적정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예를툴어， 입열량율 줄이면 W, 와 

WH 가 동시에 감소하고 예열온도률 높이면 WH 만 종가하므로/ 좋은 용접열영향부를 

얻기 위해서는 작용 입열량올 적용하고 예열온도훌 총분히 높여주어야합율 이해할 수 

있다. 본 실험재의 경우， WH/W, 는 약 0.8 로 나타났으며， Fig. 4.4.4 의 (c) 에 해당 

한다. 

Fig. 4.4.5 에는 용접열영향부 둥은분포도(isothennal diagram)톨 기준으로 셜정한 

열 cycle 채현 시험편의 대표척인 위치톨 표시하였다. 

3. 채현열영향부의 마새훌칙과 기계객 륙생 

1 차 얼 cycle (fPl) 에 의해 받게되는 열영향효과에 따라 천체 열영향부는 세분화 

되었고， 이와같이 세분된 영역 (subzone)들온 다옴의 4 영역으로 분류되었다[8]; (1) 결 

정 립 조대 화 영 역 (coarse grained austenitized region) : Tp1 = 1350 oC, (2) 결 정 렵 미 세 

화 영 역 (fine grained austenitized region) : T pl = 잊)() oC, (3) 임 계 간 영 역 (intercritical 

region) : Tp1 = 700 oC, (4) 탬 퍼 드 영 역 (tempered region) : Tpl = 1350 oc. 또한， 다 
중용접 (multi-pass welding)을 재현하기 위하여 2 차 열 cycle 율 고려하였다. 2 차 열 

cycle (Tp2) 에 의해 받게되는 열영향의 효과에 따라 다옴과 같이 7 명역으로 분류하 

였다; (1) UCGHAZ(unaltered coarse grained HAZ) : 1 차 열 cycle(f pl = 1정Ooc)에 
의해 결정렵조대화된 영역이 2 차 열 cycle(T p2 = 1350 oc)에 의해 재변태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된 영역， (2) SCRCGHAZ(supercritically reheated coarse grained HAZ) 

1 차 열 cycle(f pl = 1350 oc)에 의해 결정립 조대화되었먼 영역이 2 차 얼 cycle(Tp2 

= 잊)() oc)에 의혜 영향을 받아 재변태된 영역， (3) IRCGHAZ(interσitically reheated 

coarse grained HAZ) : 1 차 열 cycle(f pl = 1350 oq에 의해 결청립 조대화되었던 영 

역이 2 차 열 cycle(f p2 = 700 oq 에 의해 일부 재변태가 일어난 영역，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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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RFGHAZ(supercritically reheated fine grained HAZ) 1 차 열 cyde(T pl 900 

。q에 의 해 결정 립 미 세화되 었던 영 역 이 2 차 열 cyde(Tp2 :::1 잊)()oq에도 동일한 열 

영 향을 받은 결정 립 미 세화 영 역， (5) IRFGHAZ(intercritically reheated fine grained 

HAZ) : 1 차 열 cyde(T미 = 잊)()oq에 의해 결정립 미세화되었던 영역이 2 차 열 

cyde(T p2 .;>: 700 oq에 의혜 부분 변태된 영역， (6) IRHAZ(intercritically reheated 

HAZ) : 1 차 열 cyde(T pl = 700 oq에 의해 부분 변태되었던 영역이 2 차 열 

cyde(T p2 = 700 oq에도 동일한 동일한 열영향을 받은 임계간 영 역， (끼 

SRHAZ(subcritically reheated HAZ) : 1 차 열 cyde(T pl = 650 oq에 의 해 임 계 이 하 

온도의 열영향을 받았던 영역이 2 차 열 cyde(T p2 = 650 oq에도 동일한 열영향올 받 

아 모째가 변태되지 않고 반복된 댐돼링 효과를 받온 영역. 

Fig. 4.4.6 용 각 열 cycle 조건별 광학현미정 조직올 보인다. (a) 와 (b) 및 (c) 는 

모두 용첩용융선 + 모채측 1 mm 이내(감시시험의 샤피노치 위치)의 위치훌 대표하는 

조직사진으로， 1st pass 의 최고온도 1350 oc(결정립성장 영역)롤 재현환 후에 각각 

강\d pass 의 최고온도 1350 oc, 잊)() oc, 700 Oc 롤 재현한 것이다. 1st pass 에 의해 

최고용도 1350 Oc 까지 가열되면， 결정립성장이 일어난 후 비교적 빠른 속도로 냉각 
되어 보흥온 탄화물의 석출이나 팩라이트의 성장시 오스태나이트/때라이트 계면파 평 

행인 방향으로 충을 이루는 Widmanst낄tten 조칙을 포함한다[8]. 그러나， 강\d pass 의 

영향으로 1st pass 에 의한 초직특정은 소멸되고， 강\d pass 와 최고온도영 역에 의해 

조직특성기반이 확보원다. 강\d pass 가 잊)() Oc 인 φ) 의 정우 (a) 와 (c) 에 비하여 

미세한 베이나이트 조직을 보이고 있다. 최고온도 900 Oc 의 경우는 결정립 미세화 
영역으로 간주되며， 미세화된 둥축(equiaxed) 업자 조칙을 나타내어 A3 변태첨(상부임 

계온도)근처에서 결정립크기는 최소가 된다. 충격시험 결과， (a), (b), (c) 쪼천 모두 모 

재보다는 양호환 인성올 나타냈다(Fig. 4.4.끼. (d) 와 (e) 는 용접용융선 + 2-3 mm 

의 위치롤 대표하는 조직사진으로， 1st pass 는 잊)() Oc 로 통일하고 강\d pass 는 각각 

잊)() Oc 와 700 Oc 롤 재현한 것이다. 모두 매우 미세한 조직 (tempered lower bainite) 

옳 보이고 있으며f 시험결과 가장 우수한 인성올 나타냈다(Fig. 4.4.꺼. (f) 는， 1st 및 

강ld pas$ 외 최고온도가 포투 임계간(intercritical)온도인 A1 파 A3 변태첨 사이의 온 

도로 재현된 것으로， 부분 미세화된 결정립을 보이고 었으며， 보풍 탄소함량이 많온 

부분(오스태나이트)온 미세조직을 나타내나， 탄소함량이 객은 페라이트 영역은 최고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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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 낮아짐에 따라 거의 영향을 받지 않고 원래의 입자크기롤 휴지하려는 경향융 뭔 

다. (g) 와 같이 Al 변태첨 근처의 온도로 최고온도가 지나가면 기폰의 충상 탄화물 

(lameIlar carbides)이 용해되어 냉각시 구상입자(spheroidaI particles)로 되려는 경향을 

갖는다. 또한I 이 온도이하에서는 석출(precipita히on)의 가능성이 있다. (f) 와 (g) 의 

경우， Fig. 4.4.7 - Fig. 4.4.9 에서 볼 수 있듯이t 모재에 버하여 낮온 인성과 강도 및 

경도를 나타냈다. 

4. 요양 

가. 재료물성 및 용접조건으로부터 도출된 최고온도 둥온분포도롤 이용하여 미소열명 

향부의 미세조직올 예측할 수 있었고t 이로부터 예열온도와 입열량의 크기가 미 

치는 영향을 평가할 수 있었다. 

나. 다충용접에 의한 다중 열 cycle 효과는 1 차 와 2 차의 2 중열 cycle 로 모사될 수 

있었으며， 2 차 열 cycle (fp2) 에 의해 받게되는 열영향의 효과에 따라 용첩얼명 

향부를 다옴과 같이 7 영역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1) UCGHAZ(unaltered coarse grained HAZ) 

(2) SCRCGHAZ(supercritically reheated coarse grained HAZ) 

(3) IRCGHAZ(intercrìticalIy reheated coarse grained HAZ) 

(4) SCRFGHAZ(supercritically reheated fine grained HAZ) 

(5) IRFGHAZ(intercritically reheated fine grained HAZ) , 

(6) IRHAZ(intercritically reheated HAZ) 

(끼 SRHAZ(subcriticaIly reheated HAZ) 

다. 기계척특성 시험결과， 용접용융선 + 모재측 1 mm 이내의 위치(1st pass : 1350 

oc)에서는 2nd pass(1350 。ζ 900 oc, 700 oc)에 의혜 영향을 받아 미세조칙과 기 

계척 특성의 변화를 보였지만t 모두 모재보다 양호한 인성과 강도 및 경도톨 나 

타냈다. 또한， 용챔용융선 + 2-3 mm 위치(1st pass : 900 oc, 2nd pass : 900 oc, 

-386-



700 oc)에서는 매우 미세한 하부 베이나이트 조직과 가장 양호한 인성치톨 나타 

냈다. 

라. 한편， 용접 용융선 + 약 5 mrn 위 치 (1st pass : 700/650 oc, 강ld pass : 700/650 

oq에서는 꽤라이트 기지조직의 연화와 탄화물의 조대화로 판단되는 미세조직의 

변화와 함께 인성과 기계척흑성의 저하를 나타내어 모재보다 낮은 값율 보이는 

것율 발견할 수 있었다. 

따. 아상의 결과로보터， 원차로압력용기 용첩얼영향부 평가시험(감시시험)의 신뢰도롤 

높이기 위해서는 해당 용접공정과 초건에 따라 용접열명향부의 해섹올 달리 해야 

하며， 재현열 cycIe 시험 둥에 의한 검증과정이 요구된다고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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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4.1 Chemical composi히on of an ASME SA 508 cl. 3 steel forging 

Table 4.4.2 Welding conditions 

Process Wire Ampere Voltage Travel Preheat Interpass PWHT** 

slze speed temp. temp. (OC)/hrs 

(mm) (cm/rrún) min. (OC) max. (OC) 
SAW* 4.0 500-600 28-32 30-40 121 200 615 :t 20/40 

* Submerged Arc Welding 

** Post Weld Heat Treatment 

Table 4.4.3 까lermal cycle simulation conditions 

Specimen Nth pass t Inemteprp.(a。css) (N+ I)th pass 
type 

Heatingtte Himmoepld( (si。neCgc)) t Ceo(Ooulinsgec Heatingt디e Hmmoepl버(.s(oneCgc))， rat Ce∞(oCl/insgg rate I temp.(UC), I rate(UC/sec), rate Itemp.(OC) ,1 rate(OClsec) , 
(OC/:똥c) 뼈s(sec)" (OC/sec)1 time(sec) I ts,s(sec)" 

SI 256 1않50， 10 13. 23 200 256 1않50， 10 13. 23 
S2 256 1350, 10 13, 23 200 100 900, 10 12, 25 
S3 256 1않50， 10 13, 23 200 56 700, 10 8 
S4 100 900, 10 12, 25 200 100 잊)()， 10 12, 25 
S5 100 900, 10 12, 25 200 56 700, 10 8 
S6 56 700, 10 8 200 56 700, 10 8 
S7 45 앉50， 10 7 200 45 장50， 10 7 

* t8/5 : cooling time between 800 to 500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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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Overall vlew 

(b) Grip In vacuum system 

Fig. 4.4.1 Illustrations of Gleeble-21아)0 system 

-389-



(in) 

3000 

2500 

(
4。
)

m 

빼
 1000 

500 

0.8 0.6 0.2 
, 얻-

0.0 

/: Metallographic리 HAZ 

1600 

1400 

1200 

1000 

(
Q。) 

800 

600 

φ
 」
를
 m
』φ
 
a E 
φ
 μ「

4 
I 

J 
g 

4 
g 

4 
g 

4 
g 냉

 

i 
g 

‘ g 냉
 

g 400 

200 

20 

Maximum temperature variations with distance from fusion line 

-390-

16 

Fusion line + X (mm) 

12 8 4 o 

Fig. 4.4.2 



。
。N 

l 

。
。N 

。
。
양
 

(::>0) 
。
。
。F 

。
。N 

F 

。
。
해1 • 

。
。ω
-
、

o 
。@ 
@ 

。
。
∞
 

N
<{’{

@
윌
 S 

m
ω
g
u
k
ν
 

댐
F
E
@
킹
}
 @
I
i
{
)

정
〉
-
〔
.
양
.
*
 

·@·”{ 

(U@m) 

@
흩
따
 

o 
<0 

o 
Il) 

o 
M 

o 
N 

o 
얘-

。

혈’ 

(
U。
(
〕
벼
@
)
 

$ 

nN@ 

” 
Q

』
’·
찍
〕
 

(
u。
。
。
i
F
)

x 
niF@ 

” 
(
‘
」
「

.u 

(
U。
(
〕
。
@
)

i 
niFF 

f ” 
α
·
F
 

·
(
끓
 

(
U。
(
〕
m
m←
)
$ 

n
N
ω
F
 

” 
(‘’

k’ ·m 

。

<0 

o 
Il) 

o 
형’ 

o 
M 

o 
N 

o 
‘-

o 
。。

。N 
。
。
양
 

。
。@ 

o 0 
。 。

N 。
'r" v"'" 

(에) aJ nJeJadwa上

-391-

。
。
∞
 

。
。#
Y

R‘ 

。
。
@@
、

。
。
∞한
 

。
。
。N 

。



@
〕
강
〉
-
m
m
삐

g
s
3
-
늘
 
삐
 E 

m
m염
E
@
쥔
。
m
i
 N럭
밟
 
}
。
ζ
。
z
E
m
그
뭘
 u
겹
E
@
￡ν
m
 

-‘ i------

-V 

톨
믿
훌
 v 

-
-
-
강
-

·l 

L:· 

i
v
.
했
.
*
 ·∞·
ι
 

-
·
I
1
룰
 
톨
-

-않~-

E 
! = 

k§ g 
a ; 
I -

ι 

& 

la 

l,---

. 

{ gf 



WM 

(N+ 1)1h pass 

NIh pass 

빼
 
l 

HAZ 빼
 

l 

(lsothermals) 1500 1300 1100 900 

BM 

젠 

Fig. 4.4.5 Typical positons of the simulated HAZ specimens(refer to Table 4.4.3) 

-393-



:!fb ，~ 

’ μ ’ l ’f 、ak Temperature 650"C + 

Fig. 4.4.6 Optical microstructures of the simulated HAZ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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쩨 5 참 훌훌훌륨 

훤자력 중장기 “원자력 신소재 개발” 과제하에 수행된 본 연구의 수행결과 얻은 

각 연구단위별 주요연구 결과는 다옴과 같다. 

재료의 파괴/ 변형 및 자기륙성 평가를 통한 비조사재료 건천성평가 및 시험기술 

개발 연구결과 확보된 Load-Ratio-Method 는 cr 시험편을 이용한 연성따괴인성의 
해석절차방법으로 오차가 대폭 축소된 신뢰할 수 있는 결과롤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 

다. Charpy 충격시편에 대한 정적파괴인성 시험 결과롤 이용하여 따괴인성 분포롤 확 

율적으로 얻을 수 있는 기술과 압입자롤 이용하여 하중-변위곡션융 얻온후 이로부터 

파괴인성올 예측할수 있는 준 비파괴적 따괴인성 예측기술이 개발되었다. 계장화 충 

격시험기와 소형시편 시험기술， 그리고 자기적 성질 측정에 의한 채료명가 및 시험기 

술온 구조재료의 손상 평가에 적절한 명가 및 시험 기술로 더욱 개발이 요청된다. 

국산 원차로구조재료의 재질개션 사항 도출을 목표로 수행한 미세조직 및 기계적 

성질 시험평가 연구결과 따괴인성을 포합한 기계적 강도 륙성에셔 VCD 에 의한 재 

료보다 VCD-Al 및 Si-Al 에 의하여 정련한 강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VCD 

강에셔 발견되는 두꺼운 interlath carbide 의 폰재， large size carbide (cementite)의 

크기 및 분포， 보다 큰 grain size 둥에 의 한 것으로 판단된다. 

압입시험에 의한 강도평가 결과 quenching 시의 부위벌 냉각속도의 차이에 의하여 

미세조직상 차이가 발견되었고 그 결과 크게는 최대 20% 의 인장성질 차이가 나타났 

다. 1 차계통 주배판재인 주조 stainless의 경우 열취화 가능성이 논의되었고 이에 따 

른 따괴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원차로 압력용기채료의 제조공정 명가 및 재질개선 연구결과 기계적성질의 균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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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향상이 제기되었고 성분조철을 롱하여 준평형 탄화물의 형성율 억제하거나 평행 

탄화물의 종류롤 핵생성 속도론적으로 유리한 탄확물로 바꾸는 것이 유리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상열처리 공정의 추가와 Tempering 조건의 조정으로 푸렷한 채질개선(파 

괴인성의 향상과 천이온도의 저하)을 도모할수 있옴율 확인하였다. 한편 용첩열명향부 

해석결과 HAZ 시편에 대한 압력용기 감시시험과 같은 경우 시편 채취전에 재현열 

cycle 시협동에 외한 검증과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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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 1 참 서 擊

스테인레스강 및 저합금강온 원자력 발견소에 갚이는 재료중 약 8096 이상율 차지 

하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가장 핵심인 압력용기 및 가압기， 풍기발생기의 동체， 그리 

고 노내구조물， 배관f 펌프， 밸브， 불트， 터빈블레이드 동 주요부품 제조에 사용되고 

있다. 다론 재료에서도 마찬가지로 채료성볼， 성능면에서 훨자력 구조용강은 일반 산 

업용 재료규격에 비해 방사션 작용과 훌리척I 화학척 부식I 첨식외 충첩 및 조사휴기 

현상 둥 원자력발견소 특유의 열악한 환경하에셔 장시간 사용되므로 가동기간중 고도 

의 건천성을 확보I 유지하기위하여 제조사 P, Cu풍의 불순물은 물론 모든 화학조성율 

규정에따라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1978년 고리 1호기의 상업발천율 시작 

한 이래 원천 건셜을 계속하면서 스테인레스강 및 합금강의 자급능력도 어느정도 갖 

추게 되었으며/ 원천의 구조채료 국산확 정도는 증가훨 것으로 확신된다. 그러나 이러 

한 국산확 제품은 채료규격 및 신뢰성의 보풍이 요구되고 있다. 톡히 스테인레스강 

및 합금강의 채질온 발견소의 안천성과 가동율에 껄대척인 명향율 미치므로t 우리나 

라와 같이 계속 원천건셜올 추진하는 상황하에서는 원천 주요부품의 품질향상 및 개 

선을 흉한 안천성 확보는 원자력 발천의 중요한 천제요건이 되고 있다 . 

노내구조물 채료는 일반적인 구조재료의 훨요성질 외에 중성자 조사환경의 륙수 

분위기에 적합한 요구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따라서 중성자 홉수단면객이 작아야 

하고， 조사손상에 대한 내성이 강해야 하며， 유도방사능율 생생하기 어려우며， 고용수 

중에서 내식성이 우수해야 한다. 따라셔 노내구조물은 대부볼 스테인레스강으로 구 

성되어 었다. 국내에서는 이미 포항제철율 비릇하여 삼미혹수강 둥의 철강업체에서 

일반 구조물용 스테인레스강옳 생산해 오고 있다. 원자력급으로서의 스태인레스강은 

일반용에 비해 엄격한 채료규격이 요구되고， 륙히 원자력 환경하의 재료륙성이 확인 

되어야 할 것이나， 스태인레스강 째조기술이 혹척되어 있는 국내 철강업체와 원자력 

환경파 관련한 연구기술이 축적된 한국원자력연구소가 협력하면 원자력급 스태인레스 

강의 국산화 및 생산온 충훈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기폰의 304 계열 스태인레스강으로 제작된 노내구조물은 원천 껄계수명 30-40 

년의 조사환경 조건에셔 충볼한 채료성능율 보인다고 발표되어 있으나， 원천의 수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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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60 년 이상으로 연장될 경우 중성자 조사량의 증가에 따른 조사손상의 정도를 확 

인해야만 한다고 보고되고 있다. 특히 조사유기용력부식굵열 현상이 304 스태인레스 

강 재료에서 나타난다고 보고됨에 따라 원자력급 스태인레스강의 재질개선율 위한 연 

구가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따라서 스태인레스강의 연구는 소재의 국산화와 더 

불어 조사유기용력부식균열 처항성올 향상시킬 수 있는 재질개선의 연구도 병행되어 

야 할 것이다. 이러한 스테인레스강의 연구는 기폰의 경수로 노내구조물 재료에도 적 

용될 뿐만아니라 스테인레스강 크래드 합금강으로 되어 있는 현재의 배관재료의 대체 

재료로도 사용될 수 있으며， 더나아가 신형 경수로， 액체금속로， 핵융합로용 구조재료 

로도 활용될 것이다. 

현재 국내에서는 다목척연구로의 완공l 주요 기기 국산화 추세 둥과 함께 원자력 

급 국산소재의 연구를 위한 장비I 기술 그리고 경험 퉁이 충분히 축척되어 있다. 그러 

므로 합금원소， 제조공정 퉁이 국산 원자력 재료에 미치는 영향옳 독자적으로 평가， 

국산 소재의 조사특성올 확인하여 국산 소재의 껄계와 제조의 국산화를 정립해야 한 

다. 더불어 원전 건전성과 밀첩한 관계인 원천소재의 조사취화 시험을 국내의 연구로 

롤 활용하여 자체적으로 연구합은 훤자력용 소재연구의 획기적 발전을 .이루는 시발점 

이 될 것이다. 

구조재료의 경우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는 그동안 원자로 압력용기의 조사취화， 건 

전성 평가 및 스테인페스강의 입계부식 풍에 판한 연구가 수행된 바 있으나 이제는 

연구 분야를 확대하여 스테인레스강의 열화요인 규명 빛 이에 바탕한 스테인레스강 

재료개발도 주도적으로 선도할 위치 및 시점에 도달하였다. 스테인레스강의 제조 및 

가공은 제조사마다 다르고 같온 제조사라 하더라고 heat number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제조공정의 단일화 및 가공기술은 그 어느 공정보다도 중요하게 고려된다. 

그리고 원자력급 구조용강의 제조사양 및 제조변수는 합끔원소의 껄계기술과 함께 션 

진국에셔 기술전수를 기피하는 사항들이다. 따라셔 국내에서도 훤자력 환경에 적용할 

수 있는 원자력급 국산 소재의 개발은 원자력 선진국의 진입을 위해셔 필수척이다. 

포항제철 및 삼미(특)， 한국중공업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과 연구소에서 창출한 새로운 

기술이 합하여지면 새로운 시껄 및 설비투자가 지양되어 적은 투자로서 가장 유용한 

결과를 얻을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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져12 장 휩챔뽑훌훌 쩨훌훌기훌왈 혐황 

잭 1 철 노내구조물 재료기술 

1. 머리발 

원자로 기술자립을 위혜 십여년 이상의 많온 노력속에 이재는 원차로 계통의 셜계 

뿐만아니라 건셜까지 국내의 기술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와 더불어 원자로 기기 및 

부품의 셜계와 제작 또한 상당량 국산화 되고 있어， 영광 3,4 호기부터는 원자로 압력 

용기， 가압기， 증기발생기 그리고 배관 둥의 일차계통 기기들을 국내업체에서 제작， 

공급하고 있다. 원차로 부품 중에서 차기의 국산화 전략품목은 노내구조물로 예상하 

고 있다. 영광 3,4 호기의 경우 ABB-CE에서 셜계， 제착하여 공급하였으나， 현재 국내 

업체에서 노내구조물 판련 셜계기술 및 제작기술을 습득하고 있는 단계로서 영광 6호 

기 이후의 후속기부터는 국내에서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노내구조물용 재 

료는 대부분 오스테나이트계 스태인레스강으로 단조품I 판재， 봉재 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내에는 포항제철， 삼미종합특수강을 비롯하여 굴지의 세계척 철강업체들이 스 

태인레스강을 생산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중공업 동의 발전계통 제작업쩨들은 원자력 

발천과 관련한 기기제작의 경험올 풍부하게 확보하고 있다. 따라서 원차로 노내구조 

물의 국산화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원자력 소재와 판련한 국내의 환경은 열악한 실정이다. 비록 다수의 원차 

로 기기들을 국내에서 공급하고 있으나， 용기류 동체의 단조품을 제외한 소재의 많 

은 부분이 해외에 의폰해 오고 있다. 원자력 산업의 수요부족과 철강업체의 시셜부 

족으로 원자력 소재에 대한 판심도가 낮았다. 하지만 원자력 중장기 계획에 따른 원 

자로 장기 건설계획이 수립되어 원자력 산업의 수요가 안정화 되어 가고， 해외 수출 

의 전망이 밝으며I 철강업체의 고품질화와 고부가 가치품 생산을 추진하고 있는 점 

동으로 미루어， 앞으로 국내의 원자력 소재 개발과 국산화는 매우 중요하며 전환점을 

맞고 있다고 확신한다. 

본 철에서는 가압경수로 노내구조물의 재료개발 현황올 분석하고， 영광 3,4 호기 

노내구조물 재료의 재료규격율 검토하여 소재개발의 기준을 셜정하고자 하였으며l 노 

내구조물의 주요소재인 스테인레스강의 개발동향을 분석하여 양질의 국산소재톨 개발 

하는데 활용하고차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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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내구조물의 찌료규격 

노내구조물 재료는 통상의 구조재료로서의 요구성질 외에 원자력 환경의 특수성 

에 의해 중성자 홉수단면적이 작아야 하고， 조사손상이 작아야 하며， 유도방사능이 생 

성되기 어렵고， 고온수중에서의 내식성이 좋은 접 둥올 요구한다. 

위의 사항 중에서， 열중성자 홉수단면적은 중성자의 홉수능력을 표시하는 것으로 

서l 입사 중성자가 원자핵과 충돌하여 홉수되는 확율의 척도이다. 열중성자로인 경수 

로의 경우 특히 각 원소에 따라 홉수단면적의 차이가 현저한 첨을 유의해야 한다. 내 

식성과 유도방사능 저감과 관련하여 전면부식저항이 높은 재료가 요구되는 외에 내 

SCC성， 내IASCC성이 요구된다. 

가압경수로 노내구조물 주요부품에 사용 되고 있는 재료는 Table 2.1.1과 같으며， 

얼반적 재료규격은 Table 2.1.2와 같다[1，2]. 노내구조물 부품은 304 형의 오스테나이트 

계 스테인레스강올 사용하였다. 이 강은 내식성， 가공성， 용접성이 우수하고 중성자조 

사에 의한 취화가 얼어나지 않아 경화가 생기기 어렵다. 또한 내식성을 더욱 향상시 

키기 위하여 탄소량올 낮게 제한하고 있다. 

노내구조물은 볼트로 조립되어 있으며， 그 볼트는 강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냉간 

가공재인 316형 스테인레스강을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제어봉 크라스타 안내관의 

지지핀 및 split pin은 높은 웅력 조건이 요구되어 고용강도특성이 양호한 X-750 합금 

을 사용하고 있다. 

3. 영광 3, 4 호기 노내구조물의 재료규격 

가. 째료규격 

노내구조물의 제작시 사용된 재료는 인코넬로 된 flow skirt롤 제외하고는 주 

로 304 스테인레스강이다. 연결부위는， 용접가능한 곳은 용첩올 하였으며， 손상 발생 

시 균열전파를 한정할 필요가 있는 부위는 structural fastener롤 사용하여 기계적으로 

연결하였다. Fastener 재료는 전형적으로 고강도 오스테나이트계 스태인레스강율 사용 

하였으며， 316 스테인레스강올 부분적으로 사용하기도 하였다. 내마모성이 요구되는 

부위에는 Stellite의 표면처려를 가했다. 재료에 미치는 조사효과에 대해서는 노내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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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설계시 반영되었으며， 오스태나이트계 스태인레스강의 가공경확 효파는 고려하지 

않았다. 

노내구조물의 주요 부품재와 재료규격온， Palisades (IXJCKET-50-255), Fort 

Calhoun (αXKET-50-285)， Maine Yankee (OOCKET-50-:뼈) 동의 운천중인 상용로 

에셔 성능이 확인된 재료로서， 그 재료규격온 다융파 같다[3]. 

(1) 노심 지지통 집합체 (Core support baπel assembly) 

- 304 오스태나이트 스태인레스강: 

- 석출경화 스태인레스강: 

(2) 상부 안내환저치 집합체 (Upper guide structure assembly) 

-304 오스태나이트 스태인레스강: 

- 석출경화 스태인레스강: 

- 347 오스태나이트 스테인래스강 

(3) 노 심 배폴 집 합체 (Core shroud assembly) 

- 304 오스태나이트 스테얀레스강: 

(4) 흩드다움 링 (H이ddown ring) 

- SA 182, modified to ASME Code Case N-124 

(5) Bolt &: Pin 채료 

- 상품명 A-갱6으로 불리는 합금으로 최소 항복강도가 85，애o lb/in2 

(5976 kg/ cm2)인 열처리된 채료롤 사용함. 

부식특성온 300 계열 오스테나이트 스태인레스강과 유사한 것으로， 

합금의제조 및 열처리 조건온 오스태나이트 스태인래스강의 청우 

와 동일. 

(6) Chrome plating 빛 hardfac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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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tellite 25 for hardfacing 

(끼 욕수 재료 

- 5A 479 521800 (상품명 Nitronic 60) 

- Snubber와 lift bolt insert 품의 antigalling 용도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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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소요째료물량 

노내구조물은 다양한 형태와 크기의 재료로 구성되어 었다. 영광 3, 4 호기의 

경우 호기당 소요되는 스테인레스강의 물량온 대략객으로 단조재가 약 50 톤， 판채 

약 180 톤， 봉재 약 8 혼I 튜브/파이프재 약 30 론 둥， 총 270 론 규모이다[4]. 노내구 

조물 제작에 필요한 재료의 규격과 재질/ 중량 둥의 구체척인 집계는 Table 2.1.4에 청 

리하였다. 

다. 용접허용기준 

노심구조물와 용컵온 ASME B&PV Code의 Section 111, Division 1, Article 

NG-5oo0 에 명기된 용컵허용기준율 만족시켜야 하며， 용첩부는 Section 111, Division 

I파 Section IX과 일치하는 성능율 보여야 한다. 그리고 USNRC Regulatory Guide 

1.31과 1.44의 건의사항율 따라야 한다. 

라. 오스태나이트 스혜인래스강의 째초와 공쟁 

(1) 오스태나이트 스태언혜스강의 빼민화 초쩔 

오스테나이트 스테인레스강율 사용시는 Regulatory Guide 1.44활 따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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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민화 정도가 심한 오스태나이트 스테인레스강의 부식형태률 잘 

나타내 주므로， 사용된 버예민화 오스테나이트 스테인레스강에서 예민화에 대한 자유 

도률 나타내는 방안으로 이용된다. 

(가) 용체화 열쳐리 요구조건 

모든 오스테나이트 스태인레스강은 노심 구조물용으로 사용될때I 

ASME B&PV Code의 재료규격에 명시된대로 용체화 열처려 조건으로 공급된다. 열처 

려 조건온 1900 - 2(뻐 ‘ F (1037.8 - 1121.1 • c)에셔 두째에 따라 1/2 - 1 hr/in 동안 

열처리 후， 700. F (3π.1 • c) 이하로 급냉한다. 온도와 시간온 부품의 크기와 형태에 

따라 결청한다. 

안전성과 관련이 있는 부품의 완천 혹온 부훈객 조립품온 용체화 열처리를 수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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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는다. 다만 부품의 모든 제조공정에서 예민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조철하여 크롬 

탄화물의 석출량을 조철하여야 한다. 

(나) 찌료검사계획 

노내구조물 제조공정과 동일환 방법으로 제조한 스태인레스강 

mockup 을 사용하여 용접공정이 버예민화 스테인레스강의 예민화 정도에 미치는 영 

향， 즉 업계부식에 미치는 용접공정의 영향을 결정하기 위하여 집중적인 실험을 수행 

하여야 한다. 이 방법에 의하여 예민화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이 확인될 때， 그 용첩 

방법을 노내구조물 부품의 제작에 이용할 수 있다. 입계부식에 대한 민감성을 결정하 

는 기준으로는 예민화 스테인레스강 특유의 국부척 부식형태를 잘 보여주는 ASTM 

Standard A708 (Strauss Test)를 이용한다.304 스태인레스강의 탄소량파 용접열 인입 

량파의 관계식이 실험결과로부터 찰 정립되어 있으므로， 이 관계식을 활용하면 열영 

향 부위에서의 예민화를 방지할 수 었다. 

(다) 비예민화 오스태나이트 스대인혜스강 

노내 구조물에 사용되고 있는 0.03% 이상의 탄소량을 합유한 오스테 

나이트계 강은 비예먼화 304 스태인레스강으로 구성된다. 이 채료는 용체화 열처리 

조건으로 공급되며， 사용허용기준은 ASTM A262, Method E에 따라 실험하여 제공되 

는 제조회사의 설험자료를 활용한다. 그리고 이 재료를 이용하여 완전히 혹은 부분적 

으로 제작한 부품은 800 - 1500 0 F (426.7 _ 815.6 0 q의 온도범위에 노출되는 것을 예 

민화 반용파 연계해서 금지하고 있다. 

5 FN delta ferrite 이상을 합유하는 이상 오스테나이트 스테인레스강 (주조품， 용 

접품， 용착금속)은 예민화 반용이 일어나지 않으므로， 비예먼화 처리를 고려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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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eI w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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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uplex 스테인레스강에서는/ 크롬-철 탄화물이 800 - 1500 0 F (426.7 _ 815.6 0 q의 온 

도범위에서 ferritel austenite 계변에 우선적으로 석출된다. 이 탄화물 석출물은 오스태 

나이트 스태인레스강이 산화 혹은 극심 분위기에 노출되어도 예민화에 따른 입계균열 

현상을 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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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빼민확 방지 

오스태나이트 스테인레스강의 용첩열영향 부위에서의 얘민확는 다용과 같온 째료 

요구조건I 용접조건올 지켜서 방지하여야 한다: 

- 용접열 인입량: 60 kJ/in 이하 

- Interpass Temperature: 최 고 꽁o • F (176.7 • 디 

- 탄소량: 0.065 96 이하 

대부분의 노내 구조물은 60 kJl in 이하의 용접열 인입량에서 제작되고 있으나I 아 

주 큰 용접부에서는 때때로 그 이상의 용첩열올 사용한다. 이러한 경우는 용첩 

열영향 부위에서의 예민화 정도를 시험편을 쩨작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시험편 

은 탄소량이 구조물 재료보다 적어도 같거나 많온 재료롤 이용하여 부품제조 

시 동시에 제작하여야 하며I 부식시험용 ASTM A708, Strauss Test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마) 빼민화 온도애 노출된 오스빼나이트 스태언헤스캉의 체시험 

복잡한 구조물은 용접시 예민화 온도범위에서 작업되는 것을 피하여야 

하며I 필요시 부품 제작 전과 최종 가공 후에 열적으로 안정확사켜， 소수의 불연속 석 

출물을 형성하게 하여야 한다. 안정화 열처리률 수행할 때， 열처리 용도를 기록하여야 

하며I 구조물 재료보다 탄소량이 같거나 많은 감시용 시햄편율 확보하여야 한다. 열처 

리 후I 시험편올 이용하여 Strauss Test률 통한 부식거동 확인과， 재료조직검사톨 흉한 

예민화에 대한 자유도를 검증하여야 한다. 

(찌 버금속 열차팩 

노내구조물 속에는 비금속 열차폐 재료를 사용하지 않는다. 

(3) 용캡 푸얘 서 의 delta ferrite 조철 

오스태나이트 스태인레스강의 용첩부는 Regulatory Guide 1.31의 건의사항 

에 부합되어야 한다. Delta ferrite 결갱온 ASME Code Section III에 명시원대로 용착 

급속의 각 heat, lot 혹온 heatflot combination에 대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Submerged arc process의 경우I 각각의 wire/flux combination에 대한 delta ferrite 

결갱은 용접부위 자체에서 혹은 모의용접한 시험편율 이용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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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ME Code Section IX Table QW-442에 따르면， 오스태나이트 스태인레스강 용확금 

속에서의 delta ferrite 량온 5-20FN 범위 내로 조철되어야 한다. 

4. 노내구조물 째작공청 

노내구조물용 가능한한 앓고 단순하게 설계되어야 하며t 가공 및 조립， 용첩 둥온 

고도의 정밀도롤 요구한다. 그리고 고청정도톨 요구하므로 작업충에 충분한 청정도를 

유지하여야 하며， 따라서 가공성이 좋지 않온 스태인레스강의 취급시 어려웅이 따론 

다. 원자로기기는 기능상 절대쩍인 품질이 요구되므로 공정상의 품질판리롤 엄격히 

수행하여야 한다. 

노내구조물 국산화는 소재의 국산화와 더불어 가공 및 제작의 국산화와 병행되어 

야 한다. 본 항에서는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의 노내구조물 째착과정 [5J율 검토하여， 국 

산확 추진에 참조하고자 한다. 일본온 68년부터 미쓰버시 중공업올 중심으로 노내구 

조물의 국산화 계획용 수립하고I 70년대 초에 미국의 왜스탱하우사와 기술제휴로 기 

기를 제작， 공급하기 시작하였다. Fig.2.1 .1온 미쓰비시 중공업의 경수로용 노내구조물 

제착수순올 개략객으로 보여주는 그림이며t 각 부품의 제착공청 셜명온 아래에 기술 

하였다. 

노내구조물의 소재는 주로 304 오스태나이트계 스태인레스강으로 구성되어 있으 

며t 스태인레스강용 가공성이 극히 나쁘고 변형이 쉽게 되어 제작이 매우 어렵다. 따 

라서 제작 관련자는 총력을 다하여 노력하고， 개척정신을 발휘하여， 고도의 청밀도를 

확보하고 품질을 관리하는 기술을 개발해 나가야 할 것이다. 

가. 노심통 

노심흉용 원흉형으로 빽연료집합체와 쩨어용의 위치톨 결정해 주는 매우 충요 

한 거대부품이다. 노심흉온 높이가 8m에 이르므로 상후와 하부로 풀활하여 가공한 

후， 용접하여 일체화시킨다. 

(1) 노심룡 가공 

(긴 노심통 노즐가공 

(3) 노심흉의 용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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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노섬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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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들 노심판은 2 - 4 m 간격으로 조립되며， 이때 각 노심판에 있는 구멍용 0.1 mm 

정도의 수직 alignment가 요구된다. 

(1) 노심판 구멍 가공 

(2) 연료지지핀 구멍 가공 

다. 노섬때폴 가꽁 

배플윤 연료집합체의 격납벽을 형성하며 노심통 내부에 위치하는 박판으로 구 

성되어 있으며， 명면도가 특히 요구되는 부품이다. 스태인레스강온 열전도도가 나쁘므 

로， 절삭시 발생하는 열때문에 변형이 발생하기 쉽다. 따라서 적정한 절삭공구와 특수 

한 절삭열 제거 방안이 필요하다. 그리고 앓윤 비자성체 박판올 취급하기 위하여 진 

공압착식 clamp가 필요하다. 

라. 크라스타 안내훨 가공 

크라스타 안내판은 운천중에 제어봉의 원할한 옴직임올 보장하여야 하는 매우 

중요한 부품이다. 

(1) 중앙판 가공 

(2) 주위판 가공 

(3) 용접 및 열처리 

(4) 계측 및 통과시험 

마. 노내구조물의 조렵 

노내구조물의 조립온 기계조립으로만 구성된 것이 아니라 용첩작업파 계측작 

업이 혼재된 극히 복잡한 공정으로 되어 있다. 조립파정에서 특히 고려해야 할 사항 

은 부품의 청정도 유지， 용첩변형의 고려l 종합척 alignment 및 노심판 수명유지 둥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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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섬 배플의 조립 

(2) 노심환 수명조정 

(3) AIigrunent 측정 

(4) 세정 및 청정도 유지 

바.포장및운송 

노내구조물은 상부구조물파 하부구조물로 나누어 천용 운반기에 탑재하여 운 

송한다. 총중량이 매우 무거우므로 진동방지에 만천올 기하여야 환다. 이롤 위해 여러 

방진 방안을 고안하고 있으며， 품질열화 방지를 위하여 방습에도 흑별한 배려를 하여 

야 한다. 운송천의 최종세정을 마친 후에는 강제 건조를 시켜 수분을 완전히 제거하 

고， 밀봉포장을 실시하여야 하며， 경제성과 기능성을 고려하여 포장재료롤 엄선하여야 

한다. 

사. 품철환라 

노내구조물의 철저한 품질관리로 결합없는 완성품올 만툴기 위하여 껄계도 검 

토에서부터 재료발주 시방서 검토， 전공정의 작업표준 껄정에 이르기까지 준비에 만 

전을 기하여야 한다. 재료관리 시스햄l 품질검사 시스탬， QC sticker 시스탱 등의 시스 

햄에 더불어 품질향상올 위한 팀활동 동의 품질관리 활동올 집대생하여 완천한 최종 

제품올 생산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5. 노내구조물의 손장원인 빛 사혜 

경수로 노내구조물의 건전생과 밀첩한 연판이 있는 대표객 인자로는 경수로의 고 

온I 고압수 환경과 중생자조사/ 냉각수흐름I 열용력 둥올 들 수 있다. 경수로 냉각수 

는 빼른 속도로 노섬 명역올 지나면서 방향이 바해어 노내구조물에 고주기 진동에 따 

른 반복하중을 가한다. 따라서 in-core flux tube 혹은 guide tul뚱와 같온 작거 나 가는 

부품들온 빼른 유체에 의한 피로손상을 입을 수 있다. 노섬에 놓이는 대형의 노내구 

조물은 위치에 따라 냉각수의 온도가 다르고 감마열이 다르므로 열용력이 발생한다. 

그리고 노내구조물 자체의 중량파 압력차이I 볼트조임 퉁은 또다론 용력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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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종류의 용력원과 냉각수의 환경 동은 대형 노내구조물에 부확훤 많용 불트와 

핀에 특히 손상을 가하여 파손을 유발한다. 대부분의 부품 손상용 어떤 특정한 원인 

하나에 기인하기 보다는 여러 원인이 동시에 복합객으로 작용하여 발생하므로 손상원 

인들의 상대적 중요성 및 중첩성을 감안하여야 한다. 현재까지 노내구조물에서 발생 

하고 있는 부품의 열확원인과 손상사례 [1]롤 정리하면 다옴과 같다. 

가. 피 로 (Fatigue) 

경수로의 노내구조물 셜계시 ASME Section III에 제시된 소재에 대한 피로곡 

선 기준을 고려해 준다. ASME 기준은 충분한 보수성을 갖고 있으며， 피로수명의 예 

측올 위하여 Miner’s rule올 토대로 한 cumulative fatigue usage를 따라 총체적인 

피로손상올 계산하고 있다. 그리고 고주기피로 손상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알려진 

fatigue limit 개념올 도입하여/ 스테인레스강의 경우는 일반척 강재보다 훨씬 긴 1011 

주기를 기준으로 fatigue limit를 결정하였으며I 볼트용 고강도강재는 106 주기를 기준 

하였다. 

노내구조물의 설계에서 비록 피로손상에 대한 기준을 만족하도록 하였으나， 피로 

곡선이 경수로 냉각수 분위기가 아닌 공기중에서의 실험결과롤 바탕으로 하였으며， 

열용력에 의한 저주기 피로현상을 완전 배제할 수 없고， cumulative fatigue usage 적 

용의 한계성 둥으로 노내구조물의 피로손상올 완전히 방지할 수는 없는 실정이다. 

두 기의 CE 발전소에서 열차폐체 지지물이 냉각수 흐름에 의한 진동하중에 의하 

여 손상올 입었다. 1983 년에 St. Lucie Unit 1 (7년 가동) 에서 9 개의 열차폐체 지지 

핀 중에서 2 개， 그리고 상부 위치조정핀 9 개 중에서 2 개가 손실되었고， 나머지 핀 

들도 마모 혹은 손상됨 것을 발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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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거 후， 노심통에서 관통 균열이 발견되었으며， 그 원인으로 열차폐체 지지물이 노심 

통에 부차척 하중을 가하였기 때문으로 추정되었다. 그 후부터 지지핀에서의 피로손 

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열차폐체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 

그 외에도 Westinghouse의 옛 모렐의 열차폐체 볼트， B&W의 감사시편 지지관과 

제어용 뭉치， 핵연료 집합체 hold-down spring 둥에서도 부분적으로는 피로손상이 보 

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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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식분위기는 피로수명과 피로한계롤 저하시킬 수 있다.BWR 훈위기에서는 10‘ -
105 주기범위에서 피로강도훌 낮추어 준다고 보고되어 었다.PWR 환경에서도 불트나 

핀， 용접부위 퉁에 존재하는 crevice 혹온 용력집중 부위， SCC 균열 부위 동에서 피로 

손상의 발생가능성온 충분히 예상된다. 따라서 ASME Code Comrnittee에서는 PWR 

환경에서의 고주기 피로곡선을 조사하고 있으며， 가까운 장래에 ASME Code에 부식 

피로에 대한 지챔이 추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냐. 업빼융랩푸식균열 (IGSCC) 

예민화 스태인꽤스강의 IGSCC는 BWR의 경우 심각한 손상훤인으로 알려져 

있으나， PWR의 경우는 냉각수 조건의 차이 때문에 거의 발생하지 않는것으로 보고 

되었다. 그러나， 고강도 핀， 불트， 스프링 재료로 사용되고 있는 X-750 합금 (Alloy 

X-75O) 과 A-286 합금 (Alloy A-286) 에셔는 IGSCC 손상이 빈번히 발생하였다. 

X-75O 합금의 IGSCC 손상용 Westinghouse 발전소의 제어봉 안내판 하부에 부확 

된 split pin에 서 발견되 었다. 1978 년 얼본 Mihama Unit 3에 서 split pin이 손상되 어 

종기발생기 속에서 발견되어， pin율 조사한 결과 105 개 중에서 104에서 균열 존재 

가능성이 검출되었다. 국내의 고리 1호기에서도 제 8 차 정기보수검사시에 제어봉 안 

내관의 flexure head 2개가 절손되어 housing plate 위에 떨어져 있는 것이 발견되었 

으며， 그 외에도 수 개의 f1exure가 헐거워져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6]. 

X-750합금외 IGSCC 손상사례는 Westinghouse 발천소 뽑만아니라 Frama- tome, 

KWU 둥 대부분 발전소에서 발견되었다. X-75O 합금의 미세조직이 IGSCC 현상과 

칙결되어 있는 것으로 판명되어 얼처리 조건올 엄격히 규제하여 IGSCC 손상율 방지 

하고 있다. 

A-286 합금온 시효정화된 오스테나이트 스태인레스강으로 B&W 발전소의 열차폐 

체 지 지불트로 사용되 어 왔다. 1981 년 Oconee Unit 1의 10 주년 정 기 검사에서 다수 

의 불트가 손실되고 96 개 중 94 개가 손상된 것율 발견하였다. 그 후에도 손상온 계 

속 발견되어 A-쟁6 합금의 열화 원인으로 간주되었다. 

A-286 합금의 IGSCC는 부식환경， 마멸 그리고 피로 풍의 혼합객인 요소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사료되고 있다. 실험실 연구에서 열처리전의 40-5096 정도외 냉간 

가공 혹온 볼트 제착시 수행한 hot heading온 IGSCC에 예민한 재료조칙옳 갖게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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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보고되었다. 용체화 처리된 재료톨 냉간가공하면 업계 주위에 dislocation이 

집적되어 열처리시에 업계에 우선적으로 석출물이 형성되게 한다. 볼트의 hot 

heading 공정은 일반적으로 재결정 온도 부근에서 수행하는 단조공정율 포함하고 있 

어， IGSCC 손상에 예민한 열영향부위롤 형성시킨다. 

다. 마모 (Wear) 

In~core neutron flux monitor thimble tube는 유체의 흐름에 의한 진동때문에 

튜브 자체 혹은 안내판올 마모시킨다. Westinghouse 발전소행에서 특히 하부노심판과 

연료집합체 사이에서 thimble tube는 일차 냉각수에 칙첩 노출되어 있으며I 이 부분에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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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nning율 교체 기준으로 정하고 있다. CE 및 B&W 발전소에서는 셜계의 차이 때문 

에 thimble tube의 마모 손상온 발견되지 않았다. 그 외에도 노내구조물에서 마모손상 

은 key 혹은 pin, 그리고 노심흉 flange 부위에서도 마모 현상온 일부 판찰되기도 하 

였다. 

라. 즈태언혜스강 주죠품의 열취화 (Ther뼈1 Embrittlement) 

노내구조물 중에서 CE 발전소형의 upper guide structure assembly, CRA 

shroud는 Grade CF~8 주조 킹느테인레스강올 사용하고 었다. 이러한 주조품은 

ferrite/ austenite 미세조직 중에서 ferrite 조칙이 변화되어 열취화 현상을 일으킨다. 

Austenite 상은 열취화 저항성이 매우 좋아 장시간 노출되어도 연성을 갖고 있으나I 

ferrite 상은 얼취화에 예민하여 연성율 앓는다. 따라서 주조품 내에 존재하는 ferrite 

함량에 따라 얼취화 현상온 의폰하게 된다. 

마. 일차냉각수 용력부식균열 (PWSCC) 

인쿄넬 600온 PWSCC에 취약하며， 충기발생기 전열판， CRDM nozzle, 가압 

기 둥에서 손상사례가 많이 보고되었다. 노내구조물 중에서도 인코넬 600은 c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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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bilizer lug, flow baffle(CE), 혹은 core support pad (Westinghouse) 동에서 소량 

사용되고 있다. 인코넬 600이 사용되고 있는 부품의 위치가 낮온 온도 영역이라 

PW5CC의 발생 가능성이 낮으나， 배제할 수만은 없다. 

바. 조사취 화 (Radiation Embrittlement) 

스테인레스강과 인코넬은 고속중성자 속에서 인장성질에 영향을 받는다. 일반 

적으로 304 스태 언레스강은 연성 이 1019 n/cm2 (>1 MeV) 갱도에서 급격히 감소되 기 

시작하여， 1 X Hr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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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따ry Unit 1에서의 조사 

결과 상당 부분이 조사취화의 가능성을 내포하였다. 

인코넬 600의 경우 조사에 의한 연성감소 현상은 304 스태인레스강파 유사한 거동 

을 나타내었다. 연성의 감소는 2 X 1020 n/cm2 (>1 MeV)에서 급격히 시작되어 1 X 

1021 n/ cm2 (>1 Me찌 이상의 조사량에서 10 % 이하로 감소되었다. 

사. 용력 이 완 (Stress Relaxation) 

노내구조물에 사용되고 있는 볼트는 초기 셜치시에 높은 용력이 가혜져 있다. 

그러나 높은 운전온도에서 장시간 가동되며 중성자 조사를 받으면 이툴 볼트는 용력 

이완 현상이 일어나 느슨해지면서 가해져 있는 초기용력을 잃게된다. 중성자 조사는 

이러한 용력이완 현상을 촉진시킨다. 일반적으로 초기에 가해진 용력 138 MPa (20 

ksi)은 6 X 1019 n/cm2 (>1 MeV) 조사량에서 69 MPa (10ksi) 정도로 감소된다고 알 

려져 있다. 볼트의 용력이완에 의한 손상은 피로손상 효파와 복합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므로I 피로손상파 함깨 검토되어야 한다. 

아. 쪼사유기용력부식균열(IASCC) 

IASCC(Irradiation Assisted 5tress Corrosion Cracking)온 중생 자 조사하에 서 

째료가 업계부식에 의한 조기 손상을 입는 것을 지칭하며I 스태인레스강온 조사 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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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이용하여 실험실에서 IASCC 경향올 실험한 결과， 5 X 1020 n/αn2 갱도 이상의 조 

사량에서 IASCC 현상을 보였다. 스테인레스강의 입계균열 현상용 1960 년대 초에 관 

찰된 핵연료봉에서의 업계균열을 시작으로， 1970 년대에 BWR 중성자원 훌더와 제어 

봉 홉수관 둥에서 발견되었올 뽑만 아니라 계장안내관 동의 낮은 용력 부품에서도 

IASCC 현상이 관찰되었다. 따라서 IASCC 현상은 모든 원자로의 일반객 문제로 알려 

졌다[1-7]. 

최근들어 노내 구조물의 정기 검사에서 입계균열을 발견가능하게 되어， 원자로의 

운전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감소하였다. 그러나I IASCC는 수선비 관점에서 혹온 수선 

이 어려운 부품에서 발생활 가능성 등의 관점에서 중요하다. 현재 경수로에서의 

IASCC 기구와 영향올 예측， 평가하기 위한 국제공동 연구그룹이 형성되어 활발한 연 

구를 수행하고 있다. 

6. 요약 및 건의사항 

PWR용 노내구조물 소재로서 요구되는 재료특성은 크게 조사손상에 대한 저항성 

이 커야하며/ 반복하중에 대한 피로저항성이 좋아야 하고， 고용고압수 분위기에 대한 

내부식성이 양호하여야 한다. 노내구조물 재료로 사용되고 있는 주요소재는 내식성 

및 가공성/ 용접성 퉁이 우수한 304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레스강이다. 

현재까지 보고된 노내구조물의 파손사례는 크게 냉각재 유동에 의한 피로손상， 재 

료예민화에 따른 부식손상， 미세조직의 변환에 기인한 열취화I 중성자 조사와 연관된 

조사취화 둥으로 나뉘어 진다. 따라서 노내구조물 소재를 국산화하고， 가동중 노내구 

조물의 건전성 평가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분석된다. 

- 피로특성 연구: 국산 소재의 처주기 피로뿔 만아니라 고주기 피로륙성을 시험하 

여 ASME Code 의 재료규격 만족여부를 확인하고I fatigue limit를 측정한다. 아율러 

원자력 환경조건을 모사한 부식피로 특성율 파악한다. 

- 미세조직 예민화 특성연구: 제조공정에 따른 재료의 미세조직올 분석하고， 예민 

화 특성을 예민화 온도， 열처리 시간 동의 변수 영향을 정립한다. 예민화에 따른 입계 

석출 탄화물의 상분석과 크롬결핍충 분석 둥을 통하여 예민화 mechanism올 규명하고 

kinetic올 연구한다. 주조 조직의 상안정성을 조사하여 열취화 현상율 파악하고， 용접 

열영향 부에셔의 미세조칙을 관찰하여 소재의 용접성과 용접부 재료물성을 파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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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SCC/RIS 연구: 합금원소 및 불순물의 확산 거동율 연구하여 RIS의 

mechanism을 규명하고， 조사편석현상율 모사할 수 있는 열쳐리 방법올 흉하여 원소 

들의 업계면석 거동을 관찰한다. 입계에셔의 원소분포흩 파악하고 피로톡성 혹온 부 

식피로륙성과 연계성을 조사한다. 

- 조사취확 연구: 중성자 조사에 따른 재료의 취화， 특히 인장성질과 충격강도의 

변화를 파악한다. 조사량에 따른 미세조칙의 변화흩 판활하고， 피로복성과 업계부식 

톡성과 연계성을 연구한다. 모재 뽑만아니라 용접부의 조사취화 특성올 추적한다. 

노내구조물 재료의 국산화는 소재의 톡성파악파 동시에 소재의 재조/가공 또한 매 

우 중요하다. 따라서 공동목표롤 달성하기 위해서 원자력연구소 뿔만아니라 철강업계， 

기기제조업체 둥과 공동으로 연구롤 추진해야 한다. 시껄율 확보하고 기술율 자립하 

며， 신뢰성 있는 품질율 보증할 수 있율 때 진정한 소재의 국산화와 나아가 재료의 

개선이 이룩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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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1.1 Materials for reactor intemals 

Subcomponent 

Core barrel, thermal shoeld, shorud, 
formers and baffles 

Upper support structure 

Lower support structure 

Flux 야úmbles 

Split pins 

B이it and dowel pins 

Flow núxer 

Cruciform instrument Guides 

Hold-dowm spring 

Radial support key bolts 

Core support pads 

Wes바1때10Use 

Material 

Type 304 sta비ess steel 

Type 304 stainless st엎l 

Type 304 stainless steel; Grande 

CF용 cast stainless steel 

Type 304 cold-worked stainless steel 

Alloy X-750 

Type 316 stainless st얹l 

Gràde CF용 cast stainless steel 

Grade CF-8 cast stainless steel 

Type 403 stainless steel 

Alloy X-750 

Ally 600 

Subcomponent 

Combus닙on En밍neering 

Material 

Core barrel assembly 

Upper guide structure assembly 

Core shorud assembly 

Hold-down ring 

B이ts and pins 

Wear surfaces 

Flow baffle 

Core stabilizer lugs 

a. Some early designs. 

Type 304 stainless steel; Alloy A-286 

Type 304 stainless steel; Grade CF용 

cast stainless steel; Alloy A-286 

Type 304 stainless steel 

Type 304 stainless steel 

Alloy A-286 and Type 316 s때inl않s steel 

Chrome plating; Stelite 25 hardfacing 

Alloy 600 

Alloy 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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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1.2 Material specifications for PWR reactor internals

nDnu

a*
Jis
SUN304

ASME

SA193B

8M
ASME

SB637

UNS

No.7750

(X-750£

&)

<b 9 A ft (96)

C

^0.08

^0.08

<0.08

Si

^1.00

<1.00

<0.50

Mn

^2.00

<2.00

^1.00

Ni

8.00

-10.50

10.00

-14.00

S 70.00

Cr

18.00

-20.00

16.00

-18.00

14.00

-17.00

Mo

-

2.00

-3.00

Fe 5.00

-9.00

YS(kg

2:21

>56.2

>63.3

UTS(k

gf/raf)

>53

^70.3

2:98.4

Elong(

%)

^40

>20

^18

Table 2.1.2 Material specifications for PWR reactor internals 

l 
*Ng 

| 

化 學 成 分 (%) YS(kg UTS(k Elong( 
部n& 規格

f/l빼) gf/l빼) %) 
C Si Mn Ni Cr Mo 

노내구 JIS 8.00 18.00 
~0.08 ~1.00 ~2.00 ~21 ~53 으 40 I 

조물 SUN304 -10.50 -20.00 

ASME 

볼트 
10.00 16.00 2.00 

SA193B ~0.08 ~1.00 ~2.00 는 56.2 ~70.3 ~20 
-14.00 -18.00 -3.00 

8M 
ASME 

SB637 

UNS 14.00 Fe 5.00 
핀 ~0.08 ~0.5O ~1.00 ~70.00 ~63.3 ~98.4 ~18 

No.775O -17.00 -9.00 

(X-75O合

옳) 



Table 2.1.3 Material specifications for BWR reactor internals

SUN304

SUN 304 L

« ^ ^ * 304

SUN 316

SUN 316 L

«*t<N* 316

XM-19

SCS 13 A

SCS 16 A

SCS 19 A

Incond 600

inconcl x-750

<b * * ft (%)

c

£0.08

£0.03

£0.02

£0.08

£0.03

£0.02

£0.06

£0.08

£0.03

£0.03

£0.15

£0.08

Si

£1.00

£1.00

£0.75

£1.00

£1.00

£0.75

£1.00

£2.00

£1.50

£2.00

£0.50

£0.50

Mn

£2.00

£2.00

£2.00

£2.00

£2.00

£2.00

400
/6.00

£1.50

£1.50

£1.50

£1.00

£1.00

P

£0.045

£0.045

£0.040

£0.045

£0.045

£0.040

£0.040

£0.040

£0.040

£0.040

£0.030

£0.030

S

£0.030

£0.030

£0.030

£0.030

£0.030

£0.030

£0.030

£0.040

£0.040

£0.040

£0.015

£0.015

Ni

8.00
/10.50

9.00
/13.00
8.00

/10.50
10.00

/14.00

12.00
/15.00
10.00

/14.00
11.50

/13.50
8.00

/11.00

9.00
/13.00

8.00
/12.00

£72.00

a 70.00

Cr

18.00
/20.00

18.00
/20.00
18.00
/20.00
16.00
/18.00

16.00
/iaoo
16.00
/18.00
20.50
/2350
18.00
/21.00

17.00
/21.00

17.00
/21.00

14.00
/17.00

14.00
/17.00

Fe

bal

bal

bal

bal

bal

bal

bal

bal

bal

bal

6.00/1
0.00

5.00/9
.00

Mo

-

2.00
/3.00

2.00
/3.00
2.00/
3.00
1.50
/3.00

2.00
/3.00

N

-

£0.12

£0.12

0.20
/O.40

-

Cu

-

-

-

-

-

£050

£050

Al

-

-

-

-

-

0.40
/1.00

Ti

-

-

-

-

-

2.25
/2.75

Nb
+Ta

-

-

-

-

-

-

-

0.70
/1.20

-

-

C+N
£0.13

-

C+N
£0.13

Nb 0.10/0.30
V 0.10/0.30

-

-

a w tto « K

0.2%YS
(kg£W)

£21

£18

£21

£21

£18

£21

£38.6

£21

£21

£21

£25

£81

UTS
(kgftW)

£53

£49

£53

£53

249

£53

£705

£49

£49

£49

£56

£119

£*!#
(96)

£40

£40

£40

£40

£40

£40

£35

£33

£33

£33

£30

£18

R/A
(%)

£60

£60

£60

£60

£60

£60

£55

-

-

-

-

-

Table 2.1.3 Material s홈cifications for BWR reactor intemals 

l 
*N
>

| 

11: ~ ~ 分 (%> • • I'I\J tt 홈 

Nb 
기타 

O.296YS UTS 연신톨 lVA 
C Si Mn P s Ni Cr Fe Mo N Cu Al Ti 

+Ta (kgf/_> (kgf/.> (%) (%) 

SUN3I껴 ‘ o.æ ‘1.00 ‘ 2.00 
8.00 18.00 

;;:21 ;;:53 늘40 ~60 ‘0.0뼈 ‘oαlO 뼈l 
/10.50 120.00 

SUN 31껴 L ‘ 0.03 ‘1.00 :0;2.00 
9.00 18.00 

;;:18 ;;:49 늘40 훌60 ‘ 0.045 ‘ 0.030 뼈l 
/13.00 /lO.oo 

믿자력용 X껴 
8.00 18.00 C+N 

융 40 늘60 ‘ 0.02 ‘ 0.75 :0; 2.00 ‘0.0뻐 ‘ 0.030 뼈l ‘ 0.12 ;;:21 ;;:53 
/10.50 /lO.oo :0;0.13 

SUN 316 ‘ o.æ 
10.00 16.00 2.00 

;;:53 늘40 늘60 ‘1.00 ‘ 2.00 ‘ o.여5 ‘ 0.030 빼l ;;:21 
/14.00 /18.00 13.00 

SUN 316 L ‘ 0.03 ‘1.00 :0;2.00 
12.00 16.00 2.00 

;;:18 ;;:49 늘40 훌60 ‘ 0.0뼈 ‘ 0.030 뼈l 
/15.00 /18.00 13.00 

원자력용 316 ‘ 0.02 
10.00 16.00 2.αv C+N 

늘40 ~60 ‘oπ :0;2.00 ‘0.0뻐 ‘ 0.030 뼈l ‘ 0.12 ;;:21 ;;:53 
/14.00 /18.00 3.00 ‘ 0.13 

XM-19 ‘ 0.06 
4.00 11.50 20.50 1.50 0.20 Nb O.H\매.30 

융35 융55 ‘1.00 ‘0.0뻐 ‘ 0.030 뼈l ;;:38.6 ‘:πz 16.00 /13.50 !l3.50 13.00 10.40 V 0.10/0.30 

SCS 13 A ‘ o.æ 
8.00 18.00 ‘:49 늘33 ‘ 2.00 ‘ 1.50 ‘0.0뻐 ‘0.0뻐 뼈l ;;:21 

111.00 /21.00 

SCS 16 A ‘ 0.03 
9.00 17.00 2.00 

늘33 ‘1.50 ‘1.50 ‘ 0.040 ‘0.0째 bal ;;:21 ;;:49 
/13.00 /21.00 13.00 

SCS 19 A ‘ 0.03 
8.00 17.00 ‘:49 ~33 ‘ 2.00 ‘ 1.50 ‘0.0째 ‘ 0.040 뼈l ;;:21 

/12.00 /21.00 

14.00 6.00/1 
lnconc1 600 ‘ 0.15 :0;0.50 :0;1.00 :0; 0.αm ‘ 0.015 0:72.00 ;;:0.50 ;;:25 ;;:56 융30 

/17.00 0.00 

inconcl x-750 ‘ o.æ 
14.00 5.00Æ o.뻐 2.25 0.70 

흐 18 ‘ 0.50 ‘1.00 ‘ 0.030 ‘ 0.015 ;;:70.00 ;;:0.50 ;;:81 ;;:119 
/17.00 .00 /1.00 /2.75 /1.20 



Table 2.1.4 Materials for YGN 3&4 reactor internals

forging

plate

137.5" ODX 123.5" IDxKTH

144.25" OD x 131.0" ID x 7.625"H

162.75" ODX 128.125" IDxKTH

163.25" OD x 137" ID x 16.5"H

4.75" x 5.75" x 24.5"

65.0"x ODX45.25"x IDxl7.75"H

8" x 185" x 19.75"

157.5" x ODx 140" x ff)x453"H

12.25" x OD x 4.5"

2.81" x 3" x 6.43"

2.81" x 3" x 9"

120 x 230 x 680

SUB-TOTAL

0.125" T x 900 x 1200

0.188" T x 2438 x 4500

4s *

1

1

1

1

12

2

4

1

3

43

2

4

1

6

4 4

SA-18234 SS

SA-182.304 SS

SA-182,304 SS

SA-182,304 SS

SA-182304 SS

SA-18&304 SS

SA-182,348 SS

SA-182 F6NM

SA-182/479,304 SS

SA-182304 SS

SA-182304 SS

SA-638.GR 660

SA-240,304 SS

SA-240,304 SS

-f'^/'cWkg)

3,775.0

2.873.0

14,568.0

13.436.0

88.0

3,993.0

385.0

2.437.0

70.0

7.1

10.0

150.7

27.5

420.5

# 3 (kg)

3.775.0

2,873.0

14,568.0

13.436.0

1.056.0

7,986.0

1,540.0

2,437.0

210.0

305.3

20.0

620.8

48,809.1

275

2.523.0

a] JL

UGS Lower Flange

CSB Lower Flange

UGS Upeer Flange

CSB Upeer Flange

CSB snubber lug

CSB Nozzle

CS Guide Lug

Hoddown Ring

Lifting Fig Guide

Inst Support Beam

Inst Support Beam

Alignment Key

l 
iFNN 

l 

Table 2.1.4 Materiais for YGN 3&4 reactor intemals 

풍 
규 격 수 량 채 젤 중량/단위 (kg) 중량 (kg) ~l 고 

목 

137.5’ OOX 123.5" IDx 1α’H I SA-I82，3(껴 SS 3，η5.0 3,775.0 UGS Lower Flange 

144.25" Oox 131.0" IDx7.~’H I SA-I82，31껴 SS 2,873.0 2，업3.0 CSB Lower Flange 

162.75" Oox 128.1 25" IDx 1000H SA-I82，3(씨 SS 14.당ì8.0 14,568.0 UGS Upeer Flange 

163.25" 00 x 137’ IDX 16.5’ H SA -182,304 SS 13,0).0 13.436.0 CSB Upeer Flange 

4.75H
X 5.75’ x 24.5’ 12 SA -182,304 SS 88.0 1.α56:。 CSB snubber lug 

65.O" x Oox45.25"X IDx 17.75"H 2 SA-l없，304 SS 3，앉ß.O 7，얹영5.0 CSB Nozzle 

forging 8" x 18.5" x 19.75’ 4 SA-l없，348 55 훌15.0 1，혀0.0 CS Gulde Lug 

157.5’ x OOXl뼈H X ID x 4.53"H 1 SA-I82 F6NM 2.쟁7.0 2，쟁7.0 Hoddown 뻐ng 

12.25’ x 00 x 4.5" 3 SA-IB:ν4’79，31:껴 SS 70.0 210.0 Lifting Fig Guide 

2.81‘ x 3’ x 6.쟁” 43 SA-I82，31껴 SS 7.1 3æ.3 Inst Support Beam 

2.81" x 3’ x 9" 2 SA -182,304 5S 10.0 20.0 Inst Support Beam 

120 x 230 x 앉Ð 4 SA→갚I8，GR 660 150.7 620.8 Alignment Key 

SUB-TOTAL 쟁，æ9.l 

0.125" T x 앉)() x 1200 I SA-24αX껴 SS 27.5 27.5 
plate 

0.188" T x 2438 x 4500 6 SA-240，3(껴 SS 420.5 2，쟁’，523.0 
L• 」←



Table 2.1.4 (Continued-1)

plate

ft 3

0.375" T x 1829 x 6096

0.5" x 1524 x 4000

0.875" T x lg29 x 9144

0.875" T x 2438 x 9144

1.0" T x 1241 x 1524

1.0" T x 2438 x 9144

1.12" T x 1214 x 1524

1.75" T x 3048 x 3048

1.75" T x 3048 x 6096

2.0" T x 1219 x 4300

2.5" T x 2438 x 3048

2.625" T x 3352.8 x 5700

2.75" T x 2438 x 3352.8

3.0" T x 3962 x 5700

3.0" T x 3048 x 5400

2

1

2

2

1

I

1

1

3

1

1

2

1

2

2

A *

SA-240,304 SS

SA-240,304 SS

SA-240,304 SS

SA-240,304 SS

SA-240,304 SS

SA-240,304 SS

SA-240,304 SS

SA-240,304 SS

SA-240,304 SS

SA-240,304 SS

SA-240,304 SS

SA-240,304 SS

SA-240,304 SS

SA-240,304 SS

SA-240,304 SS

f13/0*1 (kg)

852.5

621.5

2,983.7

3,977.2

6,060.6

4,545.4

422.5

3,315.0

5,303.0

2,137.5

3,787.8

10.228.6

4,583.3

13.813.8

10,067.8

f " S (kg)

1,705.0

621.5

5,967.4

7,954.4

6,060.6

4^45.4

422.5

3,315.0

15,909.0

2,137.5

3,787.8

20,57.2

4583.3

27.627.6

20,135.6

’Table 2.1.4 (Contin뾰d-1) 

, 
ι
!
N
ω
 

| 

홈 목 규 격 수 량 째 철 충량/단위 (kg) 중량 (kg) 

0.375" T x 1829 x 6096 2 SA-240,304 SS 앉52.5 1,7CE.0 

0.5’ x 1앓4 x 4αm SA-240，3C껴 SS 621.5 621.5 

0.875" T x 1829 x 9144 2 SA-240，3C껴 SS 2，앉n.7 5,967.4 

0.875‘ T x 2438 x 9144 2 SA-240，3C껴 SS 3，9'π2 7，앉54.4 

1.0'’ T x 1241 x 1524 1 SA-240，3C껴 SS 6;아lO.6 6;아lO.6 

1.0'’ T x 2438 x 9144 SA-갱0，304 SS 4,545.4 4혀5.4 

1.12" T x 1214 x 1524 1 SA-240，3C껴 SS 422.5 422.5 

1.깨’ T x 3048 x 3048 SA-240，3C껴 SS 3,315.0 3,315.0 
pJate 

1.75’ TX 3(μ8 x 6096 3 SA-240，3t:껴 SS 5,303.0 15，앉)9.0 

2.0" T x 1219 x 4300 SA-240，3C껴 SS 2,137.5 2,137.5 

2.5" T x 2438 x 3048 SA-240，3C껴 SS 3,787.8 3,787.8 

2.625’ T x 3352.8x 5700 2 SA-240，3C껴 SS 10.228.6 20,57.2 

2.75" T x 2438 x 3352.8 SA-240，3C껴 SS 4，앉13.3 4,583.3 

3.σ’ T x 않훌2 x 5700 2 SA-갱O，3C껴 SS 13.813.8 Z7.6Z7.6 

3.0" T x 3048 x 혀00 2 SA-240,304 SS 10,067.8 20,135.6 



Table 2.1.4 (Countinued-2)

Plate

Round Bar

if 3

3.0" T x 2100 x 6000

3.0" T x 1829 x 5700

3.5" T x 3352.8 x 3352.8

4.0" T x 914.4 x 6000

4.0" T x 3352.8 x 6000

4.0" T x 914.4 x 6000

4.5" T x 3657.6 x 3357.6

SUB-TOTAL

0.125" OD x 600

0.25 " OD x 1000

0.25" OD x 500

1.125" OD x 6000

1.25" OD x 1000

1.25" OD x 1500

2.5" OD x 2300

T= $

1

2

1

1

1

1

1

1

1

1

1

1

1

1

SA-240,304 SS

SA-240,304 SS

SA-240,304 SS

SA-240,304 SS

SA-240,304 SS

SA-240,304 SS

SA-240,304 SS

SA-638.GR 660

SA-479,304 SS

SA-479.S21800

SA-453.GR 660

SA-479.304 SS

SA-638.GR 660

SA-479,S21800

*3 /#*Ukg)

7,707.2

6,377.0

8,022.0

4,027.1

9,168.1

909.2

12,274.6

-

0.3

0.1

30.9

6.4

9.5

58.5

f"£ (kg)

7,707.2

12,754.0

8,022.0

4,027.1

9,168.1

909.2

12,274.6

182,642.5

-

0.3

0.1

30.9

6.4

9.5

58.5

UGS Support plate

Table 2.1.얘 (Countinued-지 

품 l-a1 규 격 수 량 재 철 충량/단위 (kg) 충량 (kg) I 비 고 

3.0" T x 2100 x 6(XX) 5A -240,304 55 7,700.2 7,700.2 

3.0" T x 1829 x 5700 2 5A-24O,304 55 6,m.0 12,754.0 

3.5" T x 3352.8 x 3352.8 I 5A -240,304 55 8，'α~.O 8，1α~.O 

4.0’ T x 914.4 x 6(XX} 5A-24O,304 55 4,027.1 4,027.1 
Plate 

4.0" T x 3352.8 x 앉XlO I SA -240,304 S5 9,168.1 9,168.1 UGS Support plate 

힐 
4.0" T x 914.4 x 6000 SA -240,304 5S 009.2 009.2 

4.5" T x 3657.6 x 3357.6 SA-24O,304 SS 12,274.6 12,274.6 

5UB-TOl‘AL 182,642.5 

0.125" 00 x 600 5A -638,GR 660 

0.25 .. 00 x 1αm SA-4깨，304 55 0.3 0.3 

0.25’ 00 x 500 I 5A-4깨，521lm 0.1 0.1 

Round Bar 1.125’ 00 x 6(XX} I 5A -453,GR 660 30.9 30.9 

1.껑’， 00 x 1αm I 5A -479,304 55 6.4 6.4 

1.껑 .. 00 x 1딩m 1 5A -638,GR 660 9.5 9.5 

2.5" 00 x 2300 5A -479,521lm 58.5 58.5 



Table 2.1.4 (Countinued-3)

Round Bar

Flat Bar

2.562" OD x 5000

2.625" OD x 4000

2.65" OD x 1000

3.75" OD x 4000

4.0" OD x 6096

4.0" OD x 4500

4.0" OD x 1100

5.0" OD x 700

5.75" OD x 3000

6.5 " OD x 1000

SUB-TOTAL

95 x 9.5 x 4000

42 x 80 x 1500

46 x 135 x 2000

150 x 200 x 2000

SUB-TOTAL

1

9

1

2

12

1

1

1

1

1

2

1

1

1

SA-479,304 SS

SA-638.GR.660

SA-479,304 SS

SA-479,304 SS

SA-479,304 SS

SA-479,347 SS

SA-479.S21800

SA-479321800

SA-479,347 SS

SA-479,304 SS

SA-479,304 SS

SA-479.S21800

SA-479348 SS

SA-479.S21800

f-#/<2*Kkg)

133.5

112.1

28.6

228.6

396.7

292.9

71.6

71.2

403.4

171.9

2.9

40.5

74.8

481.6

# # (kg)

133.5

1,008.9

28.6

457.6

4,760.4

292.9

71.6

71.2

403.4

171.9

7,506.7

5.8

405

74.8

481.6

602.7

Ta예le 2.1.4 (Coun뻐ued-3) 

l 
&Nm 

| 

홈 욕 규 칙 수 량 1껴 질 중량/단쩌 (kg) 중량 (kg) 

2.562’ 00 x 5(XX) I 5A-479，3(껴 55 133.5 133.5 

2.625'’ 00 x 4(XX) 9 5A-εJ8，GR.앉ìO 112.1 1 ，'α~.9 

2.65’ 00 x 1αm 5A -479,304 55 28.6 28.6 

3.75‘ 00 x 4(XX) 2 5A -479,304 55 228.6 쟁7.6 

4.0'’ 00 x 6096 12 5A-479,304 55 않li.7 4;선’，760.4 

Round Bar 4.0'’ 00 x 4500 I 5A-4’79lÆ 55 292.9 292.9 

4.0'’ 00 x 1100 I 5A-479，521얹m 71.6 71.6 

5.0'’ 00 x πx) I 5A-479，s21얹m 71.2 71.2 

5.75" 00 x nX:J I 5A-479,347 55 400.4 400.4 

6.5 ’ 00 x 1αx) 5A -479,304 55 171.9 171.9 

5UB-TσfAL 7,fJE.7 

9.5 x 9.5 x 4(뻐] 2 5A-479,304 55 2.9 5.8 

42 X !Ð X 1500 5A-4'’79，521얹m 40.5 40.5 

F1at Bar 46 X 135 X 2(XX) I 5A -479,348 55 74.8 74.8 

150 X 200 X 2(뻐] I 5A-479，521얹x) 481.6 481.6 

5UB-TOTAL fIJ2 .7 
」←



Table 2.1.4 (Countinued-4)

Tube/Pipe

Stud

Round. Unt

if 3

1.25" OD x 1.0" ID x 3000

1.75" OD x 1.25" ID x 6096

2.65" OD x 1.562" ID x 5400

3.13" OD x 2.81" ID x 1000

3.5" SCH 80 x 3500

5" ID x 5000 ID x 3700

6.5" ID x 5000 ID x 4000

9.0" ID x 5000 ID x 4000

SUB-TOTAL

1.88" OD x 208

2.75" OD x 44.5 H

GRAND-TOTAL

1

3

204

1

12

6

16

41

16

16

SA-213,304 SS

SA-213,304 SS

SA-213,304 SS

SA-213,304 SS

SA-312,247 SS

SA-240/312,304 SS

SA-240,304 SS

SA-240/312,304 SS

SA-193.GR B8M

SA-194.GR 8M

6.9

37.2

100.7

7.7

65.2

99.8

216.6

113.6

3.0

0.9

3 ^ (kg)

6.9

111.6

20,542.8

7.7

782.4

598.8

3,465.6

4,657.6

30,173.4

48.0

14.4

269,795.8

Table 2.1.4 (Countin뾰d-4) 

l 
AFNg 

| 

홉 ~ 규 격 수 량 "l 철 충량/단쩌 (kg) 충량 (kg) 

1.25’ 00 x 1.0’ ID x 3000 I SA-213,304 SS 6.9 6.9 

1.75" 00 x 1.껑’ ID x 6096 3 SA-213,304 SS 37.2 11 1.6 

2.65’ 00 x 1.앉i2" IDx 댐m 204 SA-213,304 SS 100.7 20,542.8 

3.13’ 00 x 2.81" ID x 1000 I SA-213，~ SS 7.7 7.7 

TublνPipe 3.5" SCH 00 x 않500 12 SA-312,247 SS 65.2 782.4 

5’ ID x 5(0) ID x 3700 6 SA-24CV312，~ SS 99.8 당~.8 

6.5" IDX 5OO) IDX4αm 16 SA-24α~SS 216.6 3,465.6 

9.0" ID x 5(0) ID x 4000 41 SA-24CV312，3:껴 SS 113.6 4,657.6 

SUB-lηTAL 3:>,173.4 

Stud 1.잃H 00 X 었~ 16 SA -193,GR B8M 3.0 48.0 

Round. Unt 2.75’ 00 x 44.5 H 16 SA -194,GR 8M 0.9 14.4 

GRAND-TOT AL 269，πli.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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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 홈 뚫때흉툴릎뿔흩 ￡릎터|댐맴l겼:참 λ| 쩌|훌훌 

훌메훌E 잃 훌훌성짜흘 생함 

채 1 철 서 론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늘어나는 전력 수요를 감당하기 위하여 2006년 63기의 

발전소 건셜을 계획하고 있다. 이 충 원자력발전소는 14기가 계획되어 있으며 발 

전용량으로 구분하면 약 1/2에 해당한다. 원자력 발천소 건셜비의 약 1/4 이상이 

소재 비용으로 소요되고 있으나 대부붐의 소재공급이 수입에 의존되어 있어 원자 

력발전소용 소재의 국산화가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원자력용 소재는 고용， 고압이 

면서 다양한 냉각채 환경에셔 방사선이 조사되는 사용 환경을 만족시켜야 하며， 

또한 긴 수명이 요구되면서 보수 및 교체가 어려우므로 고도의 안전성파 신뢰성을 

요하고 있다. 소재의 국산화는 향후 발천셜비용 소재의 션정， 셜계， 제작 및 보수 

둥의 모든 분야에서 기술적 know-why의 촉척을 가속화 시킬 것이다. 

영광6호기부터 노내구조물을 국내에서 제조하고 있다. 노내구조물의 재료는 

STS304 스테인레스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천량 수입하고 있다. 스태인레스 

강은 국내의 철강업체에서 상용화 되어 있으며 그 기술수준이 세계적이다. 원자력 

급 소재로서 압력용기 및 일차경계 배판용 저합금강이 이미 국산화되어 한국표준 

원전에 공급되고 있는 현실에서， 차기의 국산화 가능 소재로서 노내구조물용 304 

스테인레스강은 일차 후보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원자력용 소재기술과 셜계 

경험을 가지고 있는 한국원자력연구소를 중심으로 스테인레스강 제조업체인 포항 

제철과 공동으로 노내구조물용 훤자력급 304 스태인레스강올 개발하고 국산 시제 

품을 생산하고자 계획하였다. 노내구조물 제조업체인 한국중공업과 긴밀한 업무 

협조하에 노내구조물용 소재로서 요구되는 재료규격을 검토하고 포항제철의 상용 

304 스태인레스강 쩨조공정을 고려하여 최척의 합금성훈율 도출하고 제조공정융 

확립하여 90톤의 시제품올 생산하며 그 시제품의 특성명가톨 홈하여 한국표준원전 

의 노내구조물용 304 스태인뼈스강의 국산화에 토대롤 만들고자 1단계 계획을 수 

립하였다. 

본 연구는 국외의 노내구조물용 재료규격을 기초로 실험합금율 제조하고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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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악을 한 기초 연구결과로부터 최척의 원자력급 304 스테인레스강 합금조성올 선 

정하고， 철강업체의 생산시셜에 적용할 수 있는 재조변수들을 파악한 후l 상용생산 

시설을 이용한 노내구조물용 304 스테인레스강 시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하 

였다. 그리고 시제품올 이용하여 재료조직학적 검사와 인장특성 둥의 기계적 특성 

평가， 예민화 거동 및 부식 특성 명가를 비롯하여 용접부의 기계적， 재료조직적 특 

성올 포함한 용접성을 국내 상용생산재와 외국 생산재와 비교하고 확인하였다. 시 

제품의 재료물성자료는 노내구조물의 셜계와 가동중 건천성 평가를 위한 기초 셜 

계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정리하였다. 앞으로 2단계 연구에서 HANARO롤 이용 

한 중성자조사 실험을 통하여 시제품의 노내 조사거동올 명가하고 그 재료물성을 

생산하면 노내구조물용 304 스테인레스강의 국산화는 완성될 것이고， 노내.외 재료 

물성자료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윤 원자력용 소재 국산확의 큰 계기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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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이론적 고찰 

1. STS 304 째열 강의 규척검토 

통상 범용으로 사용되는 열간 압연 스테인레스 강판 및 강대의 화학성분I 기계 

척성질 및 내식성온 JIS 나 ASTM 규정과 유사한 KS 0 3705-1992에 의하여 분류 

되나 발전소 소재는 ASME 규격에 준하여야 한다는 규제가 었다. (예 ASME 

SA240 Gr.304 , Gr.304L 둥). STS 304강 계통의 규격상 성분범위 및 기계척성질의 

범위는 Table 3.2.1 및 3.2.2와 같다. 

ASME 규격과 KS 규격상 강종별 기계척 성질온 거의 같다고 볼 수 었으며， 합금 

성분의 차이는 Si의 규제가 조금더 엄격하며 N의 상한선이 설정되어 었으며 Ni 

성분의 범위가 낮게 셜정되어 었다는 점이다. 

참고로 GE 규격인 STS 304NG의 성폼 범위톨 보면 C의 합량이 낮으며 

(<0.02w t.%), N 함량을 0.06wt.% 이상으로 규제함과 동시에 Ni 합량의 상한치를 

llwt.%로 낮게 규제하고 있다. 이상의 규격검토톨 통하여 STS 304강은 C 합량율 

낮게 하여 L-grade로 감으로써 내식성올 향상시키고 (L-grade에셔도 C 합량을 더 

욱 낮게 관리) C 저감에의한 강도처하 문제 빛 추가척인 내식성 향상을 위하여 N 

롤 첨가하였옴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시제품 생산올 위해서는 연주 및 압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 합금원소 빛 미량원소의 규제에 대한 상세한 고찰이 필요하 

다. 

2. 발천소용 소책의 생분규째 훨요생 검토 

L-grade 스테인레스강에서 N 합량 중가에 따른 Ni 함량 감소는 강의 6-ferrite 

함량 및 Cr액fNieq 당량비롤 조철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었으며I 이들 두 요소는 

연주 빛 압연에 상당한 영향을 줌으로， 미량 원소 중 C 빛 N 합량 변화에 따라 

Cr 및 Ni 둥의 주 합금원소의 성분범위를 조컬하여 6-ferrite 합량 빛 Cr.억fNi액 당 

량비 변화에 따른 연주성 및 압연성 확보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사료된다. 

제품륙성에 미치는 미량원소는 N, C, P 빛 s 퉁이며 z{ 원소를이 내식성 빛 

IGSCC에 미치는 영향은 Table 2.3과 같다. 일반척으로 스태인레스 강중의 N 합량 

이 종가하면 전면부식량이 감소한다는 사실온 널리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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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2.1 Specifications of Type 304 stainless steels. 

(w t. %) 

Steel C Si Mn P S Ni Cr Cu N Remark 

0.08 0.75 2.0 0.045 0.030 8.0 18.0 0.1 
ASME -

STS max. max. max. max. max. 10.5 20.0 max. 
304 0.08 1.00 2.0 O.여5 0.030 8.0 18.0 

KS 
max. max. max. max. max. 10.5 20.0 
0.03 0.75 2.0 0.045 0.030 8.0 18.0 0.1 

ASME 
STS max. max. max. max. max. 12.0 20.0 max. 
304L 0.03 1.00 2.0 0.045 0.030 9.0 18.0 

KS -
max. max. max. max. max. 13.0 20;0 

STS 0.02 0.75 2.0 0.030 0.005 8.0 18.0 0.5 0.06 
GE 

304NG max. max. max. max. max. 11.0 20.0 max. 0.10 
STS 0.03 1.00 2.0 0.045 0.030 8.5 17.0 0.12 

KS 
304LN max. max. max. max. max. 11.5 19.0 0.22 

Table 3.2.2 Specifications of Mechanical properties. 

Y.S. T.S. El. Hardness 

N/mm2 N/mm2 Remark 
% HB HRB Hv 

STS 205 min. 515 min. 40 min. 202 max. 92 max. ASME 

304 205 min. 520 min. 40 min. 187 max. 90 max. 200 max. KS 

STS 170 min. 485 min. 40 min. 183 max. 83 max. ASME 

304L 175 min. 480 min. 40 min. 187 max. 90 max. 200 max. 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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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2.3 Effect of minor elements on properties. 

Corrosion IGSCC 

N 十 - (Nitride) 

C - (C따bide) - (C따bide) 

P * 
S - (Sulfide) * 

스테인레스 304계통의 강에서 내입계부식성율 확보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C 함 

량이 0.03wt.% 이하를 유지하여야 함을 알 수 있으며 Ni 함량을 줄이면서 Cr 함 

량을 높이면 임계 C량이 커져 내식성이 향상된다[1]. 

3. STS 304NG 강의 시혐생산을 위한 조업조건 검토 

객정 성분계 껄정을 위하여 합금원소 변화에 따른 제조조건 및 제품륙성의 변 

화를 고려한 예비실험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옴과 같다. 

가. 체강 및 연주 

P05CO 에서는 이미 51'S 304 빛 5T5 304L 강은 양산체제에 있으며， 비륙 

L-grade는 아니지만 고N 함유강인 51'S 304N1 및 51'S 304N2의 생산 정험이 있어 

안정된 조업을 위하여 합금성분 조철에 의하여 후 공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객정 

Cr여/Ni여 당량비 및 6-ferrite 함량의 확보 및 C, P, 5의 저감에 신경옳 쓰면 별 문 

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냐. 교온싼화 및 열간가공생 

기폰의 5T5 304L 강에서 Ni 함량을 변화시키지 않고 N 함량올 중가시키 

면 6-ferrite 함량이 작아져 재결정 핵생성의 장소가 착아질 뿔아니라 N 원자에 의 

하여 재결정 핵 성장이 억제되므로 고온연성이 감소하게 되므로， N 첨가량의 증가 

에 따라 Ni 함량올 감소시키야 한다. 그러나， Ni 당량을 고려하기 위하여 N 캠가 

에 따른 Ni 함량의 감소는 고용에서 산화총량이 중가하여 표연결합 발생의 우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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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므로 Ni 함량의 감소롤 최소한으로 조철하고 척정량의 õ-ferrite 함량의 확보률 

위하여 합금성분계의 척철한 조철이 필요하다. 

C 함량이 낮온 경우는 N 함량의 증가에 따론 고온연성의 감소 정도가 미약하 

며， 5 함량이 낮을수록 사상압연온도 구간인 900-11 00 "c의 고용연성 이 중가한다.N 

함량의 증가는 N 500ppm 함량의 강을 기준으로 N 100ppm 당 약 1%의 열간 변 

형저항 중가를 야기시키나， 1000ppm 이하의 N 캠가는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 

단된다. 

다. 소둔 및 산쩌 

N 함량 1300ppm 이하 이면 1040 t: 이상의 온도에서 소둔하면 규격상의 

경도 상한치 200Hv 이하를 보이고， STS 후판 소둔산세 전문업체인 대경의 소둔로 

의 온도상한선은 1150 t: 이므로 ASME 규격을 만족한다. 그러나， N 함량이 높을수 

록 동일소둔온도에서 결정립의 입도가 약간 미세하고 소둔후 미세한 입도를 가지 

는 결정립을 다량합유하는 경향올 보일 뿐아니라 N 함량 100ppm 증가에 따라 경 

도 역시 약 Hv 3 정도 증가함으로 적절한 입도 및 재질 확보를 위해서는 N 합량 

에 따라 소둔온도를 약간 상향 조철하거나 소둔시간의 연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 

된다. 산세측면은 통상의 STS 304나 STS 304L 강과 유사한 특성을 보여준다. 

라. 품철특생 

Y.S. 및 T.S.는 N 함량이 증가함에 따라 거의 직선적으로 증가하고I 연신옳 

은 N 함량이 중가할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나 N 함량 1000ppm 이하는 ASME 

304L 강의 규격범위내이므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N 함량 1000ppm 까지는 상온에서는 충격특성이 약간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 

나， N 함량이 높을수록 예민화 속도가 착아 충격특성의 감소폭이 작아지며 장시간 

예민화 후의 충격특성은 오히려 양호한 특성을 보였다. 

N 함량이 높을수록 초기 scc 에의한 균열이 폰재하여도 기계적파괴에 의한 
균열의 진행에는 높은 하중이 요구되므로 봐괴에 이르는 최대하중 값이 높았으며 I 

Ni 함량이 높을수록 SCC 처항성이 높아짐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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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내식생 

금속부식온 여러 가지로 분류되는데 저온부식온 천기화학 에너지가， 고온부식 

온 열에너지가 반용속도를 지배하는 주된 번수가 된다. 여러 가지 원인의 역학척 

에너지가 부수척으로 챙가되어 재료의 부식파괴롤 가속화하는 용력부식 I 부식피로 

둥과 같온 다양한 형태의 부식율 유발하기도 한다. 우리주변에서 혼히 볼 수 있 

는 금속부식 현상온 수용액성 부식으로 천기화학 반용이 기본이 되며I 공학척으로 

나 경채척으로 가장 충요한 유형의 부식이다. 부식현상온 판점에 따라 일반 부식 

(천면 부식 및 Galvanic 부식)， 국부부식(톰새부식， 공식， 업계부식 및 선별용해부 

식) 및 기계객 현상 수반 후식(용력후식t 마모후식)으로 볼휴합 수 었으며I 또한 여 

러 가지로 환큐된 후식형태라 할지라도 서로 상판판계톨 가지게 된다. 

부동태률 형성한 오스태나이트계 스태인꽤스강온 Galvanic series 에서 Noble 

환 쪽에 속하여 버교척 내식성이 양호한 강총이므로， 문제되는 부식용 주로 국부 

부식 및 용력부식이라 할 수 있다. 벌천소와 같이 장시간의 수명이 요구되는 부 

위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부식의 저항성이 높온 강종의 사용이 요구된다. 

5. 용첩균열 

용첩금속 및 얼영향부에서 발생하는 용접균열용 발생 시점으로 부터 고온균열 

(Hot cracking)과 져온균열(Cold cracking)로 구볼된다. 고온균열이란 것온 금속이 

고온에서 발생하는 균열로셔 일반척으로 결정립의 입계에셔 얼어나고， 또 균열 면 

에는 산화가 현저하다. 이에 반해 저온균열온 입내， 업계의 구벌없이 일어나며 균 

열 표면에 산화가 객다고 쟁의되고 있다[3J. 

Austenite 계 스태인레스강의 고온균열에 판해셔는 무려 30년 이상， 많온 연구 

자톨의 충요한 연구 볼야였다. 1940년 대 8 -ferrite가 고온균열의 방지에 유효하 

다고 처음으로 인식원 이래 많온 연구자들이 이에 판한 연구률 진행하여 왔다. 

BorIand[4J와 HulI [5J용 5-10vol.%의 8 -ferrite 함량을 갖는 Austenite 계 스태인레 

스강 용접금속 및 Ingot 는 다양한 합금계에서도 고온균열애 대한 저항성이 매우 

우수하다는 결과톨 보고했다. 이러한 초기척인 판찰 이래， 용첩금속의 Ferrite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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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영향을 야금학척으로 셜명하기 위해 많온 연구자들이 노력을 기울여 왔다. 

Masmoto[6J는 균열 감수성에 미치는 용고 거동용 처음으로 언급하였다. 축 초정 

Ferrite 로 용고가 진행되는 합금계가 초청 Austenite 로 용고하는 합금계 보다 균 

열 저항성이 우수합율 발견했다. 이것온 As-welded 상태의 상온 미세초칙에셔 척 

어도 약 5vol. % Ferrite 가 폰재하는 경우/ 용접금속의 용고는 초청 Ferrite 로 진행 

되었다는 것올 의미한다. 완천 Austenite 또는 2 vo l. % Ferrite 미만의 스테인레스 

강 용접부는 일반적으로 초청 Austenite 로 용고하며， 이로 인해 용고균열 감수성 

도 중가한다. 

그러면 왜 용접금속이 초청 Ferrite 로의 용고하거나 상온 미세초칙에셔 상당량 

의 Ferrite 가 판찰되는 경우， 고온균열에 대한 저항성이 우수한 것인가? 이것온 아 

직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보고된 연구결과롤 요약하면 다융과 같다[7-9J. 

(1) Ferrite가 Austenite 보다 P, 5, 5i 둥， 불순불 원소들의 용해도가 높아 용고시 

결정립계에서의 면석 및 석출올 감소시킨다. 

(2) Austenite-austenite 입 계 외 에 도 Austenite-ferrite 입 계 를 형 성 하므로 

Austenite-austenite 입 계 에 서 의 불순물 놓도를 감소시 킨 다. 

(3) 2상 조직온 단상조칙에 비해 미세하다. 즉 불순물이 넓게 분포됨으로셔 국부 

적인 편석의 기회가 줄어든다. 

(4) 다른 결정조직올 갖는 입계에서의 Liquid wetting이 어렵다. 

(5) 초정 Ferrite 웅고시의 용고온도 구간이 초정 Austenite 용고의 경우보다 좁 

다. 

(6) 불균일한 Ferrite-Austenite 경계변을 통한 균열 전파가 힘들다. 

(7) 고온에서의 Ferrite 연성이 Austenite 보다 높기 때문에 열 용력을 쉽게 이완 

시킨다. 

(8) Ferrite 의 열팽창 계수가 Austenite 보다 작다. 

그러나 천술한 이론 둥용 아직도 상당한 논란의 대상이며/ 또 모든 이론이 합 

께 척용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일부훈의 이론이 용고방식의 경우에만 중요한 역활 

올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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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3 철 질험 방법 

1. 시험째 

시 험 생 산된 STS 304NG(P4NG)와 STS 304 (P4), STS 304L(P4L), STS 

304LN(P4LN) 그리고 스왜덴의 Avesta사 제품의 STS 304L(A4L), STS 

304LN(A4LN) 와 프랑스의 CLI사 제품인 STS 304LN(C4LN) 및 STS 304NG를 시 

험생산활 때 연속으로 같이 연주된 STS 304L(P4L2)올 시험소째로 사용하였으며 화 

학조성온 Table 3.3.1과 같다. 입수된 소재의 초기 두께는 13-34mm로 서로 달라 

서 모사압연기를 사용하여 13mm로 압연하여 초기 두께롤 동일하게 하였으며 

1100't에서 20분간 고용화 열처리한 후 수냉하였다. 시험천 소재를 질산으로 전 

해 에 칭 한 후 image anaIyser를 사용하여 측정 한 결 정 립 도(ASTM Grain Size 

Number)도 함께 나타냈다.N 함량이 클수록 결정립도가 약간 착았다. 

Table 3.3.1 Chemical compositions of experimental alloys. 

(w t.%) 

Grain Size 
SteeI Code C Si Mn P s Ni Cr Mo Cu N 

(ASTM #) 
STS 

P4 0.041 0.61 1.05 0.025 0.002 8.65 18.54 0.0랬 4.6 
304 - -

STS P4L 0.027 0.55 1.04 0.020 0.003 10.15 18.35 - 0.0월 4.6 

304L A4L 0.021 0.49 1.40 0.024 Tr. 9.03 18.76 0.30 0.33 0.074 4.9 

P4LN 0.017 0.57 0.87 0.024 0.004 8.92 18.50 - - 0.143 4.8 

STS 
A4LN 0.017 0.64 1.10 0.028 Tr. 9.03 18.15 0.140 5.7 

304LN - -
C4LN 0.02 0.53 1.65 0.03 0.001 8.13 18.21 - - 0.120 5.5 

S’IS 
P4NG 0.019 0.52 1.02 0.024 0.002 9.64 18.5 0.06 0.11 0.080 5.7 304NG 

STS P4L2 0.02 0.59 1.04 0.021 0.003 10.1 18.1 0.12 0.21 0.035 304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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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채척 륙생 명가 시험 

인장 특성온 상온과 200t , 400t 및 600t에서 명가하였으며 인장시험온 

Fig.3.3.1(a)과 같은 ASTM sub-size 시편을 사용하여 5mm/min.의 속도로 연신하였 

으며 상온의 경우에는 extensiometer훌 사용하여 연신율용 측정하였으며 고용에셔 

는 표점거리를 이용하여 연신율을 혹정하였다. 

충격 특성은 Fig.3.3.1(b)와 같온 Charpy V -notch 표준 시 편을 notch7~ 압연 방 

향과 직각이 되게 제작하여 상온， -40t , -100t 및 -196t 에서 명가하였다. 

3. 내식생 명가 시험 

내식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각 강종별로 모채롭 고용화 열처리 상태와 650t 에 

서 유지 시간을 30분， 2시간， 8시간 및 24시간으로 변화시켜 예민화 열처리한 시편 

올 준비하였다. 

가.10% 옥살산 얘 청 시 험 OIS G 0571)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레스강을 옥살산 용액중에서 전해에칭(이하 : 에칭) 

후 현미경으로 에칭면 조직을 관찰하여 황산-황산제2철시험， 65% 비퉁 질산시험 

또는 황산·황산동 시험 둥의 장시간 침지시험을 행할 펼요가 있는가를 판별하는 

시험방법으로 시험편의 검사면을 미세 연마 후， 10% 옥살산 용액올 에청용액으로 

사용하여， 1 A/cm2 의 전류밀도로 90 초 동안 전해에칭한 후 시험편을 물로 세척 

건조 후 에칭면을 현미경으로 관찰하였다. 

냐.65% 철 산부식 시 험 (Huey Test : }IS G 0573) 

비둥 65% 질산용액에셔 스태인레스강의 부식감량을 혹청하여 업계부식의 

정도를 시험하는 방법으로， 용첩시면율 대상으로 용착 금속， 열영향부， 모재부톨 

포함하여 천표면객이 약 4cnf가 되도록 쩔단하여 #600 연마지로 습식 연마 후 아세 

톤으로 탈지 후 건조하여 시편을 준비하였으며 P4NG 및 P4L외 모채 시험면도 동 

일한 방법으로 준비하였다. 연속 48 시간 비퉁시험율 총 5 회 반복하였으며， 부식 

도는 매 48 시간 시험 후 무게감량올 혹청하여 시편의 단위면객， 단위시간당 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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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량 (g/m:’ . h)율 구하여 5회 명균치톨 계산하였다. 

다. 천기화학쩍 ~활생확율 혹갱 OIS G 058이 

고용화 열처리재 및 예민화 열쳐리재톨 대상으로 환상의 시험편율 제작하 

여 표면율 #뻐 연마지로 슐식 연마 후 0.5molf i H2SO. + 0.01 molf i KSCN 용 

액중에서 황복 양극분극 곡션으로부터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레스강의 천기화학척 

재활성화율올 측청하였다. 시혐용액온 시혐 천에 N2 가스로 1 시간 이상 탈기 시 

켰으며 시험용액에 시험편을 완천히 첨지하고 -70OmV에서 10~한간 표면율 옴극반 

용으로 세척한 후 수용액 내에서 자연천위가 유지되게 5분간 유치한 후 

100mV/min.의 천위 주사속도로 양극 폼극하여 +300 mV(포화 감홈천극 기준)에 

도달 후 곧바로 천위롤 역방향으로 주사하여 채활성화 후 다시 자연천위까지 내려 

얻은 양극 분극 곡션의 황로 및 복로외 활성화 상태에서의 최대 양극천류 밀도 ia, 

i r 톨 구하여 다옴식에 의해 채활성화옳용 소숫첨 이하 첫째 자리 까지 구했다. 

재활성화율(%) ... ir/i. X 100 

4. 내 SCC생 명가 시햄 

시험편온 압연방향과 명행하게 채취하여 평행부의 칙경 (111)이 6.5mm 되게 가공하 

였다. ‘ 표첨거리는 25mm 였으며 표면온 #1200 번 연마치로 습식 연마하였다. 시험 

용액의 온도는 154 ::t 1 "c로 하였으며 시험융 새로 시착할 때마다 시험용액용 새로 

운 것으로 교체하였다. 연신률온 5x 10~/sec 로 인장하여 균일변형구간의 하충， 

최대하중까지 걸린시간 및 최대하중， 화단시간 동융 측청하였다. 

5. 용캡생 황가시혐 

가. 고용캄멸 시혐 

Table 3.3.1 외 시험재외 화학조성， 혹히 N 합량 변화에 따론 용고균열 감수 

성율 조사하기 위해 Fig.3.3.2에 나타낸 소형의 Varestraint 시협율 실시했다. 먼저 

시험채중 N 함량이 약 싫o ppm 흥로서 가장 낮용 P4L 과 1200 - 1430 ppm 범 

위로 높온 N 함량인 P4LN, A4LN 및 C4LN 홍， 4 총외 시험재에 대해 흉상의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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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압연과 1100 t 의 소둔열처리률 행하여 3 mm 두께의 고용균열 시험면올 제작 

했다. 

시험용접용 용가재의 사용없이 GT A(Gas Tungsten Arc) 용첩율 하였고， 이때의 

용접조건 및 시협조건용 Table 3.3.2와 같다. 또 용접도중 시험편， 측 용첩 아크에 

의해 형성된 용접 Pool 에 Strain 율 부가하는 시점용 용첩 토치가 시험 Block 의 

중앙에 도달했율 때， 시험 Block 을 유압으로 순간객으로 상숭시쳐 시험편올 밀어 

올림으로써 시험편이 시험 Block 과 동일한 Strain 을 얻올 수 있도륙 했다. 이때 

시험용접용 시험편에 시험면에 Strain 이 부가된 후에도 20 mm 이상 계속하여 용 

접 Crater 부 균열의 명향올 배제했다. 한편 부가 Strain 조건은 e(%) = t / 2R 

x 100 의 계산식으로 부터 1.0 에서 3.8 % 까지 변화시켰고， 여기서 t 는 시험편 

의 두께를I R 운 시험 Block 의 곡률반경 (mm) 이다. 

고온란열 시험 후， 각 시험재의 용고란멸 감수성올 상호 비교하기 위해 실체 

현미경(관찰배율: 6.3-40 배)율 사용하여 Strain 조건벌 캄열 발생수 및 Total 란열 

길이를 측정했다. 또 팡학 현미경에 의한 균열부의 미세조칙도 판찰했다. 

Table 3.3.2 Welding condition used in the Varestraint test. 

Welding par없neters : GT A welding 

DCEN : 150 A, 14 V. 

Welding speed : 25 rnm/min 

Arc length : 1 rnm 

Electrode : J15 YWTh-2.4 rnm dia. 

5hielding gas : Pure Ar (20 1/ min) 

Bending radius : 40, 5α 75, 150 mm 

Air cylinder pressure : 18 kgf/ cm2 

Augmented strain on specimen : 1.0, 2.0, 3.0, 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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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질 용첩시혐 

사용한 각 시험재의 실 용첩부 성능을 검토하기 위해 SA (Submerged Arc) 

용첩부의 강도， 충격인성 및 부식륙성율 조사했다. 이때 용접채료는 국내 시판재로 

서 직경 4.0 mm 의 S 308 L 와이어와 이에 대용하는 S 300 풀럭스톨 사용했고， 

용접 온 23 kJfcm 의 입 열 량에 상당하는 조건으로 양면 각 1 Pass 씩 모두 2 Pass 

롤 실시했다. Table 3.3.3은 본 시험에 사용한 용첩시공 방법율 청리한 것이다. 이 

와같이 제작한 각 시험재의 용접시험편에 대해 JIS Z 3121 에 준하여 용첩부 상온 

강도톨 조사했고， 용접부 충격특성온 Fig.3.3.3에 나타낸 바와 같이 표면 2 mm 톨 

Milling 환 다음， 2 mm 노치의 10 x 10 x 55 mm 표준시험편으로 명가했다. 이 

때 용접부 노치는 조선 구조용 강재의 용첩부 성능시험에 객용되는 션급 규격에 

준하여 용접금속， F.L(Fusion line), F.L + 1, F.L + 3 위치롤 션택했고I 시험온도는 

20 t: 로 했다. 한편 시험온도에 따른 각 시협재의 용접 열영향부의 충격치 변확 

롤 조사하기 위해 F.L + 1 에 대해서는 20 - -196 t: 온도 범위에서 4 수준으로 

변확시켰다. 

각시험재의 용첩부 충격치 변화를 조사하기 위해 용접부 Vickers 경도(하중 10 

kg) 분포 조사 및 용접부 노치 부위별 미세조직 관찰도 행했고， Ferrite scope 톨 

사용하여 용접금속의 Ferrite 량도 측정했다. 각시험재의 용첩부 부식륙성 및 사 

용한 용컵조건의 객청성을 검토하기 위해 전술한 바와 같이 65 % 질산부식 시험 

및 육살산 에칭시험율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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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철 결과 및 고찰 

1. STS 304NG 강 시험생산 

POSCO 셜버에 맞는 적정 성분계의 셜청에 있어 고려되어져야하는 인자는 제 

강시 경제성이 고려된 미량원소들의 최대 허용치， 연주 꽁갱에 요구되는 초기 용 

고상의 Creq/Nieq 당량비， N 합량에 따른 고용산화특성의 변화， 열간가공성에 영향 

올 주는 6-ferrite 함량， 소둔후 적청 채질의 확보를 위한 소둔온도 및 시간의 셜청 

그리고 규격에 적합한 제품특성외 확보 둥이다. 

가. 척쟁 생분채 철쟁 

예비실험 결과를 토대로 적갱 생분계의 셜정에 있어 조업의 위험도톨 최소 

한으로 하기위하여 시판되는 외국회사 제품의 성분계의 검토를 선행하였다. 

Avesta 및 POSCO 스테인레스 304L 제품의 성분계는 Table 3.4.1파 같다. 

Avesta 제품은 Ni의 함량이 9wt.% 및 1Owt.% 수준인 강으로 크게 2종류로 분류된 

다 6-ferrite 함량별로 보면 Ni의 함량이 9wt.% 수준인 강은 Cr의 함량이 높아 

6-ferrite 함량별이 6-7% 수준이며， Ni 함량이 10wt.% 수준인 강은 Cr의 합량이 

상대적으로 약간 낮아 약 3-4% 수준이다. 강총올 2 종류로 구분하는 이유는 분 

명하지 않으나 성분이 변하여도 최소한의 6-ferrite 함량이 확보되어 있옴을 알 수 

있다. 5 함량이 낮기 때문에 Mn 함량을 높혀 고가의 Ni을 절약한 혼척이 보인다. 

POSCO 제품의 성분계는 Ni 함량이 높은 Avesta 19-11L 강과 유사한 수준이다. 

따라서， 최종제품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N 함량을 높히고 Ni 함량을 낮 

추어 A vesta 18-9L 제품과 유사한 성분계의 강총을 고려해 볼 수 있다. N합량을 

높힘에 있어서 가장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N함량 증가에 따른 열간변형저항의 증 

가 문제와 경제성 및 생산성을 고려하여 가공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s 함량의 상 
한값을 셜정하는 것이라고 판단되었다. 

시험생산재는 열간 변형저항 및 강도롤 고려하여 N 함량 800ppm, 내식성을 

고려하여 C 함량 200ppm 이하， 고온에서의 가공성올 고려하여 s 함량 20ppm 수 

준 그리고 Cr여/Ni여 당량비는 1.63 및 6-ferrite 함량온 4% 이상을 갖게하는 강을 

목표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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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4.1 Chemical composìtions of Type 304L stainless steels. 

(wt.%) 

Steel C Si Mn P S Ni Cr Mo Cu N Remark 

0.017 0.45 1.4 0.028 O.αm 9.여 18.61 0.1 0.2 0.062 Cr~i핵=1.79 

Avesta 5-feπ=6.98% 

18-9L Cr.,./Nieq= 1.76 0.021 0.45 1.41 0.021 O.αm 9.14 18.93 0.1 0.2 0.074 
5-feπ=6.3% 

0.016 0.44 1.47 0.028 O.αm 10.09 18.22 0.1 0.2 0.047 Creq이i핵=1.64 

Avesta 5-feπ=4.32% 

19-11L Cr，뼈Nieq= 1.58 
0.023 0.45 1.46 0.022 O.αm 10.12 18.22 0.1 0.2 0.063 

5-feπ=2.61% 

POSCO 
0.02 0.6 1.1 0.0'껑 0.002 10.2 18.2 0.1 0.2 0.04 

Creq이ieq= 1.64 
STS 304L 6-ferr=4.54% 

N은 Ni에 비하여 30배 강력한 오스태나이트상 형성원소로 알려져 있으므로 통 

상의 STS 304L 강에 합유되는 N 합량에 비하여 400-500ppm 이상 높은 N을 합 

유하게 되는 시험생산재는 기폰의 강파 동일한 Cr여/Ni여 당량버 및 6-ferrite 함량 

올 갖기 위해서는 Ni 합량율 약 1.2-1 .5w t.% 이상 줄여야 한다. 이 경우 Ni 합 

량율 9wt.% 이하로 껄정되어 KS 규격율 벗어나게 되므로 범용성을 상실하게 된 

다. 또한 Ni 합량이 낮으면 재가열 조건에서 산화총량의 증가에 따라 표면결합 

발생의 우려가 커지고 내 SCC 성이 낮아짐으로 Ni 합량의 목표를 9.5wt.%로 하여 

N 첨가에 따른 Ni 합량의 감소롤 최소화 하였다 Ni 합량 감소에 따른 척정 

Creq/Nieq 당량비 및 6-ferrite 합량의 확보는 Cr 합량율 종가시킴으로써 해결하는 

방향으로 강종셜계훌 셜정하여 Cr여/Ni액 당량비가 1.69 그리고 6-ferrite 함량이 약 

4.4% 되게 시험생산재의 성붐을 셜계하였다. 

나. 시험생산 죠업벌 질객 검토 

(1) 제강 및 연주 

원자력용으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ASME 규격 규정상으로 반감기가 긴 

Co 성분이 O.2wt.% 이확로 판리하여야 됨옳 주안점으로 작업하였다 Co는 주로 

Fe-Ní 원료에 다량 합유되 어 있으므로 Ni의 품위 가 97% 이 상인 U-Ni 융 사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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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F(Electric Arc Fumace)률 이 용하여 90론올 용해 하고 AOD(Argon Oxygen 

Decarburization) process 톨 이용하여 탈탄올 행하였다. 시험생산째는 N의 함량 

이 높기 때문에 불활성가스로 N2의 사용제한이 완화되어 탈탄용 비교객 용이하였 

으나， 5 합량의 최대강이 20ppm 으로 규채되어 탈황에 비교객 많용 시간이 소요 

되었다. 시험생산재의 성분온 Table 3.3.1에 나타낸 P4NG외 같으며 Creq/Nieq 당 

량비는 1.65 그리고 6-ferrite 합량온 3.57이었다. 오스태나이트 형성원소인 Ni 합 

량이 목표치인 9.5wt.% 보다 약간 높온 9.64wt.%로 약간 높아 6-ferrite 함량이 4% 

에 미치지 못하였다는 첨율 제외하고는 목표에 거의 일치하는 양호한 결과톨 얻었 

다. 

합금성분 목표상 시험생산재의 용고온도는 1455t로 예상되어 super heat가 3 

ot 되게 T /D(Tum Dish) 목표온도훌 1485t로 셜정하고 1m/min.의 주속으로 두 

께 200mm, 폭 1580mm로 연속주조하여 길이 2620mm로 절단하였다. Slab의 표면 

품질 및 청 정도는 홍상의 STS 304L과 유사하게 양호하였다. 

(2) 열간압연 

Slab의 재가열온도는 1280t로 재가열하여 두께 12mm 및 15mm로 압 

연하였다. 천반객으로 P4L 강온 P4NG 강에 비하여 비교척 고온인 RM(roughing 

mill)에서나 및 FM(finishing mill)에서의 압연초기에는 압하량올 크게하고 FM에서 

의 압연후기 즉 강대의 온도가 1050t 이하가 되는 영역에서는 상대객으로 압하량 

을 작게하여 총 압하율을 맞추는 방안으로 압연되었옴올 알 수 있다 RM에서의 

압연종료 온도는 약 1150t 이상의 고온으로 pass 별 압하량에 따른 변형저항의 

차이가 크지 않으나， FM에서의 압연온도 구간은 900-1120t 로 비교객 온도가 낮 

아 pass 별 압하량에 따른 변형저항의 차이가 크게 나타었다. 목히， 1000t 이하 

에서는 10% 미만의 압하량에서도 400MPa 이상의 변형저항율 보였다. 

P4L 강(L-15t-1 및 L-15t-2)의 경우， L-15t-1온 L-15t-2에 비하여 FM에서의 압연 

초기에는 압하량이 상당히 크고， 압연후기에는 압하량이 작었지만 pass 간 변형저 

항의 변화추이는 거의 유사하게 나타었다. 그 이유는 압연온도의 차이에 기인하 

는 것으로 뒤에 다시 언급된다. P4NG 강 중 NG-12t-1 및 NG-12t-2 강의 경우 

pass 간 압하량의 거의 같아 변형저항의 변화도 같었다. N옳 다량함유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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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4NG 강의 변형저항이 높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P4L 강에 비하여 낮게 나타나고， 

NG-15t는 RM에서의 총압하량이 작아 FM에서의 압연후단까지 압하량을 크게 하 

였옴에도 변형저항이 제일 낮온 이유 역시 압연온도에 기인한다. 

FM에서의 압연 초기의 온도가 NG-15t > L-15t-1 > NG-12t-1 = NG-12t-2 > 

L-12t-2 순이라는 첨을 제외하고는 온도에 따른 누척압하량의 변화는 전반객으로 

유사한 경향을 보인다. NG-12t 강들에 비하여 NG-15t 강온 전반척으로 70"(; 이 

상 높은 온도에서 압연을 하였으며， FM에서의 압연초기에는 L-15t-l 강은 20"(; 높 

은 온도에서 L-15t-2 강은 20"(; 낮은 온도에서 압연율 하였으며 FM에서의 압연 후 

기에는 두 강종 모두 30-50"(; 정도 높은 온도에서 압연이 종료되었옴율 알 수 있 

다. 

이상의 결과롤 종합하면 다옴과 같다. 각 pass 별 변형저항온 P4L 강의 경우 

가 P4NG 강에 비하여 압연 초기에는 크고 압연후기에 작게 나타나나 이는 압하량 

과 압연온도에 따른 변수로 볼 수 있다. 누객압하량에 따른 변형저항의 변화를 보 

면I Fig.3.4.1 , 상대척으로 높은 온도에서 압연된 NG-15t의 변형저항이 pass 별 압 

하량이 컸기 때문에 약간 높게 나타녔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800ppm 정도의 N 

을 함유하는 P4NG 강은 P4L 강에 비하여 변형저항이 약간 높으나， 근본척으로 변 

형저항의 변화는 pass 별 압하량 및 용도에 크게 의존함으로 통상의 압연조건으로 

압연하여도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RM에서의 압연온 Slab의 온도 

가 비교척 고온이어서 pass 별 압하량 및 누척압하량에 따른 변형저항의 변화가 

크지 않기 때문에 RM의 능력 및 온도 확보를 고려하여 최대한 압하량을 크게 가 

져가는 것이 바랍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3) 소둔산세 

압연판의 소둔 및 산세는 국내 유일의 소둔산세 업채인 F뒤대경에서 수 

행되었다. 1050"(; 로 가열된 batch 식 가열로에 장입하여 30붐간 소둔한 후 수냉하 

였다. 소둔시간온 다량의 N가 함유되었옴율 고려하여 흉상의 STS 304L 강의 경우 

대비 약 6분 긴 조건이었다. 산세는 통상의 STS 304L 강의 경우와 동일한 조건으 

로 산세하였다. 산세성에 별 다론 문채점이 없었으며 표면상태도 양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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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체적 특생 

가. 인장 특생 

모재의 인장 특성을 상온， 200 't, 400 't, 600't에서 측정한 결과는 Fig.3.4.2 

에 나타내었다. 상온에서의 기계적 특성온 규격상(ASTM A24이의 기계적 특성 요 

구치 인 항복강도(304 : 205 MPa 이 상， 304L 175 MPa 이 상， 304LN 245 MPa 

이상)와 인장강도(304 : 520 MPa 이상， 304L : 480 MPa 이상， 304LN : 550MPa 이 

상) 및 연신율(304， 304L, 304LN : 40.0% 이상)을 충분히 만족하고 있다. 제조사별 

로 약간의 편차를 보이고 있으나， N 함량이 높을수록 인장강도 및 항복강도가 크 

며 강종별 서로 유사한 수준의 기계적 특성을 보였다. Fig.3.4.3은 상온의 항복강 

도와 고온에서의 항복강도의 비를 온도의 함수로 보여주는 그림으로 온도가 증가 

함에 따라 N 함량이 높을수록 항복강도의 감소폭이 커져 600 't 에서는 거의 유사 

한 수준을 나타내었다. 그러나I 여전히 N 함량이 높은 강은 실험온도 구간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항복강도를 유지함을 알 수 있었다. 

전반적으로 중간정도의 N 함량을 갖는 P4NG 강은 P4L, A4L 강들과 P4LN, 

A4LN, C4LN 강들의 중간수준의 인장특성을 보여 인장특성은 N 함량의 함수로 

볼 수 있다. 

나. 충격 특생 

모재의 충격 특성을 압연 방향과 직각 방향에서 Charpy V-notch 시험으로 

상온， -40 't, -100 't 빛 -196 't에서 측정한 결과는 Fig.3.4.4과 같다. 온도가 낮아짐 

에 따른 충격치의 변화는 전형적인 오스테나이트계 강의 특성을 보였으며， N 함량 

이 1400ppm 이상 함유되어도 DBTT는 나타나지 않았다. 

전체적으로 P 계열의 강의 충격특성이 A나 C 계열의 강에 비하여 낮은 충격 

치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P 계열의 강의 S 함량(0.002 - 0.004w t. %)이 A나 C 계열 

의 강의 S 함량(0.001 이하)에 비하여 높아 입계의 S 농도가 높아 상대적으로 타강 

종에 비하여 입계가 취약하였기 때문으로 생각되어짐으로 본 실혐의 결과로 N 및 

C 함량의 차이에 의한 강종 간의 충격 특성을 비교하는 것은 용이하지 않다. 

일반적으로 STS 304이 STS 304L보다 충격특성이 우수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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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상온 및 -196t 에서 보고된 충격치인 Table 3.4.2[12]와 비교해 볼 때 현재 상 

업적으로 생산되고 있는 소재들이 월둥한 충격 인성올 나타내고 있옴올 알 수 있 

는데 이는 정련 기술의 발달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되어 진다.P 계열의 소재만을 

비교해보면 P4NG는 P4L과 P4LN의 중간 정도의 충격 특성올 보이고 었다. 

Table 3.4.2 Absorbed impact energies(]) of 304 and 304L[12]. 

R.T. -196 "C 

304 209-218 118-169 

304L 160 91 

3. 내식생 

가. 육살산 애청 시혐 

내식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각 캉총별로 모재롤 고용화 멸처리 상태와 650t 

에서 유지 시간을 변화시킨 예민화 열처리 상태에서 10% 옥살산 에청올 행한 두 

께 1/4t 지챔의 조직 사진을 Fig.3.4.5에 나타내었다. 

고용화 열처리 상태에서의 소재는 모두 step 조직을 나타냈으며 강종별로 갱도 

는 다르지만 예민화 열처리 시간이 걸어점에 따라 duat ditch 순으로 업계부식이 

진행됩올 알 수 있다. 2시간 예민화 열처리 후에 C 함량이 400ppm 이상인 P4는 

ditch 조직을 보였으나， C 함량이 300ppm 이하인 나머지 강들온 매우 양호한 조 

직을 보였다. 

C 함량이 0.02w t.% 이하이고 N 함량이 다소 높은 P4NG은 단순 L-grade 강에 

비하여 예민화 시간에 따른 업계예민화 갱도가 훨씬 약하므로 내입계부식성이 더 

욱 우수함을 알 수 있다.C 함량이 0.02w t.% 이하이고 N 함량이 1400ppm 이상인 

P4LN파 A4LN은 2시간 예민확 처리롤 하여도 step 조칙을 보이며 8시간 열처리에 

의해 약한 dual 조직올 보이고 었으며 24시간 열처리 하여도 dual 조칙율 보여 C 

함량이 낮고 N 함량이 높율수륙 내업계후식성이 우수해 짐올 알 수 있다. 이것은 

C4LN과 비교하면 더욱 분명해 진다. C4LN온 C 함량이 0.021wt.% 이고 N 함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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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ppm 이나 P4NG 보다는 N 함량이 높고 P4LN 이나 A4LN에 비하여는 N 함 

량이 200ppm 정도 낮온 강으로 얼처리 시간에 따론 업계부식의 정도가 상기한 두 

종류 강의 중간 수준이며 24시간 얼처리 후에는 거의 ditch 훌직율 보였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304계멸의 스테인레스 강은 C 함량이 0.023wt.% 이하이고 N 함 

량이 800ppm 이상일 경우 상당히 양호한 내업계부식성을 보유하게 됩을 알 수 있 

다. 

옥살산 에칭 시험온 screen test로 여타의 산에 침객하는 내입계부식성 평가 시 

협의 적용 여부롤 판정할 수 있는데 이 때의 기준온 dual조직 까지는 수용 가능， 

ditch 조직온 추가 시험이 필요한 것으로 되어있다. 이러한 기준으로 판정할 때 통 

상의 예민화 열처리 조건OIS : 650t 에서 2 시간， ASTM : 675t 에서 1 시간)에서 

시험 대상재는 전부 수용 가능한 조직을 나타냈다. 

냐.65% 철산부식 시험 

65% 질산 부식에 의한 고용화 열처리 상태의 P4L2와 P4NG의 매 48시간 

부식감량은 Table 3.4.3에 나타난 바와 같이 명굵 0.125 g/m’ . hr 으로 휴사한 부 

식도를 나타냈다. 

Table 3.4.3 Weight loss(g/ m’ . hr) of tested steels. 

1 2 3 4 5 Average 

P4NG 0.158 0.131 0.096 0.116 0.124 0.125 

P4L2 0.168 0.119 0.123 0.123 0.090 0.125 
」←득 '--

이러한 수준온 상용의 STS 304강의 0.2~0.3 g/mi · hr·1)에 비해 약 2배 정도의 

우수한 수준으로 C 함량이 낮온 강이 내식성이 우수함율 입증하고 있다. 옥살산 

에칭 실험에서 보였듯이 고용화 열처리 상태의 소재툴온 성분에 관계없이 모두 

step 조직올 보였기 때문에 N 함량 차이에 따른 내식성의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고 

판단되며 예민화 후 N 첨가가 내식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추후 고찰할 예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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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천기화학척 체활생화율 측쟁 

빼민화 처리에 따른 재활성화용은 다옴 Table 3.4.4와 같으며I 예민화 열처 

리 시간이 길어질수록 재활성화율이 커졌다. c 함량이 낮온 P4L, P4L2는 P4 보 

다 낮은 재활성화율율 나타냈으며， C 함량이 더욱 낮으며 N이 챔가된 A4L 및 

P4NG는 보다 낮은 재활성화융을 보였다.N 함량이 더욱 높은 LN-grade 강은 

24시간 예민화 후에도 약 10% 이하의 재활성화율올 보였다. 

전기화학적 재활성화올과 욱살산 에청 조직은 유사환 경향올 보였으며， 

옥살산 에칭 시험에서 추가적인 무게 감량 시험 여부를 결정하는 경계조직 

인 ditch조직은 약 15% 수준의 재활성화율에서 나타났으며 그 이하의 재활 

성화율에서는 dual 조직올 보임올 알 수 있었다. 저탄소 스테인레스강의 

내업계부식성 판단올 위한 650"C에서의 2시간 열처리 015) 조건에서의 재 

활성화율은 P4를 제외한 시험 강종 모두 5% 이하의 값을 나타냈으며 이때 

의 욱살산 에청조직은 모두 step 또는 dual의 우수한 조직올 나타냈다. 

Table 3.4.4 Reactivation ratio of specimens after sensitization. 

Steel 
As 

received 
1/2 hr. 2 hrs. 8 hrs. 24 hrs. 

P4 0.1 0.2 20.5 

P4L 0.1 0.9 3.1 15.0 
______ R _________ … 

---‘----‘----------- --------------- .‘--“‘--------- -"--""'~…--…--‘*‘ --------------
P4L2 0.1 3.3 18.4 27.9 

----…---’”’---‘--… ------_ .. --------.. ---- ------------‘--’‘. -----’‘·‘------‘.- -‘----------…----- ------------
A4L 0.0 0.0 13.7 15.8 

P4LN 0.0 0.0 0.4 
------’-----~--------- -----._-------------‘ -.…---------… ------…-------------- --‘----------------

A4LN 0.1 0.1 0.7 7.7 
.‘-------‘------------ ------‘----------- -------------.. ----‘-- -------------------‘ --------------‘-... _ .. .._----------_ .. -.-‘·‘ 

C4LN 0.1 0.1 0.9 10.6 

P4NG 0.1 2.4 12.1 24.8 
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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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내 scc 생 
SCC성 평가는 육살산 에칭실험에서 모두 step 조직융 보이는 고용화열처리 후 

의 시편들에 대하여 일정변형속도시험기를 이용하여 실험을 행하여 상대 비교하였 

다. 초기하중은 50kgf 였다. 각 강에 대하여 파단까지의 시간에 따른 하중의 변화 

는 Fig.3.4.6와 같다. STS 304L 계통의 강들은 일정변형구간에서 균열발생에 의해 

변형에 따른 하중의 증가폭이 감소하는 시점까지의 시간은 약 1.4- 1.6시간으로 

STS 316L 계통의 강에 비하여 약간 짧게 나타났다[13]. 인장하중의 증가에 따른 일 

정변형 이후 균열의 발생 및 성장에의해 시간에 따른 하중의 증가폭이 감소하게 

된다. 일정변형 이후 균열의 정확한 전파속도는 예측할 수 없으나 최대하중에 이 

르는 지점까지의 균열전파에 의한 파괴의 진행은 표면에 발생된 균열이 서서히 전 

파되어 단면적이 감소되며， 인장하중올 견딜수 없는 임계하중값에 도달하면 

catastropic 균열전파에 의해 파괴가 일어남을 알 수 있다. N 함량이 높윤 강의 

타 강종에 비하여 균열 발생 이후에도 시간에 따른 하중의 변화정도가 큰 것으로 

미루어 균열진행에 상대적으로 높은 하중이 요구됨올 알 수 있으며/ 이는 N 함량 

이 높올수록 T.S. 및 Y.S. 값이 크다는 점으로 해석되어 진다. 

SCC 파단면은 Transgranular SCC 파단면， 기계적파괴에 의한 brittle 파단면 

및 중심부의 ductile 파단면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다.N 함량이 높올수록 단면적 

감소에 의한 하중의 집중올 견디는 능력이 커 Transgranular SCC 파단면의 면척 

이 넓고I 소재의 연성이 작아 기계척파괴에 의한 brittle 파단면 및 중심부의 

ductile 파단면의 면적이 좁으며 최대하중이후 파단까지의 시간이 짧아짐올 알 수 

있다. 본 실험에서는 P4NG의 내SCC성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800ppm의 N 함량은 소재의 강도를 증가시켜 단면적 감소에 의한 하중의 집중을 

견디는 능력이 커 질 뿐아니라 척절한 연성을 확보하여 britttle 파괴의 저항성올 증 

가시켰다고 볼 수 있다. N 함량이 1200ppm 이상인 LN-grade 강은 상대적으로 

연성이 작아 임계하중 이후 하중에 의한 균열전파 속도가 상당히 커 파단까지의 

시간이 짧아 졌다고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STS 304L 계통의 강은 N 함량올 중가시킴으로 높은 하중에서 SCC 

균열이 발생됨으로 내SCC성이 향상되며， N 함량이 높을수록 연성이 작기 때문에 

일단 균열이 발생되면 catastropic 균열전파에 의한 파괴가 예상됨으로 N 함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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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높으면 오히려 나뿔수 있다고 생각되어 진다. 

5. 용첩특생 

가. 용첩부 죠칙 

Fig.3.4.7은 23 kJlcm 의 입열량으로 용첩한 각시험재충， N 함량 차이가 현 

저한 P4L 및 P4LN 시험재의 용첩부 단면 Macro 조직을 나타낸 것이다. 여기서 

표 · 이면의 용접금속이 완천한 용입 형상을 보임으로써I 본 연구에서 션정한 용첩 

조건에 문제가 없옴율 알 수 있다. 또 이톨 두 시험재의 용입특성I 록 주어진 용 

접조건에서 용입깊이/버드 폭I 용첩금속 단면객 및 형상이 거의 차이가 없옴옳 알 

수 있는데l 이것온 실 용접시공시 N 함량의 차이에 따라 용첩조건율 조정할 필요 

가 없옴율 의미한다. 

다옴온 Austenite 계 스태인레스강의 기계척성질이나 내식성파 밀접한 판계가 

있는 용첩부의 미세조직율 검토했다. 

Fig.3.4.8온 시험재중 P4NG 강의 SA 용첩부 조직율 용접금속에서 모재까지 연 

속객으로 판활한 것이다. 여기서 용첩금속 및 모재는 상당량의 Ferrite 를 포함하는 

용고조직 및 Austenite 단상의 소둔된 압연조직으로 용이하게 구분할 수 있는 반 

면 l 용접부 품질올 화우하는 얼영향부는 모재와의 조직객 구분이 어렵다. 

Fig.3.4.9는 각시험재의 용첩부 부워별I 록 용접금속， F.L(fusion line), F.L+1mm 

(이하 F.L+1) 빛 F.L+3mm(이하 F.L.+3)의 미세조칙을 각각 나타낸 것이다. 용첩금 

속의 경우는 회석된 모재와 사용한 용첩재료에 의혜 화학조성이 변화합으로써l 조 

직객으로 다른 륙정율 나타낼 수 있다. 다시말하면，본 시험에서 통일한 용접재료 

와 용첩조건올 사용했융에도 불구하고， Table 4.4.5와 같이 각시험재의 용첩금속에 

서 축정한 Ferrite 함량이 10-13% 로서， 시험재별로 다소의 차이톨 보인다. 또 

각시험채의 용첩금속은 Ferrite- Austenite 용고 Mode, 측 용고가 초청 Ferrite 로 

시작하여 냉각도중 포 • 공정 반용에 의혜 Austenite 가 석출하는 천형객인 조직객 

특정올 나타내고 있으며 I 모두 Lacy ferrite 와 Vermicular ferrite 가 함께 관찰되 

고 있다. 그러나 P4 는 Ferrite 함량이 약 12 % 로서 Lacy ferrite 의 환율이 

Vermicular ferrite 에 비해 높온 반면， N 함량이 약 1000 ppm 정도 높온 P4L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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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Ferrite 합량이 약 10 % 이 며 Vermicular ferrite 가 주로 판찰될다. 따라서 모 

재의 화학조성이 용접금속의 조직척 특징이나 Ferrite 의 함량에 영향을 미치고 있 

옴올 시사하고 있다. 

냐. 용첩부 강도 

Table 3.4.5는 23 kJlcm 의 입열량으로 양면 2 Pass 용접한 각시험재의 용 

첩부 인장시험 결과롤 정리한 것으로， 인장강도I 파단위치 및 Ferrite 량을 함께 나 

타낸 것이다. 여기서 인장강도만을 표기한 것온 용접부가 모재I 열영향부 및 용접 

금속 둥으로 구성된 조직객 이방성올 나타내기 때문에 항북강도 및 연신용을 직접 

적인 평가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곤란하다 Fig.3.4.10은 각시험재에 대한 모재와 

용첩부의 인장강도롤 버교한 것이다. 

각 시험재의 용첩부 인장강도는 약 600 MPa의 P4LN, A4LN, C4LN 이 시험 

재중 높은 수준이었고I 약 536 MPa의 P4L이 가장 낮았으며， 시험재별로 최대 65 

MPa 정도의 차이훌 나타냈다. 또 이러한 용첩부 인장강도는 각시험재가 536-

600 MPa 범위로서， 558-613 MPa 범위의 모재 인장강도에 비해 모두 95-99 % 

의 다소 낮은 수준올 나타냈다. 

각시험재가 동일한 용접시공 조건에서도 인장강도가 서로 상이한 것은 작시험 

재의 제조조건에 의해 결정되는 모재 자체의 기계척 성질과 용접금속의 품질특성 

차이로 간주할 수 있다. 전반적으로 모재의 C+N 함량과 용접부 인장강도가 상판 

성이 있었다. 일례로 약 536 MPa의 P4L파 약 598 MPa의 P4LN의 용접부 인장강 

도 차이는 강력한 고용강화 원소인 C+N 함량에 있어서 P4L의 약 700ppm 파 

P4LN의 약 1600ppm의 차이에 의한 영향으로 볼 수 있다. 한편 C+N 함량이 약 

840ppm의 P4가 약 990ppm 및 약 950ppm의 P4NG 및 A4L 보다 C+N 함량이 낮 

옴에도 불구하고， 높온 강도 수준올 나타낸 것은 후술한 용접부 옥살산 에청시험 

에서 판찰한 바와 같이 P4의 열영향부에 Brittle한 Cr carbide의 석출파 판련이 있 

다고 생각된다. 

한편 용접부 강도에 대한 용접금속/ 열영향부 및 모재 둥， 부위별 강도 변화톨 

조사하기 위해 용첩부 경도 불포롤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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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4.5 Tensile test results of welded joint. 

Kind 

P4 

P4L 

P4LN 

P4NG 

A4L 

A4LN 

C4LN 

Welding condition 

(Heat input) 

Face: 600A - 30V -5Ocm/min 

(23.0) 

Root: 당X>A - 34V -5Ocm/min 

(20.4) 

* Tensi1e test : JIS Z 3121 

.. Ferrite scope(Fisher Co.) 

Tensile Fractured 

strength(MPa)* location 

580.2 

당용.0 

536.1 

W.M 

W.M 

B.M 

535.1 B.M 

597.8 B.M 

596.8 B.M 

567.4 W.M 

556.6 W.M 

557.6 

많56.6 

598.8 

602.7 

582.1 

578.2 

B.M 

B.M 

B.M 

B.M 

B.M 

B.M 

Remarks 

( ð -ferrite 

content**, %) 

11.9 

11.6 

9.7 

12.8 

13.2 

10.0 

12.1 

먼저 용접 Pass 에 의한 용첩부 단면의 경도분포 변화를 조사했다. Fig.3.4.11은 

P4L 강의 용접부 표 • 이면 아래 2 mm 및 중심부 위치에서의 부위별 경도분포를 

합째 나타낸 것이다. 각 위치에서 부위별 경도값용 모재보다 최고 Hv 25 정도 높 

지만， 통상 탄소강의 용접부에서 나타나는 부위별 현져한 차이는 보이지 않는다. 

이것은 본 시험재가 FCC 구조의 Austenite 계로서 BCC 구조를 갖는 Ferrite 계 

강파는 달리 용접 후， 냉각도중 상변태 및 결정립 조대화롤 수반하지 않기 때문이 

다. 한편 용접금속， F.L 빛 얼명향부의 경도는 표면쪽 및 중심부가 이면쪽에 비해 

다소 높옴을 알 수 있는데， 이것온 이면쪽의 용접금속이 먼져 용접된 첫 Pass 로서 

표면쪽의 둘째 Pass에 의해 연화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이상과 같이 각시험재의 용접부 강도 및 경도는 모재의 화학조성 및 제조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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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특히 모재의 화학조성중 C+N 함량이 직첩적인 영향을 미 

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C, N 중 어느쪽이 더 Effective 한지는 본 결과에셔 

확인되지 않지만/ 통상 N이 강력한 고용강확 원소로서 C 보다 기계적 성질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6]. 한편 용접부 기계적성질에는 용접금속 

의 Ferrite 함량도 영향올 미치것으로 생각되지만/ 본 시험재와 같이 Ferrite 함량이 

10-13 %의 비교적 척은 변화 범위에서는 그 영향을 판정하기 어렵다. 

다. 용첩부 충격 

각시험재에 대한 용첩부의 취화 정도를 검토하기 위해， 상온에서의 용접부 

노치 위치별 충격치를 Fig.3.4.12에 나타냈다. 

시험재 모두 노치 위치가 모재에서 용접금속쪽으로 이동함에 따라 충격치의 

감소가 현저했고， 특히 용접금속 및 F.L 의 위치에서는 모재보다 충격치가 250 J 

이상 크게 취화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현장생산한 P4NG는 P4L파 동둥수준의 

용접부 충격특성을 확보하고 있음올 알 수 있다. 저온 충격특성이 우수하다고 알 

려진 Austenite 계 스테인레스강의 용접부도 충격치의 취화 정도가 상당히 크며， 

이러한 충격치의 취화 방지가 용접부 성능을 확보하는데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 

다. 

Fig.3.4.13은 시험온도에 따른 P 계열 시험재의 열영향부 충격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시험온도가 저온측으로 이동함에 따라 각시험재의 열영향부 충격치도 완 

만하게 감소하고 있음올 알 수 있다. 또 전 시험온도 구간에셔 P4NG가 가장 우 

수한 충격특성을 보였고， P4L, P4LN, P4 의 순으로 저하했다. 이것은 모재의 강 

도 및 충격특성에셔 언급한 바와 같이， 모재의 C+N 함량의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된다. 측 C+N 함량이 증가할수록 충격치는 감소했다. 

다읍은 국내 시판의 SA 용접재료와 본 시험재와의 척합성올 검토하기 위해 

각시험재에 대한 용접금속만의 상온 충격치를 Fig.3.4.14와 같이 나타냈다. 용접금 

속의 충격치는 평균 120 J 정도로셔， 시험재별 큰 변화는 인정되지 않는다. 본 시 

험에서 용첩금속의 져온취성에 대해서는 검토하지 않았으나， 상온의 사용초건에서 

는 각시험재와 사용한 용접재료와의 척합성온 양호합을 알 수 있다. 따라서 

L-grade 용으로 시판되고 있는 본 용첩재료를 LN-grade 용까지 확대 척용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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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문체가 없다고 생각된다. 

이상의 연구결과로 부터/ 용첩부 총격륙성온 P 계열 시험채중 P4NG가 가장 

우수했고， L-grade 시험재에서는 P4NG와 A4L이 동퉁 수준으로서， P4L 대비 양호 

했다. 또 LN-grade 에서는 C4LN의 총격특성이 가장 우수했다. 한편 용접부 강 

도 빛 충격특성에 있어서 국내시판의 용접채료와 각시험재와의 객합성온 푼제가 

없으며， 상온의 사용조건에서는 본 용첩재료률 LN-grade 용으로 확대 객용할 수 

있다. 

라. 용첩부 부식 시험 

(1) 65% 철산 부식시험 

TabIe 3 .4.6온 각 시험재의 용첩부를 65% 질산용액에셔 매 48시간 부식 

시험후 강종별 부식감량올 나타낸 것이다. 시협채벌 용첩부에서의 부식도는 P4L > 

L-grade = LN-grade > P4NG 의 순서 로 낮온 부식 도톨 보여 P4NG가 가장 우수 

한 내식성을 나타냈다. 

Table 3.4.6 Weight loss(gj m' • hr) of weldment of experimental steels. 

Steel 1 2 3 4 5 Average 

P4 0.219 0.202 0.190 0.228 0.253 0.218 

P4L 0.186 0.148 0 .161 0.178 0.169 0.168 
~---…-‘--…--’ 

------_.-._--------. -------.. -------‘* .. ----.. ‘---~---- ---‘------------- ------------‘---- ---------------------
A4L 0.177 0.161 0.161 0.194 0.218 0.182 

P4LN 0.196 0.144 0.148 0.153 0.161 0.160 
-----------‘-------- .. --------‘---------. --------‘--------- ------------‘---.. -.. .‘-----.. ------‘--’ -------‘----..... --- ._-‘--.. ----------------
A4LN 0.199 0.164 0.190 . 0.316 0.195 0.213 

------’‘----------‘ ---------.. --... -------.. ----------------‘-- .. ---------------‘-- ----‘----‘---‘---- .-.. -‘-----_ ..... ---- .. -----------“------
C4LN 0.173 0.127 0.156 0.182 0.198 0.167 

P4NG 0.164 0 .122 0.097 0.151 0.143 0.135 

시편 제작 혹성상 용접부의 협상 및 면척이 동일하지 않으므로 다소간의 면차 

가 발생활 수 있어 직접객인 비교에는 무리가 따톨 것으로 생각되나 역시 C 함량 

이 낮거나 N 함량이 높올수혹 내식성이 양호합올 알 수 있었으며 동종계열의 강 

에서는 국내 시판재언 P 계열의 강온 수입재와 비교하여 동풍 이상의 내식성올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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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하고 있다[17]. 

한편 용첩부에서의 부식감량은 모재의 부식감량에 비해 수십% 높게 나타냈는 

데， 이것은 용첩부의 부식감량이 용착급속(y 308L)과 모재 및얼영향부의 서로 다른 

무게감량의 합이므로 실제로 내식성이 취약한 열명향부의 무게갑량온 용첩부의 평 

균척인 무게갑량인 측청값보다는 높올 것으로 생각되어 진다. 

(2) 욕살산 애청시험 

일반척으로 스테인레스강의 용첩부에 척용하는 본 시험은 용첩부에 대 

한 내입계 부식성의 평가를 흉하여 용접시험시 객용한 용컵조건의 객합성올 검토 

하는데 매우 유익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용첩부 성능시험에 척용한 입열량 

23 kJ/cm 에 상용하는 용첩조건과 각시험재와의 객합성을 검토했다. 

Fig.3.4.15온 각시험재의 용첩부에 대해 옥살산 에칭시험용 실시한 결과톨 나타 

낸 것이다. 여기서 P4는 열영향부에서 결청립계톨 따라 단속척으로 Cr carbide가 

석출한 Dual 조직이 판찰되고 있지만， 이롤 제외한 전 시험재는 Step 조직올 보이 

고 있다. P4에서 Cr carbide의 석출이 용이한 것용 다른 시험재보다 C 가 높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P4의 Dual 조직도 ]IS G 0571의 요구 기준율 만족시키기 때문 

에r 각시험재의 용접부 내업계 부식성은 양호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한편 전술한 P4의 용첩부 강도 및 충격시험 결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열영향 

부에서 석출한 Cr carbide는 전체척인 용첩부 성능올 저하시킨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P4의 경우， 본 연구에서 선정한 23 kJlcm 의 용접입얼량윤 부객합하며， 열 

영향부의 Cr carbide의 석출올 방지하기 위해 현재보다 용첩입열량올 낮출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마. 용고균열 감수생 

Cr，여/Ni여가 1.63-1.73 범위인 각시험재는 Ferrite-Austenite 용고 Mode로 

서(1.48 :5: Cr，여/Ni액 :5: 1.95), Austenite 및 Austenite-Ferrite 용고 Mode(Creq/Nieq 

드 1.48)롤 갖는 재료에 비해 용첩부 고온균열 발생 위험성이 매우 척온 재료라고 

할 수 있다. 또 고온균열에 영향올 미치는 불순물 원소인 P+S 함량도 Table 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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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화학조성에서 보는바와 같이 0.03 % 미만으로 낮온 것도 용접시 고용균열 감수 

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된다. 그러나 시험재 중 LN 시험재와 같이 N 함량이 증 

가하게 되면， 강력한 Austenite 안정화 원소인 N이 용고 Mode의 변화롤 가져올 

수 있고 이것이 고온균열 감수생에 명향을 미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소형의 Varestraint 시험을 실시하여 430-1570ppm 범위의 N 함량을 갖는 P4L, 

P4LN, A4LN 및 C4LN 시험재에 대한 용고균열 감수성올 버교 명가함으로써r 용 

고균열 감수성에 마치는 N 함량의 영향을 조사했다. 

P4LN 및 C4LN 시험재에 대한 3.8% Strain 조건으로 Varestraint 시험 후， 처 

배율의 Macro 조칙을 관찰한 결과， 각 시험재에서 발생한 균열온 상당히 미세한 

특정을 보이며， 시험재별로 균열 발생수 및 크기도 서로 상이했다. 또 균열은 

고 • 액 계면에서 발생한 다옴， 계면의 수직방향으로 전봐하는 전형척인 용고균열 

의 형태임올 확인했다. 이러한 용고균열중 Bead 중심부에서 발생하는 최대 균열 

의 발생시챔 및 종첨은 각각 그 재료의 액상 및 고상선에 상당한다고 알려져 있다 

[18]. 한편 본 시험재에서는 고상선보다 저온역인 연성저하 균열은 관찰되지 않았 

고， 또 이 균열온 통상의 용접시공 조건과 같이 변형속도가 낮은 조건에서는 발생 

하기 어렵기 때문에 [19]， 본 연구에서는 더 이상 검토하지 않았다. 

한편 각시험재에서 발생한 용고균열의 전봐 경로를 조사하기 위해 균열의 표 

면 및 단면부의 미세조직을 관찰하여 Fig.3.4.16에 나타냈다. 용접부는 모두 전형 

척인 Ferrite-Austenite 용고 Mode로서 I 초정 Ferrite 로 용고가 시작하여 냉각도중 

포 • 공정 반용에 의해 Austenite가 석출한 조직척 특정올 보이고 있으며， 각시험재 

의 표면 빛 단면부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균열은 모두 Austenite 와 Ferrite의 상경 

계롤 따라 전봐되고 있옴을 알 수 있다. 단면부에서는 용고시 용도구배에 의혜 

수직방향으로 성장한 Dendrite 를 관찰할 수 있다. 

고온굵열 시험편의 표면에서 관찰한 균열 발생수 및 크기롤 측정하여 시험재 

별 Strain 조건에 따른 용고균열 감수성올 버교 명가했다. 

Fig.3.4.17는 시험재별 Strain 조건에 따른 균열 발생수롤 나타낸 것이다. 여기 

서 1%의 Strain 조건에서는 전 시험재에서 균열이 발생하지 않았으나， Strain이 2% 

이상으로 증가합에 따라 균열 발생수도 급격히 중가함을 알 수 있다. 한편 2.0-

3.8%의 Starin 조건에서 각시험재의 균열 발생수는 P4LN이 가장 증가했고， A4L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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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4LN, P4L의 순으로 감소했다. 

Fig.3.4.18은 각시험재에서 발생한 총 it열길이를 Strain 조건별로 나타낸 것이 

다. 전술한 it열 발생수와 마찬가지로 Strain 이 중가함에 따라 총 슐열길이도 중 

가했다. 여기서 Strain 조건에 따른 시험재벌 총 슐열길이는 P4L 이 가장 작고， 

C4LN, A4LN, P4LN 의 순으로 중가함으로써 전술한 시험계별 슐열 발생수의 사 

험결과와 경향이 일치하고 있다. 죽 용고 Mode 가 모두 동일한 각시험재의 용고 

균열 감수성은 P4L이 가장 우수했고， A4LN, C4LN, P4LN 의 순으로 열둥하다고 

할 수 있다. P4NG 강의 용고율열 감수성은 용고 Mode, P+S 함량(0.026 %) 및 

Ferrite 함량(계산치 : 약 3.6 %) 올 고려할 때， P4L 과 C4LN 의 중간 수준으로 추 

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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째 5 철 뽑 혼 

N의 함량이 800ppm 수준인 STS 304NG 강을 상업 객 시 험 생 산하고 생 산조건 

빛 시험생산재와 기폰의 STS 304L 빛 STS 304LN 강과의 기계객특성， 내식성 빛 

용접특성을 비교 명가하여 다옴의 결론을 얻었다. 

1) 예비실험올 토대로 현 POSCO 셜비를 고려한 성분목표를 셜정하고 상업객 시험 

생산올 하여 다음과 같은 성분의 STS 304NG 강을 제조하였다. 

(wt.%) 

C Si Mn P S Ni Cr Mo Cu N co Remark 

Aim 0.02 0.6 1.1 <0.03 0.002 9.5 18.5 0.5 0.5 0.08 0.2 Cr.메'Nieq= 1.69 
max. max. max. 5-feπ=4.43% 

Result 0.019 0.52 1.02 0.024 0.002 9.64 18.5 0.06 0.1 1 0.08 0.06 Cr.메'Nieq= l.65 
5-ferr=3.57% 

2) STS 304NG 강온 통상의 STS 304L 강에 버 하여 열 간 변 형 저 항이 약간 중가하 

였으나 별 문제점이 없었다. 소둔시간은 N 함량올 고려하여 1050t 에서 통 

상의 1.6 x 두째(분) 보다 약간 긴 2.0 x 두께(분)을 기준으로 소둔하였으며 소 

둔조칙 및 산세성이 양호하였다. 

3) STS 304NG 강은 STS 304L 강에 버하여 Y.S. 및 T.S.는 증가하고 연신율은 감 

소하여 져온 충격륙성온 약간 감소되나 화학 성분， 기계적 성질 빛 내식성은 

ASME 304L의 규격을 만족하였다. 

4) 650t 에서 2시간 예민화 후의 옥살산 에칭 실험결과 N 합량이 높을수록 내식 

성이 증가합올 알 수 있었다. 

STS 304L < STS 304NG < STS 304LN 

5) STS 304NG 강의 내SCC성은 STS 304L 강보다 양호하였다. 이것은 N를 챔가 

함으로써 SCC에 의한 균열의 발생 빛 천파가 억제되었다기 보다 강의 강도를 

중가시켜 용력 지지능올 향상시켰다고 볼 수 었다. 

6) 통일 용접조건에셔 각시협째는 최대 1430 ppm 까지의 N 합량에서도 용입특 

성온 변화하지 않았다. STS 304NG 강의 용첩부 강도 빛 충격특성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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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시판 용접재료와의 척합성온 양호했으며， 용첩부의 내업계 부식성도 품제 

가 없었다. 

7) 시험재별 용접부 인장강도는 모재 및 용첩금속의 품질에 화우되었다. 원자력용 

으로 시험생산한 STS 304NG의 용첩부 인장강도는 약 560 MPa 로서， 실척용 

시 강도상의 문제는 없다고 판단된다. 

8) 시험재 모두가 Ferrite-A ustenite 용고 Mode 륙징올 나타내나 N 함량이 증가 

할수록 용고균열 발생 감수성이 커졌다. 이것온 N 함량 증가에 따론 용첩금 

속 Ferrite 함량의 감소 영향으로 생각합 수 있으나， 추후 보다 상세한 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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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3.2 Mini-Varesπ외nt tes히ng apparatus for the eva1uation 

of weld metal hot α'ac힘ng suscepti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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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4.9 microstructures of we1dment ofeach notch location 

for experimental ste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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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4.1S Microstructure of tested materials after oxalic etcmng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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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4.l5 Microstructure of tested materials after oxalic etching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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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4.16 Fusion zone hot cracking in tested mat하ials at 3.8% 

sσain con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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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4.16 Fusion zone hot cracking in tested materials at 3.8% 

sπain con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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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3.3 Notch location of welded joint for Charpy impact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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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M 

F.L+3 

F.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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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3.3 Notch location of welded joint for Charpy impact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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쩌14 장 DI래훨 품I톨/궁I강흘 겼터|쁨러|겼느참 채발 

쩨 1 철 연구의 배정 

오스테나이트 스태인해스강은 고온강도I 연성， 인생I 내식생 퉁이 우수해서 경수로 

및 고속로의 일차계 구조재료로서 국제척으로 사용되고 있다. 316형태의 스태인레스 

강은 채조된 경험도 많고 특성도 우수할 뿔만 아니라 사용환경과 중생차조사 둥에 대 

한 내구성도 양호하고 젤계에 필요한 데이터 빼이스도 구축되어 있어서 차세대원차로 

및 고속로의 구조재료로서 유망한 재료이다. 종래의 316 스태인례스강은 강도를 확보 

한다는 관첨에서 탄소량올 0.04% 이상 함유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온도가 올라가면 탄 

화물올 석출시켜서 부식성질올 현저히 저하시키므로 최근에는 탄소의 함량올 낮추는 

(316L) 경향이다. 그러나 저탄소 스테인레스 강은 강도저하를 유발하므로 강도를 확보 

하기 위해서 고용강화효과가 탄소보다 큰 질소를 탄소대신 챔가한 새로훈 강(316LN) 

이 개발되고 있다. 질소가 첨가되면 항복강도I 최대인장강도는 증가하지만 연신융은 

거의 감소하지 않는 양호한 구조채료로 보고되고[1] 었으나 경수로 및 고속로의 가동 

온도가 300 't - 600 't에 이르는 고온에서 사용되고 있으므로 질소가 고온 기계척성질 

에 미치는 영향에대한 이해가 이루어져야 한다. 고속로 일차냉각경계의 구조재료는 

고온 운전중에 발생하는 가열파 냉각에 의한 온도구배에 의해 열용력이 반복해서 발 

생되므로 피로손상을 일으키게 된다. 반복 열용력에 의한 저주기 피로는 고온 구조재 

료의 주요 파손원인 중의 하나이므로 고온 구조재료 썰계시에는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고온강도를 향상하기 위하여 질소롤 챔가한 316L 스테인레스 강이 고속로의 일 

차경계 재료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질소가 고온 저주기 피로거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 

한 연구가 필요하다. 질소가 첨가되면 저주기 피로수명이 중가한다는 보고들은[2-6] 

상온에서의 실험결과들로 부터 나온 것이고 고온에서의 저주기 피로성질에 미치는 질 

소의 영향에 대해서는 연구가 아직 미홉하다. 상온애서 질소에 의한 피로수명의 중가 

는 질소가 Cr과 단범위규칙올 형성함으로써 전위가 planar 슬립을 하기 때문으로 보 

고되고 었다[3-4]. 온도가 중가하면 피로수명이 감소하고 용력-사이클 곡선에서 초기 

에 경화가 발생되는 것을 단범위규칙으로는 셜명이 곤란하므로 고온에서의 저주기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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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거동에셔는 동객변형시효의 영향올 고려하여야 한다. 동객변형시효가 저주기 피로 

수명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우션 질소가 동객변형시효에 마치는 영향율 

체계적으로 조사하여 동척변형시효와 저주기 피로거동과의 관계훌 규명하는 것이 펼 

요하지만 아직 이러한 부분에 대한 연구가 미홉하다. 

또한 고온에서 장시간 사용할 경우 스태인레스 강용 닫화물옳 석출하여 부식저항 

성이 급격히 저하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질소롤 챔가한 경우에 부식성질에 미치는 

영향올 평가하여야 한다. 

이와같은 우수한 성질올 갖는 강올 개발하기 위하여 질소량율 변화시킨 시편으로 

인장시험， 피로시험， 부식시험 둥올 행하여 최객의 조성율 산출하였고 이러한 성분올 

갖는 합금올 제조하는데 있어셔 제조공정상의 변수의 영향율 명가함으로써 고온에셔 

사용할수 있는 최객의 합금성분올 갖는 재료를 개발할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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째 2 철 Type 316LN 스태언빼스 강의 채쪼공정 변수 

1. 오스태나이트 스혜언해스 강의 째초푹생 

가. 오스대나이트 스대언헤스 강의 용고거동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레스강의 용고모드는 일반객으로 Fig.4.2.1(a)와 같이 

Fe-Cr-Ni 삼원상태도의 60% Fe 단면율 나타내는 2차원 pseudo- binary diagram 

율 이용하여 셜명되고 있다. Suutala 둥[7]의 분류에 따르면 오스태나이트계 스테 

언레스강의 용고모드에는 다읍의 4가지 유형이 었다. 

Mode A : L • L + 6 • 6 + Y 

Mode B : L • L + 6 • L + 6 + y • 6 + y 

Mode C : L • L + Y • L + y + 6 • y + 6 

Mode 0 : L • L + Y • Y 

Fig.4.2.1(a)에 각 용고모드의 용고경로롤 함께 나타내었다. Mode A의 조성올 

갖는 합금은 6-feπite로 용고가 완료되 며 그 후에 6→Y의 고상변 태 가 일어 난다. 일부 

의 6-ferrite는 냉 각도중 Y로 massive trans- formation하고 나머 지 6-ferrite는 더 낮 

온 온도에서 6 + Y의 Widmann- statten 조직으로 변태하여 최종척으로 y + lathy(or 

acicula다 6의 용고조칙을 갖게 된다. Mode B의 합금온 초청 6-ferrite로 용고가 시작 

되어 interdendritic region 내 액상의 Ni 당량이 높아져서 L +6 + y의 3상영역에 도달 

하면 Y의 정출이 얼어나기 시착하며， 이 때 Y의 정출에는 공정반용과 포정반용의 두 

가지 기구가 제시되고 있다. 생성된 Y는 냉각과정에서 6 쪽으로 성장하므로 초청 6의 

양은 캠차로 감소하고 6는 최종객으로 de뼈rite 중심부롤 따른 vennicular( or 

skeleton) type의 6-ferrite 조칙을 형성한다. Mode C의 경우 Y상의 초정 dendrite가 

생성되며 dendrite 주변에서의 공정반용에 의해 6-feπite가 생성되고 따라서 상온용고 

조직온 dendrite 중심부의 Y와 interdendritic region에서의 eutectic 6-ferrite로 구성된 

다. Mode 0에서는 단순하게 초청 Y조직이 고상변태 없이 상용까지 유지된다. 

Fig.4.2.1 (b)에 각 용고모드에셔의 용고션단의 조직율 도식객으로 나타내었다. 

Mode B 용고t 측t 용고가 초갱 6-ferrite로 시작하는 오스테나이트계 스태인레 

스강총를온 대부분 용고초기에 60-80%의 6-feπite가 형성된 후에 Y가 행성되기 시 

착하며 냉각과정에서 6-feπite는 Y로 고상변태한다. 이 과정에서 주조조직 내의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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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rrite의 ‘분포와 행상용 용고 mode와 직첩척인 관련이 있다. 전슐한 바와 같이 

CreqjNieq 값이 중가합수록 용고 mode는 D • C • B 욕 A로 변화하며 õ-ferrite의 

형 상은 eutectic (interdendritic) • vermicular (skeleton) • lacy, lathy (acicular) • 

Widmasttaten 조칙으로 변해간다. 

용고모드는 주로 Cr과 Ni의 함량에 의혜 결정되지만 다른 합금원소툴퉁 용고 

모드에 영향율 주며 이롤의 영향용 Cr당량(Cr며) 및 Ni당량(Ni며)에 의혜 기술되고 

있다. 합금성붐에 따론 용고모드의 변화에 대해 5uutala 풍[8]온 Hammer와 5vennson 

식 [9)올 사용하여 CreqjNieq가 1.95 이상인 경우에는 Mode A, 1.48에서 1.95 사이인 

경우는 Mode B, 1.48 이하인 경우에는 Mode C 또는 Mode 0의 용고경로롤 따른다고 

보고한 바 있다. 초청이 Y상으로 용고가 일어나는 경우에는 Y상 내의 5, P, B, 5i 퉁 

불순물 원소의 고용도가 6상에 비 해 작으므로 이 들의 intercellular segregation이 심 해 

져서 고온굵열의 위험성이 커진다. 이 경우 연속주조시 취약한 용고 shell올 형성하기 

때문에 홍상척인 연주 slab외 제조에 많온 어려움이 따론다. 따라서 일반척으로 생산 

현장에서 고용굵열의 위험성이 배재된 안전한 연속주조가 가눔한 오스테나이트계 스 

테인레스강의 성분범위는 CreqjNieq가 약 1.5 이상인 흥성으로 제한된다. 

용고모드는 합금성분 외에도 냉각속도 빛 과냉에도 영향올 받는데 일반척으로 

냉각속도가 빠르고 과냉이 크면 초청 8 용고의 경향이 작아진다. 그러나 용고 이후의 

냉각과정에서 냉각속도가 빠르면 고상변태가 억제되므로 초청 6 용고인 경우 6• Y 변 

태가 충분히 일어나지 않아서 주조조직 내의 õ-ferrite는 오히려 많아진다. 

나. 주효초칙 

주피내의 õ-ferrite 함량온 합금성분에 크게 화우되지만 일반척으로 같은 확 

학성분올 가진 합금이라도 부위벌 냉각속도의 차이에의해 õ-ferrite 함량이 일치하 

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이유로 Ingoty. slab의 단면 내외부에서 õ-ferrite 볼 

포의 차이를 보이며 표총부에서 õ-ferrite 함량이 가장 척고 중심부로 갈수륙 중가 

하다가 중심부에서는 다시 감소되는 현상올 보인다. 초청이 6인 경우， 냉각속도가 

증가하면 õ-ferrite 의 확산에 필요한 시간이 급격히 감소하기 때문에 주괴 내의 명 

굵 õ-ferrite 함량도 중가한다 õ-ferrite가 극히 척온 양 폰채할 경우는 기지조칙 

-488-



내부의 불순물을 함유하여 균열을 방지하기도 하지만 일반척으로는 v/6 경계가 균 

열 생성 및 전파의 역할을 함으로서 열간가공성올 해치는 역할을 한다. 6-ferrite 함 

량이 비슷할 경우 균질하고 미세하게 분포되어 있는 6-fer다te톨 함유한 소재가 서로 

연결된 6-ferrite 조칙을 가진 소재보다 고온연성이 더 우수하다. 

주조조직내의 6-ferrite의 함량과 분포특성온 소재의 제조공정에 매우 중요한 영 

향을 미친다. 예롤 들어 연속주조 과정에서 초정 오스태나이트('1')로 용고가 시작 

되면 웅고 shell에 고온균열(hot cracking)이 발생할 위험성이 높아지며， 6-ferrite가 

천획 없는 완전환 Y조직은 소량의 잔류 6-ferrite가 존재하는 조직에 비해 나쁜 열 

간가공성을 갖는다. 반면t 초정 6-ferrite로 웅고하는 정우에는 용고가 환료된 이후 

냉각과정에서 6-ferrite는 버명형상으로셔 보다 안정한 Y상으로 고상변태하며， 주조 

조칙 내의 잔류 6-ferrite도 slab의 재가열， 열간압연， 소둔공정 동 후속공정을 거치 

면서 Y상으로 분해되지만 열간압연 전의 채가열공정에서 6-ferrite의 분해가 불충 

분하여 파다한 6-ferrite가 잔류하는 경우에는 이들은 열간압연과정에서 소재의 열 

간가공성을 크게 져해한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과잉의 6-ferrite는 소재의 고용연성 

을 낮추어 열간압연중 edge crack의 발생이나 열연판의 표면결함 생성 퉁 제조공 

정상의 중요한 문제챔들을 야기하게 된다. 실재로 통상척언 오스테나이트계 스테 

인레스강 제조공정에 있어서 연주 slab 내의 6-ferrite는 재가열에 의해 완천히 분 

해되지 않으며 열간압연온 어느 정도의 6-ferrite가 폰재하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보퉁이다. 따라서 초정 6-ferrite로 용고가 시작되는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레 

스강의 경우 주어진 강총성분규격에서 압연셀비의 륙성에 따라 최척의 열간가공성 

올 확보하기 위해서는 열간압연 직천의 찬류 6-ferrite롤 적정 수준으로 제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이롤 위해셔는 강총에 따른 주조조직 내의 6-ferrite의 형성 

및 분해거동에 대한 이해가 필수척이다. STS 316L강온 웅고거동이 비교척 잘 알 

려져 있는 STS 304강파는 약간 다른 용고과정을 거쳐서 용고되며 6-ferrite외 분 

포특성에도 차이가 었다. 더우기 316L강온 304강에 비혜 고용변형시 유동용력이 

높으며 고온연성이 잔류 6-ferrite의 함량에 더 민감하게 영향율 받으므로 주조조 

직 내의 잔류 6-ferrite의 제어가 304강에 비해 더욱 충요하다. 

재가열 후 오스테나이트계 스태인레스강의 미세조직 내에 6-feπite가 과다하게 

잔류하는 경우 이들온 고온변형시 6/ '1' 계변에서의 균열발생에 의해 고온연성을 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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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시키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일반적으로 Fe-Cr-Ni계 강에서 미세조직 내의 

페라이트 함량이 중가함에 따라 고온연성온 감소하여 15-35%의 페라이트가 폰재 

할 때 최소의 연성을 보인다고 알려져 있다[10]. 그러나 주조조직 내에 소량의 6 

-ferrite가 폰재하는 경우는 ô-ferrite가 천혀 폰재하지 않온 완전한 Y 주조조직에 비 

해 열간가공성이 우수하며 Kane[ll]온 。l를 ô-ferrite의 폰재에 의한 v/v 입계의 굴 

곡(corrugation) 형성 효과 및 ô/v 계면에서의 재결정 핵생성에 의한 crack 

arresting 효과로 셜명 한 바 있다. 또한 ô-ferrite는 강중의 phosphorus롤 Y상에 비 

해 많이 고용하여 입계의 P 편석을 억제하는 역할올 함으로써 [12] 입계취화에 의 

한 고온란열 (hot crack)을 방지하는 효과를 준다. Sulphur의 경우 ô-ferrite 내의 고 

용효과는 크지 않으나 완전 Y 조직 인 경우 강중의 manganese가 모두 Y상 내 에 고 

용상태로 폰재하여 MnS의 형성이 어려워지므로 강중의 S는 MnS를 형성하는 대신 

에 v cell 경계에 저융점의 FeS롤 형성함으로써 고온란열의 가능성올 더욱 크게 한 

다. 따라서 소량의 ô-ferrite는 P, S 둥 불순물 원소에 의해 야기되는 고온입계취확 

를 억제하는 효과를 준다. 고온란열의 발생 가능성이 큰 강종에서는 열간가공상의 

어려움 외에도 연속주조시 용고 shell이 취약해지고 제품의 용접가공시 용접부 란 

열생성 [13]과 같은 문제점들이 발생한다. 따라서 주조조직 내에는 소량의 ô-ferrite 

가 존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그 함량이 과다한 경우 전술한 바와 같은 고온연성 

의 저하가 나타나므로 합금성분계 및 제조공정 특성에 따라 최척의 ô-ferrite 함량 

을 갖도록 제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반척으로 STS 304강의 경우 주조조직 내에 

6-8 vol%의 ô-ferrite를 함유하는 것이 보퉁이며 STS 316 및 316L강의 적정 6 

-ferrite는 이보다 낮다. 

합금조성에 따른 주조조직 내의 상분율 및 대략척인 잔류 ô-ferrite 함량윤 Cr 

당량과 Ni 당량율 이용한 몇가지 방법으로 예측할 수 있다. 이 중 대표적인 것이 

Fig.4.2.2과 Fig.4.2.3에 보인 바와 같이 합금의 Cr 당량 및 Ni 당량의 비에 따라 상 

온 용고조직을 실험적으로 측정한 Schaeffler diagram[14]과 DeLong diagram[15] 

이다. 이들온 원래 용첩부 또는 접합부와 같은 국부척인 용고부위의 미세조직을 

예측하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서 특정 용접조건에서의 실험결과에 기초했기 때문에 

용고과정에서의 냉각속도는 고려되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용고 후 냉각과정에서 6 

-ferrite가 많은 경우에는 6• Y 변태에 미치는 냉각속도의 영향이 커지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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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aeffler diagram 내에서 6-ferrite의 함량이 높온 쪽의 합금조성에서는 잔류 6 

-ferrite 함량의 예측이 부정확해지며， 반대로 낮온 6-ferrite 함량 쪽으로 갈수록 잔 

류 6-ferrite는 비교척 정확히 예측된다. 또한 Schaeffler diagram에서는 N의 영향 

이 고려되지 않았으며， C윤 0.03% 이상， Si윤 0.3% 이상， Mn운 2.5% 야하인 경우 

에 한해 척용활 수 있다. 

Schaeffler diagram에서 고려되지 않윤 N 및 여타의 합금원소률의 영향을 도입 

한 modified Schaeffer diagram이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제안되었으며 Schneider 

diagram[16]과 Fig.4.2.3에 보인 DeLong diagram[15]이 여기에 속한다. 또한 Mn의 

경우 첨가량이 2.5% 까지에서는 오스테나이트 안정화 원소로 작용하고 그 이상의 

첨가량에서는 반대로 페라이트 안정화 효과률 주므로 Mn이 많이 첨가된 합금의 

경우 Schaeffler diagram이나 DeLong diagram온 객용할 수 없고 Mn 효과의 천이 

롤 고려한 Hul1 [17]의 당량계산식율 사용하여야 한다. DeLong은 N의 영향올 고려 

한 외에도 잔류 6-ferrite의 다양한 측정방법에 따른 편차롤 표준화하기 위해서 

magnetic tearing force톨 기준으로 한 ferrite number롤 정의하고 Cr 당량 및 Ni 

당량에 따론 ferrite number 값으로서 6-ferrite의 분포톨 나타내 었다. 

천술한 õ-ferrite의 예측방법운 모두 용첩부의 용고조칙에 관혜 제시된 것으로 

서 연속주조 slab의 용고조직 내의 6-ferrite를 대략적으로 예측하는 데에도 유용하 

게 쓰일 수 있다. 그러나 연속주조 slab의 경우 과냉 및 냉각속도가 용접부와는 

다르고 용고조칙의 부위별 편차가 심하므로 보다 정확한 6-ferrite의 예측을 위해 

서는 연주 slab에 대한 실험적 예측식이 필요하다. 이에 판해 KRUPP, KSC, 

AVESTA 퉁 스태인레스강의 주요 생산업체률을 각사의 고유한 설비특성과 연주 

조업조건에 척합한 6-ferrite 예측식들올 작성하여 사용하고 있다. 

다. 얼간가공성빼 미쳐는 합금훤소의 영향 

스태인레스 강 연주 slab톨 멸간압연시 압하융， 압하량， 압연온도 풍의 작업 

조건을 결정하는데 충요한 인자중의 하나인 강의 열간가공성운 소재의 고온가공시 

파단이 발생하지 않고 변뺑이 진행훨 수 있는 능력율 말하므로 스테인레스강에서 

우수환 열간가공성 확보는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스태인레스강의 가장 중요한 특 

성인 내식성 향상올 위해서 많용 성분돌이 합금화되면서 열간가공량과 열간압연속 

-491-



도동에 제한을 가져오게 되었다. 스태인레스 강의 열간가공성에 영향용 미치는 요 

인은 가공인자와 소재인자로 크게 구분되어 진다. 가공인자로는 재가열 열쳐리 조 

업 조건， 압연 용도， 압연 속도， 압하량， 재압유무 둥을 툴수 있으며， 이것온 2차척 

인 문제로 조철이 비교척 용이하다. 소재인차로는 주조조칙， 주괴 내의 6-ferrite 함 

량， 합금훤소I 불순물， 개채물， 석출물 및 편석 둥율 률수 있는데 이것용 근원척인 

문제이다. 따라서， 이러한 제한척인 요소들옳 합금성분윷 조정하고 열간압연시 강 

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압연공정율 흉해서 해결하는 것온 매우 중요한 일이다. 스 

테인레스 강의 합금원소중 열간가공성에 가장 크게 영향올 미치는 원소로 C, N , 

Mo, Ti, B, 5 통올 를 수 있으며， 불순물원소로써는 Pb, Bi, Te, Sb, Sn, As 톨 톨 

수 있다. 이 원소톨의 열간가공생에 미치는 명향온 많온 연구가 진행되어져 잘 알 

려져 있으며， 각각의 영향에 간단히 기술하면 아래와 같다. 

(1) C외 영향 

Keown[18]용 C가 Cr과 공존할 때 는 천위 의 이 동율 방해 하는 작용올 못 

하지만， Mo 성붐이 강의 내부에 존재활 때에는 Mo와 북합확용올 하여 천위톨 고 

착시키는 역활용 한다고 하였다. 그외 결과에 의하면I 탄소 합량이 중가할수록 

1100-1200't의 고온영역에서 Type 304 스테인레스 강의 경우 열간 가공성올 다 

소 향상시키나 Type 316 스테인레스 강에서는 오히려 열간가공성이 저하되는 경 

향이 있음올 알 수 있다. 

(2) N의 영향 

일반척으로 N은 열간가공성올 저하시키는 원소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N은 오스테나이트 안정화원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소량 첨가시 (0.2% 이하) 주조상 

태의 ô-ferrite 함량올 낮추어 줌으로서 고온에서의 열간가공성에 좋온 명향을 주기 

도 하는데 이것온 이 용도에서 6-ferrite가 N보다 열간가공성에 더 나뿔 영향을 주 

기 때문이다[19]. N용 오스태나이트 안정화 원소인 Ni 대체효과로 다량 챔가할 경 

우가 있는데 1 이 경우 연성-취성 천이 온도에 강한 명향올 주어 압하용력이 중가 

하면， 강한 고용 강화 또는 회복의 지연 퉁의 효과에 의해 업계 미끄러짐에 의한 

입계 균열의 발생이 용이해 짐과 풍시에 연성올 저하시킴으로써 결정립계에서 균 

-492-



열이 빼른 속도로 성장하게 된다. 특히 Mo를 포함하는 강에서 고용강화에 의해 

변형저항올 상승시키는 효과 및 고온에서 치환행 원소인 Cr, Mo파 상호작용하여 

전위의 이동올 방해하고 회복 및 채결정 파정울 지연시키므로 열간가공성올 급격 

히 저하시킨다[19，2이. 

(3) Mo의 명향 

스테인레스 강 합금생분 중 Mo은 가장 강력한 고용강화 원소로 알려져 

있으며/ 동시에 열간가공성을 감소시키는 원소로 알려져 있다. Mo는 Creq올 높이 

는 원소로 열간가공성에 유해한 õ-ferrite 형생올 촉진하기 때문에 Mo롤 포함환 

강온 열간 가공성올 확보하기 위하여 통상 Ni의 함량도 동시에 증가시켜 õ-ferrite 

의 함량이 너무 높지 않도록 조절한다. 한편 Mo는 치환형으로 고용되어 고용강확 

효파를 나타내는 외에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MojC, MojN의 상호작용에 의한 

전위고착의 결과로서 입계의 이동성 및 동객 재결정올 지연시켜 열간변형져향을 

높이고 연성을 저하시킨다[18J. 실제로 Mo를 약 2.5% 챔가한 STS 316강은 STS 

304강보다 Ni올 약 2% 더 많이 첨가하는데도 STS 316강의 고온연성은 STS 304 

강보다 현저히 낮아， STS 316강의 열간 압연시 압하 하중이 STS 304강의 열간 

압연 시보다 약 20% 더 요구된다는 보고도 있다[21J. 

(4) Ti의 영향 

Ti는 페라이트 형성 원소로서 첨가시에는 일반객으로 õ-ferrite의 형성을 

촉진시 켜 가공성을 떨어뜨련다고 알려져 있으나[22J ， 미 량 챔가하면 오스태나이트 

계 스테인레스 강의 강종에 따라 가공성올 향상 시킨다는 보고도 있다[18J. STS 

304 강의 경우 Ti올 마량 첨가하면 Ti가 N와 결합하여 TiN올 형성하여 강중의 

질소 함량을 낮추어 열간가공생을 향상시키는 효파를 볼 수 었다. STS 321파 같 

이 Ti가 다량 (0.2 - 0.5%) 챔가된 강은 가공성이 STS 304와 STS 316의 중간 수 

준인데 이것용 Ti가 강력한 õ-ferrite 형성 원소로서 STS 321 강총이 STS 304보 

다 õ-ferrite를 많이 함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STS 310(25Cr20Ni)의 경우도 

0.4%Ti롤 첨가하면 열간 가공성이 향상되는데 그 원인온 역시 침입형 N의 제거 

및 TiN 입자나 폐라이트 입자가 열간 압연시 재결정핵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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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를 다량 첨가한 강은 열간 압연 후 결정립의 미세화 효과가 발생한다. 그러나 

STS 316 강과 같이 Mo롤 합유한 강은 Ti롤 미량 첨가하여도 Mo와 N의 강한 결 

합력에 의하여 N이 여전히 고용상태로 폰재하기 때문에 열간가공성온 저하된다. 

(5) 8의 영향 

일반적으로 B올 소량 첨가하면 결정 내부에 sub-grain의 형성올 촉진하 

여 primary grain boundary의 파괴를 져지하는 역할올 합과 동시에 B이 입계에 

편석하여 입계 공극 발생을 억제하기 때문에 오스테나이트계 스태인레스강의 저온 

영역에서의 열간 가공성을 향상시킨다고 알려져 있다[23，24]. 그러나 B이 다량 첨 

가되면 (Fe,Cr)2B 의 boride가 Y 상과 저융첨의 Eutectic Phase를 결정 입계에 형 

성시켜 저온영역에서 hot shotness롤 발생시킬 수 있다[25]. 일반적으로 B은 304보 

다는 304L 또는 316L 둥의 저탄소강에 주로 첨가되는데 이것온 이 강종들의 주초 

조직이 ð-ferrite 함량이 높아 열간 가공성이 나쁘기 때문에 척당량 챔가하여 열간 

가공성을 향상시키는 효과를 얻기 위함이다[18，26]. 

(6) 5의 영향 

S 첨가량이 증가함에 따라 열간 가공성이 저하한다. 특히 S가 다량 합 

유된 강은 액상 온도가 낮아져 고온에서 급격한 가공성 저하 현상올 나타내고 있 

다[18]. 고온에서 S는 용해된 상태로 폰재하므로 가열 온도가 높을수록 채용해되 

는 S의 양이 많아지게 되며， 압연파정에서 용도가 떨어짐에 따라 MnS, (Mn,Fe)S 

등으로 석출하여 결정립계의 강도를 떨어뜨려 열간 압연 시 가공성 저하가 더욱 

심하게 나타난다. 강중의 S는 개재물의 협상， 분포 및 성질에 영향을 주어 연성율 

저하시키므로， 5 함량을 낮추거나 S 안정화원소인 Ca, 회토류 금속동을 첨가하여 

황화물계 개재물의 형상을 제어하므로 열간 가공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보고도 

있다[48]. 

(꺼 불순물 및 개찌물의 영향 

불순물이나 개재물온 란열의 시발점이 되므로 강중에 극히 소량만 촌째 

하여도 고온연성을 급격히 떨어뜨릴 수 있다. 불순원소로서 Pb, Bi, Te, Sb, S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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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둥은 그 함유량이 중가할수록 얼간가공성의 급격한 감소롤 보여 준다. 각각의 

원소가 열간 가공생에 미치는 영향온 Pb 원소롤 기준으로 하여 다옴과 같다[27]. 

Pbeq = [Pb] + 2[Bi] + 0.5[Te] + 0.03[Sb] + 0.02[Sn] + 0.01[As] 

혹히 l 이 불순원소들온 퉁용 열간가공성이 좋지않은 STS 316L 과 같은 강의 철 

정립계에 강하게 편석되어 입계 결합력올 저하시켜 입계균열의 천파를 용이하게 

하는 역 할을 한다[28]. 

라. 고용산화 

스태인레스강 slab의 압연온 산확분위기의 재가열로에서 장시간 가열후 행 

해진다. 스테인레스강의 제조 공청중 가열로에서 형성되는 scale온 sliver와 같은 

표면결함으로 표출될 수 있어 강의 표면품질과 밀컵한 관계가 있으므로I 스테인레 

스강의 재가열분위기에서 표면의 고온산화현상을 이해하고 제어하는 것은 중요하 

다. 

Cr온 통상적으로 보호성이 강한 Cr203 산화피막의 형성을 용이하게 하므로 내 

산화성을 향상시킨다고 알려져 있으나 수분올 함유한 고온의 열연가열로내와 같이 

혹독한 산화분위기에 의해 보호피막이 파괴되면 급속한 산화톨 수반하여 [29] 산화 

량 뿐아니라 산화 scale의 형태에도 큰 변화를 가져온다. 산화 분위기내 수증기가 

존재하는 경우， marker 실험 [3이둥을 통하여/ 수증기내 H+가 산화물내로 침투하여 

산소이온과 반용， OH"올 형성함으로써 양이온 자리에 결함을 증가시켜 Fe 이온의 

외부로의 확산을 촉진하며 [31 ，32] ， 이로 인해 형성된 기공 둥온 scale의 소성변형을 

일으켜 micro channel 을 형성하고[33，34] ， 이롤 통해 내부로 산소이온이 침투하여 

산화를 가속화시 킨다고 알려 져 있다[30，35]. 

오스태나이트계 스테인레스강의 대표적인 STS 304 강은 Fe-Cr-Ni계 강으로써 

Fe-Cr 강의 경우와는 달리 가열로 분위기내 수중기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으며， 산 

화초기에 형성된 Cr203 보호펴막의 파괴에 의한 extemal oxidation 이후 Crρ3 보 

호펴막 재형성에 의한 internal oxidation 으로 명확히 구분되어 진행되어 [29] 매우 

안정된 산화거동을 보여준다. Fe-13%Cr -4%Al 강[35]이나 Fe-26%Cr 강[36]과 같이 

alumina나 Cr203 보호피막을 형성하는 경우 수분의 존재가 내산화성에 크게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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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미치지 못한다는 보고와 같이 STS 304 강의 산화에 미치는 과잉산소의 명향온 

external oxidation 과정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나， 과잉산소가 낮온 경우 과 

잉산소량의 영향온 internal oxidation 과정에서 나타나 산화량온 중가하는데 이는 

SjM 계면에 nodular oxide의 성장이 촉진됨에 기인한다. 죽， 과잉산소가 낮은 경우 

충분한 보호피막을 형성하지 못하여 대형의 nodule이 성장한다는 Y. Kinoshita[37] 

의 보고 내용과 잘 일치한다. 

STS 316L 강의 산화는 STS 304 강과는 달리 보호피막을 형성하지 못하는데， 

이는 Mo, Ti 및 Mn 과 같운 합금 원소의 챔가에 기인한다. STS 316L 강의 산화 

특성은 과잉산소량이 0.8% 로 낮온 분위기에서는 Fe-Cr 강의 산화와 유사한 전면 

부식이 발달하여 SjM 계면의 형상이 plain type 인 반면 과잉산소량이 높온 경우 

는 STS 304 강의 산화와 유사하여 SjM 계면에서 nodule 의 성장이 진행된다. 산 

화속도에 있어서 STS 316L 강온 과잉산소량의 중가와 함째 증가한다. 

과잉 산소가 0.8% 로 낮은 경우 STS 316L 강에셔 진행되는 천면부식에 의해 

형성되는 내부 scale 성장윤 dissociation 산화 기구에 의혜 진행된다. 그러나， STS 

316L 강의 경우는 scale 내에 Ni 이 다량 농축되어 산소의 첨투훌 억제하는 역할율 

함에 따라 산화속도는 Fe-Cr 강에 비하여 상대객으로 현저히 저하되며， Ni 함량의 

차이 에 따라 scale 총의 두께 차이 가 날 수 있다. SjM 계 면 에 나타나는 intemal 

oxide의 형상은 STS 410 강의 경우와 매우 유사하나 상대격으로 심화되어 었다. 

이와같이 internal oxide 의 형상이 섬확되는 이유는 SjM 계면의 산소분압이 STS 

410 강에 비하여 상대척으로 낮음에 반하여， STS 316L 강내 Cr 및 Ni 의 함량이 

높옴에 기인한다. 즉， SjM 계면에서 산소분압이 낮아 Cr 및 Fe 가 선돼격으로 산 

화됨에 반하여， Ni 은 금속 이온 상태로 폰재하여 SjM 계변에서 산화물과 금속이 

혼재된 상태로 폰재하는 영역이 발랄하기 때문이다. 이에 반하여 분위기내 과잉 산 

소량이 높은 경우 STS 316L 강에 형성된 scale 의 단면조직온 STS 304 강과 유사 

하다. 그러나 SjM 계변에 형성된 nodular oxide 의 형상은 STS 304 강의 경우 매 

우 compact 한 반면 STS 316L 강에 서 는 porous 하게 형 성 된 다. 이 는 STS 316L 

강의 경우 Mo의 기화 및 Mn의 외부 확산에 의해 Cr203 피막의 보호도가 STS 304 

강에 비하여 저하됨에 기인한다고 불 수 었다. 죽， STS 316L 강에 형성되는 sc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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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과영 산소량이 낮은 경우 천면적으로 균일하게 산화가 진행되나 5jM 계면에 약 

100 #01 정도 두째로 scale 파 금속이 혼재된 충이 형 성되는 반면 파잉 산소량이 증 

가하면 nodule 이 성장하나 scale 파 금속이 혼재되는 경향은 감소한다. 그러나 두 

경우 모두 sliver, 면거침 또는 그 외의 결합 형태로 표출될 가능성이 크다. 

P. Kofstad[31J 에 의하면 스태인레스 강의 가열로 산화에 미치는 '5’ 의 영향은 

로내 수증기의 영향과 마찬가지로 Fe의 outward diffusion 올 촉진한다고 하였으 

며， 가열로 산화에 미치는 S의 영향은 Fe-Cr 강의 경우 보다 Fe-Cr-Ni 강에서 상 

대적으로 크게 나타나고 있다는 보고도 있다[38J. 일반적으로 분위기내 S가 존재 

하는 경우 대부분의 금속들은 sulphide를 행생한다. 5ulphide는 금속의 부식을 급격 

히 증가시키는데， 특히 액상의 sulphide를 형성하는 경우 고온산화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스태인레스 강에서 고려할 수 있는 액상의 sulphide로는[39，40J 

Fe-Fe5-FeO, Fe5-FeO, Fe-Fe5 및 Ni-NiJ52 공정상으로 그 융점온 각각 925 't, 

945 't, 988 't 및 637 't 이다. 액상의 공정상이 생성되면 양이온과 음이온의 확산속 

도가 빨라지며， 5jM 계면에 연속적인 액상막이 형성되어 5jM 계변의 접촉력올 저 

하시키고， 입계 취화에 의해 기계적 성질이 크게 열화한다고 알려져 있다. 분위기 

내 ‘S’가 scale을 통과하여 5jM 계면으로 첨투하게 되면 반대로 금속이온이 Gj5 

계면으로 확산하여 나오게 되며， 이러한 현상은 스테인레스강과 같이 Cr203 보호피 

막을 형성하는 합금에 잘 나타난다. Cr203 피막올 형성하는 강을 유화 분위기에서 

장시간 가열하게 되면 Gj5 계면의 scale어I Fe, Mn, Ni 등이 다량 존재하게 되는데， 

이 들은 주로 FeCr204, MnCr204 또는 NiCr2Û4 와 같은 spinel oxide 를 형 성 한다 

[41J. 이러한 현상은 Fe2
+, Mn2

+ 둥의 양이온이 Cr203 피막올 통과하여 Gj5 계면으 

로 이동함에 기인하며 [42]， 특히 Mn은 Cr203 피막을 통과하여 Gj5 계면으로 이동 

하여 분위 기 중의 S와 반응하여 Mn5 를 형성하기도 한다[43J 

마. 찌컬청 거동 

Cr-Ni-Mo톨 함유한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레스강올 열간압연시 고려사항 

은 동 적 회 복(Dyna01ic recovery, DRV)파 동적 재 결 정 (Dyna01ic recrystaIliza tion, 

DRX)이다 DRV는 결정입계의 미끄러짐(grainboundary sliding)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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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granular cracking 올 방지 해 주며 , DRX 는 결 정 업 계 를 이 동 시 켜 crack 성 장올 

지연시킴으로써 열간가공성올 향상시킨다.DRX 는 온도에 따른 업계변형율에서 시 

작되며， flow curve 상에서 최대용력 ( 0' p, é p)올 나타낸 후 연화(softening)에 -의해 

일정용력구간(steady state regime)올 나타낸다. 일정용력구간에서 일정용력 ( 0' s)은 

온도가 높올수록， strain rate 가 늦올수록 낮아진다. 이러한 영역은 일정용력 ( 0' s) 어l 

역 으로 비 례 하는 dgs(constant average grain size) 와 d •• (subgrain size)에 의 해 특 

정 지 어 진 다. 다단변 형 (muItistage forming)시 정 척 회 복(static recovery) 과 정 적 재 

결정 (static recrystalIization)은 DRV와 DRX올 보완하여 스테인레스강의 가공성올 

향상시킨다. 800-1200t 에서의 flow curve ，Fig.4.2.4(a)，를 보면 고온에서는 저 C 

강과 같이 이상적인 DRX 곡선을 나타내나 저옴에서는 곧바로 파단이 일어남을 알 

수 있으며， compression과 torsion에 의한 304L 강에 대한 20-1200.C 에서의 flow 

curve, Fig.4.2.4(b)，에서 알 수 있듯이 저옴에서는 strain rate sensitivity가 매우 낮 

기 때문에 flow stress는 strain rate에 무관함을 알 수 있으며， 고온에서는 strain 

rate sensitivity가 매우 높아 100배의 strain 증가시 stress는 2배 증가함을 알 수 있 

으며 압축시험에서 얻어진 가공경화지수가 온도가 높을수록 착아지는 것은 DRV에 

기인하는 것이다[44]. 이렇듯 flow stress를 결정하는 것은 DRX와 DRV의 복합적 

인 효과에 기인한다. 

용질원자와 입자들은 전위의 climb , cross slip 및 결정입계의 이동올 억제하여 

동적 및 정적회복기구를 지연시킴으로써 열간가공성올 나쁘게 한다. Fig.4.2.5은 여 

러 스테인레스강에 대한 σP를 비교한 것으로， Cr-Ni 강(25% 이상 s이ute)의 flow 

curve가 일반강에 비해 훨씬 높은 것올 알 수 있다[45]. 용질원자량이 증가할수록 

flow curve는 급격히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301 < 304 < 316 < 317, 석출물 

또한 flow curve를 높이 는 효과가 있다. 1000t 에서 Cr과 Ni 1wt.% 당 1.6 MPa 

와 2.5MPa 상승효과가 있으며 [46，4끼， 1wt.% 첨 가되 는 Mo에 대 한 강화효과는 최 저 

3Mpa 에서 최고 10Mpa 까지 이며 [48-52] ， 치환형원소가운데 C은 거의 영향을 미 

치지 않으나， N는 열간압연 온도범위에서 0.1% 당 15-20MPa 의 강화효과를 나타 

내고 온도가 내려감에 따라서 강화효과가 커진다고 보고되고 있으며 [53] ， 한편 고질 

소강에서는 cabonitride 를 형성하여 N의 효과를 상숭시킬 수도 있다. 합금첨가시 

용질원소의 입계편석은 결정업계의 이동을 억제하여 DRX를 지연 ép에서의 st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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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증가를 가져온다. 결청립을 작게 할 경우 입계의 감소는 Oy와 flow curve를 증 

가시 키 나， ê P감소에 따라 (1 p는 증가하지 않는다[50，54，55]. 

일반적으로 ductility 는 온도가 올라감에 따라서 향상되나 600-800 't에서 최소 

의 값올 나타내며， 온도가 올라 갈수록 다시 증가하여 304, 316강종의 경우 1230 't 

에서 최대치를 나타낸다[56]. 스태인레스강의 경우 고상선이 일반탄소강에 비해 상 

당히 낮으며， minimum 온도와 failure strain 은 strain rate 가 커짐에 따라서 커지 

게 된다. 스테인레스강의 열간가공성은 DRX와 DRV를 억제하는 solid solution에 

의해 low C austenite 보다 낮다. Mo이 첨가됩에 따라서 ductility는 감소된다. 축 

Mo에 의 해 DRX 가 지 연 됨 에 따라서 ductility minimum 영 역 이 고온측 까지 이 동 

하게 된 다. 한편 N온 Cr파 M。 퉁파 반용하여 lattice를 강화함으로써 ductility룰 

낮춘다. 304 강에서 C은 거의 영향올 미치지 않으나 , 316 장에서는 Mo과 반용하 

여 ductility률 상당히 낮춘다[18]. 

2. 째조공정 변수들의 영향폴 측정하기 위한 질험방법 

가. 합금절채， 진공용혜 및 열간합연 

본 연구에 사용한 강의 화학성분은 Table 4.2.1파 같으며， 진공유도 용해로를 

사용하여 실험실척으로 초기 두께 120mm인 중량 30kg의 주괴로 용해 하였다. 주 

괴의 표변에서 고온산화 시편올 채취한 후， 고온인장시험용파 충격시험용 시편을 

위하여 두께 100mm 주괴의 표면올 밀링하고 시험압연기롤 사용하여 압연종료 온 

도가 950 't 이상되게 6 pass에 걸쳐 두께 12mm까지 열간압연을 하였으며 I 각 

pass 별 열간변형저항을 계산하였다. 재가열은 Ar 분위기하에서 행하였으며， 가열 

온도는 1270 't이고I 가열시간온 약 2시간 이었다. 한편， 기계객성질 및 내식성 평가 

시험편을 얻기 위하여 두께 12mm의 열간압연판올 1250't에서 1 시간동안 재가열 

한 후 3 pass에 걸쳐 두께 3mm 까지 열간압연하였다. 

나. 고온산화시혐 

가열로내 산화거동을 조사하기 위한 시험합금툴의 고온산화시험편은주피의 

표변에서 채취한 10mm x 10mm x 5mm 크기로써， 실험전에 #600 번으로 연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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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옴파세혀기률 이용하여 아세론으로 세척하였다. 가열로 산화실험에는 Cahn 

Micro-Electronic Analyzer TGA(Thermo gravimetric analysis) 171 기 기롤 이 용하였 

다. 가열로 분위기 가스의 조성온 2열연공장에서 사용중인 Mix 가스 조성에 근거하 

여 파잉산소 함량올 3.0% 되게 준비 하였으며t 고용산화 속도에 미치는 S의 영향올 

살펴보기 위해서 불위기 가스의 502 함량을 Oppm과 500ppm 두 조건에서 실험올 

행 하였다. 

Table 4.3.1. Chemical compositions of the experimental alloys.(wt.%) 

# c s P N Si Mn Cu Ni Cr Mo ð-ferrite CreJNÏeq 

6-1 0.024 0.0017 O.α25 0.024 。.69 0.96 0.19 12.1 17.6 2.33 6.60 1.65 

6-2 0.020 0.0018 0.027 。.034 0.71 0.93 0.20 122 17.8 2.44 7~떠 1 ，행 

6-3 0.024 0.0036 0.0핸 0.041 0.67 0.90 0.20 12.3 17.6 2.37 4.95 1.60 

6-4 0.024 0.0035 0.027 0.0잃 0.67 0.93 0.20 11.4 17.7 2.35 6.50 1.69 

6-5 0.023 0.0040 。.029 0.065 0.68 。.94 0.19 11.6 17.7 2.35 5.23 1.65 

6-6 0.023 0.0037 0.028 0.085 0.67 0.93 0.20 11 .5 17.6 2.34 3.63 1.62 

6-7 0.024 0.0016 0.025 0.092 0.65 0.92 0.19 11.4 17.5 2.30 2.78 1.60 

6-8 0.026 0.0014 0.024 0.1 20 0.71 0.91 0.19 10.9 17.9 2.33 3.47 1.65 

6-9 0.024 0.0038 0.0잃 0 .150 0.69 0.90 0.20 10.9 182 2.40 2.57 1.63 

6-10 O.없3 0.0040 O.α~ 。.150 0.70 0.94 0.20 11.5 18.0 2.37 0.57 1.55 I 

6-11 0.015 。.0018 0.028 0.067 0.64 0.94 0.20 11.6 17.8 2.34 5.76 1.67 

6-12 0.012 O.아)20 0.005 0.071 0.68 0.90 0.20 11.5 17.7 2.37 5.95 1.68 

6-13 0.015 0.0019 0.025 0.085 0.60 0.92 0.20 11.5 17.7 2.31 4.11 1.63 

6-14 0.014 0.0018 0.027 0.092 0.65 0.92 0.19 11.5 17.7 2.32 3.95 1.63 

6-15 0.011 0.0017 0.005 O.아J6 0.67 0.93 0.20 11.5 17.8 2.33 4.30 1.64 
L • 

고온산화실험 온도는 가열로 조업조건율 고려하여 1270t:로 썰정하였다. 

시편의 숭온윤 재가열로내에서 연주 slab 표충부의 온도측정결과에 기초하여 

Fig.4.2.6.에서 보여지는바와 같이， 상온에셔 600 t: 까지는 50 t: jmin. 으로 가얼하였 

고 이후 1270 t: 까지는 5-7 t: jmin.의 완만한 속도로 숭온시켜 전체 숭온 소요시간 

을 120분으로 하였다. 1270t:에서 70분 유지 후 냉각시켰으며/ 냉각과 동시에 유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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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를 중단시켰다. 냉각속도는 통상척으로 600't 까지는 25't /min.으로 하고 그 

이후는 10-15't /min. 으로 셜정하였다. 산확시편의 분석은 epoxy로 cold 

mounting하고 단면을 절단， 연마한 후 scale 형상을 5EM율 이용하여 관찰하였다. 

3. 컬확 및 표활 

가. 주죠죠칙내 ð-ferrite 함량 몇 분포 

Fig.4.2.7는 상업적으로 대량생산되는 316L강 연주 slab에서 edge 부위와 폭 

방향으로 1/4 지점에서의 macro 조직올 보여주는 단면 사진이다. 결정립 조직온 slab 

표층부터 중심 가까이까지 주상쟁이 잘 발달되어 있었으며 중심 부위에만 둥촉쟁 조 

직이 관찰되고 있어서 주조과정에서 slab의 중심부 가까이 용고될 때 까지 온도구배 

는 slab 표면 쪽으로 형성되어 있옴을 알 수 있다. Fig.4.2.8는 316L강 slab의 부위벌 

주조조직올 60% 질산용액으로 전해에칭하여 6-페라이트의 분포를 관찰한 것이다. 전 

반적으로 6-페라이트의 체적분율이 slab 중심부만을 제외하고는 모든 부위에서 주상 

정의 조직을 보였으며 branched columnar 조직은 관찰되지 않았다. 

연속주조과정에서 형성되는 branched columnar 조직은 용탕이 mould 내롤 흥과 

할 때 형성되는 결정편들이 용강의 유동에 의해 분리되어 이동하다가 유통이 작아진 

위치에서 성장하고 있는 dendrite tip에 부착되어 dendrite의 성장을 방해하면서 결 

정편들이 계속적으로 성장함으로써 형성된다고 알려져 있다[57]. 이 때 이 위치에서 

의 온도구배는 주편 표면쪽으로 열이 빠져나가는 조건이므로 용고는 [10이 방향으로 

우선적으로 진행되어 천체적으로는 주상정올 형성하게 된다. Branched columnar 중 

직이 316L강에서는 관찰되지 않은 이유는 316L강의 경우 합금성분 내에 포함되어 있 

는 Mo에 의해 용고된 결정편의 고온강도가 높아서 용강 유동에 의한 결정편의 붐리 

가 용이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Fig.4.2.9는 51'S 316L강의 slab 두째별 6-페라이트 함량의 분포를 304 및 321강 

과 비교하여 나타낸 것이다. 51'S 316L강총온 304 및 321강에 비해 6-페라이트의 

합량이 낮았으며， 평균 3.3%의 6-페라이트 합량률 보였다. 세강종에서 공흉척으로 8 

-페라이트 합량은 표면에서부터 내부로 갈수록 첨차로 많아지다가 slab 중심부에서 

급격히 낮아지는 분포륙성을 보였다. Fig.4.2.10온 316L강에서 slab의 폭 방향에 따른 

-501-



ô-페라이트의 분포양상올 조사한 결과로서 slab 표충부의 경우는 폭 방향의 편차가 

적었고 내부에 비해 전반객으로 6-페라이트의 함량이 객었으나 slab 내부의 경우 양 

edge로부터 약 200mm 지점까지는 6-페라이트가 챔차로 많아진 반면 그 이후의 slab 

중앙부에서는 6-쩨라이트의 함량이 큰 변화톨 보이지 않았다. 304강과 316L강의 6-

페라이트의 형태에도 큰 차이를 관찰할 수 있었다. 316L강의 경우에는 표면부터 중 

심 가까이까지 대부분 vermicular ferrite로 존재하였으며 중심부에는 소량의 lacy 

ferrite가 형성되어 있었다. 

Fig.4.2.9에 보인 것과 같이 316L강의 6-메라이트 함량은 slab의 표충부에서는 작 

으며 중심부로 갈수록 증가하다가 중심부에서 급격히 감소하는 경향올 보이며 이는 

304 및 321강에서와 동일한 경향으로 나타난다. 304, 321 및 316L강운 모두 Cr，쩍/Ni여 

값이 1.48에서 1.95 사이에 있으며 따라서 Mode B, 즉l 초쟁 ô-때라이트로 웅고가 시 

작되는 강종이다. 이러한 용고모드에서 주어진 합금성분계의 주조조직 내 6-페라이 

트의 분포를 결정짖는 가장 중요한 인자는 slab의 부위벌 냉각속도로서 이는 용고과 

정에서의 dendrite arm spacing파 용고 후 냉각과정에서의 고상변태속도에 큰 영향 

올 준다. 츄I 냉각속도가 빠르면 6• Y 고상변태가 어려워져서 잔류 ô-페라이트의 함 

량이 많아지는 효과와 옹고과정에서 dendrite arm spacing이 작아짐으로써 6-때라이 

트의 분해시 확산거리가 짧아져서 잔류 ô-페라이트의 함량이 적어지는 상반되는 효 

과를 줄 수 있다. 

본 연구에서 관찰된 316L강의 6-페라이트의 분포거동올 해석하기 위해서 먼저 

Mode B 용고I 즉I 초정 6-때라이트로 용고가 일어날 때 용고선단부위의 온도분포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Fig.4.2.11윤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레스강의 초정 6-꽤라이트 

용고시 용고진행단계별 온도분포를 나타낸 것이다[58]. 6-페라이트 초정의 석출은 약 

1450'C 에서 일어나며 1420 't 부근에서 6-페라이트와 액상의 경계에서 Y상이 형성되 

기 시작한다. Y상은 빠르게 성장하여 용고가 완료되는 약 1400't에서는 약 60%의 6 

-페라이트가 잔류하고 그 이후로 116O't까지 냉각되는 동안에 대부분의 6-때라이트 

가 Y로 분해되나 이 온도까지 분혜되지 않고 남아 있는 6-때라이트는 상온까지 냉각 

하는 과정에서 더 이상 분혜되지 않고 주조조칙 내에 잔류 6-때라이트로 남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웅고 및 용고 후의 냉각에 의한 변태과정은 냉각속도에 큰 영향 

올 받으며， 따라서 slab의 부위별 냉각속도의 차이는 부위별 주조조칙의 변화톨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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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Fig.4.2.12혼 tundish 온도 1485 "c , 주속 1.아n/mim의 연주속도에서 연속주조시 

meniscus로부터의 거리에 따른 slab의 부위별 냉각거동율 simulation한 결과[58J이다. 

Slab의 부위별 냉각속도는 tundish 온도에서부터 5+v 영역이 시작되는 약 1400"C까 

지는 slab 중심부로 갈수록 첨차척으로 느려지는 분포를 나타낸다. 그러나 5+v 영역 

으로 고상변태에 의한 활발한 5-쩨라이트의 환해가 일어나는 1400 "C -1160 "c 구간의 

냉각속도는 slab 표충으로부터 깊이 50mm 까지는 첨차 느려지다가 그 이후부터 

slab 중심까지는 다시 웰라진다. 용고가 완료되 는 온도인 1400 "C 까지 의 냉각속도는 

dendrite arm spacing에 영향율 주어서 냉각속도가 느려질수록 dendrite arm spacing 

온 커진다. 이는 용고 후 동일한 열이력에 의해 dendrite core의 5-페라이트가 Y로 

변태한다고 가정할 때 slab의 표면에서부터 중심으로 갈수록 5-페라이트의 분혜에 

필요한 확산거리가 커져서 잔휴 5-페라이트가 많아짐율 의미한다. 그러나 이러한 

dendrite arm spacing 효과 이외에 5-때라이트의 분혜가 일어나는 5+v 영역에서의 

냉각속도의 효과도 함께 작용하는데， 먼저 표충에서 약 50mm 깊이까지의 부위는 상 

기한 고상분혜 온도구간에서의 냉각속도가 Fig.4.2.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slab의 중 

심으로 갈수록 챔차 느려져서 이 구간에서의 확산시간이 길어지므로 5-페라이트의 

분해가 첨차 용이혜진다. 따라서 이 부위에서는 dendrite arm spacing의 증가효과와 

중강된 5-페라이트 분해효과라는 상반되는 두 효과가 작용되고 있다. 표충에서 약 

50mm까지의 부위에서도 중심 쪽으로 갈수록 잔류 5-페라이트가 점차로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 부위 에 서는 dendrite arm spacing의 중가 효과가 더 지 배 척으로 작용하 

고 있옴율 알 수 있다. 다만 이들 강총중 316L 강종의 경우가 이 부위에서의 5-페 

라이트 함량의 중가가 가장 작으며 이는 동일한 Mode B 용고라 할지라도 304나 321 

에 비해 포정반용에 의한 Y의 형성이 많기 때문에 용고 직후 dendrite core 내에 보 

다 객온 양의 5-페라이트가 잔류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Slab 표충에서 약 

50mm 위치로부터 중심 근처까지의 부위는 Fig.4.2.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고상변태 

구간의 냉각속도가 중심으로 갈수록 오히려 커지며 1400't 이상의 고온구간에서의 

냉각속도는 완만하게 감소한다. 따라서 이 부위에서는 slab 중심 쪽으로 감에 따라 

dendrite arm spacing의 중가는 크지 않고 용고 후 고상변태가 일어나는 온도구간에 

머무는 시간이 점차로 짧아지므로 5-페라이트의 분해가 어려워져서 잔류 5-페라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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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중심으로 갈수록 많아진다. 

나. 열칸 변형 저항 

용해재롤 열간 압연할 때 강총벌로 압연률에 걸리는 하중으로부터 화학 성 

분 축 Mo와 N의 함량 변화에 따른 변형 저항의 변확률 유추할 수 있다. 압연 하중 

으로부터 변형 저항올 계산하는 방법에 판해서는 많은 연구가 계속되어 왔다. P률 

압연 하중(kg)， bm용 평균 폭(mm)， R을 압연롤 반경 (mm)， llh톨 압하량(mm)이라 

하면I 접촉 투영 길이 L(mm)은 L=(R . llh)1/2이고 변형 저항 Pm(kgjmm2)은 Pm = P 

j (bm • L) 이라는 관계식을 이용하여 구할 수 있으나I 실험 껄비률 이용한 압연과 

실제 생산 껄비를 이용한 압연과는 변형 모드에 차이가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통 

일한 조건으로 압연한 후 압연 하중의 변화훌 강종별로 상대 비교하였다. 각 압연 

pass별 압하율은 Table 4.2.2과 같다. 최종압연 온도는 약 1100 "c를 유지하였으며 

pass간 시간은 약 9초였다. 

Fig.4.2.13은 Mo을 약 2.3w t. % 함유하고 있는 STS 316 계퉁 강툴올 동일한 조건 

으로 압연 후 각 압연 pass별 압연 하중의 변화를 강중 질소 함량의 함수로 나타낸 

것이다. 여기서 pass #1의 경우 주괴의 두께가 일정치 않아 정확한 압하량을 측정 

할 

Table 4.2.2. Thickness change and reduction ratio for each pass. 

Pass # Thickness (mm) Reduction Ratio (%) 

105 土 5 • 79 -
2 79 • 61 22 .78 

3 61 • 46 24.56 

4 46 • 33 28.26 

5 33 • 22 33.33 

6 22 • 12 45.45 

수 없올 뿐 아니 라 압연 하중이 pass #2와 pass #3의 압연 하중의 중간 값을 보이 

므로 무시할 수 있다. 전반객으로 질소 함량이 증가할수록 압연 하중온 거의 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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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으로 종가하였고， 압연 pass 수가 증가하여 누객압하량이 총가 활수륙 질소 함량 

증가에 의한 압연 하충의 중가량이 커 짐을 알 수 있었다. O.037wt. % C, O.05wt. % N, 

10.4wt.% Ni, 16.8wt.% cr 및 2.2wt.% Mo올 함유한 5T5 316 강의 경우 동일한 N 

함량을 갖는 5T5316 계룡의 강에서와 유사한 값올 보이므로， 유사한 합량의 Mo올 

함유한 강올 압연시 압연 하중의 증가는 N 함량에 비혜함올 알 수 있었다. 환편 N 

나 Mo올 챔가함으로써 증가되는 압연 하중은 두 성분 원소의 영향을 환리하여 고 

려하여야 합올 유추할 수 있다. 압연 초기의 압연 하중 증가는 Mo과 N 함량 중가 

에 의한 가공 경화가 주된 인자로 작용하며， N 함량 증가에 의한 가공 경화와 더불 

어 Mo 1wt.% 당 압연 하충의 증가량용， N 함량 약 500ppm 수준의 강올 기준으로， 

약 5-7% 정도로 일정하다. 압연 후기에는， N 함량 500ppm 이하의 영역에서는 Mo 

에 의한 가공 경화가 주된 인자로 작용하여 Mo 함량 증가에 따라 압연 하중이 증 

가하나， 누객압하량이 커지면 N 함량이 증가할수륙 N와 Mo의 영향이 복합객으로 

작용하여 압연 하중의 중가폭이 더욱 커진다는 보고도 었다[6이. 

다. 가열로 고온 산화 

가열로내에서의 고온 산화 거동은 분위기내 S의 폰재 여부에 따라 변화가 

심하다. 또한 소재의 Mo의 함유 여부에 따라 다른 양상을 나타내며 N 합량에 의 

해서도 영향을 받는다. 3vol.%의 과잉 산소를 함유하는 Table 4.2.3와 같은 조성의 

예비 연소된 mixed gas 분위기에서 502툴 함유하지 않은 경우와 502를 500ppm 

Table 4.2.3. Compositions of mixed gas provided 

Composite 
Vol. % 

함유한 경우에 대하여 Mo톨 함유한 5T5316 계통의 강의 고온 산화 실험융 행환 

결과는 다옴과 같다. 

Fig.4.2.14는 5T5 316L 계 통의 강들 축 51‘5 316L 강(#6-3강)， A5ME 316L 강 

(#6-7강， #6-11강 및 #6-15강) 및 5TS 316LN 강(#6-9강)의 규격을 만족하는 강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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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502를 함유하지 않은 과잉산소 3v이.% 분위기에서 1270"(:로 가열후 가열시간에 

따른 온도 변화 및 산화증량올 나타내고 있다. 모든 강들은 Mo롤 약 2.3wt.% 함유 

하는 강들로 Ni여를 조절하기 위하여 N 함량이 높올수록 Ni 함량올 약간 줄이는 방 

향으로 합금 성분이 껄계되어 있어 합금 원소의 미량 변화가 고온산화에 미치는 영 

향을 판찰하기에는 어려훈 점이 었으나， 유사한 수준의 Cr.엑/Nieq 값올 확보하기 위 

해 합금성분을 조철한 강들의 가열 시간에 따른 산화 곡선의 행상은 전체적으로 유 

사하며， 산화증량에 대해서도 큰 차이가 없었다. 통상적인 STS 316L 강인 #6-3강의 

경우는 초기에 형성된 산화 피막이 파괴된 후에 급격한 산화가 이루어지며 재차 형 

성된 산화피막 역시 쉽게 파괴된다. 즉 STS 316L 강의 고온 산화는， 고온에서 연속 

적인 산화 피막의 파괴에 의해， 진행됨올 알 수 있다. 초기에 형성된 산화 피막이 

파괴된 후， 질소 함량이 높을수록 산화 속도가 중가되는 현상을 보이나 채차 형성된 

scale의 파괴가 억제되며 가열 후기의 산화 속도에는 변화가 없어 천체산화량이 약 

간 줄어짐을 알 수 있었으며， 강중의 N 함량의 차이에 따른 scale breakaway 

temperature (SBT)의 변화는 없었다. 따라서， N 함량이 높은 강은 초기에 형성되는 

보호 피막의 치밀성 커 2차 scale breakaway7} 억제됨올 유추할 수 있다. 이 결파 

는 Cr, Ni 및 Mo의 함량을 동일하게 하고 N의 함량올 변화시켜 고온 산화 거동에 

대해 예비실험올 한 결과[63]와 유사한 경향을 보여준다. Fig.4.2.15은 #6-3강， #6-11 

강， #6-15강 및 #6-9강들의 산화 후의 단면올 보여주는 사진으로써 N 함량의 차이 

에 따라 형성된 노률의 형상 변화를 보여준다. 노률 윗부분에 형성된 외부 산화층은 

냉각 과정에서 모두 박리되고 없으며， S/M 계면에 형성되는 노률의 산화물과 금속 

의 혼재 양상은 모든 강종에서 거의 유사함을 보여주고 있다.N 함량이 작은 #6-3 

강은 전체적으로 산화충이 잘 발달되어 있어 균일한 S/M 계면을 보여주며， N 함량 

이 높을수록 전반적으로 형성되는 노률의 폭과 깊이가 좁아지나 일부 국부산화에 

의해 상당히 깊이가 깊은 노률도 보여주고 있다. Mo을 함유한 강의 고온 산화 초기 

에 S/M 계면에 형성되는 산화충은 Cr계 산화물로써 보호성을 가지고 연속적으로 

형성되지만 산화성이 강한 Mo이 산소와 반용하여 휘발성이 강한 산화물올 형성하 

여 S/M 계면의 보호성 피막을 국부적으로 계속 파괴시키며 노률이 성장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STS 316L 강에서는 N 함량이 작은 강은 상대적으로 초기에 형성 

되는 산화충의 보호성이 떨어지므로 산화충의 파괴에 의한 산화가 쉽게 진행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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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화물과 금속이 혼재되어 있는 노률이 서로 연결됨으로써 균일한 5/M 계면올 보 

여주며， N 함량이 높을수록 초기 산화의 촉진에 의해 보다 치밀한 Cr 계 산화물이 

형성되어 scale의 파괴가 억제되므로 산화 속도가 줄어를어 5/M 계변에 형성되는 

산화충의 두께가 천반척으로 앓아지나t 이 보호피막이 국부적으로 파괴되면 국부산 

화가 가속되어 상대적으로 상당히 깊온 노률을 형성하므로 표면 결함올 유발할 가 

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었다. 한편， N 함량이 #6-15강에 비하여 높은 #6-9강은 

보다 심한 국부산화가 예상되나 노률의 넓이가 비교객 넓게 형성되는 현상을 보였 

는데 이는 Ni 함량의 차이에 기인하는 것으로 생각되어 진다.N 함량과 Ni 함량의 

변화에 따라 초기 scale breakaway 이후 5/M 계면에 형성되는 Ni 농축층의 고온산 

화에 미치는 영향과 산화피막의 채형성 이후의 산화속도의 변화가 노률의 형성과 

그 크기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보다 상세한 연구가 필요하다. 

502롤 함유하지 않은 분위기에서의 고온산화 실험의 결과롤 현상학척으로 종합 

하여 보면 다옴과 같다. 5T5316L 강의 경우에는 N올 다량 함유하는 강은 다른 특 

성을 저해하지 않는한 Ni의 함량올 최대한 줄이면t 노률의 행성을 줄여 표면결함 

발생의 여지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통상의 재가열로는 mixed gas롤 사용하기 때문에 분위 기 중 502가 약 300-500 

ppm 정도 함유되어 었다. Fig.4.2.16은 5T5 316L 계통의 강에서 #6-3강을 기준으로 

N 함량이 높은 #6-8강 및 #6-14강에 대하여 502를 500 ppm 함유한 과잉산소 3 

vol.% 분위기에서의 1270t로 가열한 고온산화 실험 결과이며， Fig.4.2.17온 각 강들 

에 대한 단면올 보여주는 사진이다.N 함량이 낮은 #6-3강은 502를 함유한 분위기 

에서는 초기 scale breakaway 이후에 형성되는 산화 피막의 보호성이 거의 없어 

healing 효과가 없이 지속척으로 산화가 진행되어， 502를 함유하지 않은 분위기에서 

의 총산화량의 약 1.4배 정도 된다. 그러나， N올 다량 함유한 강에서는 초기 scale 

breakaway 이후에 형성되는 산화피막에 의한 healing 효과에 의해 산화 속도가 급 

격히 떨어져 502롤 함유하지 않은 분위기에서의 총산화량의 약 % 수준으로 줄어톨 

을 보여준다.N 함량이 1200ppm 수준인 #6-8강은 산화피막의 보호도가 상대척으로 

커서 국부부식이 예상되나 Ni 함량이 #6-3강에 비하여 약 1.5wt.% 정도 낮기 때문 

에 산화가 비교적 균일하게 진행되었용올 보여준다. 한편， N 함량이 920ppm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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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4강은 #6-8강에 비하여 Ni 함량이 높아 상대객으로 깊이가 깊온 노률의 형성가 

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STS 316L 계룡 강의 잉2롤 함유한 분위기에서의 초 

기산화는 전면산화의 양상올 띠나I #6-3강과 같이 산화피막의 보호성이 크지 않윤 

강은 S의 침투에 의한 국부부식으로 깊이가 깊온 노률이 형성될 수 있으며 I #6-8강 

이나 #6-14강과 같이 N 함량이 높은 강온 Ni 함량을 줄임으로써 형성되논 노률의 

깊이률 줄여 표면결함을 저갑시킬수 있율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합 

금성분에 따른 기타 제조조건 및 강의 품질 명가의 결과와 함께 최객성분계 도출에 

유용하게 사용될것으로 사료된다. 

라. 열간가공생 

두께 12mm의 열간압연재에서 채취하여 제작한 시험편을 950-1250 t: 구간 

에서 Fig.4.2.18파 같이 가열하여 고온 인장 시험 후 화단된 시편의 단면객을 측정하 

여 단면 척 감소율(Reduction of area 이 하 R.A.)올 온도의 함수로 도시 한 후 강총별 

합금성분 차이에 따른 열간가공성의 차이률 다옴과 같이 고찰하였다. 가열방법에 있 

어 기폰에는 열간압연 상태의 조직훌 갖는 시편올 실험 온도 까지만 숭온시켜 고온 

인장실험올 실시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모든 시편을 1250t:까지 가열하여 숙열시 

켜 고온인장시험천 초기의 조건을 동일하게 한 후 실험온도까지 냉각시킨 후 고온 

인장 실험을 하였다. 두 방법 모두 실제 열간압연의 조건을 충족시키지는 못하나 시 

편간 합금성분의 미세 차이에 의한 상대비교를 용이하게 할것으로 예상되는 후자의 

방법을 택하였다. 

Fig.4.2.19는 C 함량이 0.02 - 0.024wt. % 이고I Ni 함량이 12wt.% 이상으로 STS 

316L 규격 범위에 속하고 N 합량이 240-410ppm 인 강들 대하여 N 합량의 차이에 

따른 열간가공성의 차이롤 보여주는 결과이다. 1200 "C 이상의 온도구간에서는 합금 

원소의 차이에 의한 열간가공성의 차이는 없었다. Krupp 식에 의해 계산한 6 

-ferrite 합량을 보면 #6-1강은 6.96%, #6-2강은 7.03%, #6-3강온 4.95%로써 흥상객 

으로 열간가공성에 나쁘다고 알려져온 ô-ferrite 함량의 중가에 의한 차이는 발견할 

수 없었으며 I 1000-1150 t: 온도구간에서 N 함량이 약 100ppm 작아질수록 R.A.가 

약 5-10% 정도 중가하며 I 950 t; 이하의 저온영역에서는 거의 차이가 없옴을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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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다. 한편， s의 합량에 대하여 고찰하면， #6-1강과 #6-2강온 모두 S의 함량이 

20ppm 이하이고 #6-3강온 S의 함량이 36ppm 으로써 높아 질소 함량이 작은 경우 

에도 S의 함량이 높으면 고온 가공성이 떨어짐을 보여준다. 

Fig.4.2.20은 C 함량이 약 0.024wt.% 이고， Ni 함량이 10.5wt.% 이상으로 ASME 

316L 빛 STS 316LN 규격 범위에 속하고 N올 530 -1500pprn 함유한 강들의 N 함 

량의 차이에 따른 열간가공성의 차이를 보여주는 결과로 N 첨가 및 강중의 s 함량 
의 영향올 잘 보여주고 있다. #6-4강， #6-5강， #6-6강， #6-9강 및 #6-10강온 s 함량 
이 35-40ppm 수준이며 #6-7강 및 #6-8강의 s 함량은 약 15pprn 수준이다. 강중의 

s 함량이 작올 경우， N올 챔가함으로써 1050-1150t: 온도구간에서의 열간가공성이 

향상되는 결과를 보인다. 동일한 s 함량올 갖는 강들에서， N 함량이 중가할수록 

열간가공성은 떨어지며 특히 N 함량이 O.lwt.% 이상으로 높올 경우 열간가공성이 

급격히 떨어짐을 보여준다. 

Fig.4.2.21은 C 함량이 약 0.02% 이하이고， N 함량이 670-960ppm, Ni 함량이 

10.5wt.% 이상으로 ASME 316L 규격 범위에 속하는 스태인레스강들에 대한 고온 

인장의 실험 결과이다. 모든 강들의 s 함량은 20pprn 이하로 Fig.4.2.20에서와 같이 

N 함량이 중가할수록 열간가공성이 약간 떨어지는 경향올 보이며， 천반적으로 s 함 
량을 출임으로써 1050-1150 t: 온도구간얘서의 열간가공성올 향상시킬수 있옴올 알 

수 있다. 또한， #6-12강과 #6-15강은 타 강에 비하여 P 함량이 50pprn으로 아주 낮 

은 강들로 P 함량을 낮춤으로써 1050"C이하 온도구간에서의 열간가공성을 향상 시 

킬수 있옴올 알 수 있다. 

고온 인장 특성올 종합해 보면 S’rs 316강에셔 고온 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s 

함량을 20pprn 이하로 낮추는 것이 중요하며 질소 함량은 낮온 편이 연성에 좋은 

영향을 주며， P의 함량올 가능한 낮게 관리하면 저온영역에서의 연성 향상을 기대 

할 수 있음올 알 수 있었다. 

마. 소둔특생 

강종별 합금성분의 변확에 따른 적정 열연 소둔 조건을 구하기 위하여 열간 

압연 상태의 두께 3 mm의 열연판으로부터 30L X 20w X 3' mrn3의 시편올 절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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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처리 후 표면올 연마하여 미세조직 및 경도의 변화롤 측정하였다. 미리 척정온도 

로 가열된 box furnace에 시편올 넣고 소둔온도에 도달하면 즉시 수냉하는 방법으 

로 1040 -1140 t: 범위에서 20 t: 간격으로 시면에 열전대롤 부착하여 구한 숭온곡션 

인 Fig.4.2.22에 기초하여 100초간 소둔하였다. 

#6-1 강， #6-2강 및 #6-3강은 N 함량이 410ppm 야하인 STS 316L 규격의 강롤로 

모두 1040t:에서 완전히 재결정된 소둔조직을 보이고， Fig.4.2.23, N 함량이 높을수 

록 동일 소둔온도에서 결정립의 입도가 약간 미세하고 경도 또한 약간 높다， 

Fig.4.2.24. 특히 N 함량이 340ppm 이하인 강툴용 전 온도구간에 걸쳐 경도가 

Hv150 이하로 소둔온도가 상송할수록 결정립도는 커지나 경도의 변화는 거의 없는 

것으로 미루어I 강종에 구별없이 N 함량이 아주 낮은 강온 열간압연 공정에서 생성 

된 탄화물을 충분히 고용할 수있는 최소의 온도에서 소둔하면 충분하다는 것율 알 

수 있다. 

Fig.4.2.25는 C 함량이 0.02wt.% 이상인 #6-4강 -#6-10강툴， Fig.4.2.26는 C 함량 

이 0.02w t.% 이하인 강들인 #6-11강 -#6-15강툴의 소둔온도에 따른 경도변화를 보 

여준다. 각 강들에 대한 소둔 온도에 따른 조직파 종합해 보면， STS 316L 강종툴 

소툰온도의 증가에 따라 완만한 경도 감소를 보이며， N 함량이 400ppm 이상일 경 

우 1040t:에서 재결정된 소둔조직율 보이나 미세한 입도를 가지는 결정립올 다량 

함유하고 있어 적절한 입도 확보를 위해셔는 N 함량에 따라 1060 t: 또는 그 이상의 

온도로 소둔하여야 합을 알 수 있었다. 천반척으로， STS 316L 강의 경우 C 함량이 

높올수록 경도값이 약간 높았다. 다량의 N올 함유하는 STS 316L 계통의 강들에 

대하여 재결정이 충분히 이루어 졌다고 보여지는 1065t:에서의 경도값올 비교해 볼 

때， C 함량이 높을수록 그 경향이 약간 크나 STS 304 경우와 유사하게 N 함량 약 

100ppm 증가에 따라 경도가 약 Hv3 중가함올 알 수 있었다. 

4. 결 혼 

미래형 고온/고강도 스태인레스강 개발 및 제조기술 확립에 의한 제조공정에 미치 

는 변수들의 영향에 대한 결과는 다옴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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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조조직 

Sl$ 316L강의 연속주조 slab 주조조직온 branched colmunar 조직은 판찰되지 

않으며 잔류 ô-feπite는 slab의 표충부터 중심 근처 까지 대부분 vermicular 

ferrite의 형태롤 이루고 있다. 잔류 ô-feπite는 표충에서 중심부쪽으로 감에 따 

라 점차 많아지다가 중심부위에서는 급격히 감소하였다. 표충에서 약 50mm까지 

의 부위에서는 dendrite arm spacing의 중가 효과로I 이 부위에서 중심 근처까지 

는 고상변태에 필요한 확산시간의 감소 효과로 셜명되며 중심부위에서는 V 용고 

의 영향으로 판단된다 

(2) 열간변형저항 

질소함량 400-500ppm 수준의 강에셔 Sl$ 316L 강의 압연하중은 질소함량 증 

가에 따라 거의 직선적으로 종가하였다. 

(3) 가열로 고용산화 

통상의 mixed gas 분위기에서 강중의 질소함량이 증가할수록 초기 Scale 

Breakaway 이후의 산화속도가 급격히 늦어져 천체 산화량은 작아지는 특성을 

보였다. 질소가 다량 함유된 강온 표면결함을 줄이기 위해서 내부산화를 억제 

하는 성분계 셜정이 요구되며， Ni 함량의 증가는 내부산화 억제 효과를 보였다. 

(4) 열간가공성 

Sl$ 316L 강에서는 질소함량이 높아도 전반적으로 양호하였다. 단， 질소함량이 

1000ppm 이상으로 높올정우 S 함량이 20ppm 이상이면 열간가공성이 급격히 떨 

어짐으로 질소함량의 증가에 따른 s 함량의 제어가 필수조건임을 알 수 있었다. 
(5) 소둔톡성 

Sl$ 316L 계룡의 강온 질소함량에 상판없이 용도가 1040 'C에 도달하면 완전히 

채결정된 조직올 보였으나， 동일소둔용도에서 강중의 질소함량이 증가할수록 결 

정립도가 미세해지고 소둔시간에 따른 입도성장이 지연되었다. 따라서 질소 함 

량에 따라 소둔용도톨 상향조정하거나 소둔시간율 연장함으로써 강의 기계적 특 

성을 조절할 수 있음율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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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3 철 기계척특성에 미치는 철소의 영향 

1. 충격특성 

Fig.4.3.1와 Fig.4.3.2는 STS 316L 계풍의 강틀에 대하여 소둔상태의 시편파 65 

O "C에서 2, 10, 100시간 예민화 처리후 실온， -100 "C 그리고 액체질소 온도에서의 충 

격특성 변화률 각각 C 함량이 0.024wt.% 수준인 강돌파 0.02w t.% 이하인 강들로 

구분하여 N 함량 변화에 따라 도시한 그림이다. 강 중의 N, C 및 s 함량의 차이에 
따른 충격특성의 변화률 잘 보여주고 있으며， STS 316L 계흥 강에서도 역시 예민 

화처리 시간이 증가할수록 충격치가 급격히 감소한다는 것율 알 수 있다.C 함량이 

0.024w t.% 수준인 강들의 경우 함금성분 함량에 서로 차이가 있어 N 함량에 따른 

변화을 구별하기에 상당히 힘들지만 함금성분올 잘 검토하면 이강에서도 N 함량의 

증가에 따라 충격특성이 중가함을 알 수 있다. 즉， N이 410ppm 언 #6-3강은 Ni의 

함량이 약 1wt.% 많으며， N이 1500ppm 인 #6-9강은 Ni의 함량이 약 0.6wt.% 작아 

타 강종과 바로 비 교할 수 없다. 또한 #6-9강과 N이 650ppm 인 #6-5강은 s 함량 
이 약 37ppm 으로 약 15ppm 수준인 #6-7강 및 #6-8강의 2배에 가까운 수준으로 s 
에 의한 충격륙성의 감소가 예상되는 강들이다. 따라서 Fig.4.3.1(a)에서 #6-7강파 

#6-8강올 비교하면 N 함량 증가에 따른 충격륙성의 종가현상올 볼 수 있으며， N 함 

량이 증가할수록 단시간 열처리에 따른 충격인성의 저감의 폭이 좁아 입계예민화가 

억제됨율 알 수 있다.N 첨가에 따른 충격인성의 증가 및 s 함량에 의한 충격인성 
의 저하는 저온에서도 동일한 경향을 보였다. 특히， #6-9강은 N롤 다량 함유 하였옴 

에도 불구하고 충격인성이 아주 작음으로 고 N 함유강에서 s 함량의 영향은 상당 
히 큰 것으로 생각되어 진다. 

C 함량이 0.02w t.% 이하인 강들에서는 N 함량외에 다른 합금성분이 거의 동일 

함으로 N 함량이 증가할수록 충격특성이 종가한다는 것을 명확히 알 수 있다. 실온 

에서의 충격특성변화률 보여주는 Fig.4.3.2(a}에 의하면 N 함량이 증가하면 에민화 

처리 10시간 까지는 예민화가 거의 되지 않아 충격특성의 변화가 거의 없옴올 보여 

주며 이것은 내식성실험 결파와 동일하다. 비록 N율 1200ppm 함유하여 2시간 동안 

의 예민화처리에 의해서는 예민화가 거의 진행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 #6-14강은 

Fig.4.3.2(b)와 Fig.4.3.2(c)에서와 같이 낮은 온도에서는 예민화처리에 의한 효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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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나며， 액체질소 온도에서는 예민화처리를 2시간 및 10시간 동안 행한 시편의 충 

격치는 거의 동일한 값을 보이므로 단시간 예민화처리를 하여도 충격치가 급격히 

감소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2. 연장특생 

가. 실험방법 

실험에 사용된 스테인레스 강은 탄소의 함량올 0.02로 일정하게 하고 질소의 

량을 0.01-0.15%까지 변화시킨 316L 스테인레스 강으로 그 화학조성파 결정립크기롤 

표 4.3.1에 나타내었다. 

Table 4.3.1. Chernical composition of specimens (wt%) 

Spec. ID C Si Mn Ni cr Mo N Fe 
Grain Size 

(tnn) 

N01 0.020 0.58 1.06 12.08 18.16 2.19 0.011 Bal. 52 

N04 0.018 0.67 0.95 12.21 17.78 2.36 0.042 Bal. 100 

N10 0.019 0.70 0.97 12.46 17.23 2.38 0.103 Bal. 47 

N13 0.019 0.70 0.96 12.45 17.17 2.39 0.131 Bal 47 

N15 0.020 0.67 0.96 12.19 17.88 2.41 0.151 Bal. 78 

인장시험편은 1100"C에서 1시간 유지 후 수냉한 고용열처리상태로서 탄소 및 질소가 

완환히 고용된 오스테나이트 조직이었다. 시편의 형상온 평행부가 25 mm이고 직경이 

4mm인 봉상시편 이었다. 시험온도 범위는 상온에서 750"C까지 변화시켰고 각 온도에 

서의 시편의 길이 방향의 온도편차는 :t 1 "C이내로 제어하였다. 각 질소량에 따라서 

변형속도 2 X 10-3/sec에서 인장시험을 수행한 후 질소량이 0.01%와 0.1%올 선택하여 

변형속도 1x10깅/sec， 2 X 10.3/sec, 2 X 10-4/sec으로 변화시키면서 동척변형시효가 발생 

되는 영역을 조사하였다. 시험에 사용된 장비는 Instron 4505 모탤이었고 data 수집파 

제어는 모두 컴퓨터를 이용하여 수행되었다. 온도의 균일한 환포를 위하여 시험전에 

각 온도에서 1시간 유지후 실험을 수행하였고 시험은 변위제어로 하였다. 결정럽의 

크기는 일정한 길이의 선에 몇 개의 결정립이 지나가는가로 부터 결정립 크기률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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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나. 실험결과 

(1) 질소량얘따른 기채척 생철의 변화 

질소와 용도의 변화에따른 항복강도I 인장강도I 연신율의 변화톨 그림 4.3. 

3-4.3.5에 나타내었다. 질소톨 청가하면 항복강도， 인장강도는 중가하였고 용도톨 증 

가하면 항복강도가 처옴에는 급격히 감소하다가 약 4OO"C 이상에서는 감소되는 것이 

둔확되고 있다. 인장강도도 용도를 중가하면 초기에는 급격히 감소하였고 약 300-

550 "C에서는 일정한 값을 유지하였다. 이 용도범위는 동객변행시효가 발생되는 용도 

이다. 550t 이상의 용도에서 인장강도의 급격한 감소는 회복의 영향으로 생각된다. 

질소첨가에 따른 연신율의 변화는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었고 용도가 중가하 

면 연신율은 감소하다가 약 400"C에서 최소값을 보인후 다시 중가하는 경향을 나타내 

었다. 연신율이 400"C에서 최소값이 나타나는 것은 동객변행사효와 1 회복의 영향에 의 

한것으로 생각된다. 

(2) 동척변형시효 발생범위 변화 

동객변형시효가 발생되는 온도구간을 그림 4.3.6에 나타내었다. 그림에서 

보면 동적변형시효가 발생되는 온도구간은 질소를 첨가하거나 변형속도톨 증가하면 

고온쪽으로 이동하였다. McCormick[64j 모텔에서는 변형속도가 일정하고 천위롤 고 

정하기위해 필요한 원소의 농도가 일정환 경우에 기지의 원소농도가 증가하면 동객변 

형시효롤 일으키는 온도는 감소해야 하는데 본 실험에서는 질소롤 첨가하면 오히려 

동객변형시효가 발생되는 용도가 고온쪽으로 이동되는 컷으로 나타었다. 

(3) 엄찌변형의 변화 

본 연구에서 당)()"C와 6OO"C에서의 질소량에따른 엄계변행변확톨 나타내면 

그림 4.3.7와 같다. 500t:의 경우는 질소량이 중가할수륙 거의 직선척으로 중가하지만 

600t의 경우는 질소량이 0.1%까지는 거의 일쟁환 값옳 나타내다가 0.15%에서는 약 

간 중가하는 경향올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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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Cormick용 공공의 놓도와 전위밀도는 변형에 비례한다는 가정하에서 동객변형 

시효를 위한 임계변형온 다음과 같은 식으로 표현하였다. 

m+p_ (~\3/2~kTbexp ( Q",/ kη =( ~수 )Jl (l) 
aCo I 3LNKUm다 

C1 :천위훌 고정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천위에서의 잉lute 농도， Co:기지에서의 solute놓 

도， a :::::3, Um:solute-천위의 결합에너지， L:전위용직임 방해물의 평균거리， N， K:실험 

상수.m은 공공과 관련한 상수이고 a 는 천위밀도와 관련한 상수이다. 공공과 전위밀 

도와 관련한 m+ß 의 값이 치환형합금의 경우는 2-3이고 청입형합금의 경우는 0.5-

1의 값을 갖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Nakada[65]는 일정한 변형속도와 온도에서 탄소 

의 량이 중가할수록 임계변형온 감소하는 것을 판찰하였고 Almeida[66] 일정한 변형 

속도에서는 온도가 중가할수록， 일정한 온도에서는 변형속도가 감소할수록 임계변형 

은 감소하는 것올 판찰하였다. 본 연구에서 구한 임계변형 변화의 결과는 McCormick 

모텔에서 예측된 결과나 Nakada의 연구결과와는 상반된 것이다. 결정입 크기가 작아 

지면 전위밀도가 증가하게 되므로 Lloyd[67]은 일정한 온도와 변형속도에서 결정립 

크기가 작올수록 임계변형온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질소톨 청가 

하면 결정립의 크기는 감소하지만 질소톨 챔가하면 업계변형용 오히려 중가하는 것으 

로 나타났으므로 통객변형시효의 영향온 결정립에 크게 의존하지 않고 오히려 챔가원 

소 들의 이동속도에 의폰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4) 동척변형시효 형태의 변화 

동객변형시효가 발생되면 용력-변형 곡선상에서 serration이 일어나는데 여 

기에는 3가지 형태 (A， B, C 형태)의 serration이 일어난다고 Brindley와 

Worthington[ 68]온 보고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4OOt-500t에서는 A형태의 

serration이 발생되었다. 600t에서는 변형량이 작올때는 A형태가 나타나다가 변형량 

이 크지게되면 B형태의 serration으로 변환되었다. 700t에서는 질소량이 0.042%이하 

에서는 seπation이 발생되지 않고 질소량이 0.1%로 충가하면 A형태만 나타나다가 질 

소량이 0.151%로 중가하면 A, B형태가 혼재한 곡선으로 나타난다.600t에서 B형태 

외 serration이 발생되는 임계변형량율 구해보면 그림 4.3.8와 같다. 질소함량이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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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 B형태의 serration이 발생되는 임계변형량용 충가하다가 0.101%이상에서는 거의 

일정한 값올 나타내었다. 

(5) 활생화 애너져의 변화 

동척변형시효는 천위와 첨가원소와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발생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어떠한 원소돌이 동척변형시효에 주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동척변형시효의 활성화 에너지 값을 구하여서 이것올 캠가원소들의 확산계수 

와 비교 함으로써 주요한 훤소가 무엇인지훌 판단하고 있다. 식 (1)에 의해서 활성화 

에너지톨 구해본 결과 질소를 캠가하지 않은 경우는 동척변형시효가 시작되는 곳에서 

는 23.4 kcalj mole이고 끝나는 곳에서는 65.0 kcalj mole 이었다. 질소롤 0.11%캠가한 

경우는 동척변형시효가 시작되는 곳에서는 26.2 kcaljmol 이고 끝나는 곳에서는 76.6 

kcaljmol를 나타내 었다. 

다. 토의 

Jenkins(69)에의하면 Fe-33Ni-15Cr-0.04C-O.03N 합금에서의 공공의 확산을 위한 

활성화에너지는 32 kcaljmol (134 kJ/mol) 이고 Cr의 확산올 위한 활성화에너지는 

100 kcaljmol (419 kJ!mol)이다. 이들 결과와 본 실험에서는 동척변형시효를 위한 활 

성화에너지를 비교해보면 저온영역에서는 공공의 확산이 주요한 역합올 하고 고온영 

역에서는 Cr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질소를 첨가하면 저온영역에서는 활성화에너지가 질소를 첨가하지 않용 경우와 거 

의 비슷한데도 불구하고 동적변형시효가 지연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고온영역에서는 

질소를 첨가한 경우의 활성화에너지가 약간 높다. 이것은 탄소 및 질소의 영향에 의 

해서 동척변형시효가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 Cr에 의해서 발생되는 것으로 생각훤다. 

즉 탄소와 Cr과의 반용보다는 질소와 Cr과의 상호작용이 더 크므로 질소가 들어가면 

질소와 Cr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Cr을 확산시키기가 더 어렵게 훤다. 저온영역에서는 

공공이 Cr의 확산올 조장하지만 질소와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cr이 천위로 옴직이기 

가 어렵다. 따라서 질소롤 첨가하지 않은 경우보다는 동척변형시효가 발생되기가 어 

렵게되어 동척변형시효가 발생되는 온도가 고온쪽으로 이동하고 고온에서의 활성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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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지가 질소롤 첨가한 것이 더 크게된다. 

동척변형시효가 발생되기 시작하는 임계변형은 질소롤 챔가하면 500t에셔는 증가 

하는데 이것은 Cr의 이동속도가 늦게되어 전위를 고착시키는데 필요한 시간이 길기때 

문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600t에셔는 질소첨가에따라 거의 일정한 강을 나타내었다. 

이것은 이 온도에서는 전위를 고착시키기위해 Cr확산을 위해 충분한 온도가 되기때문 

으로 생각된다. 

600t는 침입형원자만에 의한 영향이나 공공과 침입형원자와의 상호작용에의해셔 

serration이 발생한다고 생각하기가 어려운 고온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나타난 A, B형태의 serration은 침입형원소에의한 것이라기 보다는 전위가 방해물에 

잡혀있다가 변형량이 작음으로 인해서 전위밀도가 작아서 전위의 움직임올 방해하기 

위하여 원자가 전위주위로 움직이는 거리가 길어짐으로 혜서 전위와의 분위기의 형성 

이 완전히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전위밀도가 증가하면 원자가 

움직이는 거리가 짧아지므로 B형태를 나타내는 것으로 생각된다. 질소롤 첨가하면 Cr 

과의 상호작용에의해서 Cr의 움직임을 방혜하기 때문에 전위주위에 분위기를 형성하 

기가 어려우므로 B형태의 serration이 발생되는 임계변형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생각 

된다. 

3. 저주기 피로특생 

가. 질험방법 

시험편은 압연방향과 시편의 길이방향이 일치하게 채취되어 평행부 길이가 8 mm 

이고 직경이 7 mm인 피로시편으로 가공되었다. 시험온도 범위롤 상온에셔 600t까지 

변화시켰고 시편의 평행부에서 온도편차를 :!:2 t 이내로 제어하였으며 온도의 균일 

함을 얻기 위하여 시험온도에서 1시간 유지후 공기중에서 시험을 수행하였다. Instron 

8562롤 사용하여 완전 대칭인 삼각파로서 변형범위 ::!:O.5%와 2x lO.J/sec의 변형속도 

로 시험편에 직접 strain gage를 부착하여 strain 제어로셔 시험하였다. 피로시편은 시 

험전에 1000번까지 시편의 길이방향으로 연마하여 시험을 수행하였다. 피로수명은 포 

화용력의 75%되는 사이클로 정의하였다. 시험이 끝난 시편은 파면으로 부터 lmm떨 

어진 곳에서 하중축과 수직되는 방향으로 시편을 절단하여 TEM시편으로 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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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M시편은 95% acetic 산과 5% perchloric산에서 70V, 10't에서 천해연마톨 하여 

]EOL 2000FX2롤 사용하여 전위구조롤 관찰하였다. 

나. 실험결과 

그림 4.3.9에는 각 질소량과 온도에서 저주기 피로시험시 사이클이 진행됨에 따라 

서 인장부분의 용력이 변화하는 것올 나타내었다. 상온에서는 계속해서 연화가 발생 

하고 300-400 't에서는 경화， 연화된 후에 포화되며 많)()-600 't에서는 경화된 후에 

연화가 발생되지 않고 포화가 발생된다. 져주기 피로시험에서 인장부분의 용력온 질 

소가 첨가되면 증가하였으나 전체적인 곡선의 모양온 유사하였다. 그림 4.3.10에 피로 

수명 초기의 경화되는 용력의 크기는 온도가 중가하면 중가하지만 질소를 챔가하면 

감소되는것올 나타내었다. 포화웅력강은 온도와 질소양이 증가하면 증가하였다. 각 

온도에서 피로시험한 시편의 전위구조를 그림 4.3.11에 나타내었다. 질소를 0.04% 첨 

가한 경우 상온에서는 천위구조가 완전한 cell 구조이지만 온도가 증가하면 불완전한 

cell구조로 되고 천위밀도는 감소하는 경향올 나타내었다. 질소를 0.1%이상 첨가하면 

전위구조가 planar 하게되었다. 피로수명의 변화를 온도와 질소의 양에 따라서 그림 

4.3.12에 나타내었다. 300 't까지는 피로수명이 약간 감소하고 그 이상의 온도에서는 

급격한 피로수명의 감소를 나타내었고 질소를 챔가하면 피로수명은 증가하지만 0.1% 

에서 최대값올 나타내었다. 사이클이 진행됨에 따라서 발생되는 최대용력온 질소첨가 

에 따라서 증가하는 경향올 나타내었고 최대용력이 발생될 때 까지의 사이클수는 저 

온에서는 거의 일정하다가 온도가 증가하면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포화용력은 

질소가 첨가되면 층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를 그림 4.3.13 -4.3.15에 

나타내었다. 

다. 고활 

(1) 피로시혐 초기의 정화거동 

용력과 사이클의 곡선에서 초기의 경화는 상온에서는 발생되지 않고 온도가 중 

가하면 발생되는 것으로 보아 온도와 어떤 관계가 있는 기구이다. 온도중가에 따라서 

강도가 증가하는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은 석출물의 석출과 변형시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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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체화 처리한 시편은 6OO't에서 석출물이 석출할 수 있으며 피로시험시의 용력 

곡선에 영향을 미철 수 있다. 316L 스테인레스 강을 600 't 에서 시효시킨 경우 탄화 

물이 석출하는 시간은 대략 50시간이다. 변형을 가하면 석출시간이 감소하지만 본 연 

구의 경우 600 't에서 시험시간이 5시간 이내이고 변형량이 1% 이며 질소가 첨가되 

면 탄화물 석출을 억제하게 되므로 석출물의 석출조건율 만족시키지 않율 것으로 판 

단되지만 석출물의 존재여부를 TEM으로 관찰한 결과 탄화물의 석출은 환찰할 수 없 

었으므로 용력변화 곡선에 탄화물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질소 

를 함유한 강에서 질화물의 석출온 질소량이 0.16%이상 함유하여야만 석출한다고 알 

려져 있다. 

동객변형시효가 발생되면 강도는 증가하고 연신용은 감소하여 피로수명은 감소되 

는 것으로 알려져 었다. 처주기 피로시험에서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동객변형시효 

가 발생되는지를 평가하기 위하여 인장시험 결과 동적변형시효가 발생되는 온도구간 

은 질소량이 0.1%일 경우 변형속도가 2x 10-3/sec 일때 약 뼈0-혀o 't의 범위에서 

발생되었다. 피로시험에서의 동적변형시효가 발생되는 온도는 인장시험의 온도보다 

낮은 온도에서 발생한다고 Tzuzaki[701가 보고환 바톨 고려하변 경화가 발생되고 피 

로수명이 급격히 감소하는 용도는 동객변형시효가 발생되는 온도구간과 일치한다. 본 

피로실험에서는 hysteresis loop 상에는 변형시효의 특성인 serration이 발생되지 않았 

지만 동적변형시효의 발생을 확인하기 위하여 6OO't에서 변형속도롤 변화시키면서 피 

로시험을 수행한 결과 변형속도를 1 x 10.2/seι 2 X 10-3/ sec, 2 x 10-4/ sec로 감소하면 인 

장부분의 용력크기는 증가하고 피로수명은 감소하는 것롤 그림 4.3.16에 나타내었다. 

즉 변형속도감수성이 부(negative)의 값을 가진다. 이것온 Beukel[711의 정외에 의하면 

동적변형시효가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므로 비록 hysteresis loop 상에서는 

serration이 발생되지 않더라도 천위와 첨가원소 사이에는 어떠한 상호작용이 있옴올 

즉 동적변형시효가 발생되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온도가 증가하면 항복강도와 인장강도는 감소한다. 그러나 고온 피로 

시험에서 최대용력과 초기용력 차이로서 정화되는 정도롤 나타낼 때 경화와 포화용력 

온 온도가 중가하면 중가하는 것으로 나타녔다. 이와 칼온 현상은 열객 활성화과정과 

환련한 현상으로 고온이 되면 첨가훤소들의 움칙임이 빨라져서 천위와의 분위기롤 강 

하게 형성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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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11에서 0.04%의 질소량올 합유한 시편의 TEM의 결과로부터 온도가 증가 

하면 전위구조가 cell형태에서 planar형태에 가까운 불완천환 cell 형태로 변화하는 것 

올 알 수 있다. 동적변형시효가 발생되면 전위의 옵직임이 방해받게 되므로 교차슬립 

이 일어나기 어렵기 때문에 동객변형시효는 planar 슬립윷 조장하게 된다. 이와같은 

결과는 Kanazawa[72]가 304와 310 스테인레스 강에서 온도가 중가하면 동객변형시효 

온도구간에서 전위구조가 cell에서 planar로 바뀌고 온도롤 더욱 중가하면 전위구조가 

다시 cell구조로 된다는 결과와 잘 일치한다. 

(2) 온도변화애 따른 피로수명파 웅력의 거동 

온도가 300t이상에서는 피로수명이 급격히 감소하는데 이 온도는 동척변형시 

효가 발생되는 온도와 일치한다. 고온에서는 산확가 발생되어 피로수명에 영향을 미 

치게 되는데 이때의 산화효과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 첫째l 시편표면에 형 

성된 산화막에 미세균열이 형성되면 국부객인 용력과 변형의 집중장소로 작용하여 피 

로균열의 조기 생성율 도와준다 둘째l 성장하는 균열선단에서 산화막의 형성으로 인 

해 기지의 조성이 바핍으로 해서 균열성장속도흘 중가시킨다. 셋째I 산소의 존재로 인 

해 입게가 취화된다. 온도의존 손상인 산화효과가 도입되면 표면업계의 산화에 의해 

입내 균열생성에서 입계균열 생성으로 균열생성위치가 바뀌어 조기 균열생성으로 균 

열생성 사이클수가 감소하고 균열전파시 균열선단에 취약한 산화막을 생성시켜 균열 

전파속도를 증가시키므로 피로수명올 감소시키는 것이다. 

온도가 증가하면 첨가원소가 전위주위로 이동해오기 쉽기 때문에 동객변형시효의 

발생이 촉진되어 변형을 위한 용력올 중가시키게 된다. 그러나 온도가 증가하면 상 

온에서는 발생되지 않는 교차슬립이 활발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천위의 재배열이나 소 

멸 동에 의해서 전위밀도가 감소하게 되어 변형용력이 감소하게 된다. 이러한 두 기 

구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고온에서는 최대용력과 포확용력이 결정된다고 생각된다. 천 

위의 재배열이나 소멸온 교차슬립율 동반하는데 동객변형시효가 발생되면 천위주위에 

원소들이 이동해와서 전위의 용직임율 방해하여 교차슬립올 억제하기 때문에 전위의 

재배열이나 소멸은 억제된다. 따라서 온도가 중가하면 포화용력과 최대용력은 동객변 

형시효에 의해서 중가하는 경향올 나타낸다. 그리고 온도가 중가하면 교차슬립이 저 

온에서 보다는 활발하게 발생되기 때문에 최대용력때 까지의 사이클수는 증가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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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나타낸다. 

(3) 저주기 펴로거동얘 며치는 철소의 영향 

질소첨가에 따라서 강도가 증가하는 원인은 크게 3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째는 고용강화에 의해서， 둘째는 결정립의 미세화에 의해서， 셋째는 Cr파 단범위규 

칙을 형성함으로써 발생된다. 고용강화효과는 다른 2가지의 효과보다 크지만 온도가 

증가하면 급격히 감소하는 경향이 있고 약 300t이상의 온도에서는 거의 일정한 값올 

나타낸다[65]. 결정립 미세화나 단범위규칙에 의한 경화는 온도에는 크게 영향올 받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고온에서의 경화에 명향을 미치게 된다. 단범위규칙을 

직접적으로 관찰 할 수 없기 때문에 단범위규칙이 형성되면 전위의 dipole이 생기므로 

이 dipole을 측정함으로써 간접척으로 확인하고 있는데 질소를 챔가한 경우 이 dip이e 

올 관찰한 보고가 있다[5]. 그림 4.3.11에서 질소를 챔가하면 전위구조가 planar한 형 

태로 변한다. 이것은 질소를 첨가환 경우 단범위규칙에 의해서 planar한 천위구조가 

발생된다는 보고(3，5]와 잘 일치한다. 질소를 챔가하면 planar한 천위구조를 갖는 이유 

는 다음파 같다. 움직이던 천위가 단범위규칙을 만나면 웅직엄이 방해되어 집척되게 

되어 전위를 움직이기 위해서는 추가의 힘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와같이 높은 용력이 

가해지면 단범위규칙이 파괴되고 뒤따르던 전위은 단범위규칙이 방해하지 않는 이 슬 

립면올 우선척으로 움직이게 되어 planar환 형태를 나타내게 된다. 질소를 첨가한 경 

우 결정립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지만 질소량이 0.1%에서 최소값을 나타낸다. 질소 

의 첨가에 의한 강도의 증가는 결정립에 의한 것보다는 단범위규칙에 의해서 발생한 

다고 한다(73J. 이것들 외에 고온경화에 영향올 미치는 것윤 동척변형시효가 었다. 저 

주기 피로시험에서 인장부분의 용력이 질소첨가에 따라서 증가하는 것이 상온에서는 

고용경화에 의해서 300-600t에서는 단범위규칙과 동척변형시효에 의해서 발생된다 

고 판단된다. 

인장시험 결과에 의하면 질소는 동척변형시효가 발생되는 온도구간올 고온 쪽으 

로 이동시키는 것올 나타낸다. 즉 질소는 동척변형시효흘 지연시킨다. 그림 4.3.10에서 

질소를 0.1% 챔가하면 경화가 갑소하는 것은 질소가 동척변형시효의 발생올 지연시키 

기 때문이고 질소를 0.15% 챔가하변 경화가 다시 증가하는 것은 질소가 단범위규칙을 

많이 형성하여서 전위의 움직임을 효과척으로 방해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동척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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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는 결정입도가 감소하면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인장시험결과 질소가 챔 

가되면 동적변형시효가 억제되는데 결정입도는 질소량이 0.1%에서 최소값올 나타낸 

다. 이러한 거동온 피로시험 초기의 경화거동과는 일치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결정 

립의 미세화는 피로시험 초기의 경화거동에는 크게 명향율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질 

소에 의한 경화의 감소는 질소가 동적변형시효를 억제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질소 

량이 많이 첨가되면 단범위규칙의 양이 증가하게 되고 옴칙이던 전위는 단범위규칙에 

의해서 움직임이 방해받기 때문에 질소량이 0.15%에서는 경화가 다시 증가하는 것으 

로 생각된다. 

피로시험 초기의 경화는 동척변형시효와 관계있고 동적변형시효는 원소들이 전위 

주위로 이통해오는 확산속도와 관계되기 때문에 고온에서 동척변형시효를 일으키는 

Cr의 확산속도를 측정하였다. Cr의 확산속도는 탄화물올 결정업계에 석출하여서 결정 

입계 근처의 Cr농도 분포를 TEM파 EDS롤 이용한 마세성분분석법올 사용하여 측정하 

여 Ooig[74]에 의해서 제시된 방법에 의해서 Cr확산계수롤 구하였다. 석출물올 석출시 

키기 위해서 650.C 에서 N04의 정우는 100시간 N10파 N15의 경우는 200시간 시효처 

리 하였다. 확산계수를 얻기위해서는 Fick의 제2법칙올 사용하여 다옴파 같온 식으로 

부터 구하였다. 

c,,-c“ 
긴펴t=뼈걷鏡) (2) 

여기서 C.는 결정업계로 부터 x만큼 떨어진 곳에서의 기지 조성，<:0는 결정입계에서 

의 평형 Cr농도， Ct은 기지의 조성， t는 시효시간， 0는 Cr의 확산계수 이다. 

Cr의 확산계수를 표 4.3.2에 나타내었는데 질소를 첨가하면 감소하는 경향올 나타내었 

다. 

Table 4.3.2. Chrorniurn diffusion coefficient at 650 "C 

in nitrogen alloyed type 316L stainless steel 

Spec. ID OCr (m~/sec) 

N04 2.7X 10 찌 

NlO 1.7 x 1O-;ru 

1.3x 10 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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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로수명온 질소가 첨가하면 종가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질 

소량이 0.1%에서 최대값올 나타내었다. 질소가 피로수명에 미치는 영향올 다옴 두가 

지로 생각할수 있다. 하나는 질소는 동객변형사효롤 지연켜 피로수명올 중가하는 것 

이고 다른 하나는 질소가 단범위규칙을 형성함으로써 전위의 용칙임올 방해하여 동적 

변형시효를 조장하여 피로수명올 감소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질소가 첨가되면 전위구 

조가 planar한 형태롤 갖기 때문에 피로수명은 중가하지만질소량이 너무 많으면 단범 

위규칙이 많이 형성되어서 천위가 융직알수 있는 거리가 줄어들어 동객변형시효가 증 

가하기 때문에 질소량이 0.1%에서 최대값을 나타낸다고 판단된다. 

최대용력때 까지의 사이클수는 500"(; 이하의 온도에서는 0.1%의 질소량까지는 감소 

하다가 그 이상의 질소량에서는 거의 일청한 값올 나타내었다. 그러나 600"(;에서는 

질소량에 따라서 감소하는 경향율 나타내었다. 이와같은 이유는 져온에서는 원소들의 

확산이 느리기 때문에 동객변형시효의 발생이 어렵고 특히 질소가 첨가되면 확산이 

더욱 느려지기 때문에 최대용력때 까지의 사이률수가 변화가 없고 온도가 증가하면 

확산이 빨라져서 동객변형시효가 발생되는데 단범위규칙이 전위의 용직임을 효과객으 

로 방해하기 때문에 최대용력때까지의 사이클수가 감소한다고 생각된다. N04의 경우 

300-400"(; 에서 최대용력후에 연화가 발생되는 것온 천위구조가 cell~ 형태로 재배열 

됨으로써 내부용력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질소를 첨가환 경우는 단범위규칙에 전위가 

잡혀있다가 단범위규칙을 째고 전위가 용직이고 나서는 전위의 이동을 위한 용력이 

감소될 것이기 때문에 천위구조가 planar한 형태를 갖지만 연화가 발생된다고 생각된 

다. 그러나 온도가 증가하면 동객변형시효에 의해서 교차슬립이 어렵고 단범위규칙이 

동객변형시효훌 조장하여 천위의 용직임올 방해하기 때문에 연화가 발생되지 않는다 

고 판단된다. 

4. 결론 

질소의 함량율 변화시킨 316L 스태인레스 강으로 기계척성철율 측정한 결과는 다 

옴과같다. 

가. 총척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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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S 316L 강은 질소합량 중가에 따라 충격인성이 증가하였다. 

나. 인장특생 

(1) 질소률 캠가하면 연신율은 거의 감소되지 않고 항복강도와 인장강도는 

증가하며 동적변형시효가 발생되는 구간이 고온쪽으로 이동한다. 

(2) 2 X 10-3
/ sec의 변형속도에서 질소를 챔가하면 동적변형시효가 발생되는 

임계변형은 500't에서는 직선적으로 증가하고 600't에서는 거의 일정한 값을 나 

타내었다. 

(3) 변형속도 2x10칸sec， 600't에서의 serration형태가 A에서 B형태로의 전 

이가 발생하고 전이가 발생되는 임계변형은 질소량이 0_1%까지는 증가하다가 그 

이후로는 거의 일정한 값을 나타내었다. 

(4) 동적변형시효가 시작되는 온도에서의 활성화에너지는 23.4-26.24 

kcaIj mol이고 끝나는 온도에서는 65 -76.6 kcaIj moI이었다. 이 값을 여러 연구자 

들의 결과와 비교해 볼때 동척변형시효를 일으키는 원소는 공공과 Cr~ 것으로 

생각된다. 질소를 챔가하면 질소가 Cr과 상호작용올 하여 Cr의 이동올 느리게 

함으로써 동적변형시효툴 지연시키는 것으로 생각된다. 

다. 피로특성 

(1) 사이클이 진행되면 상온에서는 연화가 계속 발생되고 300-400't에서는 

경화/ 연화가 발생된 후 포화가 일어나며 500-600.C 에서는 경화가 발생된 후 

연화없이 포화가 발생된다. 피로시험에서 변형속도감수성이 부의 값올 가지고 

용도가 증가하면 포화옹력은 증가하며 전위의 구조가 celI형태에서 planar형태로 

되고 인장시험결과 동적변형시효가 발생되는 온도범위와 피로시험 초기의 경화 

가 발생되는 온도범위가 일치하는 것 동으로 부터 온도가 증가하면 피로시험 초 

기에 경화가 발생되는 것은 동적변형시효에 의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2) 질소량이 0.1%일때 피로수명이 최대값올 나타내는 것은 질소는 동척변형 

시효를 억제하고 단범위규칙온 동척변형시효를 조장하기 때문에 이들의 상호작 

용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질소를 첨가하면 용력-사이클 독선의 형태는 변화되지 않지만 초기의 경 

화는 감소하는 원인은 질소가 동적변형시효를 억제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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잭 4 철 미셰쪼직 륙성 

316 스태인레스강의 고온 안정성과 판련하여 가장 큰 영향을 미켈것으로 사료되는 

석출물들에 대한 분석을 수행 하였다. 

1. 질험방법 

질소 합량변화에 따른 미세구조의 변화를 명가하기 위해 대표적으로 #6-1과 #6-9 

의 시면에 대해 투과전자현미경πE뻐 분석을 하였다π'able 4.4.1). TEM 시편은 각각 

carbon replica와 박막시편으로 준비되었다. 박막시편은 약 50때I 두째로 연마 후 3mm 

디스크로 펀칭하여 10% perchloric + 90% acetic acid에서 80V의 천압을 가해 구멍을 

내어 준비되었다. Carbon replica 시편은 10% bromine + 90% methan이 용액에셔 

표면이 에칭된 시편을 탄소 코팅한 후 다시 10% bromine 용액에서 탄소 막올 분리하 

여 세척하는 방법으로 준비되었다-

TEM은 EDX가 장착된 200kV의 ]EOL 2000FX가 사용되었다. 입계를 가로지르는 

성분 분석은 천차 빔 방향파 EDS detector가 만드는 면파 나란한 입계를 션택하여 약 

20nm로 수렴된 빔을 사용하여 수행되었다. 

2. 석출물 관찰 

질소 첨가가 열처리에 따른 미세조직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판찰하기 위해 질소와 

함량차이가 큰 #6-1과 #6-9 시편들에 대해 TEM 조직 관찰을 하였다. 예민화 열처리 

에 따른 입계 탄화물 변화를 판찰한 결과는 Fig.4.4.1 과 4.4.2에 었다. 열처리에 따라 

입계에셔 형성된 주된 석출물은 M23C, type의 탄화물이었다. 질소의 첨가량이 객온 

#6-1 합금의 경우 Fig.4.4.1(a)에셔 보는바와 같이 비교적 초기(10시간) 부터 탄화물이 

상당량 판찰되었으며 열처리시간의 증가에 따라 그 양도 계속척으로 종가하는 것이 

판활되 었다(Fig.4.4.1(c)). 반면에 0.15%의 질소가 청가된 #6-9 합금의 정우 Fig.4.4.1φ) 

에서 보는 바와 같이 10시간 예민화 열처리에서는 거의 탄화물 생성옳 보이지 않았으 

며， 약 50시간의 열처리가 경파원 후에는 비교척 많온 양의 탄화물이 관찰되어 #6-1 

합금의 경우보다 탄화물 생성이 늦게 발생하는 것이 판찰되었다. #6-9 합금의 정우는 

이 외에 50시간 열처리 조건에서 ~Ctype의 탄화물이 입계획 M234.에 연속하여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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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된 것이 판찰되었다. Fig.4.4.2는 칼날 모양의 Mt,C 탄화물과 이에 대한 희철때턴 및 

EDS 결과롤 보여 주고 있다. Mt，C의 회철패턴온 M껑c，의 것과 거의 유사하여 구분이 

상당히 어려운데， 회철분석으로 부터 격자상수톨 측정한 결과 10.90A으로 문헌[75]에 

보고된 결과(11.0A) 보다 작은 값을 보였다. 이 결과는， 질소 첨가시 원자크기가 작온 

질소가 탄소 격자에 대체되어 들어감으로 M6C의 격자상수롤 감소시키는 효과가 었다 

는 보고[75，76]와 일치하였다. 본 합금에서는 질소가 일반적으로 질화물(niσide) 형성 

의 최소 함량으로 알려진 값(0.16%)에 거의 육박한 0.15% 정도까지 챔가되어 이 러한 

질소 첨가의 효과가 잘 반영되어 나타난 것으로 사료되며 혹히 저탄소 합량으로 인해 

이러한 효과가 더욱 크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Mt，C에 대한 EDX 분석결과 Ni의 

함량이 약 18% 정도로 높게 판찰되었는데， 이는 낮은 Ni합량을 보이는 M23C，의 EDS 

결과와의 특징적인 차이점이었다. 

700"(; 에서 예민화 처리시 탄화물 외에 입계를 따라 Mo의 합량이 높은 석출물들이 

관찰되었다(Fig.4.4.3). Mo의 합량이 높은 석출물들은 전체적으로 세 종류의 금속간화 

합물로 존재하였다. Fig.4.4.3(a)와 (b)는 대표적인 Mo-rich 상인 η phase와 이에 대한 

회절패턴올 각각 보여 주고 있다. Carbon replica 시편에 대한 정량 분석 결과 대개 

Mo의 함량이 35% 정도로 높게 나오며 Cr의 함량은 13% 정도로 기지보다 낮게 나오 

는 것으로 확인되었다(Table 4.4.2). Fig.4.4.1(c)는 성분 분석 결과 x phase로 확인된 

석출물인데 대개 쐐기 형상을 하고 있었다. 표 3에서 보는바와 같이 η phase에 비해 

Mo의 함량이 다소 낮고 Cr의 함량이 높게 관찰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x phase는 다 

른 상에 비해 드물게 관찰되었다. 한편， 그 성분과 결정구조가 알려진 η 와 x phase 

외에 다른 특이한 형상과 회철패턴올 보이는 석출물이 Fig.4.4.3(d) 및 (e)와 같이 판찰 

되었다. #6-9 시편의 50시간 열처리 조건에서 입계를 따라 앓은 박막 형상으로 석출되 

었는데 EDS 분석결과 Mo의 함량이 평균척으로 약 34%( :t 2%), 그리고 Cr의 합량이 

약 22%( :t 4%) 정도로 확인되었으며 기타 성분들은 η phase의 것과 유사 하였다 

(Table 4.4.2). 회절패턴 분석결과 결정계에서는 일반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알 

려진 five-fold 대청의 회철패턴올 보이고 있었다. 이 러한 상들은 대개 준결정상 

( quasicrystal)에서 판찰 보고되고 있으며 [77，78] 최근에는 철계의 합금들에서도 이러한 

상의 존재에 대한 보고가 있어 왔다[79，80]. 한편 이 회철때턴온 일부의 입계에서 η 

phase와 겹쳐진 회철올 보였으며 EDS 성분 분석 결과에서도 η phase의 것과 유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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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과훌 보이는 것으로 볼때， 이는 젠ve-foJd 대칭 상이 η phase로 변태되는 준 결정상 

이거나 최소한 η phase와 륙정한 상변태 판계에 있는 상으로 추정된다. 

위에서 언급한 3종류의 Mo 함량이 높윤 석출물툴용 #6-1 파 #6ι9 합금 모두에서 

관찰되었는데 특히 탄화물의 생성 및 성장이 늦온 #6-9 합금에서 많이 판찰되었다. 관 

찰된 모든 석훌물률에 대한 정성척인 결과는 TabJe 4.4.3에 요약되어 있다. 질소의 첨 

가량이 중가할수륙 탄화물의 생성 및 성장이 지연되는 반면에 다른 석출물， 특히 

Mo-rich 상들의 형성은 통일 열처리 조건에서 오히려 중가되거나 최소한 동일한 것으 

로 관찰되었다. 

3. 입채 석출물과 예민화 

옥살산 시험에 의한 예민화 평가 결과는 Fig.4.4.4에 나타나 었다. 또한 Fig.4.4.5는 

육살산 시험 이후 관찰된 대표척인 업계 모양올 보여 주고 있다. Fig.4.4.5(c)와 같이 

입계가 ditch 구조로 완천히 둘러싸인 양상옳 보일 경우 AsrM A262의 규정에 따라 

예민화 된 것으로 분휴하였다. 동일 탄소함량에서 질소챔가 함량의 효과가 관찰되었 

는데 질소챔가량이 높온 합금(#6ι9)이 낮온 합금(#6ι1)에 비해 예민화의 시작점 (nose) 

이 장시간쪽으로 이동해 있는 것을 알수 있다. 

#6-1파 #6-9 합금들에 대한 TEM 마세조직 판찰결과， 질소청가에 따른 예민화특성 

과 석출물과의 상관 관계롤 알 수 있었다. 문헌에 따르면 예민화에 대한 질소의 영향 

은 대개 두가지 관점으로 요약될 수 있다. 열역학적 고려에 의하면 질소의 청가는 생 

성된 탄화물과 기지사이의 계면 명형 Cr 농도톨 높이는 역할올 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82J. 즉， 비록 탄화물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더라도 이와 평형율 이루고 있는 계면 

의 명형 Cr 놓도가 일정이상옳 유지하는 한 예민화는 발생하지 않올 뿔만 아니라 Cr 

의 농도구배활 감소시켜 Cr의 확산에 대한 구동력 감소롤 흉해 석출물 성장을 저지시 

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와는 달리 그 정확한 기구는 아직 규명되지 

않고 있지만， 질소가 어떠한 원인에서든지 Cr의 확산율 저지하는 역할을 한다는 보고 

도 있다[83J. TEM으로 판찰된 업계 석훌물들의 성붐분석에 대한 결과는 Table 4.4.2에 

나타나 었다. 업계에셔 발생하는 예민화의 주된 원인온 Cr의 고갈로 알려져 있다 

[84β5). 따라서 M죄~ 탄화물이 가장 높온 약 70% 정도의 Cr 함량올 포함하고 있으 

므로 예민화를 일으키는 주된 석훌물 임용 알 수 있다. #6ι1 합금과 #6ι9 합금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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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민화거동파 탄화물 환포률 비교해 보면 #6-9 합금에서 예민화 저항성의 중가는 주 

로 탄화물의 생성 자체가 #6-1 합금에 비해 상당히 지연됩으로 인혜 나타나는 것올 

알 수 있다. 즉， 관찰결과 질소의 효과는 탄화물의 생성자체의 지연을 흥해서 예민화 

에 영향올 미치고 있으므로 예민화 저항성의 증가는 초기 Cr의 확산올 저지하는 질소 

의 효과에 주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예민화 온도 영역에서 질소의 입계 편석 효 

과는 큰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 [86] 예민화 온도 영역에셔는 Cr의 확산이 대개 입계 

률 통해서 발생하므로 질소의 입계롤 따론 Cr 확산 저지가 예민화에 영향율 미철 경 

우 초기 탄화물 생성 지연 효과는 커질 수 있올 것으로 사료된다. 

탄화물들 이외의 다른 석출물들이 예민화에 미치는 영향은 뚜렷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주로 Mo의 합량이 높은 이러한 석출물들은 아직 탄화물의 생성 및 성장이 활 

발하지 않온 단시간 열처리조건에셔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러한 조건 (#6-9, 700 "C, 

10-50h)에서 예민화의 정도가 낮온 것옳 고려할 때 예민화에 대한 영향은 매우 척올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Table 4.4.2에서 보는 바와 같이 탄화물올 제외한 다른 상에 포 

합된 Cr의 합량이 대개 오스테나이트 기지내의 함량과 유사하거나 큰차이롤 보이지 

않고 있으므로 입계 Cr 고갈에는 큰 영향율 끼치지 못함을 예측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입계의 Cr 분포률 직접 측정함으로 더욱 명확히 확인된다. Fig.4.4.6온 #6-1 합 

금의 700 "C, 50시간의 열처리 조건에서 입계를 가로질러 측정된 Cr의 분포를 나타내 

고 있다. (a)는 측정된 탄화물 사이의 입계를 보여주고 있고 (b)는 Mo-rich 상 사이의 

업계를 보여주고 있으며， (c)는 각 영역에서 측정된 Cr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탄화물 

사이의 업계는 심한 Cr고갈 영역올 나타내고 있으며 예민화가 상당히 진행된 것올 알 

수 있다. 반면에 Mo-rich 상 사이의 입계는 약 15% 정도의 최소 Cr 놓도를 보여 약 

간의 Cr 고갈만이 발생한 것올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Cr 고갈도 인접한 Mc• rich 

상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다론 입계 위치에서 상당량 발생하는 탄화물의 

생성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TEM 관찰결과 이러한 Mo-rich 상들의 상대적인 석출량올 져질소 합금(#6-1) 보다 

는 중질소 합금(#6-9)에서 더 큰 것으로 관찰되었다. 중질소 합금에서는 질소 첨가에 

따라 탄화물의 석출은 지연되어 나타났지만 Mo-rich 상들의 석출은 동일 열처리조건 

에서의 저질소 합금(#6-1)에 비해 최소한 같거나 큰 것으로 판찰되었다. 이러한 현상 

을 고려해 불 때， Mo-rich 상들의 형성온 질소청가에 따라 죠장되는 경향이 있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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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한 영향올 받지 않는 것으로 추쟁된다. 또한 이러한 상들이 예민화에 미치는 영 

향은 앞에서 언급한 석출물 주위의 Cr 고갈 륙성과 각 석출물 자체외 성분올 고려할 

때 G 고갈에 의한 예민화 저하효과는 미미하며 오히려 업계에서의 탄화물의 생성 및 

성장위치롤 감소시킴으로 인해 크룸 탄화물로 인한 예민화 발생올 억채하는 효과도 

있올 것으로 추쟁된다. 

4. 입잭 훨챔 특생 

입계의 성분분석에 가장 유용한 분석 장비로 이용되고 있는 Auger Elecσon 

Specπos∞'Py(AES)롤 사용하여 질소 챔가에 따른 입계의 성환변화를 분석하여 보았다. 

성분분석을 위 한 재료는 질소의 함량이 각각 0.024%와 0.092% 함유된 #6- 1파 #6-7시 

편올 사용하였다. 각 시편은 약 20시간 청도 700'C에셔 열처리하여 업계면석올 유도 

한 후， 수소롤 charging하고， 곧바로 고진공의 JEOL JAMP-I0의 챔 버 에 넣 어 서 취 성 

업계 파단시켰다. 업계파단된 파면올 ion mi11ing으로 약간의 표면제거톨 한 후， 분석올 

수행하였다. Fig.4.4.7은 각 시편에 대한 대표척인 AES결과를 보여 주고 있다. 

그립에서 관찰되는·바와 같이 O와 S가 두 시편 모두에서 업계에서 판찰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미량원소 외에 특이한 점은 탄소에 상대척인 질소의 입계 

면석량이 철소의 챔가량이 많올수록 현저히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질소 

의 입계 편석은 입계부식 측면에서 탄화물의 형성을 억제하는 작용율 활 수 있고 다 

른 성분의 업계확산저지로 인해 다른 여러 고온 특성에서 유익한 영향을 미철 가능성 

이 높은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이러한 영향에 대한 연구는 좀 더 다양한 성분 및 

열처리 조건의 재료에 대해 추후 심충척인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4. 컬 론 

Type 316L 스태인리스강의 예민화 거통과 미세구조에 미치는 질소의 영향율 분석 

한 결과 아래와 같온 결론은 얻율수 있었다. 

(1) 옥살산 시험결과 질소 합량이 증가할수록 혜민화 저항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판 

찰되었다. 

(2) 각각 질소청가량이 다론 #6-1과 #6-9 합금에 대한 예민확 열처리에 따른 미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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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관찰 결과 생 성 된 석출물들은 크륨탄화물 (M234 ~C) 및 Mo-rich phase ( η 

phase, x phase 및 five-fold dymmetry phase)를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M23C, 탄화물 

은 질소 첨가량이 중가할수록 그 생성과 성장이 지연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반면에 

M6C 탄화물은 질소 챔가량이 높은 #6-9 합금에서 장시간 열쳐리 조건에서 M경C，으로 

부터 성장되는 것이 관찰되었고 질소챔가량이 낮온 #6-1 합금에셔는 판찰되지 않았다. 

이러한 관찰결과는 질소가 M6C의 생성을 조장한다는 보고와 일치한다. 

(3) 급속간 화합물인 Mo-rich 상들의 생성 및 성장은 탄화물의 생성이 지연되어 나 

타나는 중 질소첨가 합금(#6-9)에서 상당량 관찰되었고 저 질소 합금(#6-1)의 경우 관 

찰되기는 하였으나 다량의 탄화물 발생에 가려서 그 정도는 동일 열처리 조건에서 중 

질소 합금(#6-9) 보다 낮았다. 

(4) 질소의 첨가량 중가에 따른 예민화 저항성 증가는 주로 M영C， 탄화물의 생성 

지연에 기인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기타 석출물들은 그 성분중에 포함된 Cr의 함량 

이 기지의 수준과 유사하거나 낮아서 예민화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 

었다. 또한l 입계 Cr 분포률 분석한 결과에서도 탄화물사이의 입계가 가장 Cr 고갈이 

심하였고 기타 석출물들은 최저 업계 Cr 량이 약 15% 정도로 예민화에는 거의 영향 

이 없는 정도였다. 

(5) 입계에 대한 AES 성분분석을 통해 입계의 편석 정도를 분석해본 결과， 탄소에 상 

대적인 질소의 입계 편석량이 질소의 첨가량이 많을수록 현저히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Table 4.4.1 The chemical compositions of this studied type 316L stainless steels 

(wt%). 

Specirnens C S P N Si Mn Cu Ni Cr Mo Fe 

Grou #6-1 0.024 0.0017 0.025 0.024 0.69 0.96 0.19 12.1 17.6 2.33 bal. 
p 

#6-9 0.024 0.0038 0.026 0.150 0.69 0.90 0.20 10.9 18.2 2.40 bal. 

Grou #6-18 0.018 0.0020 0.006 0.042 0.67 0.95 0.20 12.21 17.78 2.36 뼈1. 

p 
#6-22 0.020 0.0020 0.007 0.151 0.67 0.96 0.21 12.19 17.88 2.41 bal.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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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4.2 πle chemical compositions of the precipitates (wt%). 

앓펀T렌 Cr Fe Mo Ni Si 

M23C6 69 17 7 2 2 

M6C 30 11 25 18 16 

η phase 11 38 45 6 

x phase 21 52 22 5 

Five-fold syrnmetry phase 18 - 26 39 34 2 3 

Table 4.4.3 The qualitative distribution of the precipitates with aging time in type 

316L stainless steels. 

~ #6-1 

M23C6 回

M6C 

η phase 

L!:빠랜 phase 디 

10h 28h 50h 

#6-9 #6-1 #6-9 #6-1 #6-9 

口 훌앓 回 핏훌 I꾀 

口

- 디 디 口

口 回 圓 回 l빼 

* Increasing order of ppts: 口 口 回 睡

* symbol ’'-" not de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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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6 철 질소함량 및 냉간가공애 따룬 내부식 저항 특성 

1. 셔 론 

오스테나이트 스테인리스강온 강도 및 인성둥의 기계객성질이 우수하고 높온 내식 

성을 갖고 있어 여러가지 부식물질을 저장하고 취급하는 용도로 사용되어왔으며， 원 

자력 발전소의 배관재료로 사용되고있다. 톡히 Type 316L 스테인리스강은 경수로 원 

자력 발전소의 구조물 및 노심재료로 현재 사용되고 있으며， 차세대 경수로의 노심재 

료에 객용될 목척으로 방사션 및 부식에 대한 안정생둥올 향상시킬 목적으로 많은 연 

구가 있어왔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바와 같이 오스테나이트 스태인레스강의 높온 부 

식저항성온 크롬 함량이 12-13%이상에서 표면에 부동태 피막을 형성하기 때문에 가 

능하다. 그러나 1050 t 이상의 용체화 처리 영역에서부터 서냉되거나 550-85Ot 의 

용도영역에서 장시간 유지될 경우 입계 크톰탄화물의 형성으로 입계 부근에서 예민화 

가 발생하여 국부척인 부식저항성의 저하를 일으키게 될다. 이러한 예민화톨 설명하 

는 여러 이론들 중에 일반척으로Bain 의 입계 크롬 고갈에 의한 부식 저항성 이론이 

다. 이러한 입계 부식 목성율 개선하기 위하여 탄소함량을 약0.2% 이하로 낮춘 저탄 

소 스테인리스강율 사용하게 된다. 그러나 저탄소에 따론 강도저하톨 보충하기 위하 

여 0.16%까지 질소룰 챔가한 저탄소 고질소강융 개발하고 었다. 혹히 저탄소 고질소 

강인 316LN 스테인리스강온 고온강도와 내부식성풍이 양호하여 원자력 구조용 재료 

로 주목 받고 있다. 그러나 질소첨가에 따른 부식륙성에 대한 연구는 상당히 미홉한 

실정이며/ 어떤제품의 경우에도 최종채료로 사용되기 까지 여러형태의 가공에 대한 

영향을 받게되므로 가공정도가 제품의 부식특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도 필수적 

이라 하겠다. 

본 연구에서는 316L 스테인리스강에서 질소청가 및 냉간가공이 예민화륙성에 미 

치는 명향올 청량적으로 분석하고/ 예민화 저합성과 미세조직과의 상관성옳 환석해 

보고자 한다. 

2. 실혐방법 

가. 합금 책￡종 

합금성분온 Table.4.5.1에 나타낸 것파 같다. 합금툴온 탄소함량율 0.2%이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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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하였으며I 0.049-0.151%내에서 다양한 질소함량율 포함하도록 조정하였다. Table 

4.6.1의 합금성분으로 쩨조된 잉고트를 3rnrn 두께의 판째로 고온 압연하였다. 환재를 

1100"( 에서 30~분간 용체화처리를 한 후 수냉하였다.0-40% 범위에서 냉간압연올 행 

한후 시편을 10 x 20 x 3 rnrn 의 치수로 가공하였다. 예민화 처리는 위의 시편올 진 

공 석영관에 넣어 600-800 C 범위에서 50"(; 간격으로 5-100시간에서 열처리를 한 

후 수냉하였다. 

Table 4.5.1 The chernical cornposition of Type 316L Stainless Steels(wt%) 

# C s O P N Si Mn Cu Ni Cr Mo Ti B 
6-18 0.020 0.002 - 0.007 0.151 0.67 0.% 0.21 12.19 17.88 2.41 - -
6-19 0.018 0.002 - 0.006 0.042 0.67 0.95 0.20 12.21 17.78 2.36 - -
6-22 0.019 O.애2 0.007 0.131 0.70 0.% 0.21 12.45 17.17 2.39 0.0010 Tr 

0.019 o.애2 - 0.007 0.103 0.70 0.97 0.21 12.46 17.23 2.38 0.0009 Tr 

냐. 얘민확 질협 

예민화 처리를 마친 시편온 ASTM A262 Practice A 의 옥살산 시험 (oxlaic 

acid test) 및 double-loop electrochernical potentiokinetic reactivation(이 하 DL-EPR) 

시험방법으로 평가하였다. 옥살산 시험온 탄화물만을 선별객으로 부식시키는 방법으 

로 DC power supply롤 사용I 10% 옥살산(H2C:ZOâH:zO) 용액 에 서 천류밀도가 

1Ajcrn201 되도록 하여 90초간 전해 에청 (etching)시켰다.DL-EPR 시험은 ASTM 표준 

으로 아직 표준화 되어 있진 않지만 표준화 되어있는 SL-EPR 시험에 비해 표면마감， 

재현성둥에 있어 보다 우수한 것으로 판단된다.DL-EPR 시험법온 옥살산 시험법보다 

청량객이며 비파괴객인 방법으로 알려져있으며I DL-EPR 시험법의 철차는 다옴파 같 

다. 시편을 가동천극(working electrode)으로I 포화감홍천극올 표준천극(reference 

electrode)으로， 그리고 탄소봉율 대전극(counter electrode)하여 부식 젤에 장착하였다. 

30"(; 의0.1M H2S04 + O.OlM KSCN 율 부식용액으로 사용하였다. 시험온 Garnry 

CMS105 DC Corrosion Measurernent Systern 올 이용하여 개방천위에서 약 3분간 부 

식 천위를 측정하고 1.67rnVjs 의 속도로 300 rnV 까지 양극 scan 한 후 동일한 속도 

로 다시 부석천위 까지 역 scan 하여 측정된 최대 양극 천류(Ia)에 대한 최대 활성화 

전류(Ir)의 비로써 측정하였다. 이때 용액중 용존 산소의 영향을 배제하기 위해 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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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2 gas로 실험 전에 30분 이상 deaer하ion 처리하였다. 

다. 미째조찍판활 

욱살산시험과 DL-EPR 시험후 중류수와 아세톤으로 세척한 다옴 광학 현미 

경올 통해 예민화롤 관찰하였다. 강염산에 시편의 표면을 활성화 시킨 다용 5% 

Bromine 용액에 에칭하여 주사전자현미경(SEM)으로 탄화물 분포도를 조사하였다. 

TEM 시면온 carbon replica 와 박박시편으로 준비하였다. 박막시편은 약 70μm까지 

연마한 후 3mm 디스크로 펀칭하여 HC1C. : CH3COOH : C2HsOH = 1 : 4 : 1 의 

용액 에 서 25V의 전 압을 가해 준비 하였다. Carbon replica 시 편 은 10% bromine + 

90% methanol 용액에서 표면이 에칭된 시편을 carbon 코팅한 후 다시 10% bromine 

용액에서 탄소박올 분리하여 세척하는 방법으로 준비하였다. TEM은 EDX가 장착된 

200kV의 ]EOL 2000FX가 사용되 었다. 

3. 실험결과 및 고활 

가. 옥살산시험컬과 

탄화물의 종류에 관계없이 탄화물만올 선택적으로 부식시키는 평가방법으로 시 

험후 나타나는 입계를 세가지 형태로 분류하며 그 대표적인 형태는 Fig.4.5.1과 같다. 

Fig.4 .5.1 의 a) 는 부식이 거의 없는 step 구조 b) 는 입계롤 따라 부식되었지만 하나 

이상의 입계가 완전히 부식되지 않은 dual구조， 그리고 하나이상의 입계가 완전히 부 

식된 ditch 구조로 분류된다. Fig.4.5.1 의 c)와 같이 입계가 ditch 구조를 보일 경우 

ASTM A262 의 규정 에 따라 예 민화된 것으로 평가하였다. Fig.4.5.2는 욱살산시 험 결 

과를 나타낸다. 가공도가 증가할수록 예민화 시작시간이 빨라졌으며I TIS curve의 

nose부분이 좌측으로 이동되었다. 이는 가공도의 증가에 따른 내부에너지 중가 및 

탄화물 석출 구동력이 증가하여 입계에 다량의 석출물이 형성되었옴올 나타낸다. 모 

재(0% 가공)의 경우 칠소첨가량이 가장 낮은 #6-19의 예민화 저항성이 다른 재료에 

비해 좋지 않았으며 약 0.1%이상에서 질소챔가량에서는 열처리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질소함량이 높온 재료에서부터 예민화 저항성이 감소하기 시작하였다. #6-18은 0%의 

가공도에서 예민화 시작 시간이 약 50시간으로 #6-19의 약 30시간보다 장시간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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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민화가 진행되었지만 가공도가 중가활수록 예민화 시작시간온 #6-19에 비해 빠른 

시간에서 진행되었으며， 혹히 질소 챔가량이 0.103%인 #6-23에서 #6-18, #6-19, #6-22 

에 비해 예민화 저항성이 좋용 것으로 명가되었다. 

냐. DL-EPR 시혐컬과 

ASTM 명가기준으로 현재 퉁륙되어 있진않지만 ASTM 의 명가기준으로 퉁록 

되어있는 SL-EPR(single Ioop EPR) test 에 비하여 채현성이 우수하며， A262 practice 

A 에 기륙된 예민화 평가방법과 비교하여 비파괴적이며 보다 청량적인 평가방법이다. 

TTS curve 의 nose라고 판단되어지는700 C에서 실험올 행하였다. Fig.4.5.3은 모재의 

경우 재료의 질소챔가량에 따론 DL-EPR 시험결과롤 나타낸다. 질소챔가량이 낮은 

#6-197t 약 40시간이후 예민화가 시작되며 질소 첨가량이 0.1%이상인 #6-18, #6-22, 

#6-23은 약50시간까지 예민화가 시작되지 않았으며 약 65시간이후부터 질소챔가량이 

많온 것에서 적은 순으로 예민화가 시작된다. 즉 탄소함량이 유사할 때 질소챔가량의 

증가는 예민화 저항성율 향상시키며， 장시간이후에는 오히려예민화의 급속한 진행을 

가져오며 이는 oxalic acid test 결과와 일치한다. Fig.4.5.4는 각각의 재료에 대한 

DL-EPR 결과롤 보여 주고 있다. 가공도가 증가할수륙 예민화 시작 시간이 빨라지며 

이러한 원인윤 가공에 의한 재료의 내부에너지 및 전위의 중가， twin 및 전위밀집지 

역에셔의 탄화물이 생성되었기 때문인것으로 판단된다.20%의 가공도에서는 5%의 가 

공도보다 업계를 따른 탄화물의 성장은 심화되고 탄화물량의 중가로 거의 최대의 예 

민화도(degree of sensitization)롤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6-18의 경우 50시간이후 

에 예민화도가 다시 낮아지는 회복(healing)현상올 보여주었으며， 모든 합금들의 경우 

20%의 가공영역에서 유사한 현상을 나타내고있다. 40%의 가공영역에서는 모든합금 

및 대부분의 시간에서 낮온 예민화도톨 보이는 완전한 회복현상올 나타내며， 이 이 

상의 가공영역에서는 더 이상의 예민화 저항성의 감소현상온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진 

다. 

다. 예민화져항생파 미셰조칙 

EPR DOS 값이 10%이상인 경우톨 예민화가 진행되었다고 판단하였올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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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4.5.5는 질소합량이 가장 많은 #6-18시편에서 굵용 선 안쪽부분이 예민화 원 영역 

올 나타내고있다. 모재에서는 가공도가 증가할수록 예민화된 영역이 중가하며 약 30% 

이상의 가공도이후에는 예민화저항성의 회복현상이 나타난다. Fig.4.5.6온 700"(; 5, 20, 

40% 가공도에서 50시간 열처리된 시편의 DL-EPR 시험이후 광학현미경 사진이다. 그 

림에서 보돗이 가공도가 중가합수록 패인혼척율 보이는 부붙이 업계뽑아니라 입내로 

진행되는 것을 볼수있다. 그러나 EPR DOS 값을 확인하면 40%가공도에서 패인혼적의 

중가와는 역으로 낮온 EPR DOS값을 보여주고 었다. 이는40%의 가공도에서는 

Fig.4.5.6의 SEM 사진을 흥해서 알 수 있는 것처 럽 탄화물 핵생성 site 축 slip plane, 

sJip band 교차영역I 천위밀집영역 twin풍의 증가로 탄화물석출의 분산파 전위 

network현상으로 탄화물의 성장에 따론 크톰 고갈영역의 증가보다 가공으로 인하여 

생긴 전위network 현상에 의하여 크롬의 확산속도 중가로 크롬함량이 균질화된 것으 

로 판단된다. 

4. 결 론 

1) 질소챔가는 예민화 저항성 향상의 효과가 있으며 약 0.1%의 챔가량에서 뛰어난 

예민화 저항성율 보였고， 장시간 시효후에는 챔가량의 중가에 따라 예민화 저항 

성을 감소시켰다. 

2) 0-5%의 냉간가공에서는 가공량이 증가함에 따라 예민화 저항성이 급격히 감소 

하였다. 

3) 20%의 가공도에서는 50시간이상 열처리 영역에서 회복으로 예민화도가 낮아진 

것으로 판찰되었으며， 40%의 가공도에서는 대부분의 열쳐리 시간 범위에서 예민 

화도가 낮은것으로 나타녔다. 

4) 위의 3)번 결과에서 높은 가공도，장시간 열처리 범위에서 예민화도가 감소한 현 

상은 a) 높온 전위밀도로 인한 크름의 확산속도 중가로 회복현상이 발생한것과 

b) 입계뿔아니라 twin, 고천위밀도 영역등에서의 다량의 석출물 생성과 관련이 

있는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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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5 철 질소함량 및 냉깐가공에 따른 내부식 저항 톡성 

1. 셔 론 

오스태나이트 스태인리스강온 강도 및 인성풍의 기계척성질이 우수하고 높온 내식 

성을 갖고 있어 여러가지 부식물질을 저장하고 취급하는 용도로 사용되어왔으며， 원 

자력 발전소의 배관재료로 사용되고있다. 특히 Type 316L 스태인리스강온 경수로 원 

자력 발전소의 구조물 및 노심재료로 현재 사용되고 있으며l 차세대 경수로의 노심재 

료에 척용될 목척으로 방사선 및 부식에 대한 안정성둥을 향상시킬 목척으로 많은 연 

구가 있어왔다. 일반척으로 알려진 바와 같이 오스테나이트 스태인레스강의 높은 부 

식저항성은 크롬 함량이 12-13%이상에서 표면에 부동태 피막을 형성하기 때문에 가 

능하다. 그러나 1050 t 이상의 용체화 처리 영역에서부터 서냉되거나 550-850t의 

온도영역에서 장시간 유지될 경우 입계 크톰탄화물의 형성으로 입계 부근에서 예민화 

가 발생하여 국부척인 부식저항성의 저하롤 일으키게 된다. 이러한 예민화톨 껄명하 

는 여러 이론들 중에 일반척으로Bain 의 입계 크톰 고갈에 의한 부식 저항성 이론이 

다. 이러한 입계 부식 특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탄소함량을 약0.2% 이하로 낮춘 저탄 

소 스테인리스강을 사용하게 된다. 그러나 저탄소에 따른 강도저하롤 보충하기 위하 

여 0.16%까지 질소를 챔가한 저탄소 고질소강을 개발하고 었다. 특히 저탄소 고질소 

강인 316LN 스테인리스강은 고온강도와 내부식성퉁이 양호하여 원자력 구조용 재료 

로 주목 받고 있다. 그러나 질소챔가에 따론 부식특성에 대한 연구는 상당히 미홉한 

실정이며l 어떤제품의 경우에도 최총재료로 사용되기 까지 여러형태의 가공에 대한 

영향을 받게되므로 가공정도가 쩨품의 부식톡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도 필수객 

이라 하겠다. 

본 연구에서는 316L 스태인리스강에서 질소챔가 및 냉간가공이 예민화특성에 미 

치는 영향을 정량척으로 환석하고l 얘민화 저항생과 미세조직과의 상판성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2.질험방법 

가. 합금 째초 

합금성분은 Table.4.5.1에 나타낸 것과 같다. 합금률온 탄소합량올 0.2%이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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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하였으며1 0.049-0.151%내에서 다양한 질소함량윷 포함하도록 조정하였다. Table 

4.6.1의 합금성분으로 제조된 잉고트를 3mm 두께의 판재로 고온 압연하였다. 판재롤 

1l00t에서 30분간 용체화처리롤 한 후 수냉하였다. 0-40% 범위에서 냉간압연을 행 

한후 시편을 10 x 20 x 3 mm 의 치수로 가공하였다. 예민화 처리는 위의 시편을 진 

공 석영관에 넣어 600-800 C 범위에서 50t 간격으로 5-100시간에서 열처리릅 한 

후 수냉하였다. 

Table 4.5.1 The chemical composition of Type 316L Stainless Steels(wt%) 

# C s o P N Si Mn Cu Ni Cr Mo Ti B 
6-18 0.020 0.002 - 0.007 0.151 0.67 0.96 0.21 12.19 17.88 2.41 - -
6-19 0.018 0.002 - 0.006 0.042 0.67 0.95 0.20 12.21 17.78 2.36 - -
6-22 0.019 0.002 - 0.007 0.131 0.70 0.96 0.21 12.45 17.17 2.39 0.0010 Tr 

0.019 0.002 - 0.007 0.103 0.70 0.97 0.21 12.46 17.23 2.38 0.0009 Tr 

나. 빼민화 실혐 

예민화 처리를 마친 시편은 ASTM A262 Practice A 의 옥살산 시험 (oxlaic 

acid test) 및 double-Ioop electrochemical potentiokinetic reactivation(이 하 DL-EPR) 

시험방법으로 명가하였다. 옥살산 시험은 탄화물만을 선별척으로 부식시키는 방법으 

로 DC power supply를 사용， 10% 옥살산(H2C204.2H20) 용액에서 전류밀도가 

1A/cm2이 되도록 하여 90초간 전해 에칭(etching)시켰다.DL-EPR 시험은 ASTM 표준 

으로 아직 표준화 되어 있진 않지만 표준화 되어있는 SL-EPR 시험에 비해 표면마감， 

재현성둥에 있어 보다 우수한 것으로 판단된다. DL-EPR 시험법은 옥살산 시험법보다 

정량적이며 비파괴적인 방법으로 알려져있으며， DL-EPR 시험법의 절차는 다음과 같 

다. 시편올 가동전극(working electrode)으로， 포화감홍천극을 표준전극(reference 

electrode)으로， 그리고 탄소봉을 대전극(counter electrode)하여 부식 셀에 장착하였다. 

30t 의0.1M H2잉4 + 0.01M KSCN 을 부식용액으로 사용하였다. 시험은 Gamry 

CMS105 DC Corrosion Measurement System 올 이용하여 개방전위에서 약 3분간 부 

식 전위를 측정하고 1.67mV /s 의 속도로 300mV 까지 양극 scan 한 후 동일한 속도 

로 다시 부식전위 까지 역 scan 하여 측정된 최대 양극 천류(la)에 대한 최대 활성화 

전류(Ir)의 비로써 측정하였다. 이때 용액중 용폰 산소의 영향올 배제하기 위해 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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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2 gas로 실험 천에 30분 이상 deaeration 처리하였다. 

다. 며채초직판찰 

욱살산시험파 DL-EPR 시험후 중류수와 아세톤으로 세척한 다옴 광학 현미 

경올 통해 예민화를 관찰하였다. 강염산에 시편의 표면올 활성화 시킨 다음 5% 

Bromine 용액에 에칭하여 주사전자현미경(SEM)으로 탄화물 분포도를 조사하였다. 

TEM 시편은 carbon replica 와 박막시편으로 준비하였다. 박막시편은 약 70μm까지 

연마한 후 3mm 디스크로 펀칭하여 HCI~ : CH3COOH : C2HsOH = 1 : 4 : 1 의 

용액에서 25V의 전압올 가해 준비 하였다. Carbon replica 시편온 10% bromine + 

90% methanol 용액에서 표면이 에칭된 시편올 carbon 코팅한 후 다시 10% bromine 

용액에서 탄소막을 분리하여 세척하는 방법으로 준비하였다. TEM은 EDX가 장착된 

200kV의 JEOL 2000FX가 사용되었다. 

3. 실험컬화 및 고활 

가. 옥살산시험컬과 

탄화물의 종류에 관계없이 탄화물만을 선택적으로 부식시키는 평가방법으로 시 

험후 나타나는 입계를 세가지 형태로 분류하며 그 대표적인 형태는 Fig.4.5.1파 같다. 

Fig.4.5.1의 a) 는 부식이 거의 없는 step 구조 b) 는 입계를 따라 부식되었지만 하나 

이상의 입계가 완전히 부식되지 않은 dual구조I 그리고 하나이상의 입계가 완천히 부 

식된 ditch 구조로 분류된다. Fig.4.5.1의 c)와 같이 입계가 ditch 구조를 보일 경우 

ASTM A262 의 규정에 따라 예민화된 것으로 명가하였다. Fig.4.5.2는 욱살산시험 결 

과를 나타낸다. 가공도가 증가할수록 예민화 시작시간이 빨라졌으며I TI'S curve의 

nose부분이 좌측으로 이동되었다. 이는 가공도의 증가에 따른 내부에너지 증가 및 

탄화물 석출 구동력이 중가하여 업계에 다량의 석출물이 형성되었음올 나타낸다. 모 

재 (0% 가공)의 경우 질소챔가량이 가장 낮은 #6-19의 예민화 져항성이 다른 재료에 

비해 좋지 않았으며 약 0.1%이상에서 질소챔가량에서는 열처리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질소함량이 높은 재료에서부터 예민화 저항성이 감소하기 시작하였다. #6-18용 0%의 

가공도에서 예민화 시작 시간이 약 50시간으로 #6-19의 약 30시간보다 장시간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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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민확가 진행되었지만 가공도가 증가할수록 예민화 시작시간은 #6-19에 비해 빼른 

시간에서 진행되었으며， 특히 질소 챔가량이 0.103%인 #6-23에서 #6-18, #6-19, #6-22 

에 비해 예민화 저항성이 좋온 것으로 명가되었다. 

나.DL-EPR 시 험 컬과 

ASTM 명가기준으로 현재 둥륙되어 있진않지만 ASTM 의 평가기준으로 둥륙 

되어있는 SL-EPR(single loop EPR) test 에 비하여 재현성이 우수하며， A262 practice 

A 에 기록된 예민화 평가방법파 비교하여 버파괴척이며 보다 정량척인 명가방법이다. 

TTS curve 의 nose라고 판단되어지는700 C에서 실험올 행하였다. Fig.4.5.3용 모재의 

경우 재료의 질소챔가량에 따른 DL-EPR 시험결과톨 나타낸다. 질소첨가량이 낮온 

#6-197t 약 40시간이후 예민화가 시작되며 질소 첨가량이 0.1%이상인 #6-18, #6-22, 

#6-23은 약50시간까지 예민화가 시작되지 않았으며 약 65시간이후부터 질소챔가량이 

많은 것에서 척온 순으로 예민화가 시작된다. 죽 탄소함량이 유사할 때 질소챔가량의 

증가는 예민화 저항성올 향상시키며， 장시간이후에는 오히려예민화의 급속한 진행올 

가져오며 이는 oxalic acid test 결파와 일치한다. Fig.4.5.4는 각각의 재료에 대한 

DL-EPR 결과롤 보여 주고 있다. 가공도가 증가할수록 예민화 시작 시간이 빨라지며 

이러한 원인은 가공에 의한 채료의 내부에너지 및 전위의 증가， lwin 및 전위밀집지 

역에서의 탄화물이 생성되었기 때문인것으로 판단된다.20%의 가공도에서는 5%의 가 

공도보다 입계를 따른 탄화물의 성장은 심화되고 탄화물량의 증가로 거의 최대의 예 

민확도(degree of sensitization)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눴다. #6-18의 경우 50시간이후 

에 예 민화도가 다시 낮아지는 회복(healing)현상율 보여주었으며， 모든 합금들의 경우 

20%의 가공영역에서 유사한 현상올 나타내고있다. 40%의 가공영역에서는 모든합금 

및 대부분의 시간에서 낮은 예민화도롤 보이는 완전한 회복현상올 나타내며， 이 이 

상의 가공영역에서는 더 이상의 예민화 저항성의 감소현상은 없올 것으로 판단되어진 

다. 

다. 혜민화저항생확 미셰조직 

EPR DOS 값이 10%이상인 경우를 예민화가 진행되었다고 판단하였옳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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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4.5.5는 질소함량이 가장 많은 #6-18시편에서 굵은 선 안쪽부분이 예민화 된 영역 

올 나타내고있다. 모재에서는 가공도가 증가할수록 예민화된 영역이 증가하며 약 30% 

이상의 가공도이후에는 예민화저항성의 회복현상이 나타난다. Fig.4.5.6윤 700 "C 5, 20, 

40% 가공도에서 50시간 열처리된 시편의 DL-EPR 시험이후 광학현미경 사진이다. 그 

림에서 보듯이 가공도가 증가할수록 때인혼척을 보이는 부볼이 입계뽀아니라 입내로 

진행되는 것을 볼수있다. 그러나 EPR DOS 값을 확인하면 40%가공도에서 패인혼척의 

증가와는 역으로 낮은 EPR DOS값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40%의 가공도에서는 

Fig.4.5.6의 SEM 사진올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탄화물 핵생성 site 축 slip plane, 

slip band 교차영역， 전위밀집영역 twin둥의 증가로 탄화물석출의 분산과 전위 

network현상으로 탄화물의 성장에 따른 크롭 고갈영역의 증가보다 가공으로 인하여 

생긴 전위network 현상에 의하여 크롬의 확산속도 증가로 크롬함량이 균질화된 것으 

로 판단된다. 

4. 결 론 

1) 질소첨가는 예민화 저항성 향상의 효과가 있으며 약 0.1%의 챔가량에서 뛰어난 

예민화 저항성을 보였고， 장시간 시효후에는 챔가량의 중가에 따라 예민화 저항 

성을 감소시켰다. 

2) α5%의 냉간가공에서는 가공량이 증가함에 따라 예민화 저항성이 급격히 감소 

하였다. 

3) 20%의 가공도에서는 50시간이상 열처리 영역에서 회복으로 예민화도가 낮아진 

것으로 관찰되었으며， 40%의 가공도에서는 대부분의 열처리 시간 범위에서 예민 

화도가 낮은것으로 나타났다. 

4) 위의 3)번 결과에서 높은 가공도，장시간 열처리 범위에서 예민화도가 감소한 현 

상은 a) 높은 천위밀도로 인한 크롬의 확산속도 중가로 회복현상이 발생한것과 

b) 업계뽕아니라 twin, 고전위밀도 영역둥에서의 다량의 석출물 생성과 관련이 

있는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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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aeffler diagram for stainless steel weld me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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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2.7.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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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2.23. Optical microstructures of Type 316L 뻐d 316LN stainless steels 

annealed at temperatures in the ranges of 1040 -- 11401C 

for 100 s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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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2.23.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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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2.23.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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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2.23.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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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2.23.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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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2.23.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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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2.23.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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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3.11. Dislocation structures after LCF testing at R.T. and 6OO't for 
(a) N04, (b) N lO, and (C) N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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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4.4.2 M6C carbide morphology; (a) BF image, (b) SADP, (c) EDS ar펴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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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4.4.3 Grain boundary Mo-rich phases in #6-9 alloy aged for 50h at 700 "C; (a) 

η phase, (b) SADP for the η phase, (c) X phase, (d) Five-fold symmetry 

phase, (e) convergent beam electron dκfraction(CBED) pattem for the 

five-fold symmetry ph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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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4.4.5 Optical micrographs of grain boundary structures after oxalic acid test; (a) 

step structure, (b) dual structure, (c) ditch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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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4.5.1 Evaluation method for oxa1ic acid test a)step, b)dual and c)ditch struc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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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4.5.4 Effect of the degree of cold working on sensitization for #6-18 alloy 

which was sensitized at 700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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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PR DOS -22.1 %, 

cold worked 5% 

(b) EPR DOS -24.71 %, 

cold worked 20% 

(c) EPR DOS -1.4%, 
cold worked 40% 

Fig.4.5.6 OM microstructure after DL-EPR test for #6-18 alloy which was cold 

worked a)5%, b)20% and c)40% after snesitized at 700 "C for 50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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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Fig.4.5.7 SEM microstructure showing carbides for #6-18 매loy which was cold worked 

a) 0% , b) 5%, c) 20% and d) 40% after sensitized at 7000 C for 3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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져15 쯤 배품용 훌내식/훌인성 ty顆 34'후 

홀터l안러I^껄 개밟 

쩨 1 철 347 스태인혜스강의 빼버합금 철채 및 채초 

1. 합금철채 

가압 경수로 원자력 발천소에서 나타나는 스태인레스강의 주된 손상 현상으로 

는 공식I 업계부식l 용력부식균열 둥올 들 수 있으며l 이 밖에도 열취화l 방사선 조 

사 취화l 부식 피로/ 에로견 부식I 수소 취성 퉁이 었다. 이와 같은 부식 손상은 

일차척으로는 재료의 화학 성분에 의하여 크게 영향을 받는더1/， 기본척인 스태인리 

스강의 성분 이외에 재료 내에 존재하는 불손불과 질소， Mo 퉁이 주 인자이다. 

한편 동일 재료의 경우도 열처리에 의해서 그 성질이 크게 달라질 수 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목표롤 크게 2가지로 설정하였다. 즉l 재료 중의 불순물 합 

량을 최대한 억제시키는 청정강의 제조와 최척의 특성을 나타내는 금속조직학척 

조건의 정립이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재료의 용해에 사용되는 원재료를 고순도의 시 

료를 사용하였으며， 대기에 의한 여향올 최대환 배제하기 위하여 진공 용해법을 도 

입하였다. 또한 탄소의 합량을 0.02% 이하로 최대환 억제시켰다. 내식성 향상을 

위하여 질소를 첨가하고자 하였으며， 열간 가공성의 향상을 위하여 미량 원소로서 

Ti, B, Al, V 및 Ar올 첨가하였고 방사선 조사에 대한 져항성을 향상시키고자 Zr 

올 미량 첨가하였다. 결정립의 크기롤 제어하기 위하여 소둔 용도롤 변수로 하였 

고 예민화에 대한 재료의 저항성 펼가를 위하여 예민화 용도롤 55α 650, 750t 로 

하여 예민화 시간올 1시간， 10시간， 20시간으로 변화를 시켰다. 

2. 질험합금의 용해 

합금의 용해는 우선 원재료로부터 불술물이 혼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 

순도 원재료롤 사용하였다. 아래의 Table 5.1.1용 합금의 용해시 사용환 원재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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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도를 나타낸 것이다. 용량이 80KW인 진공 고주파 유도 용해로롤 이용하여 초기 

진공도를 1O-3mbar로 하였으며/ 용해 작업시 진공도는 10-3 -1 mbar이었다. 사용한 

도가니는 마그네시아 도가니이었으며， y-형 금형율 진공로 내에 미리 준비하여 용 

해 후 출탕하여 15 Kg 중량의 잉고트롤 만들었다. 이 때의 출탕온도는 1,550 't 

부근이었다. 

3. 합금의 가공 및 시면째작 

이상과 같이 용해한 잉고트를 철단과 연마를 통하여 표면 가공을 행한뒤/ 

1,loo-1,150 't 사이에서 30분간 소킹(Soaking)을 한 다옴， 3_0 mm 까지 열간 압연 

을 하였다. 이 시편들을 66't로 유지된 10% HNÜ3 + 3% HF 용액에서 열간 압연 

시 표면에 생긴 스케일올 제거하였고/ 그 후 1.0 mm까지 냉간 압연올 하였다. 

Table 5.1.2는 실험 합금에 대한 성분 분석 결과이다. 성분 분석은 습식 분석 

과 진공 발광기(Vacuum Emission Spectroscopy)를 이용한 기기 분석으로 행하였 

다. 분석된 성분올 살펴보면 316V2와 347V2에는 질소를 각각 0.2%까지 첨가하 

여 질소에 의한 내식성의 향상 및 탄소의 감소에 따른 기계척 성질의 보완올 행하 

고자 하였으나I 분석된 값은 각각 0.056%, 0.005%로 매우 낮게 챔가되었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으로는 가스 성분의 혼입에 따른 개재물의 생성올 최대한 억제하기 위 

하여 진공 용해시 진공도를 높게 하면서 용해를 행하였기 때문에 고온에서도 용해 

도가 작은 질소가 가스 상태로 용탕밖으로 제거되었올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향후 질소 첨가에 의한 특성의 향상올 이루고자 할 경우에는 용해도와 중기압과의 

관계를 상세히 검토하고 가스 성분의 용탕 내로의 용해 기술에 대한 축객이 필요 

하다고 생각된다. p과 S의 경우는 각각 0.040% , 0.030% 이하로 ASME규격에서 정 

하고 있는데， 본 실험 합금은 이 규정보다는 훨씬 밑도는 수치를 보이고 있어 청정 

강 제조의 1차척인 목표는 달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원자력급(NG)에서 정하고 있는 성분과 비교를 해보면 다옴과 같았다. 합금성계 

시 NG규정에 벗어나게 고의로 첨가한 원소를 제외하고 탄소I 크롬， Nb, P의 성분 

은 NG급의 규정올 만족하고 있으나， Mn, Si, Ni(이상은 합금에 따라 부분척으로 

만족함)과 N, 5은 이 규정을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결과에 기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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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살펴보면， 고주파 진공 유도 용해톨 흉하여 합금올 제조할 때， NG급에서 규정 

하고 있는 원소 중에서 조철하기가 가장 어려운 원소는 질소와 s 성분임올 알 수 
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질소의 경우는 용해도와 중기압과의 관계톨 고려하여 

용해하는 기법의 도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5의 경우는 진공 유도 용해법 

이외에 실험실객으로 가능한 새로운 정련 방법이 도입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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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2 철 기계적 특성 팽가 

1. 미소정도 

Table 5.2.1온 각 공정 마다 륙정한 경도값이다. Table에서 알 수 있듯이 주조 

상태보다는 열연 상태가 약간 낮으며， 열연 상태보다는 냉연 상태의 경도가 중가하 

고 있으며， 냉연재의 경우는 매우 크게 중가하고 있다. Table 5.2.2는 347V1 예민 

화재에 대한 경도값을 요약한 것이다. 예민화에 의해서는 경도값이 크게 변화되지 

않옴올 알 수 있다. 또한 소둔재의 경도값과 비교하여 볼때도 큰 변화가 없는 것 

올 알 수 있다. 따라셔 본 실험에서 행한 예민화시에는 경화롤 일으키는 상이 다 

량으로 석출되지는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2. 인장특생 

Table 5.2.3은 347 합금의 인장 강도I 항복 강도I 연신율에 미치는 소둔 온도의 

영향올 보여주고 있다. 소둔 용도가 상숭할수록 인장 강도와 항복 강도는 감소하 

고 연신율온 중가하는 경향율 나타내고 있다. 이상의 실험 결과를 요약하면， 소둔 

온도가 증가하면 결정립이 커지고 강도， 경도가 저하되며 연신율이 중가하는 일반 

적인 경향과 일치하고 있다. 소둔 온도가 중가함에 따라 업자 크기의 중가가 347 

합금의 경우는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또한 소둔 온도가 증가할 수록 FCC재료의 

특징인 소둔 쌍정이 잘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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쩨 3 철 미책조직 및 부식륙성 평가 

1. 미쩌죠직 컬파 

Fig.5.3.1은 347V1 주조 상태의 조직 사진으로， 웰타-쩨라이트가 폰재하고 있으 

나 그 크기가 316V1보다는 크며， 분포 밀도는 더 작았다. Fig.5.3.2는 347V1의 냉연 

판재에 대한 초직 사진이다. 347V1 냉연재를 950 - 1200 t: 온도범위에서 소둔한 

소둔채의 미세초직 사진은 대표객으로 Fig.5.3.3과 같았다. 950 t: 소둔채의 경우t 미 

세조직은 미세한 입자로 구성되어 었으며t 띠모양의 압연 혼객이 었고 웰타-페라이 

트가 분해되지 않고 폰재하고 있었다. 1050 t: 소둔재에는 급격한 결정립 성장이 

되고 있으며 어닐링 썽정이 확연히 나타나고 있었다. 1200 t: 소둔재의 경우는 아 

주 조대한 입자로 구성 되어 있으며 어닐링 쌓정이 나타나 있었다. 업자의 크기는 

소둔 온도에 따라 각각 16, 25, 60, 130ttm로 계산되었다. 

2. 부식 특생 

가. 실험 방법 

(1) 양극 분극 시험 

20x20x1 mm로 절단한 시편의 뒷면에 51'S 304스메인리스강봉율 경납올 

이용하여 연결하고 고무 튜브롤 씌운 다음 상업용 호마이카로 용고/ 고정시켰다. 

5iC 연마지로 600번까지 연마한 후 중류수로 세정하고 시편의 노출 면객율 1cm2으 

로 하고 나머지 부분온 아랄다이트(Araldite)로 철하여 주었다. 시험 용액은 3.5 

wjo NaCl용액을 사용하였으며I 이 용액을 반용조에 넣고 시편올 

Potentiostat(Model IM5d, ZAHNER Electric, Germ따ly)에 연결하였다. 용액 중의 

용폰 산소의 영향을 배제하기 위하여 고순도(순도 99.99%) 질소 가스를 100 

mlfmin의 속도로 40분 동안 주입하였다. 그 뒤 시편 표면에 생성되어 있는 산화 

물의 영향올 제거하기 위하여 -458m V(5HE)의 전위롤 10분 동안 가하고 10분 동안 

개방 회로 천위(open circuit potential) 상태로 유지한 뒤 부식 천위를 측정하고 부 

식 천위보다 50mV낮은 전위부터 양극 방향으로 주사하였다. 이때 주사 속도 

(scanning rate)는 1 mVjsec이 었다. 보조 전극(counter electrode)으로는 고밀도 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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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봉올 사용하였으며， 참조 전극(reference electrode)으로는 포화 감홍 천극(SCE， 

saturated calomel electrode)올 사용하였다. 시험 결과는 전류 대 전위 도표로 작성 

하였다. 

(2) HUEY 시험 

시편은 직경이 3mm인 구멍올 낸 20X20X1mm 모양으로 가공올 했으며， 

SiC연마지로 600번까지 연마하고 증류수로 세척하고 건조한 뒤 초기 무게를 측정 

하여 실험 전까지 데시케이터에 보관올 하였다. 

시험 용액은 ASTM A262 Practice C[1 ，2]에 의거하여 65% HNÛ3용액올 끓는 상태 

로 시편을 침지하여 48시간 동안 시험올 행한 뒤 꺼내어 흐르는 물에서 부드러운 

졸(nylon brush)로 부식 생성물을 제거하고 메탄올 용액에서 고주파 세정올 하고 

건조한 뒤 최종 무게를 측정하였다. 이 때의 무게 감량올 mpy단위로 계산하여 이 

것을 실험 합금의 부식 속도로 하였다. 

(3) 응력 부식 균열 시험 

본 연구에서 사용한 웅력 부식 균열 시험법은 일정 연신율법(CERT， 

constant extension rate testing) 이다. 실험 장치의 개요는 1분에 1700회천하는 1마 

력 모터 빛 1/30으로 감속되는 감속기 2대， 1/15로 감속되는 워엄 및 워엄 기어와 

3단 변속 기어률 사용하여 cross head speed는 4.41X10.scm/sec이며， 초기 변형률 

은 1.35X10'S 
/ sec이다. 옹력 부식 균열 시험에 사용된 시편은 gauge Iength 27.5, 

width 6.2 mm의 subsize 인장시편올 사용하였다. 시편은 옹력 부식 균열 시험올 

하기 전에 SiC연마지로 600번까지 연마하여 시편 단면적올 균일하게 하였다. 최 

종 연마 방향은 압연 방향에 평행되게 하였다. 그 다옴 아세톤으로 탈지하고 중류 

수로 세척한 후 건조하여 시험 전까지 데시케이터에 보관하였다. 

나. 부식실험 결과 

(1) 양극 분극 저항생얘 미치는 소둔 및 예민화 열처리의 영향 

Fig.5.3.4는 공식 저항성의 명가 방법 중의 하나인 양극 분극 시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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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사용한 용액온 3.5% NaCl용액이다. 그림에서 양극 분극 저항성을 명가하 

는 방법온 공식 천휘， 부동태 견휴 밀도 둥올 총합하여 명가한다. 347V1에 대하여 

요약하면 Table 5.3.2와 같다. 공식 견위는 1150 't 소둔채가 가장 높았으며 부동태 

전류 밀도는 소둔 온도에 따라서 크게 변화하지는 않였다. 그련데 륙이한 것온 상 

용 347의 결파인데I 부식 천위가 실험합금파 매우 큰 차이톨 보이고 있었다. 그래 

서 넓온 부동태 구역을 보이고는 있지만 공식 천위는 약간 낮았다. 347V1에 Mo 

올 3%가량 챔가한 것은 상용 합금보다는 공식 천위가 실험 합금에서 더높게는 나 

타녔으나 부동태 천류 밀도는 큰 차이가 없었다. Mo은 공식에 대환 저항성율 크 

게 향상시키는 원소로 알려져 상용화한것으로는 304에 청가하여 316합금율 실용화 

한 상태이다. 그러나 위의 결과톨 보면， 347에 챙가한 Mo온 큰 효과톨 보이고 있 

지 않는 상태이다. 347합금의 내식성이 316의 내식성에 비하여 크게 저하되지는 

않옴올 알 수 있었다. 

347V1 예민화재에 대하여 행한 양극 훈극 곡선으로부터 각각 550, 650, 7500C에서 

예민화한 시편의 실험결과롤 용약하면 Table 5.3.1파 같다. 거의 모든 경우가 소둔 

채보다는 예민화재의 내식성이 처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녔다. 혹히 650"C에서 

예민화한 경우가 예민화에 의해서 양극 분극 저항성이 크게 처하하고 있옴을 알 

수 있다. 

(2) 소품 및 빼민화 열쳐리에 따른 업계 부식 저항생의 명가 

(가) Huey시험을 홍한 업계 부식 저항성의 명가 

347에 대 한 Huey 시 험 결과톨 정 리 하면 Table 5.3.3파 같다. 347V1 

에 대하여 행한 Huey시험 결파는 1050 't의 경우가 부식 속도가 크게 나타나고 있 

으며 나머지 소둔 온도에서는 부식 속도가 매우 작게 나타남율 보였다. 347V2의 

경우는 모두 매우 작온 값올 보이고 있으며 소둔 온도가 상송할수록 속도가 정차 

감소하고 있용을 알 수 있다. 

(나) 347 스태인리스강의 용력부식균열 륙성 

Fig.5.3.5는 154 "C, 42% MgCh 용액 속에셔 용력부식균열 시험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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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나는 용력과 변형율의 관계훌 그려놓은 것이다. 최대 용력온 시면마다 버슷하 

며I 연신율 만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Table 5.3.4는 347Vl과 347V2의 용력 부식 

란열 시험 결과률 정리한 것이다. 결과롤 보면I Mo이 3%가량 함유된 347V2의 저 

항성이 크게 낮아지고 있옴올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공식 저항성의 향상올 

위하여 챔가한 M。이 공식 저항성도 뚜렷하게 향상시키지 못하면서 용력 부식 균 

열 저항성도 저하시킨다는 것이다. 이 결과는 향후 347 합금의 연구에 있어서 좋 

은 기초 자료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파괴 양상도 Fig.5.3.6톨 보면 347 합금 

온 업내 파괴 양상율 보이고 있다. 한편 안정화 합금인 347 스테인리스강온 파단 

시간이 316 스태인리스강의 약 2배 정도 더 길어 같온 환경에서 용력 부식 균열에 

대한 저항성이 더 크다는 것올 알 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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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철 상용 ’fype 347 스태언빼스강 용접부의 미째분석적 

쩨료특성 

Type 347스태인레스강의 용접부는 Nb파 판련된 탄화물 및 용접개재물 외에 

델타 때라이트롤 일정량 합유하고 있어서 모재보다 더육 취약환 성질이 예상된다 

[5-8]. Shielded Metal-Arc Welding(SMAW)은 현장에서 대표척으로 사용되는 용첩 

법으로 효율성온 높지만 용접 개재물이 용착금속내 잔류하는 문제가 었다. 반면에 

Gas Tunsteng-Arc Welding(GTAW)은 가스 shield 및 비소모성 천극의 사용으로 

인해 청정도를 높일수 있는 장점이 있다. 본 장에서는 두가지 방법으로 한중(주)에 

서 가압기 밀림판용 소재로 용접된 상용 Type 347 스태인레스강 재료에 대한 따괴 

인성 명가 및 미세조직 분석올 통해 용첩부의 파괴저항성 특성파 그 기구를 규명 

하고자 한다. 

1. 과괴인생특생 

시험에 사용된 시편은 Fig.5.4.1에 나타난 바와 같다. 용첩부에 대한 파괴인성 

(J-R) 시험 결과는 Fig.5.4.2에 나타나 있다. 용첩부에서의 파괴인성온 GTAW 용접 

부가 SMAW 용접부에 비해 다소 높은 값올 보여주고 있기는 하지만， 사용된 두가 

지 용접법 모두에서 모채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결과를 보이고 있는 것용 알 수 있 

다. 일반적으로 GTAW 용첩법에 의한 오스테나이트 스태인레스강의 용접부는 모 

재에 비해 큰 파괴인성 저하를 가져오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SMAW 

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청정도를 유지하고 있는 GTAW 용접부는， SMAW에 비 

해 따괴인성의 상당한 향상올 예상하였으나 거의 효파를 보이지 않고 있었다. 

2. 용캡부 미셰조직 및 과단면 분석 

가. 미셰조직 

Fig.5.4.3온 GTAW 용첩부와 SMAW 용접부의 광학 현미경 조직율 보여주고 

있다. 두 용첩부 모두에서 용접부의 전형적인 특성인 탤타꽤라이트 조직이 :::L물망 

처럽 형성되어 었는 것올 알 수 있다. 자성측정에 의한 페라이트 함량 측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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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AW 와 SMAW 용접부는 각각 9.5%와 5.8%의 함량올 보이고 있었다. Type 347 

스테인레스강은 용접 hot cracking 현상올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스태인레스강에 

비해 다소 높은 렐타-페라이트 함량올 유지하고 있다. 페라이트 조직 외에 GTAW 

용접부에서는 페라이트의 업계를 따라서 매우 미세한 입자들이 폰재하는 것을 알 

수 있다.SMAW 용접부에서는 페라이트 입계의 미세한 입자는 격은 반면， 렐타-페 

라이트와 무관하게 조직 전반에 걸쳐서 구형의 입자들이 관찰되고 있다. 

Fig.5.4.4는 GTAW 용접부에 대한 TEM 분석결과를 보여 주고 있다. GTAW 용 

접부에서는 NbC가 크기에 따라 bimodal 분포를 이루고 있었다. Fig.5.4.4(a)는 약 

0.01때1 내외의 주로 입내에 분포해 있는 particle들올 보여주고 있으며， Fig.5.4.4(b) 

는 약 1μm 내외의 크기를 보여주는 particle플로써 많은 경우 주로 오스테나이트-페 

라이트 계면을 따라 긴 rod 모양 또는 구형에 가까운 모양으로 형성되어 있었다. 

Fig.5.4.4(a)에서 보여지는 입계의 작은 particle들이 바로 이 입자들올 보여주고 있 

는 것을 알 수 있다. Fig.5.4짜c)는 Fig.5.4.4(a) 및 2(b)에 있는 입자들 중 비교척 작 

은 크기의 입자들에서 관찰되는 회절패턴으로써 오스테나이트 기지조직과 [1 0 이 

T / / [1 0 O]Nκ의 cube-to-cube 방향관계를 보여주고 있는 것올 알 수 있다. 그러 

나 큰 입자들에서는 오스테나이트 기지와의 특별한 방향관계가 관찰되지 않았다. 

측 큰 입자일수록 인접한 오스테나이트 및 페라이트와의 계변에너지가 높은 것올 

알수 있었다. 또한 NbC 입자틀이 오스테나이트-페라이트 입계에 분포해 있는 양상 

으로부터 추측할수 있는 사실은 조대한 NbC 입자들은 페라이트가 생성되는 온도 

영역에서 동시에 형성되거나 페라이트 형성 후 생성된 것을 추정된다. 이론격으로 

알려진 오스테나이트-페라이트 변태 온도는 1200-1300 "C 구간이나， GTAW 용접의 

비평형 냉각 조건을 고려한 실험결과 304 스태인레스강에 대해서는 1160"C 정도인 

것으로 보고되었다[3，4]. 이를 고려할 경우 조대한 Nb은 약 1200 "C 이하의 온도 조 

건에서 생성된 것올 의미하며l 이는 304 스테인레스강내 Nb의 용해도 조건을 고려 

할 경우 급냉으로 인해 Nb이 상당히 파포화된 상태에서 석출된 것을 알 수 있다. 

입내에 형성된 작은 NbC 입자들온 이보다 낮은 온도에서 형성된 것으로 추정된 

다. Fig.5.4.4(d)는 관찰된 NbC 석출물들에 대한 대표척인 EDX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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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5 .4.5(a)는 SMAW 용접부에서 관찰되는 전형적인 TEM 조직을 보여주고 었 

다. GTAW 용접부에 비해 NbC 입자들이 양은 적게 관찰되며， 반면에 두 종류로 

분류되는 구형의 개재물돌이 관찰되고 있다. Fig.5.4.5(b)는 구형개재물에 대한 두 

종류의 전형적인 EDX 결과롤을 보여주고 있다. 이들온 각각 manganese silicide 

및 manganese chromate type인 것으로 판단된다. EDX결과로부터 관찰되는 특이 

한 점은 Nb이 manganese chromate type의 개재물에서 판찰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Nb의 분포는 SMAW 용첩부에서 NbC가 척게 발견되는 것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며， 이에대한 계속척인 연구가 필요하다. 

나. 파괴양상 환석 

Fig.5.4.6은 GTAW 및 SMAW 용첩부에 대한 J-R 파면올 보여주고 있다. 

GTAW 용접부는 각각의 dimple 깊이는 그다지 크지 않온 반면에 파변에서 깊이 

방향으로 매우 깊온 균열성 hole 들이 많이 판찰되고 있다. 반면에 SMAW 용첩부 

는 전형척인 dimple 양상율 보여주고 있으며 dimple의 중앙에 개재물들이 폰재하 

는 것올 알 수 있다. Fig.5.4.7는 각각의 시편을 균열진전 방향과 균열면에 수직인 

방향이 이루는 면으로 절단한 뒤 균열 바로 아래의 미소 파괴 양상율 관찰한 결과 

를 보여주고 있다. GTAW 용첩부에서는 균열이 입계에 폰재하는 NbC 입자의 계 

변에서 발생하여 오스테나이트-페라이트 계변을 따라 성장하는 것율 보여 주고 있 

다(Fig.5.4.7(a)). 파면과 비교할 경우I 파면에셔 관찰되는 다소 brittle한 양상의 얄은 

dimple 구조는 바로 계면율 따라 성장된 void로 인해 행성훤 것으로 추쟁되며， 깊 

이방향으로 깊게 형성된 hole롤은 주 균열진전 방향과 수직방향으로 폰재하는 오 

스테나이트-페라이트 계변의 업자들에서 void7~ 생성되어 성장 함으로써 기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즉， GTAW 용첩부에서 파괴롤 주도하는 것용 계면올 따라 형성 

된 NbC 입자들이며， 이들이 계면올 따라 주로 폰채함으로 인해 계속척인 균열성 

장을 가능케 한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에 SMAW 용첩부에서는 Fig.5.4.7(b)에셔 보는 바와 같이 void 생생이 때라 

이트 계면 및 계면의 NbC 입자와는 무판하며， 천체 조칙에 골고루 환포해 있는 

개재물 입자와 관련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개재물의 크기가 크고 기지조직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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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합력이 매우 취약하기 때문에 구행의 개재물올 따라 void가 형성되고 개재물들 

이 비교적 가까이 위치하고 있옴으로 인해 각각의 void가 생장， 연결되어 최종 균 

열면율 만들어 내는 것으로 판단된다. Fig.5.4.7(b)에서 보는 바와 같온 천형척인 

cup and cone 양상의 dimple 및 이돌의 중앙에서 발견되는 둥근 개재물들은 이러 

한 개재물의 영향을 직첩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상의 결과를 볼 때 SMAW 용첩부는 용접 개재물들로 인해 낮온 파괴인성을 

보이는 것을 알수 있으며， 이러한 개재물들을 낮용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도입된 

GTAW 용첩부도 GTAW 용첩조건에서 형성원 계면의 조대한 NbC 입자들이 파괴 

를 주도함으로 인혜 SMAW 용첩부에 비해 거의 파괴인성의 개선을 결과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며재조직 및 언생륙생 요약 

Type 347 스테인레스강 용첩부의 파괴인성온 GTAW 및 SMAW 용접법 모 

두에서 모재에 비해 현저히 낮은 강용 보였다. GTAW가 SMAW 용첩법에 비해 약 

간 높게 나타났으나， 거의 차이를 보이지 않는 수준이었다. 미세조직 분석 결과 

GTAW 용접부는 입내의 작은 NbC 입자 뿔만아니라 오스테나이트-페라이트 계면 

을 따라 다량의 NbC 입자들이 폰재하였다. GTAW 용첩부에서의 낮은 파괴저항성 

윤 제면에 존재하는 NbC 입자들에 의해 주도되며， 뒤이은 계면올 따르는 균열성 

장으로 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균열진전 방향에 나란한 방향으로 위치한 계 

면의 입자들은 균열 파변에서 취성의 경향을 보이는 얄은 dimple 들을 만들면서 

균열진전을 쉽게 한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에 SMAW 용접부는 NbC 입자들이 존 

재하기는 하지만 GTAW의 경우에 비해서는 격은 것으로 관찰되었고， Nb롤 함휴 

하고 있는 다량의 개재물틀이 꽤라이트 조직과는 무관하게 조직 전반에 일정하게 

분포하고 있는 것이 관찰되었다.SMAW 용첩부에서의 파괴는 개재물들에서의 

void 생성r 성장에 의해 주도 되었으며， 오스테나이트-페라이트 계면 및 NbC 입자 

와는 무관한 파괴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SMAW 용첩부에서의 저인 

성 원인은 청정도가 낮옴으로 인해 전체 조직에 다량 분포하고 있는 개재물들이 

주 원인인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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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철 철 론 

경수로 원자력 발전소의 가압기 밀립관둥의 소재로 사용되고 있는 347 스테인 

레스강온 챔가된 Nb로 인해 부식 빛 강도특성이 우수한 재료이다. 합금용해롤 통 

해서 347 스테언레스강올 제조하는데 성공하였고 제조된 합금에 대혜 기본적인 강 

도특성 빛 부식특성율 다양한 방법으로 평가하였다. 소둔온도가 낮을수록 결정립 

미세화에 의해 강도가 증가하는 것이 관찰되었다. 부식특성온 예민확처리에 따라 

입계부식특성이 나타나기는 하였으나 316 계열보다는 우수하였다. 

실제 영광 3/4 빛 울진 3/4 호기외 가압기 밀립판 용접부 소재에 대한 파괴인 

성 평가를 한 결과 파괴특성이 비교객 낮은 것이 발견되었다. 미세조직 분석 결과 

이는 용첩부에 포함된 개재물 빛 탄확물업자들에 의해 유발되는 것으로 판단되었 

다. 차후 type 347 스테인레스강의 용접시 파괴인성 분석결과톨 감안하여 NbC 

석출물둥의 유발언자롤 제거하는 방향으로 성분조정이 반드시 펼요한 것으로 사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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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1.1 Purity of raw materials used in ingot melting 

원재료 순 x-

Ni 199.9" UP 
Si 199.1" Si. 0.41" Fe. 0.15" Ca 
뻐 199.83" 빼1. O. 여0" C. 0.033" S. 0.0∞75" P 
Cr 199" UP 
천해첼 199.9" UP 

Nb 166.15" Nb. 1.3" Al. 0.18" C. 0.5" P 0.04" S. 1.6" Si. 
0.05" Pb. 0.01" Ta. BAL. F~ 

Ti 199.6" UP 
Co 199. 6" UP 
Al 149.9" Al. BAL. Fe 
B 116.68" B. 0.15" C. 2.9" Si. 0.20" Al. 0.001" S. O. 떠4" P 

Fe-Cr-N 16.19" N, 0.077" C, 58.6" Cr. 0.8" Si. Bμ. Fe 
Zr 180. 0" Zr , BAI‘. Fe 
Mo 199. 9" UP 
V 178.5" V, 2.0" Al , 0.18" C, 0. 02% p, 0.03" S, 1.OX 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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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1.2 Chemical composition of experimental alloys(wt%) 

합끓 
316V1 316V2 347V1 347V2 

기훌 

c 0.012 0.021 0.017 0.011 
뼈1 0.68 2.00 0.50 1.21 
Si 0.72 0.67 0.49 0.14 

Cr 17.22 16.36 18.52 18.85 

Ni 12.80 11.97 10.01 11.62 
M。 2.85 2.75 TRACE 2.77 

N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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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LANCE BALANCE 
B 0.0030 0.0010 0.0017 0.0060 
Al 0.0명 0.031 0.016 0.030 

v 0.070 0.070 0.026 0.026 
Zr TP.ACE 0.00084 TRACE 0.00035 
P 0.005 0.004 0.0여 0.007 
S 0.010 0.009 0.008 0.010 
o 0.0084 0.0081 0.0091 0.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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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2.1 、'ickers hardness of stainless steels with the process 

시휩상택 휠글번훌 확흥(Kg) 대각김이(μm) 경도(Hv) 

316V1 5 았)6.71 13>.85 

일고릎 
316V2 5 241.50 158.94 
혐7V1 10 잃6.æ 154.82 
347V2 5 232.95 170.83 
316V1 5 2f1l.oo 214.47 

얼염째 
316V2 5 247.60 151.21 
347V1 5 2æ.3O 141.11 
347V2 5 243.65 1$.15 
316V1 20 293.25 431.19 

냉연째 
316V2 20 317.‘39 않췄.09 

347V1 2 200 3æ.50 않웠혔 •• 6221 ’ 

347V2 않)9.85 

5M æ $썼.85 342.88 

316VU「32IbOOMMM 
20 $갱5.70 349.55 
20 앓7.85 잃3240.9g87 소둠시간 a 3뤘.94 

(115Ot) 

%π1← 「l231 당OOOM에MM--
5 'Z70.ω lZ7.16 
10 않써6.00 123.85 
- - -
5 265.25 131.76 

316V1훨 
10 :iJ9.l 1 1&W7 _._---
10 319.75 18l.34 
5 247.25 151.64 -_._---
5 24.1.75 156.02 

: 않} 10 많굉.55 193.49 
----‘--’” 

1α50 10 3.10.72 100.51 
소톨혼도 316V2i 1150 10 362.95 140.74 
(각론도때 1200 10 347.45 153.58 
서20룰씩 9"".JO 10 않>2.89 a웠.26 

소톨처리) 

347V1‘-I-;i 1때X 15n -O 
10 3>1.60 2æ.82 

55 2fJ4.95 142.62 
했 

2꿨.45 138.78 

n않αimD 10 k짧Xi4 .. 3%0 265.41 
10 g웠.47 

않7V2i Î150 10 잃4.35 176.23 
1200 10 316.78 18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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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2.2 Mechanical properties of 316 and 347 stainless steels with annealing 

temperatures 

Temperature( C) 316VI 316V2 347Vl 347V2 I 

o 

2 EJOJlI따iOJl (95) 

3 950.00 34.700 45.000 32.000 25.700 

4 1050.0 44.100 51.000 52.000 20.000 

5 1150.0 49.700 52.000 54.500 43.800 

6 1200.0 40.800 51.000 58.000 44.800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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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50.0 301.00 311.00 471.00 343.00 

22 1200.0 288.00 294.00 290.00 373.00 
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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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2.3 Vickers hardness of sensitized 347V1 

Alloy 00. Seositizing condition 뻐rdness. HV 
5500C/lhr 210 

5500C/1여lrS 183 
5500CI2여lrS 172 

347V1 탓허ttC/1hr 171 
(annealed at 1150얻 6500C/1αlrS 161 

I2Omin. ) 6S00C/20hrs 173 
7S00C/1hr 192 

7S00C/10hrs 187 
7S00C120hrs 185 

Table 5.3.1 Anodic p이arization data of sensitized 347 stainless steel 

합금 
옐처리 이력 부식 견위， 공식 견뀌. ￥용태견휴멸도 

( 11SOoC. 20-붐소둠후) mV(S뾰) mV(S뾰) 때/cm2 (명균값) 
347V1 똥OOC- 1시 간 예민화 -41 398 1 

5SOøc-10시 간 예민화 -38 479 2 

5500C-20시 간 얘민화 -16 4야 2 
혀OOC- 1시간 예민화 12 475 1 

650øc-10시간 예민화 -39 389 3 

650øc-20시 간 얘민화 -58 385 50 
7S00C- 1시간 예민화 -55 408 3 
견OOC-10시 칸 얘민화 -24 349 1 
7500C-20시 간 얘 민화 -21 363 1 

11S00C 소품재 o 58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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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3.2 Anodic polarization data of annealed 347Vl 없\d V2 없\d comrnercial 

347 

합금 옐쳐리 이력 
... 식 천뀌， 홈씩 천휘， 부룡태천휴밀도 

mV(SHE) mV(SHE) 뻐10"'(명균값) 
347V1 9500C-20분 소둔 31 403 0.5 

10500C-20붙 소톨 3 423 1 

ll S00C-20붐 소톨 20 510 1 
12000C-20분 소톨 -90 430 3 

상용 347 As-received -506 412 1 

합급 옐쳐리 이력 
j휴식 견위， 팡식 천위， #용태견류밑도 

mV(SHE) mV(하iE) 뻐ICø?'(명균값) 
347V2 9S00C-20붐 소톨 163 405 1 

10500C-20붙 소둔 -3 414 1 

llS00C-20분 소툰 o 582 1 

12000C-20붐 소툰 1 458 1 

상용 347 As-received -506 4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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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3.3 Intergranular corrosion rate of annealed 347 by Huey test 

Alloy no. Thermal history 
∞rrosion rate. 

mg/d빼2year 
9500C/2Omin.annealing 22.68 

347V1 
10500C찌g따n. annealing 157.68 
11S00CI2Om뻐.annealing 42.48 
12000CI20min. 하mealing 3.96 
9S00CI2Omin.annealing 45.0 

347V2 
10500C/20min.anneal뇨19 26.28 
11500C/2Omin.annealing 26.3 
120500CI2Omin. annealiI핑 68.48 

Table 5.3.4 SCC test results of experimental alloys 

합금번호 열쳐리 파단 시간.min. 연신율 x 파괴 양상 
316V1 llS00C/20min. 79.2 7.97 no test 
316V2 llso0C/20min. 82.2 8.58 입계 파괴 
347V1 llS00CI2Omin. 135.3 14.14 입내 파괴 
347V2 11500CI2Omin. 75.8 7.5 no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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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S.3.1 Optical microstructures of 347Vl as-c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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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5.3.2 Optical mÏcrostructures of cold rolled 347V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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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5.3.3 Op히cal microstructures of annealed 347Vl. 

(1150 't:/lO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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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5.3.6 SEM micrographs of fractured surface by SCC test 

( Xl(00) 

-638-



Table 5.4.1 αlemical composition of Type 347 stain1ess steel base meta1s. 

0.022 0.005 0.51 11.10 0.1 20 

0.027 0.007 0.46 10.20 17.4 

0.029 0.003 0.83 10.00 19.4 0.043 

0.025 0.015 0.44 9.35 19.2 0.055 

Base 

Fig.5.4.1 ηle geometry of weld part and orientation of J-R test specimen 
(unit: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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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5.4.2 J-R test results for base metaIs and weld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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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5.4.4 TEM and EDX analysis for GTAW weld: (a) srnall particles at rnatrix, (b) 
large particles at the interface, (c) SADP for NbC particles, (d) typ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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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5.4.5 TEM and EDX 없talysis for SMA W weld: (a) inclusions (b) EDX 없talysis 

for the inclu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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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비
 

( 

Fig.5.4.6 J-R fracture surfaces; (a) GTAW weldmenl, (b) SMAW weldment. 

(a) 꾀
 

t 
i ·‘ 
、

Fig.5.4.7 Side view of crack propagation in (a) GTAW and (b) SMAW weld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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쳐I 용 흉 져방사혈 Cr-빼뼈 옳돼l함I~뼈스강 f챔二흙 

채 1 철 셔 론 

Fe-Cr-Mn계 스태인리스강은 Fe-Cr-Ni계 오스태나이트계 스테인리스강에 비하여 

방사능 소멸 시간이 작기 때폼에 핵융합로 제1벽 재료의 후보재로 주목받고 있는 

합금이다. 오스태나이트계 스태인리스강용 Fe-Cr-Ni계 합금이 일반화되어 있는 채 

료이었으나， 제2차세계대천 천후에 Ni의 부족 현상 때문에 Ni율 Mn으로 대체한 

Fe-Cr-Mn강이 개발되게 되었다. 이러한 합금의 용도는 핵융합로 쩨1벽 후보 재료 

롤 포함하여 내열강， 비자생강 풍의 용도로 많온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오스테나 

이트 조직율 형성하기 위해서는 많용 양의 Mn율 챔가하게 되는데 Mn의 오스태나 

이트 형성능온 Ni의 1/2 청도로 보고되어 있으며 [1]， 다량 챔가시 때라이트률 생생 

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 Miyahara 풍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3]， 미세 조칙 

특성에 미치는 Mn을 제외한 오스테나이트 안정화 원소의 명향율 Ni당량식 (=Ni + 

30C + 25N)의 판캠에서 살펴본 결과， Ni당량이 증가함에 따라 마르텐사이트상온 

급격히 감소하고 오스태나이트상이 직션척으로 중가하며 Ni당량이 약 10 이상에서 

는 오스테나이트 단상의 조직을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녔으나， Ni과는 달리 Mn은 

시그마 생생율 현저히 혹진시키는 특성올 지니고 있다. 한편 Fe-Cr-Mn계 스테인리 

스강에서의 W온 M。 대신에 챔가되어 부식 저항성의 향상과 더불어 고온 강도 및 

고온 크화 저항성 향상율 위하여 캠가하고 있다. Y. Hosoi 풍의 연구 결과에 의하 

면 [4]， 2-3%W 챔가는 연성과 인성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고온 인장 강도와 크림 

강도의 향상에 기여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또한 W은 V파의 복합 챔가시에 

그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l 이러한 W과 V의 복합 챔가에 

의한 고온 강도 향상 효과는 입계에 다량으로 형성되는 탄화물과 기지 내에 고밀 

도로 형성되는 VN과 WC와 같온 미세 석출물애 의한 높온 내후 용력에 기인한 것 

으로 보고하고 있다[5]. 한면 Fe-Cr-Ni계 스태인리스강외 경우， W용 오스태나이트 

계 스테인리스강애 챔가할 때 낮온 pH영역에서 안정한 W03의 부동태 피막올 형 

성하여 내식성율 향상시키며 Mo과 특성이 매우 홉사하여 시그마상의 석출용 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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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키나 부식 저항성 향상 효과는 Mo 효과의 1/2정도로 알려져 었으며 페라이트 

생성 원소이다. 이미 본 연구자들은 Fe-Cr-Mn-W-V계 합금의 미세 조직 및 부식 특 

성에 미치는 질소 함량과 열처리의 효과에 대하여 보고한 바 있는데 [6，71- 질소가 

다량 첨가된 합금의 경우에는 STS 304 스테인리스강의 양극 분극 저항성보다 우수 

하게 나타난 결과를 얻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Fe-Cr-Mn계 스테인리스강에서 Mn함량과 W함량올 변화 

시켜 제조한 합금에 대하여 미세 조직 특성， 기계척 성질 및 부식 특성에 미치는 

소둔 열처리 및 시효 열처리의 효과에 대하여 규명하고자 하였다. 또한 광범위한 

실험 데이터를 확보하므로써 핵융합로용 재료 연구에 기초 자료롤 제공하고자 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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째 2 철 열역학척 계산애 의한 Cr-Mn계 강의 장평형 및 

합금절계 

1. 열역학 채싼 

Mn 계 스태인레스강의 개발 연구는 강도t 가공성， 내식성 동 일반객인 요구 륙 

성 이외에 o 상 석출로 인한 인성 저하롤 피하는 문제가 커다란 과제로 되어 있다. 

Austenite 계 스테인레스강의 경우 강도는 합금 성분 조절에 외한 고용강화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지만 입도 조철， 압연 둥 공정상의 요인이 더 큰 영향올 미치는 것 

으로 알려져 있다. 반면t 고온가공성I 내식생 빛 인성 동은 미세 조직상의 요인에 

의해 크게 화우되며 합금성분 조철율 흉해 바랍칙한 미세조칙율 유도합으로써 우 

수한 특성올 갖는 합금 개발외 여지를 남긴다. 

일반적인 300 계열 austenite 계 스태인레스강은 Fe-Cr-Ni 3원계가 주 합금계이 

다. 그러나 훤전 재료로서 Ni이 갖는 단점때문에 Ni율 Mn으로 대채한 Fe-Cr-Mn 

계 스테인레스강 개발 연구가 진행되어 왔고I 내식성 향상용 위해 첨가된 Mo 역시 

같은 이유로 W 으로 대체되고 있으며 본 연구의 최종 목표 역시 이러한 Cr-Mn-W 

계 스테인레스강의 개발 범주에 속한다. 원천 구조용 스태인해스강 개발 연구의 

일환 으로셔I 본 연구는 공정 개발율 위한 실험 연구롤 주로하는 타 기관과외 공동 

연구형태로 진행되었다. 대상합금계는 Fe-15Cr-15Mn-1Si-3W-.2V-.1C-[.15, .25, .35J 

N8 딴 합금계로셔 N 함량이 주 실험변수이며t 실쩨 실험소재로서 얻어진 합금온 

Y1 (14.32Cr- 14.93Mn-O.75Si-3.17W -.2V -.08C-.16N), Y2(13.32Cr-15.41Mn-1.04Si-3.21 W-

.22V - .094C-.28N) 빛 Y3(15.42Cr-14.98Mn-O. 91Si-3.24W -.22V -.091 C-.32N)의 3종류이 

다. 다원 합금계의 열역학 계산온 이률 구생하는 각 2, 3, 4 훤 합금계에 대해 수식 

화된 열역학 자료롤 이용하여 이루어지게 된다. 상명형 계산의 이론객 기초와 스 

태인레스강 합금계의 열역학 수식화 현황 및 계산 예 t 합금 셜계에의 척용 여l 둥온 

이미 발표된 바 있다. 

Fe-Cr-Mn 합금온 austenite 형성 원소로서 Mn 의 역활 및 o 상의 석훌 거동에 

미치는 Mn 의 영향이 Fe-Cr-Ni 계에셔 Ni 의 그것과는 다르다. 따라서 본 연구에 

셔는 Fe-Cr-Ni 과 Fe-Cr-Mn 3 훤계 상명형 특성율 비교하고 차이첨올 분석한 후I 

Fe-15Cr-15Mn-N 4 원 합금계의 상명형 륙성으로 부터 출발I 개발 대상 합금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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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15Cr-15Mn-1Si-3W-0.2V-0.1C-N 8 원 합금계와의 차이를 알아보는 한편， 실험 합 

금인 Y1 , Y2, Y3 강에 대한 열역학 계산올 통하여 실험척으로 보고된 미세 조직 

상의 특성에 대한 비교l 평가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열처리 조건 및 제 2 상 

의 석출 특성과 관련l 보다 나은 합금 셀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Cr, Mn, W 및 

N 함량이 상평형 특성에 미치는 영향올 조사하였다. 

Fig. 6.2.1.과 Fig. 6.2.2는 각각 Fe-Cr-Ni 과 Fe-Cr-Mn 3 원계의 8500 C 에서의 상 

태도 둥온단면도를 나타낸다. 두 합금계는 Fe-rich 영역에서 a/v 2 상 안정 영역이 

존재 하고 Cr 량이 충가함에 따라 o 상이 석출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올 가진다. 그 

러나 Ni 의 경우 그 양이 증가함에 따라 o 상의 안정성이 떨어지고 a (ferrite)에 비 

해 V (austenite)의 안정 성 이 커 지 는 반면， Mn의 중가는 Fig. 6.2.2에 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Mn 량이 10-15% 이상인 경우 더 이상 austenite 안정화 원소로서의 역 

활을 하지 않으며， Mn 증가에 따라 o 상이 오히려 더욱 안정해 친다는 점에 유의 

해야 한다. 또 하나 Fe-Cr-Mn 기저 합금계에서 중요한 점윤 a+v/v 나 o+v/v 상경 

계가 Fe-Cr-Ni 계에 비해 Mn 조성 축에 평행하게 존재함으로 해서 a(5) 나 o 상의 

안정성이 Cr 함량에 따라 매우 민감하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다. 

개발 대상인 최종 8 원 합금계는 Fe-Cr-Mn-N 이외에 Si, W, V, C 동올 포함하 

고 있다. Si 은 대상 합금강의 상평형 특성에 커다란 영향올 주지는 않올 것이나I 

W 의 추가는 laves 상， V 의 추가는 VN (fcc) 질화물， C 의 추가는 M23C6 빛 W 

과 연관되어 M6C 탄화물의 석출을 예상하게 해 준다. 실제로 Fe-15Cr-15Mn

lSi-3W -0.2V -0.1 C-N 8 원 합금계의 N 함량에 따른 상태도 수직단면도 계산 결과를 

Fig. 6.2.3에 나타내었다. 예상한 대로 VN, M23C6, laves 상이 모두 나타나고 있으 

며， Fig. 6.2.3의 온도， 조성 범위를 벗어난 저온 영역 또는 고 N 영역에서 M6C 역 

시 나타나고 있옴을 확인할 수 있었다. 새로운 석출상의 출현 이외에도 8 원 합금 

계 상태도(Fig. 6.2.3)의 특정은 앞의 4 원 합금계 상태도(Fig. 6.2.4)에 비해 고온 51 

v 2 상 영역의 확장 및 VN 의 석출로 Y 단상 영역이 대폭 줄어들고 o 상 석출 개 

시 온도가 대폭 상승하였다는 점이다.C올 제외한 Si, W, V 둥이 모두 ferrite 안정 

화 원소이고 동시에 모두 o 상올 안정화시키는 원소들이라는 챔올 생각할 때 위와 

같은 변화는 정성척으로 예측이 가능하다. 그러나 애초에 목표로 했던 .15N, .25N 

및 .35N 강의 경우 균질화 열처리를 할 수 있는 Y 단상 영역이 아예 폰재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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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나 매우 좁은 온도 범위에 걸쳐 폰재합율 알 수 있으며， 따라서 실제 공정 상에 

서 균일한 austenite 조칙율 얻는 것용 거의 불가능할 것이 예상된다. 

실제 실험 연구가 진행되었던 Y1 , Y2, Y3 강은 각 합금 원소， 욕히 Cr 과 N 의 

양이 목표 조성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어 상명행 관계 역시 Fig. 6.2.3의 상태도와는 

약간 다훌 것이다. Y1 과 Y2 및 Y3 강에 대한 열역학 계산 결과는 다옴과 같다. 

Y1(.16N) 강은 예상한 대로 V 단상 명역이 폰재하지 않는다. 또한， 용융/용고 과정 

에서 ô-ferrite 가 몰분율로 최고 81% 정도까지 형성휠 수 있으며 실제 실험 연구에 

서 균질화 열처리가 이루어진 12900C 에서도 몰분율 50% 이상의 ô-ferrite 가 안정 

하게 존재한다. Y2 (.28N) 강의 경우는 Cr 량이 13.32% 로 척용 관계로 Fig. 6.2.3 

로부터 예상했던 것 보다는 사정이 좀 나온 편이다. Y2 강온 1100 와 12000 C 사이 

에 V 단상 명역이 약 500C 정도 범위로 폰재하며 12900C 에셔의 ô-fer찌te 평형 몰 

분율도 20% 이하임을 알 수 있다. Y3 강은 N 함량이 Y2 강에서 보다 많옴에도 

불구하고 Cr 함량이 Y2 (13.32%Cr) 보다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15.42 %Cr), 오 

히려 Y1과 가까용 상명행 거동율 보이고 있으며 12900C 에서 ô-ferrite 평형 몰분율 

윤 37% 에 달한다. 열간 압연 과갱 충의 6• v 변태톨 고려환다면， Y1 과 Y3 강은 

ô/v 이상 조칙， Y2 강은 거의 V 단상 조칙을 나타낼 것임을 예상할 수 있으며 

이는 실제 실험 연구 결과와 정성적으로 일치하는 것이다. 

2. 합금 철채 

가. 합금 철채를 위한 껍근 방법 

본 연구에서 Mn 계 스태인레스강의 합금 셜계는 앞서 밝힌 바와 같이 

고온가공성， 내식생 빛 인성올 고려하여 이루어졌다 Austenite 계 스테인레스강에 

서 고온 가공성은 잔류 ô-feπite 양의 영향율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6 

-ferrite 양은 속도론척인 문제를 고려하지 않는 환 정확한 예측이 불가능하나 본 

연구에서는 용고시 나타날 수 있는 최대량과 1290, 12000 C 에서의 평형량을 계산함 

으로써 상대 버교가 이루어질 수 있도륙 하였다. 내식생 중 공식 저항성은 PRE 

(pitting resistance equivalance: %Cr+3.3%Mo+1.65% W +16%N) 값으로 명 가할 수 

있고 업계 부식은 M23C, 의 석출로 인환 기지 내의 Cr-depletion 으로 인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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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져 있으므로 M강C6 의 안정성과 연판지율 수 있다. 용력부식 저항성온 

stacking fault energy 가 클수룩 높아진 다는 점 이 일 반적 으로 알려 져 있으며 실 제 

로 fcc 와 hcp 구조 간의 Gibbs 에너지 차이률 이용하여 근사객인 stacking fault 

energy 롤 계산한 결과 입내 용력부식저항성과 상당한 상판 관계가 있음이 밝혁진 

바 있다. 또한 인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서 o 상의 석출율 들 수 있다. 입계 부 

식 및 인성과 판련하여 M경~ 와 o 의 안정성온 각 상의 석출구동력율 계산함으로 

써 간접객인 명가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나. 척척 조생의 도출 

본 연구에서의 최객 조성 도출은 타 륙성율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o 상 

의 석출 개시 용도를 되도록 낮추고 열처리률 위한 Y 단상 영역율 총분히 확보할 

수 있는 합금 강종의 껄계롤 위한 합금 원소의 조정 가능성율 알아보는 것이 주 

과제가 될 것이다. 앞셔 Fe-Cr-Mn-N 4 원 합금계의 상태도톨 흉해 확인하였듯이 

Cr 함량의 저하는 6/v 2 상 영역 및 o 상 안정 영역을 줄이기 위환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다. 여기에 내식성율 고려한다면 Cr 함량온 12% 정도가 하한선이다. 또한， 

V 단상 영역율 좀 더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Mn 함량의 중가톨 생각할 수도 

있고， (J 상 안정성을 줄이기 위해 W 함량을 줄이는 것도 생각할 수 있다. 특히， 

W 은 creep 저항성올 기대하게 하는 석출상 충 하나인 VN 의 안정성에 커다란 영 

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계산되었으며f 따라서 강도에 부정적인 영향올 미치지 않 

으면서 o 상 안정성을 저하시키기 위한 방법으로서의 W 함량의 저하는 매우 매력 

적인 방법이라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8 원 합금계의 목표 조성에서 Cr 율 12% 로 저감시킨 경우， 이에 

더하여 Mn 율 20% 로 중가시키거나， W 율 2% 로 낮춘 각각의 경우에 대해 상명 

형 관계의 변화톨 분석합으로써 더 나온 합금 껄계의 가능성올 타진하고자 하였다. 

Fig. 6.2.5는 목표 조성에서 Cr 만을 12% 로 낮춘 합금계에 대해 계산된 상태도 수 

직 단면도이다. 12Cr 합금계의 경우 15Cr(Fig. 3.2.15)인 경우와 비교할 때， v 단상 

영역이 져 N 영역까지 버교적 넓은 온도 범위로 확보되었으며， laves 상 안정 영역 

이 상숭한 반면 o 상 안정 영역은 저온 영역으로 매우 크게 수축하였음을 알 수 

있다 Mn 율 20% 로 증가시킨 경우는 Y 단상 영역이 오히려 약간이나마 줄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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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이 조성 범위에서 Mn 이 더 이상 austenite 형성 원소로서 작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 준다 Mn 은 N 의 고용한도톨 높이는 역활옳 하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으나 현재와 같은 고 N 강에서는 별 의미가 없으며1 오히려 o 상율 크게 안정화 

시킴으로써， 방사성 혹성 퉁 다륜 륙성율 고려하지 않는 한1 현 조성에서 Mn 함량 

증가는 조칙학적으로 벌 장챔이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반면 W 옳 2% 로 감소시 

킨 경우는 5-ferrite 의 감소， v 단상 명역의 확장， 0 상 석훌의 억제 퉁 Cr 율 15% 

에서 12% 로 줄였율때 나타나는 변화들이 다시 한번 나타나고 있음율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열역학 계산을 수행한 여러 강 총에 대혜 상명행 정보 및 석훌 특성 

의 계산 결과롤 정리하여 Table 6.2.1파 Table 6.2.2에 나타내었다. Table 6.2.2의 

결과는 Cr 파 W 의 함량올 줄인 경우 Y 단상 영역의 확보는 물론， 인성， 고온가공 

성， 업계부식 및 용력부식저항성 면에서 가장 좋용 혹성이 예상됩올 보여주고 있 

다. 단 PRE 값이 쩔어지는 만큼， 공식 저항성을 고려한 실험 연구가 아울러 이루 

어져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0 상올 안정하게 하지 않으면서1 용체확 처리시 ferrite, 탄질확물 동 

의 석출을 며하고 균일한 austenite 조직을 얻을 수 있기 위혜서는 Mn 이나 N 을 

증가시키기 보다는 Cr 파 W 함량을 줄이는 것이 효과척임율 제안한다. 이때， Cr 

과 W 함량의 하한션용 공식 저항성에 대한 실험 연구 결과로부터 N 함량과 연관 

시켜 결정하여야 한다. Cr2N이 강의 륙성에 미치는 명향용 아직 정량객으로 보고 

된 바 없으나， 이의 석출이 문쩨롤 야기시킬 경우 N 함량올 줄이거나 Mn 함량을 

증가시키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Mn 온 현재의 계산에서는 austenite 단상 확보나 o 상 석출 억제 면에서 륙별한 

잇점이 없는 것으로 계산되었으나， 실제 제조 실험 과정에서 E 마르탠사이트의 안 

정성과 커다란 연관 관계훌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측， Mn 의 중가는 E 마르탠사 

이트의 안정성을 저하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Mn 챔가량에 대한 최종 결 

정운 E 마르텐사이트의 생성 판계로 부터 이루어져야 합 것이다. 

열역학 계산을 흉혜 얻어진 상명행 판계와 이에 미치는 합금 원소의 영향 둥을 

고려하여 실험 연구가 진행휠 경우 보다 좋온 합금 셜계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 

로 기대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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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2.1 Calculated infonnation on phase equilibria of experimental and 

candidate alloys. Base composition of candidate alloys : ISi-.1C-.2V 

(wt%) 

Temp. rar핑e Precipitation Temperatures (OC) 
Steels of sin딩le v VN Cr:Jf M~6 Laves o Q 

Y1 1070 856 911 692 977 542 
Y2 1196/1154 1154 973 913 867 913 528 
Y3 1132 977 922 696 983 539 

15Cr-1댔n-3W-.16N 1080 867 962 678 961 540 
15Cr-15Mn-3W-.28N 1118 965 940 707 952 537 
12Cr-15뼈}-3W-.1해 1207/1114 1114 881 920 896 701 531 
12Cr-15빼1-3W-.28N 1303/1165 1165 984 896 869 645 529 
12Cr-20빼1-3W-.16N 1160/1092 1092 857 915 629 964 487 
12Cr-20뼈-3W-.28N 1267/1142 1142 955 898 659 907 485 
12Cr-15Mn-2W-.16N 1272/1118 1118 876 908 800 689 533 
12Cr-15앤n-2W-.28N 1355/1169 1169 981 888 778 636 531 

Table 6.2.2 Calculated infonnation on precipitation behavior of experimental and 

candidate alloys. Base composition of candidate alloys lSi-.1C-.2V 

(wt%) 

Steels Df (G/RT) of Df(GIRT) of 에ðX. X Ô x at ô x at SFE PREN 
o at 7000C κ:1:.6 at 8000C 6 12900C 12000C 

Y1 1.40E-1 2.03E-1 81 57 34 
Y2 1.03E-1 1. 67E-1 40 17 1 3427 23.1 
Y3 1. 33E-1 1. 87E-1 54 37 5 

15Cr-15Mn-3W-.16N 1. 37E-1 2. 25E-1 79 54 34 
15Cr-15빼1-3빼-.28N 1. 15E-1 2.01E-1 54 34 16 
12Cr-15빼1-3W-.16N 7. 88E-2 1. 73E-1 55 19 o 3519 19.5 
12Cr-15Mn-3쩌-.28N 5. 53E-2 1. 45E-1 23 o o 3419 21.4 
12Cr-20빼1-3W-.16N 1. 24E-1 2.07E-1 49 24 5 3453 19.5 
12Cr-20Mn-3W-.28N 1. 06E-1 1. 71E-1 21 5 o 3354 21. 4 
12Cr-15빼1-2W-.16N 3.06E-2 1. 88E-1 47 5 o 3552 17.9 
12Cr-15Mn-2W-.28N 1. 18E-2 1. 48E-1 13 o o 3450 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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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3 철 Cr-Mn 강의 실혐합픔 째조 및 기초륙생명가 

1. 연구 방법 

가. 실혐 합금의 째조 

실험 합금운 전산 셜계 기법에 의하여 [8] 합금 조성을 결정한 다옴， 이미 보 

고된 바와 같은 방법으로 제착하였으며 [6끼 Ar 가스 분위기에서 2시간 동안 

12900C로 soaking환 다옴， 최종 두깨률 5.5mm로 열간 압연을 행하였다. 표 1온 실 

험 합금에 대한 화학 성분이다. 열간 압연 판재에 대하여 11001 11501 12oo t:로 각 

각 30분간 소둔환 뒤 수냉하였다. 시효 열처리에 따른 영향올 평가하기 위하여 

1/200
0C로 소둔한 시편에 대하여 각각 5501 6501 7501 850

0C에서 1시간1 10시간1 100 

시간 동안 시효한 뒤 평가하였다. 

Table 6.3.1 Chemical Composition of the experimental alloys(wt.%) 

Alloys G Mn Ti w v N c P s Fe 

MC1 11.85 15.81 0.0012 - 0.029 0.0031 0.18 0.012 0.015 bal. 

MC2 11.72 21.21 0.0013 - 0.030 0.0050 0.19 0.012 0.018 bal. 

MC3 12.01 27.11 0.0015 - 0.032 0.0089 0.16 0.013 0.018 bal. 

MC4 11.85 17.44 0.0012 - 0.0갱 0.0042 0.20 0.011 0.008 bal. 

MC5 12.05 21.94 0.0024 - 0.030 0.0028 0.18 0.012 0.007 bal. 

MC6 11.86 17.17 O.아)()4 3.21 0.026 0.0021 0.16 0.010 0.007 bal. 

나. 조격 판찰 및 기계척 시험 

조직 판찰은 광학 현미경율 이용하여 행하였으며 1 HCI 50ml + HN03 

20ml + Ethanol 30ml 용액옳 이용하여 상온에서 에칭하였다. 훌직의 결정 구조 확 

인올 위하여 x-선 희철 분석 및 Image analyser톨 이용하여 조직 사진으로부터 제 

2상의 함량올 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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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객 시험은 상온 인장 시험율 10mm/min의 속도로 행하였으며， 고온 인장 

시험은 8500C에서 실시하였다. 

또한 로크웰 경도계 (B-scale, 하중 100g)훌 이용하여 갱도 시험을 실시하였고， 

OoC에서 샤르피 충격 시험을 행하였다. 

다. 양극 분극 시험 

시험 시편올 #600까지 연마한 후 용액 중에 노출되는 면척올 1cm2로 하였 

다. 시험에 사용된 기본 용액은 탈기한 300C의 O.OlM HCl용액과 5% H2S04 용액 

율 사용하였다. 이 용액올 반용조에 넣고 시 편을 Potentiostat (EG&G Model 263A) 

에 연결한 뒤， 1mV /sec의 주사 속도로 시험하였다. 

2. 소둔째애 며환 연구 철콰 및 교활 

가. 소품 열쳐리애 따를 Fe-Cr-Mn째 합금의 미써 조직 특생 

(1) 열역학척으로 계산된 Fe-Cr-Mn계 합금외 명형 상태도 

Fig. 6.3.6온 Fe-12Cr-xMn-0.2C계 합금에 대하여 Mn함량에 따론 각 온도에 

서의 안정상율 구해 놓용 평형 상태도이다[8]. 이 상태도톨 흥해서 본 실험 합금 

MC1, 2, 3, 4, 5의 소둔 온도에서의 안쟁 조직율 알 수 있다. 소둔 조건온 1,100, 

1,150, l，200oC이므로 각 온도에서의 안청 조칙온 오스태나이트 단상임올 예측할 수 

있다. 

Fig. 6.3.7온 Fe-12Cr-20Mn-3W -0.2C 합금에 대하여 각 온도에서의 안청 조칙을 분 

율로 나타낸 것이다. 소둔 온도가 l，l00oC일 경우에는 오스테나이트 단상의 조직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소둔 온도가 상송할수륙 떼라이트 조직이 도입될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2) 실험척으로 구한 Fe-Cr-Mn계 합금의 상온 소둔 조직 

이상의 열역학객 상태도에 기초하여 합금 셜계톨 행한 뒤， 진공 고주파 

유도 용해로에서 용해하고 열간 압연 및 소둔 열처리톨 행하여 각 합금에 대한 광학 

현미경 조직 판찰율 행하였다. Fig. 6.3.8온 각 실험 합금에 대한 천형척인 광학 현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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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훌직 사진이다. 그림에셔 알 수 있듯이， 열역학척 상태도에서 예상된 대로 오스태 

나야트 단상의 조직이 아니라 마르탠사이트상으로 얘상되는 매우 여러 상이 혼재된 

조직으로 나타녔다. 륙히， 합금 MC6의 조직에는 왜라이트 조직으로 얘상되는 상이 

검출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초직의 확인 및 청량화톨 위하여 각 초건에 대하여 XRD훈석올 행 

하였다. Fig. 6.3.9는 각각 합금의 1,20(tC 소둔재에 대한 천형객인 XRD 분석 회철 

패턴이다. 이러한 XRD 분석 철파로부터 광학 현미경 초칙 사진에 나타난 각 상올 

식별하고 각 상의 양율 쟁량 분석하여 다옴 그림에 나타내었다. 

Fig. 6.3.10은 합금 MC1, 2, 3의 1,10(tC 소둔채 에 대환 XRD 폼석 철과를 Mn합 

량에 따라서 각 상의 양올 나타낸 그렴이다. 그렴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합금 

중의 뻐1함량이 증가할수록 오스태나이트상이 중가하고 있으나， Q’ 마르탠사이트는 급 

격히 감소하는 대신 E 마르탠사이트는 Mn함량이 20%일 때 최대강율 보인 뒤 감소하 

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소둔 온도가 1,1500C 및 1，20(tC의 경우에도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으며， Miyahara 둥[3]의 Nieq(=Ni+3OC+25N)에 따혼 상붐융의 변화 거통과 유 

사하게 나타녔다. 그 원인온 Tomota[1이의 철파에서 Mn합량이 20%일 때 객총결함 

에너지가 극소강올 나타내어 e 마르텐사이트로의 변태가 용이하기 때문이다. 륙 E 

마르텐사이트가 오스태나이트와 같이 조밀구초(close packed structure)톨 가지고， 오 

스태나이트의 (111)면파 s 마르탠사이트의 (αJ(1)면의 원자 배 열이 셔로 칼으며， 단지 

원자총의 객총순서만이 다르기 때문에 객충결함에너지가 낮아지는 경우에 오스태나이 

트로부터 s 마르탠사이트로의 변태가 쉽게 진행될 수 있다. 

Fig. 6.3.11은 이러한 초칙 분율의 변화롤 소둔 온도에 대하여 나타낸 것이다. 실 

혐 합금온 MC1이었다.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t 합금 MC1온 Mn함량이 약 16%로서 

오스테나이트 안쟁화 원소률이 버교객 낮기 때문에 오스태나이트 초칙이 비교척 척으 

며， 소둔 온도에 따른 각 상의 분율 변화에 대환 경향율 핫기는 어려웠다. 합즙 MC2 

는 MC1파는 달리 Mn함량이 종가하여 오스태나이트 조칙이 중가하였고 소둔 용도가 

상숭할수록 오스태나이트 조직의 양이 증가하고 있다. Mn율 가장 많이 합휴한 합금 

MC3는 오스태나이트 조직의 양이 다혼 합금보다 많고 소둔 온도에 따라서 그 양이 

증가하고 있옴율 알 수 있다. 합금 MC4와 합금 MCS는 각각 합금 MC1파 MC2와 

유사한 정향율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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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합금 MC6는 앞의 팡학 현미경 조직 관찰에서도 알 수 있었듯이 페라이트 

로 예상되는 조직이 검출되었다. 이 합금에 대하여 XRD분석올 행한 결과， XRD 측 

정시에 페라이트의 피크와 마르텐사이트 a’의 피크가 짚치기 때문에 페라이트의 분율 

올 정확히 구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광학 현미경 조직 사진에서 그 조직이 명확히 

구분이 되기 때문에 페라이트 조직의 양올 Image analyzer를 통하여 구하였다. 그 

결과를 Fig. 6.3.12에 나타내었다. 즉/ 페라이트 함량이 소둔 온도가 상송할수록 증가 

하고 있옴올 알 수 있으며， 이는 열역학적으로 구한 평형 상태도에서 예측된 경향과 

일치하고 있다. 

이처럼 열역학적 상태도의 예상과 일치하는 내용이 있지만 대부분의 합금에서는 

상태도에서는 예상하지 못한 마르텐사이트 조직이 변태에 의하여 생성되어 있옴을 알 

수 있다. 

Fig. 6.3.13, 6.3.14는 MC3에 대 하여 TEM 분석 한 결과로 Fig. 6.3.13은 격 자상수 

a=O.3598nm를 갖는 오스테나이트의 spot _pattem이고， Fig. 6.3.14는 격자상수 

a=O.254nm, c=O.410nm를 갖는 hcp 구조의 E 마르텐사이트의 spot pattem올 나타낸 

것이다. 

이 상의 결과로부터 Fe-Cr-Mn계 합금의 미 세 조직 특성을 요약하면 다옴과 같다. 

: (1) 합급 중의 Mn함량이 증가할수록 오스테나이트 조직의 분율은 중가하고 있으며I 

E-마닫텐사이트 함량은 약 21%Mn에서 최대로 나타났다. 이는 Mn함량에 따른 마르 

벤사이트 변태시 적충 결함 에너지와 판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소둔 온도에 

따라서는 뚜렷한 경향올 찾기는 어려웠으나， 소둔 온도가 상숭할수록 오스테나이트 

함량이 중가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3) Fe-12Cr-17Mn계에 W올 약 3% 첨가한 경우， 

페라이트 조직이 도입되었으며l 소둔 온도가 상숭할수록 페라이트 함량이 증가하였다. 

나. Fe-Cr-Mn껴| 합금의 기채척 생철얘 미치는 소둔 열쳐리의 영향 

(1) 상용 인장 특성에 미치는 소둔 열처리 및 Mn, W 함량의 영향 

Fig. 6.3.15는 12000C에서 소둔한 합금에 대한 상온 인장 시험 결과이다. 

그림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l 합금 중의 Mn합량이 중가할수록 연신용은 증가하나 

항복 강도 및 인장 강도는 감소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윤 앞의 미세 조직 관찰에서 

살펴보았듯이， Mn 함량의 증가에 따라서 오스테나이트 조직이 중가하기 때문으로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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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된다. 

Fig. 6.3.16은 합금 MC1의 인장 특성에 미치는 소둔 온도의 영향을 확인하기 위 

하여 작성한 그림이다. 소둔 용도가 상송할수록 연신용과 최대 인장 강도는 증가하 

고 항복 강도는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합금 MC2의 인장 톡성에 미치는 소둔 온 

도의 영향은 소둔 용도가 상송할수록 연신율온 중가하고 있으나 그 중가량이 합금 

MC1보다 둔확되었으며， 최대 인장 강도와 항복 강도는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합 

금 MC3에 대한 인장 시험 결과는 연신용， 최대 인장 강도 및 항복 강도가 소둔 용도 

에 따라서 변화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의 조직 관찰 결과에서는 일반적으 

로 소둔 용도가 상송할수록 오스테나이트 조직의 양이 증가하고 총 마르텐사이트 조 

직의 양은 감소하고 있었으며， 합금 중의 Mn함량이 증가할수록 오스테나이트 함량이 

각각 대략 20% 이하， 50% 이하， 85% 이하를 보이고 있었다. 따라서 합금 중의 Mn 

함량이 작아서 오스테나이트 조직이 다른 조칙에 버하여 척온 합금의 기계척 성질은 

소둔 온도의 영향올 비교적 크게 받는데 비하여 Mn함량이 많아서 오스태나이트 조직 

이 다른 조직보다 월퉁히 많게 되면 소둔 온도에 따른 기계적 성질의 변화는 거의 없 

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그 작용 기구에 대해서는 계속된 연구가 있어야 할 것 

으로 보인다. 상용 인장 시험 후 따면을 SEM을 통해 관찰한 결과， Mn의 함량에 관계 

없이 모두 연성 파괴의 경향올 나타내고 있다. 

W이 챔가된 합금 MC6의 기계척 성질에 미치는 소둔 온도의 영향은 소둔 온도가 

상승할수록 연신율， 최대 인장 강도 및 항복 강도가 정차 감소하고 었다. 인장 특성에 

미치는 W함량의 영향올 확인하기 위하여 합금 MC4와 합금 MC6의 1,1000 C 소둔채에 

대하여 행한 인장 시협 결파， W함량이 중가할수록 연신율은 상송하지만 최대 인장 

강도 및 항복 강도는 감소하고 있다. 동일 합금의 1,2000C 소둔채에 대한 인장 시험 

결과는 W이 증가하여도 연신율은 감소하고 최대 인장 강도 빛 항북 강도는 다른 소 

둔 용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감소하고 있다. 이는 소둔 용도가 상송할수록 합금 

MC1온 연신율， 최대 인장 강도가 증가하지만 합금 MC6는 감소하는 경향율 보이고 

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이며， 페라이트량의 증가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2) 고용 인장 특성에 미치는 소둔 열처리 빛 Mn, W 함량의 영향 

Fig. 6.3.17온 1，2000C에 서 소둔한 합금 MCl, MC3, MC6에 대 하여 8500C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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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에서 고용 인장 시험한 결과이다. 합급 중의 Mn함량이 증가할수록(MC1 : MC3) 

연신율은 중가하지만 최대 인장 강도 및 항복 강도는 감소하고 있다. 이는 Mn함량 

의 중가에 따론 오스테나이트 조직의 분율 중가에 따른 결과로 생각된다. 한편 W함 

량이 증가할수록(MC1 : MC6), 연신율도 증가하고 최대 인장 강도 및 항복 강도가 중 

가하고 있다. 이는 많용 푼헌에 이미 보고되어 있듯이 W이 고용 강도롤 향상시킨다 

는 보고와 일치된 경향이며l 연신율의 저하없이 고온 인장 강도톨 향상시키고 있다. 

(3) 충격 특성에 미치는 Mn향량의 영향 

Fig. 6.3.18용 각 용도로 소둔한 시 편에 대하여 OOC에서 행한 샤르피 충격 

시험 결과롤 도표화한 것이다. 합급 중의 Mn함량이 총가할수록l 즉 오스테나이트 조 

직의 양이 중가할수록 충격 에너지는 상숭하고 있으며， 소둔 용도에 따라서는 큰 차 

이점을 발견할 수는 없었다‘ 충격 시험 후 파면윷 SEM을 통해 관찰한 결과 모두 연 

성 파괴의 형태톨 가지지만 MQ에 비해 MC2와 MC3가 덤플의 크기가 다소 큰 것율 

알 수 있다. 이는 Mn함량이 중가할수록 충격 에너지의 상숭하는 경향과 일치한다. 

(4) 경도 변화에 마치는 Mn 및 W의 영향 

Fig. 6.3.19은 소둔 합금의 경도값에 미치는 합금의 Mn의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합금 중의 Mn함량이 증가할수록(MC1，2，3) 경도값은 저하하고 있으며， 이는 

Mn함량 증가에 따른 오스태나이트 상의 중가에 기인된 결과로 생각된다. 또한 소둔 

용도가 상숭할수록 경도값은 저하하고 있는데， 이는 조직 분석 결과에서 나타녔퉁이 

오스테나이트 조직의 중가에 기인됨 결과로 판단된다. 한편 합금 중에 W을 챔가하면 

(MC4,6) 경도값의 변화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r 이는 오스테나이트 초칙과 

도입된 페라이트 초직에 의한 결과로 생각된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기계적 성질에 미치는 소둔 열처리 및 합금 원소의 영향을 요 

약하면 다옴파 같다. : (1) 합금 중의 Mn함량이 증가할수록 연신율온 중가하나 항복 

강도 및 인장 강도는 감소하고 있다， 이러환 경향온 Mn 함량의 중가에 따라서 오스 

테나이트 조직이 증가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2) 합금 충의 Mn함량이 작아서 오스 

테나이트 조직이 다른 조직에 비하여 적용 합금의 기계적 성질용 소둔 용도의 명향을 

비교적 크게 받는데 비하여 Mn함량이 많아서 오스테나이트 조직이 다른 조직보다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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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히 많게 되면 소둔 온도에 따른 기계적 성질의 변화는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고용 인장 시험시， W 합량이 중가할수륙 연신율도 증가하고 최대 인장 강도 및 

향복 강도가 증가하고 있다. (써 합금 중의 Mn합량이 증가할수륙， 쭉 오스테나이트 

조직의 양이 중가할수록 충격 에너지는 상숭하고 었으며， 소둔 용도에 따라서는 큰 

변화가 없었다. 

다. Mn, W 몇 소둔 열쳐리에 따른 부식 특생 

Fig. 6.3.20온 1，2000C로 소둔한 합금에 대하여 탈기한 300C O.01M HCl 용액 

중에서 lmVjsec의 분극 속도로 시험한 양극 볼극 쭉션이다. 천형척인 활성태-부동태 

거동용 보이고 있으며 o mV(SCE) 이상의 천위에서는 천류가 급격히 중가되늄 공식 

부식이 나타나고 있으나 Mn함량의 증가에 따라 임계 천류 밀도가 약간 중가하고 공 

식 천위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편 소둔 용도에 따론 양극 붙흑 특성의 큰 

변화는 판찰되지 않았다. 

W의 흩과는 1，2000C로 소둔한 합금에 대하여 탈기환 300C O.OlM HCl 용액 충에 

서 lmVjsec의 분극 속도로 시험한 양극 분극 곡선 결과에서， W함량이 중가활수록 

임계 천류 밀도와 부동태 천류 밀도가 감소하고 공식 천위가 상숭하고 있다. 이는 

Fe-Cr-Ni계 스테인리스강에서 나타나는 W의 효파와 일치될 경향용 보여주고 었다. 

탈기한 5% H띨04으로 하여 시험한 결과， Mn합량의 효파는 Mn함량의 증가에 따 

른 양극 분극 져항성의 큰 변화는 없는 것으로 나타냈다. 5% H2i잉4 환경에서의 W 

의 효과는 Mn의 효과와는 달리， W이 증가하면 임계 천류 밀도톨 감소시키지만 부동 

태 전류 밀도는 오히려 증가시키고 있다. 이러환 결과는 O.OlM HCl 환경에서 나타 

난 W의 효과와 비교하면 매우 다른 명향올 미치고 있음올 알 수 있다. 총， 환경에 

판계없이 W이 증가하면 엄계 천류 밀도는 감소시키지만， 부동태 천큐 밀도는 HCl환 

경에서는 감소시키나 H띨。4 환경에서는 오히려 충가시키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Fe-Cr-Ni계 스테인리스강에서 나타나는 Mo의 효파와 일치된 것으로 이훌 부통태 펴 

막에 존재하는 이용의 이용 선태성의 판점에서 셜명하고 있는데 [9] W와 작용 기구에 

대하여는 계속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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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효째애 대한 연구 결과 및 고찰 

가. Fe-Cr-Mn째 합금의 미새 조직얘 미칙는 시효 열쳐리의 영향 

(1) 열역학적으로 계산된 시효 온도에서의 상안정성 

Fig. 6.3.21은 Fe-Cr-Mn계 합금에 대하여 5500C에서 작성된 상태도이다. 

합금 MC1 , MC2, MC3의 조성을 그립에 각각 1，2，3으로 표시하였다. 그림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550
0

C에서 안정한 상은 오스테나이트 및 시그마상， M23C，임을 알 수 

있다. 6500C에서 안정한 상윤 합금 MC1용 오스태나이트와 M23C，이며， MC2는 시그 

마상의 계변에 위치하고 있으며， 합금 MC3의 안정상은 오스테나이트 및 시그마상， 

M깅C，임올 알 수 있다. 7500C에서 안정한 상온 합금 MC1과 MC2의 경우는 오스테 

나이트상과 M23C，이며， MC3는 시그마상 생성의 계변에 위치하고 있다. 8500C에서는 

합급 MC1 , 2, 3 모두 오스테나이트상과 M깅C，임올 알 수 있다. 

이상의 열역학적 계산에 기초하여 본 실험 합금의 시효시 상안정성올 예측하면 시 

효 온도가 5500C로 낮올 때에는 오스테나이트 및 시그마상， M23C，이 안정한 상이 되 

어 시그마상의 석출이 가능한 것으로 예상할 수 었으며， 시효 온도가 상숭할수록 또 

한 Mn함량이 적을수록 시그마상의 생성 가능성이 감소하고 있옴을 알 수 있다. 그 

러나 이러한 계산에 열역학적 계산에 주로 의존한 것이므로 동역학적으로 이러한 상 

의 석출 여부는 확인되어야 할 것이다. 

(2) 실험적으로 구한 시효 온도에서의 미세 조직 

Fig. 6.3.22는 MC3의 시효 온도와 시간에 따른 광학 현미경 조직 사진으로 

시효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업계 크기가 다소 증가하는 것올 알 수 있다. 또한 낮은 

시효온도(550 "C)에서 입계에 제 2 상이 석출한 것을 판찰할 수 있다. 

Fig. 6.3.23은 Mn올 약 16% 함유한 합금 MC1에 대하여 각 온도에서 1시간， 10시 

간， 100시간 동안 시효 열처리한 시편에 대한 XRD 훈석올 통하여 구한 주요 초적에 

대한 상대적인 양을 구한 것이다. 여기서 열역학적으로 생성될 수 있는 시그마 또는 

탄화물 동의 미량 폰재하는 상에 대해서는 XRD분석올 통하여 정량화하는 것이 매우 

곤란하기 때문에 오스테나이트상파 마르텐사이트상에 대하여만 그림에 나타내었다. 

1시간 시효처리한 경우， 약 20% 정도의 오스테나이트상이 잔류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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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태에 의하여 마르탠사이트 초직이 검출되었다. 각 조직의 양에 있어서는 시효 온 

도에 따라서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10시간 시효재에 대한 것온 시효 온도에 

따라서 큰 변화톨 보이지는 않았다. 100시간 시효째에 대한 것온 시효 온도에 따라 

서 큰 변화를 보이지는 않았다. 

Mn올 21%가량 함유한 합금 MC2에 대하여 각 온도에서 1시간 동안 시효 열처리 

한 시편에 대한 XRD 분석결과， 합금 MC1에 비하여 잔류 오스테나이트양이 50% 정 

도로 중가하였으며， 시효 온도에 따라서 각 상의 비율의 변화는 크지 않았다. 합금 

MC2를 각 시효 옹도에서 10시간 동안 시효한 시편에 대한 XRD 분석 결과/ 오스테 

나이트상이 30-40% 범위를 갖고 있으며 시효 온도에 따라서 각 조직의 변화는 크지 

않온 것으로 생각왼다. 각 시효 옹도에서 100시간 동안 시효한 시편에 대한 XRD 분 

석 결과， 5500C의 경우에 오스태나이트상이 쩍게 검출왼 것율 제외하고는 시효 온도 

에 따라셔 큰 변화는 없었다. 

Mn올 약 27%합유한 MC3에 대한 시효재 XRD 환석 결과/ 다론 합금에 비하여 

오스태나이트상의 양이 매우 놓게 나타나 있다. 10시간 시효채 그리고 100시간 시효 

채에 대한 XRD 분석 결과/ 다론 합금과는 달리 시효 온도에 따라서 중요 3상의 분율 

에 큰 변화가 나타났으며， 이에 대한 원인온 현재 분석 중이며 계속왼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원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시효 열처리에 따른 Fe-Cr-Mn계 합금의 미세 조직 변화톨 요 

약하면 전반적으로 시효 온도에 따른 중요 조직의 비율온 크게 변화하지 않았으며， 

시그마상과 탄화물 석출에 대한 식별 및 정량화에 대하여는 계속된 연구가 필요한 것 

으로 생각된다. 

4. 결과 요약 

(1) 열역학적으로 계산된 합금 MC1, 2, 3, 4, 5의 소둔 온도에서의 안정 초직은 

오스태나이트 단상임올 예측할 수 있다. 또한 소둔 온도가 상송할수록 혜라이트 조 

직이 도입될 것임올 예상할 수 었다. 

(2) Fe-Cr-Mn계 합금의 미 세 조직 륙성올 요약하면 다옴과 같다. : a) 합금 중의 

Mn함량이 증가할수록 오스테나이트 조직의 분율온 중가하고 있으며， t;-마르텐사이트 

함량은 약 21%Mn에서 최대로 나타났다. 이는 뻐1함량에 따른 마르텐사이트 변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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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총 결함 에너지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b) 소둔 온도에 따라서는 뚜렷한 

경향올 찾기는 어려웠으나l 소둔 온도가 상숭할수록 오스태나이트 함량이 종가하는 

경향올 나타냈다. c) Fe-12Cr-17Mn계에 W옳 약 3% 챔가한 경우l 페라이트 조직이 

도입되었으며， 소둔 온도가 상숭할수록 페라이트 함량이 중가하였다. 

(3) 기계척 성질에 미치는 소둔 열처리 및 합금 원소의 영향올 요약하면 다옴과 

같다. : a) 합금 중의 Mn함량이 증가할수륙 연신율은 종가하나 항복 강도 및 인장 강 

도는 감소하고 있다. 이러한 청향온 Mn 함량의 중가에 따라서 오스태나이트 조직이 

증가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b) 합금 중의 Mn함량이 작아셔 오스태나이트 조칙이 

다른 조직에 비하여 객온 합금의 기계척 성질은 소둔 온도의 명향을 비교적 크게 받 

는데 비하여 Mn함량이 많아서 오스태나이트 조직이 다론 조직보다 월둥히 많게 되면 

소둔 온도에 따론 기계척 성질의 변화는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c) 고온 인장 

시험시， W 함량이 중가할수륙 연신옳도 증가하고 최대 인장 강도 및 항복 강도가 증 

가하고 있다. d) 합금 춤의 Mn함량이 총가할수록， 륙 오스테나이트 조직의 양이 중 

가할수록 충격 에너지는 상송하고 있으며I 소둔 용도에 따라서는 큰 변화가 없었다. 

(4) 합금 중의 Mn함량이 중가할수륙 부식 환경에 관계없이 부식 저항성의 변화 

는 크지 않온 것으로 나타눴다. 그러나 W함량이 종가하면 환경에 관계없이 임계 천 

류 밀도를 감소시키나 부동태 전류 밀도는 HCl환경에서는 감소시키나 H2S。‘ 환경에 

서는 오히려 증가시키는 효파가 나타났다. 

(5) 열역학척 계산에 기초하여 본 실험 합금의 시효시 상안정성올 예측하면 시효 

온도가 5500C로 낮올 때에는 오스테나이트 및 시그마상， M킹~이 안정한 상이 되어 

시그마상의 석출이 가능한 것으로 예상할 수 있으며， 시효 온도가 상숭할수록 또한 

Mn함량이 객을수록 시그마상의 생성 가능성이 감소하고 있옴올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계산에 열역학척 계산에 주로 의폰한 것이므로 동역학객으로 이러한 상의 석 

출 여부는 확인되어야 할 것이다. 

(6) 천반객으로 시효 온도에 따른 중요 조직 - 오스테나이트 및 마르탠사이트의 

비율용 크게 변화하지 않았으며I 시그마상과 탄화물 석출에 대한 식별 및 정량화에 

대하여는 계속된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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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6.3.8 (a) Optical micro맑aphs of the MC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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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6.3.8 (야 。ptical micrographs of 야le MC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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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6.3.8 (c) Optical micrographs of the MC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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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6.3.8 어) Optical micrographs of 암le MC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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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6.3.8 (e) Optical micrographs of the MC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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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6.3.8 (f) Optical micro양aphs of the MC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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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6.3.9 (a) X-Ray diffraction Pattern of the MC1 annealed 

at 1,2001; for 1.8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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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6.3.9 (이 X-Ray dUfraction Pattem of the MC2 annealed 

at 1,200 't for 1.8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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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6.3.9 (c) X-Ray diffraction Pattern of the MC3 annealed 

at 1,200 't for 1.8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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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6.3.9 (d) X-Ray diffraction Pattern of the MC4 annealed 

at 1,200t for 1.8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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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6.3.9 (e) X-Ray diffraction Pattern of the MC5 annealed 
at 1,200 't for 1.8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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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6.3.9 (f) X-Ray diffcactiol1 Pattecn of the MC6 annealed 

at 1,200 t for Vi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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쳐1 ￦ 장 빽뺨l뿔쾌이훌훌훌 톰수참 개앓 

제 1 철 훌훌혜이므 채료규격 

원자력 발천소가 우리 나라에 도입된 지 약 20년의 세월이 훌러 이제 부분객인 

껄계와 건껄은 어느 정도 자립의 단계에 도달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소재 기술은 

아직도 몇 개의 주강품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올 수입에 의폰하고 있어 기술 자립도가 

매우 낮온 현실이다. 본 연구는 원자력 소재 기술 자립화의 일환으로 현재 천량 수 

입되고 있는 터빈 블레이드 소재의 국산화와 함째 수입소재의 문제점으로 지척되고 

있는 열취화 및 내식성을 개선할 수 있는 소재톨 개발하는 것율 목척으로 하고 있다. 

특히 불레이드는 한번 장착한 이후 영원히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소모품이기 

때문에 공급의 자급자족과 제품의 내구성 향상온 필수척인 요소이다. 그리고 불레이 

드 소재는 제강 - 진공정련 - 단조 - 열처리의 북잡한 과정을 거치는 고급청정강으로 

서 개발시 다른 제품에의 기술객 파급효과도 매우 크다. 천량 수입되고 있는 12Cr계 

열의 블레이드 소재톨 국산화함으로써 수입대체는 물론 해외 발천소 수주시 우리 소 

재롤 칙첩 공급할 수 있는 늄력올 가진다는 것온 매우 고무척인 일이라 하겠다. 그 

리고 부품의 자급자족을 이룸으로써 납기에 대한 우려도 줄일 수 있다. 

원자력 터빈 재료는 높은 온도에서 사용되지 않으므로 초내열재료는 필요하지 않으 

며 고강도 고품질의 대형 부품 재료의 공급이 중요한 요소이다. 특히 수분이 많온 

중기롤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부식이나 칩식 (erosion)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고， 내식성 

이 우수한 재료의 객용 및 내침식 기술 퉁이 중요하다. 원자력 터빈에 사용되는 주 

요 재료중 로터재나 블레이드재는 화력져압터빈과 거의 동종의 재료가 척용되고， 내 

식성이 고려되는 분위기에서는 내식성이 우수한 재료를 객용하고 있는 것이 륙정이다 

[1-3]. 

블레이드는 증기가 통과하는 유효길이가 수cm에서 최대 1m융 초과하는 길이까지 

여러 종류의 크기가 사용되고 있다. 회전부품이 블레이드는 원심력올 훨씬 초과하는 

강도롤 보유해야 하며， 피로강도가 우수해야 하고 양호한 진동감쇄 효과가 필요하다. 

톡히 원자력 발전소용의 블헤이드는 중기롤 칙접 첩촉하므로 내식성이 좋아야 한다. 

이와 같온 사용환경에 객합한 블레이드 재료로서 Nb율 챔가한 12Cr-Nb강(17-4PH)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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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사용되고 있다. 최근에는 12Cr강에 Nb롤 챔가한 12Cr-Nb강도 사용되고 있다. 

Nb은 소입성을 개선하고 금속조직의결정립올 미세화 하여 인장강도를 높일 뿐만 아 

니라 내식성도 향상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었다[4-6]. 

본 연구소에서는 원자력 발전소의 터빈 블레이드용 소재롤 국산화하고 제반 특성을 

조사하였다. 먼저 원자력 터빈 블레이드로 기존 사용되고 있는 수입 소재를 입수하 

여 미세조직I 경도I 충격치둥 기본 특성을 조사하고I 이 합금올 참고하여 국산화할 합 

금올 선정하였다. 제조공정은 전기로 용해 - AOD -진공탈가스 -ESR처리를 한 후 압 

연 및 열처리조착을 하였다. 열처리 조건에 따른 인장특성I 충격치r 경도(Brinell) 빛 

미세조직올 조사하여 미국 GE사의 규격을 만족하는 최척의 열처리 조건을 확립하였 

다. 그리 고 규 격 외 시 험 으로 FAIT (Fracture Appearance Transition Temperature) , 

고온인장 특성， Stress-rupture 특성을 조사하고 마르탠사이트와 오스테나이트의 상변 

태 온도를 냉각속도에 따라 조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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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2 철 합붐 책초 및 훌생시혐 

1. 합금용해 

원자력용 터빈 블래이드 소재에 관한 미국 GE사의 규격율 창조하여 목표합금 조 

성을 표 5-1파 같이 셜정하고 삼미륙수강 및 한국중공업외 협조로 합금율 쩨조하였다. 

제조공정온 천기로 용해 - AOD청련 - 진공탈가스처리 - 천극제조(조괴) - FSR(Electro 

Slag Remel바19) 처리훌 거치는 공쟁이다. 

z 열쳐리 
열처리 공정은 austenite처리와 구붐된다. Austenite 처리에 대한 미국 GE사의 규 

격은 899- 954 .C에서 처리하고 처리후의 업자크기가 ASTM#4보다 작아야 하고 

-feπite가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austenite처리 온도롤 900, 930, 960 

℃로 하고 각 은도에서 처리시간올 1, 3, 8, 24시간씩 하여 입자크기 및 -ferrite 존 

재 여부톨 확인하여 최객의 austenite처리 조건율 도출하였다. 

Tempering 처리에 대한 GE 사의 규격율 살펴보면 온도는 593 .C이상에서 하게 되 

어있고 처리후의 경도 값이 Brinell경도로 255이하， 충격에너지가 33.9J이상이 되어야 

한다. 이 규격을 참조하여 Tempering 처리 조건율 확립하였다. 

3. 미셰초직 

Austenite처리한 시편파 tempering 처리된 시편에 대한 팡학현미경 조직판찰용 시 

험편올 1μm 다이아몬드 연마째로 연마한 후 Villela’s reagent로 부식시켜 판활하였 

다. 충격시험후의 파단면용 주사천자현미경율 이용하여 관찰하였고 tempering 온도 

에 따른 lath size 변화는 투파천자현미경올 이용하여 조사하였다. 이때 시편제작은 

다이아몬드 훨을 사용하여 0.5mm두째로 철단하여 mechanical thinning으로 0.8mm 

이하까지 연마하고 20% Nital 용액율 사용하여 깅o .C에서 Jet polishing으로 최종 

thiruψ19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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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2.1 Chemical compositions of turbine blade alloy 

Element 

C 

Mn 
p 

S 

Si 

Ni 

Cr 

Mo 

Sn 

AI 

N 

Cr.eqiv.* 

Spec. 

0.06-0.15 

0.25-0.80 

O.OO25max 

O.OlOmax 

O.50max 

O.50max 

11.25-13.00 

0.30max 

O.05max 

0.025max 

report 

6max 

* Cr.eqiv.= 1Cr + 6Si + 4Mo - 40C - 2Mn - 4Ni - 30N 

4. 기계적 특성 사험 

Result 

0.12 

0.47 

0.012 

0.002 

0.1 1 

0.38 

11.62 

0.11 

0.004 

0.060 

3.66 

인장시험은 상온 및 고온에서 실시하여‘ 항복강도， 인장강도， 연신율r 단면감소율 

등올 측정하였다. 인장실험온도는 25, 300, 400, 450, 500, 550, 600, 650 oC였다. 

Tempering처리 온도에 따른 상온 충격치의 변화를 조사하였고， 연성-취성 천이온도 

(FATT)를 결정하기 위한 충격시험은 -196,-100, -40, 25, 80, 140, 200 oC에서 실시하였 

다. 경도측정은 GE.사의 규정에 따라 Brinell경도값올 tempering온도에 따라 측정하였 

다. 용력-파탄(Stress-rupture)시험은 550, 600 oC에서 4종류의 용력에 대한 파단시간 

을 측정하였다. 

5. 변태온도 측쟁 

Dilatometer를 이용하여 마르텐사이트와 오스테나이트 사이의 상변태 온도를 6가지 

냉각속도에 따라 측정하였다. 실험조건은 상온에서 1000 oC까지 10 oC/sec로 가열하 

여 10분간 유지한 후 냉각시켰다. Fig. 7.3.1에는 실험조건올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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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3 철 채료풀생 형가 

1. 생분 및 미셰초칙 

가. 성분분석 

Table 7.2.1에 생불 환석환 결과톨 나타내었다. 모든 합금 성분이 GE사의 원 

자력 터빈 불라이드용 규격을 만족함율 알 수 있다.Cr당량도 3.66으로 규격이 갱하 

는 6이하의 범위에 었다. 톡히 이 합금은 ESR공청올 거쳐 제조되었기 때문에 미금속 

개재물이나 수축공올 감소시켜 건천한 소재톨 얻올 수 있었다. 

ASTM E45에서 규청하는 시험방법용 객용하여 야 소재의 청청도률 Worst-field 

indusion rating 표현법으로 조사한 결과 Table 7.3.1과 같은 결과톨 얻었다. 록， 

A，B，C형상의 개채물은 거의 관찰되지 않으며 단지 앓용 D형외 개재물만 2개 발견되 

어 천반객으로 매우 청갱한 소재임율 알 수 있다. 

Table 7.3.1 Inclusion contents of turbine blade alloy 
••• ‘’~:':':'-'-'~'~'.'.'. "'L …':!:!:~-' '.~.-.-.-.-.-_o:.-~"ι·‘ι· "'-•••. ‘ ...... “‘ t '-'-~"-"'''''''''''-'-'-".ι •• 

Type of inclusion 

A B C D 
Index 

thin heavy thin heavy thin heavy thin heavy 

Result 2 
ι“‘ .-.-.-"~ “‘A ’“· 

나. 미세초칙 

오스테나이트 처리는 앗)()，93α 960, oc에서 각 용도당 1, 3, 8, 24 시간씩 처리 

하여 미세조직을 판활하였다. 930 oC에서 처리시 ð -ferrite는 폰재하지 않으며 업자 

의 크기도 ASTM #4 이하로 되어 GE사의 규격융 만촉하였다. 따라서 최객의 오스태 

나이트 처리조건온 930에서 두째1인치당 1시간 쳐리하는 것으로 확청하였다. 

댐퍼링 처리에 따혼 팡학현미경 변화톨 판활한 결과， 댐퍼링쳐리 용도가 570 oC에 

서 720 oC로 증가함에 따라 뚜렷하지는 않지만 마르텐사이트 la야1외 간격이 총가하는 

경향옳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변화롤 챙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600, 660, 720 oC에서 

처리한 시험편을 투과천자현미경으로 판활하였다. 그 결과훌 Fig. 7.4.2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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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는 탬퍼링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마르텐사이트 lath가 확연히 중가함율 알 수 

있었다. 

Fig. 7.4.3은 본 연구에서 사용한 국산개발 소재와 기폰 수입하여 사용하고 있는 

소재에 대하여 최적 열처리한 상태의 광학현미경 조직율 비교한 것이다. 수업소재의 

마르텐사이트 lath간격이 약간 큰 것올 제외한 특별한 차이점은 없으며， 이러한 약간 

의 lath크기 차이는 열처리 공정 차이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두 소재 

모두 원자력 발전소의 turbine blade소재규격올 만족하므로 사용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된다. 

2. 열처리 조건 철청 

최적의 오스테나이트 처리온도는 앞절에서 껄명한 바와 같이 930 oC, 1시간으로 

결정하였다. 댐퍼링 처리 온도는 다옴철에서 껄명할 경도 및 충격치의 범위로부터 

결정하였는데， 그 결과는 660 oC에서 1시간 처리하는 것이다. 

3. 기채척 특성 

가. 경도 및 충척애너지 

Fig. 7.4.4는 댐돼링 온도에 따른 상온 충격 및 경도값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댐퍼링 처리 온도가 중가할수록 경도치는 감소하고 충격에너지는 증가한다. 원자력 

터빈 블레이드에 대한 GE사의 규격 범위가 댐퍼링 처리 온도는 593 oC이상， 충격치 

25ft-Ib(33.9J)이상， 경도값은 Brinell경도로 255이하이므로， Fig. 7.4.4의 결과로부터 

tempering조건은 660 oC에서 2.5cm 두께당 1시간 동안 가열하고 공냉하는 것이 최척 

의 열처리 조건으로 판단된다. 참고로 수입한 소재의 경도값은 221, 충격에너지는 

8이이었다. 

댐퍼링 온도에 따른 충격 파면올 SEM으로 관활한 결과 600 oC의 낮은 온도에 

서 탬퍼링 처리한 시편의 충격 파면온 입계파괴의 양상올 보이나， 660 oC이상 댐퍼링 

처리 시편의 파면은 연성파면올 나타낸다. 따라서 660 oC 댐퍼링 조건이 파면상으로 

도 적철합올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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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FATf 

터빈 블레이드는 작동시에 고온 (약 힐)() .C), 중단시에는 상온올 반복하여 운 

전되므로 이에 따른 반복 용력과 함째 철강재료가 일반척으로 지니고 있는 연성-취성 

천이온도(FAπ)가 매우 중요하다. 특히 FATI가 상온과 작동온도 사이에 폰재할 경 

우 블레이드가 항상 취생파괴될 위험이 폰재하므로 FATI가 상온 이하로 될 필요가 

있다. 일반척으로 FATI는 열처리시 냉각속도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데， 특히 

tempering시 급냉으로 고온취성 구간을 피해주는 것이 취생율 방지하는 방법으로 제 

시되고 있다. Fig. 7.4.5에는 냉각속도와 tempering 온도가 FATI에 미치는 영향율 보 

여주고 있다. Tempering 온도를 660 및 690 .C로 변화시키고 냉각올 공냉 및 노냉 

한 4가지 조건에 대하여 FATI의 변화양상을 나타낸 것이다. 4가지 조건의 경우에 

거의 비슷한 양상올 보이며， FATI값의 범위는 대략 -10--20 .C에 걸쳐 폰재하므로 

상온보다 약 30-40 .C낮아 취성파괴가 큰 문제가 되지 않옴올 알 수 있다. 

다. 인장 특생 

Table 7.3.2에는 최객조건으로 열처리된 소재의 상온인장시험 결과롤 GE규격값과 함 

께 나타내었다. 이 표에서 알 수 있듯이 모든 결과치가 규격올 만족하므로 일단 소 

재 국산화는 성공객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지속척이고 경쟁력 있는 소재 생산을 

위해서는 장시간 물성치에 대한 명가가 앞으로 계속 연구되어야 한다. 

Fig. 7.4.6에는 고용인장시험 결파를 나타내었다. 이 결과에 의하면 300 빛 400 。

C에서의 항복강도는 상온의 값과 거의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높은 값을 보이고 었으 

며 연신울은 더 낮아지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300 및 400 .C에서 블레이드 

소재가 연화에 의해 강도가 낮아지려는 경향과 소재 내부의 합금웬소와 탄소 사이의 

반용에 의해 생생되는 석출물(탄화물)에 의한 강도 중가 현상중 후자의 효과가 더 크 

게 나타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라. 용력-봐단 특생 

Fig 7.4.6.에는 최객 열처리한 상태의 국산소재에 대하여 550, 600 .C의 용력화 

단 특성을 가혜준 용력대 화단시간의 log-Iog 그림이다. 550.C에서 가혜준 용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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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 24α 200, 150MPa이고， 600 .C에서 가해준 용력은 150, 130, 100, 70MPa이었다. 

실험결과는 각 온도에서 직선적인 결과롤 나타내며， 12Cr계의 410스태인레스 강파 버 

슷한 위치에 폰재합율 알 수 있었다. 

Table 7.3.2 Tensile properties at room temperature 

Spec. 

result 

UTS(ksi) 

min.100 

107 

YS(ksi) 

min.70 

74 

Elong(%) 

min.l8 

28 

RA(%) 

min.60 

71 

Table 7.3.3 Transformation temperature with cooling rate 

Cooling rates( .C/min) As( .C) Af( .C) Ms( .C) 

838 870 392 

10 싫3 

60 328 

100 327 

300 325 

1200 323 

4. 변태용도 

오스테나이트보다 마르텐사이트의 격자상수가 한 방향으로 크기 때문에 

Dilatometer를 이용하여 변태용도를 측정할 수 있다. 상옹에서 마르텐사이트인 시면 

윷 일정속도(여기서는 10 .Cjsec)로 가열하면 온도증가에 따라 시편은 팽창하고 어느 

용도에서 오스테나이트로 변태가 시작되면 부피감소에 의해 팽창율이 줄어든다. 그 

리고 오스테나이트로 변태가 완료되면 시편은 오스테나이트 상태에서 용도에 따라 팽 

창하게 된다. 다시 냉각시키면 시편은 수축하다가 마르텐사이트로 변태가 시작되면 

팽창하고 변태가 끝나면 마르텐사이트 상태에서 수축이 진행된다. 이러한 실험율 6 

가지 냉각속도에 대하여 실시하여 Table 7.3.3과 같은 냉각속도에 따른 변태용도의 변 

화를 얻었다. 마르텐사이트 시작용도(Ms)는 냉각속도가 중가하면 감소하다가 어느 

정도 이상의 냉각속도에서는 일정한 값이 됨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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째 4 철 철론 및 건의사항 

원자력 발전소용 터빈 블레이드 소재의 국산화를 위한 연구에서 다옴과 같은 결론 

올 얻었다. 

1. 소재의 제조공정은 전기로 용해 -AOD - 진공탈가스처리 - 전극제조 - F.SR - 압 

연 및 열처리 공정으로 확정하였다. 

2. 열처리는 930 oC에서 1시간 오스태나이트화 처리후 660 oC에서 1시간 탱돼링 처 

리하고 공냉하는 것이 최척 조건이었다. 

3. 화학성분， 미세조직I 충격， 경도， 인장l 청정도 퉁 모든 톡성이 수입되어 사용되는 

소재의 규격을 만족하므로 소재 국산화는 성공객이라 할 수 있다. 

4. 규격시험 이외에 고온인장， Stress-rupture 특성올 조사한 결과 기폰 12Cr강보다 

우수하였다. 

5. 앞으로 지속척이고 경쟁력 있는 소재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소재 특성 향상 연구 

가 계속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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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7.3.1 Conditions for the transformation temperature te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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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7.4.2 Transmission clectron micrographs after tempering treatmcnt. 

(a) 6OO't (b) 66O't (c) 720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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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7.4.3 , Optical micrographs after optimum tempering treatment. 

(a) domestic alloy (b) imported a110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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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7.4.7 Stress-rupture properties at 닮0， 600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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쩌I 8 장 훌훌훌홈 홍월 웰~사황 

원자로 기술자립올 위해 십여년 이상의 많온 노력속에 이제는 원자로 계통의 셜계 

뿔만아니라 건셜까지 국내의 기술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와 더불어 원자로 기기 및 

부품의 셜계와 제작 또한 상당량 국산화 되고 있어I 영광 3,4 호기부터는 원자로 압력 

용기I 가압기， 증기발생기 그리고 배관 퉁의 일차계통 기기들올 국내업체에서 제작， 

공급하고 있다. 원자로 부품 중에서 차기의 국산화 품목온 노내구조물로서， 영광 3,4 

호기의 경우 ABB-CE에서 젤껴1]， 제작하여 공급하였으나 영광 6호기 이후의 후속기부 

터는 국내에서 제작하고 있다. 그러나 원자력 소재와 판련한 국내의 환경온 열악한 

실정이다. 비록 다수의 원자로 기기들을 국내에서 공급하고 있으나， 원자력 산업의 수 

요부족과 철강업체의 시셜부족으로 원자력 소재에 대한 관심도가 낮았다. 하지만 원 

자력 중장기 계획에 따른 원자로 장기 건셜계획이 수립되어 원자력 산업의 수요가 안 

정확 되어 가고， 해외 수출의 전망이 밝으며， 철강업체의 고품질화와 고부가 가치품 

생산을 추진하고 있는 점 퉁으로 미루어， 앞으로 국내의 원자력 소재 개발과 국산화 

는 매우 중요하며 그 천환챔올 맞고 있다. 

원자력용 스테인레스강으로는 단조품， 판재， 봉재 퉁이 있으며 국내에는 포항제철， 

삼미종합특수강을 비롯하여 굴지의 세계객 철강업체틀이 스테인레스강올 생산하고 있 

다. 그리고 한국중공업 동의 발천계통 제작업체들온 원자력 발전과 관련한 기기제작 

의 경험올 풍부하게 확보하고 었다. 그러나 이러한 소재 국산화는 재료규격 및 신뢰 

성이 확실히 보중되어야 한다. 특히 국산화 정도가 증가될 것으로 확신되는 스태인레 

스강의 재질은 발전소의 안전성과 가동율에 절대객인 영향올 미치므로l 우리나라와 

같이 계속 원전건셜올 추진하는 상황하에서는 그 품질향상 및 개선을 통한 안전성 확 

보는 원자력 발천의 중요한 천제요건이 되고 었다. 원자력용 스태인레스강온 일반객 

인 구조재료의 필요성질 외에 중성자 조사환경의 특수 분위기에 객합한 요구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며， 따라셔 엄격한 재료규격이 요구되고 원자력 환경하의 재료특성이 

확인되어야 한다. 스테인레스강 제조기술이 축척되어 있는 국내 철강업체와 원자력 

환경과 관련한 연구기술이 축객된 한국원자력연구소가 협력하면 원자력급 스태인레스 

강의 국산확 및 생산온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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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의 본 연구에서는 첫째 국내에서 생산되고 있는 스테인레스강올 원자력급 재 

료규격에 맞게 재조공정파 품질보중， 특성명가롤 산.학.연 공동으로 수행하여 한국표 

준형 원자력발전소의 노내구조물 소채에 격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시제품올 생산하 

였다. 둘째， 배관용 고강도 고내식성 재료의 개량과 가동중 건전성 명가롤 위한 재료 

물성율 생산하였으며， 특히 가압기 밀림관의 용첩륙성을 개선하기 위한 방법을 연구 

하였다. 셋째， 터빈블레이드용 마르텐사이트강의 품질향상율 위한 제조공정과 열처리 

조건 둥을 최격화하고 기초물성을 명가하였다. 그리고 미래형 원천의 스테인레스강 

기초 연구롤 위한 고온용 스테인레스강과 저방사화용 스테인레스강의 채질학격 연구 

및 기계격 물성I 부식톡성 둥융 연구하였다. 이러한 스테인레스강의 연구는 기존의 경 

수로 재료에도 적용될 뿐만아니라 더나아가 신형 경수로， 액체금속로， 핵융합로용 구 

조재료로도 활용될 것이다. 1단계 연구의 주요 결과롤 요약하면 다옴과 같다. 

1. 노내구조물용 304 스테인레스강 국산화 및 시제품 생산 

경수로 노내구조물용 스테인레스강으로 격용하기 위하여 내부식성을 향상시 

킨0.02% C 이 하의 저 탄소와， 고강도롤 위 한 0.08% N의 질소톨 챔 가한 다옴과 같 

은 성분의 STS 304NG 강올 최격 합금조성으로 결정하여， 국내의 세계적 철강업체 

인 포항제철과 공동으로 상업격 시험생산을 성공격으로 하였다. 

(wt.%) 

C Si Mn P S Ni Cr Mo Cu N Co Remark 

Aim 0.02 0.6 1.1 <0.03 0.002 9.5 18.5 0.5 0.5 0.08 0.2 Cr빼=I% | 
max. max. max. /i-feπ=4.43% 

0.019 0.52 1.02 0.024 0.002 9.64 18.5 0‘% 0.11 0.08 0.06 Cr .,JNi.,q= 1.65 
/i-feπ=3.57% 

시제품으로 생산한 STS 304NG 강윤 홍상의 STS 304L 강에 비하여 열간 변형저항 

이 약간 중가하였으나， 소둔시간온 N 합량올 고려하여 1050"C에서 통상의 1.6 x 두 

께(분) 보다 약간 긴 2.0 x 두째(분)올 기준으로 소둔하였으며 소둔조직 및 산세성 

이 양호하였다. 그리고 시제품 STS 304NG 강윤 항복강도 및 인장강도 동 화학 성 

분， 기계격 성질 및 내식성을 비롯한 ASME Type 304의 규격을 매우 잘 만족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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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리고 5TS 304NG 강의 내SCC성은 5TS 304L 강보다 양호하였으며， 예민화에 

대한 저항성 또한 우수하여 업계균열거동을 향상시켰다. 한면， 51'S 304NG 강의 용 

접부 강도 및 충격특성에 있어서 국내시판 용접재료와의 객합성온 양호했으며， 용 

접부의 내업계 부식성도 문제가 없었다. 종합하여， 국내에서 시험생산한 노내구조 

물용 원자력급 304 스태인레스강온 공정에 따른 제조특성이 양호하였으며， 기계적 

특성과 부식특성 동 A5ME 규격에 부합하였고， 국내의 표준원전에 적용하기에 충 

분한 매우 우수한 소재였다. 앞으로 하나로를 이용환 중성자 조사거동을 파악하게 

되면 노내구조물용 스테인레스강의 노내외 물성자료를 독자적으로 확보하게 되며， 

따라서 원전 껄계 및 가동중 건전성 평가자료로 활용될 것이고， 나아가 한국객 재 

료물성 데이터베이스 구축의 밑바탕이 될 것이다. 

2. 배관용 고내식 347 스테인레스강 물성명가 

청정강을 얻기 위한 1차 용해는 VIM파 EFM파 AOD를 조합하여 용해할 수 있 

으며， 1차 용해를 행한 후의 정련방법으로는 VAR파 ESR이다. 진공유도용해를 행하여 

4종류의 실험합금올 제조한 결파， 합금 원소 중에서 조철하기가 가장 어려운 원소는 

질소와 s 성분이었다. 5TS 347은 청가한 Mo에 따른 양극 분극 저항성의 영향은 큰 

효과를 보이지 않았으며， 예민화재의 경우 소둔재보다는 업계균열 저항성이 저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용력부식균열 저항성은 Nb 챔가 탄소 안정화 합금이므로 봐단시간 

이 316 스테 인리스강의 약 2배 정도 우수하였으며， 파괴 양상도 5TS 316 합금은 뚜 

렷한 입계 파괴를 보이는 반면에 5TS347 합금은 입내 파괴 양상올 보였다. 한편 가 

압기 밀림관으로 사용한 347 스테인리스강 용첩 특성올 평가한 결과， 용첩성이 우수 

하다고 알려진 GTAW 방식으로 용접올 하였옴에도 불구하고 파괴인성이 낮았다. 용 

접부는 비록 용접개재물이나 미소균열파 같은 용접결함은 없으나， 용접균열 방지를 

위해 조정한 약 10 %의 렐타 페라이트상은 용착금속 내에 수지상 형태로 미세하게 

분포하며， 렐타페라이트 계면에는 NbC 탄화물이 여러 형상으로 석출하였다. 계면에 

석출한 NbC 탄화물온 파괴 균열의 생성 장소가 되고/ 생성된 균열은 델타페라이트 

계면을 따라 천파하여 낮은 파괴인성을 보인 것으로 판명되었다. 5TS 347 스테인리스 

강을 고강도용 배관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NbC 탄화물의 석훌량을 최소환으로 줄여 

용첩부의 파괴인성과 재료조칙적 특성올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을 계속해서 연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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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래형 고강도 316 스태인레스강 개발 

고강도.고내 식 성 STS 316 강올 개 량하기 워 하여 탄소의 합량올 0.02% 야 하로 

낮추고 질소롤 0.16%까지 챔가한 합금올 셜계하고 제조하여 물성을 평가하였다.N 

합량이 종가할수록 압연하중은 거의 직선적으로 중가하였으나， 고온산확성과 열간 

가공성 동의 제조공정은 양호하여 상용의 STS 316의 채조공정을 그대로 척용할 수 

있었다. 그리고 기계적 특성온 강종에 구별없이 N 함량이 중가함에 따라 항복강도 

및 인장강도는 직선척으로 중가하고 연신율은 거의 일정하여， 1065 't에서 소둔 하 

면 N 범위에 따른 규격상의 기계척 성질을 만족하였다. 고온 인장거동은 질소를 

0.011-0.151 %까지 첨가하면 동척변형시효가 발생되는 구간이 고온쪽으로 이동하며I 

동적변형시효가 시착되는 온도에서의 활성화에너지는 23.4-26.24 kcalfmol이고 끝나 

는 온도에서는 65-76.6 kcaljm이이었다. 질소률 첨가하면 질소가 Cr파 상호작용올 하 

여 Cr의 이동을 느리게 함으로써 동척변형시효를 지연시키는 것으로 규명되었다. 한 

편， 상온에서 6OO't까지의 저주기 피로시험은 질소량이 0.1%일때 동척변형시효와 단범 

위규칙의 상호작용에 의하여 피로수명이 최대값을 나타내었다. Type 316LN 스테인레 

스강의 예민화 거동과 미세구조에 미치는 질소의 영향을 분석한 결과 질소 합량이 중 

가할수록 예민화 저항성이 증가하여 약 0.1%의 첨가량에서 가장 양호하였다. 예민확 

열처리에 따라 생성된 석출물들은 크롬탄화물 (M앙0" M6C) 및 Mo-rich phase (TJ 

phase, x phase 및 five-fold dymmetry phase)들이며， M230, 탄확물은 질소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그 생성과 성장이 지연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그러나 0-5%의 냉간가공에 

서는 가공량이 증가함에 따라 예민화 저항성이 급격히 감소하였으며， 40%의 가공도에 

서는 높온 전위밀도로 인한 크롬의 확산속도 증가로 회복현상이 발생하여 예민확 저항 

성이 다시 양호하게 나타났다. STS 316LN 강은 우수한 내부식성과 고온강도를 나타내 

므로 기존의 훤자력용 스테인레스강을 대체할 수 있는 유망한 후보채료이다. 그리고 

액체금속로 및 핵융합로 동의 미래형 원자력용 후보소재이므로 하나로톨 통한 조사거 

동 동의 노내외 물성자료를 충분히 확보하고 그 특성을 개량해 나가야 할 것이다. 

4. 저방사확 Cr-Mn 강의 합금셜계 및 기초물성 명가 

Cr-Mn 강의 시효시 상안정성올 열역학척 계산에 따라 예측한 결과I 시효 온도 

가 5500C로 낮올 때에는 오스태나이트 및 시그마상， M230，이 안정한 상이 되어 시그 

마상의 석출이 가능하였으며， 시효 온도가 상숭할수록 또한 Mn합량이 척올수록 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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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상의 생성 가능성이 감소하였다. 열역학적 계산을 토대로 5 종류의 합금조성올 선 

정하여 실험합금올 제조하고 그 재질학적인 검사와 기초 물성을 명가하였다. 

Fe-Cr-Mn계 합금의 미셰 조직 특생온 합금 중의 뻐1합량이 중가할수록 오스테나이트 

조직의 분올은 증가하고， E-마르탠사이트 함량온 약 21%Mn에서 최대로 나타났다. 소 

둔 온도에 따라서는 뚜렷한 경향올 찾기는 어려웠으나， 소둔 온도가 상송할수록 오스 

테나이트 함량이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기계적 성질에 미치는 소둔 열처리 및 

합금 원소의 영향은 합금 중의 Mn함량이 증가할수록 오스태나이트 조직이 증가하기 

때문에 연신율은 증가하나 항복 강도 및 인장 강도는 감소하였다. 고온 인장 시험시， 

W 함량이 증가할수록 연신올도 중가하고 최대 인장 강도 및 항복 강도가 증가하였 

다. 그리고 합금 중의 Mn합량은 부식 환경에 관계없이 부식 저항성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합금조성과 시효 온도에 따른 오스테나이트 

및 마르텐사이트의 비율， 시그마상파 탄화물 석출 및 정량화에 대하여는 계속된 연구 

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5. 터빈블레이드용 고크롬강 최적공정 평가 

원자력 발전소용 터빈 블래이드 소재의 국산화를 위한 최척재조공청은 전기로 

용해-AOD-진공탈가스처리-천극제조-ESR-압연 및 열처리 공정으로 선정하였으며， 열처 

리는 930 oC에서 1시간 오스테나이트화 처리후 660 oC에서 1시간 댐돼링 처리하고 

공냉하는 것이 최적 조건이었다. 시험제품의 화학성훈， 미세조직， 충격， 경도， 인장， 청 

정도 둥 모든 특성은 기존의 수업 소재의 규격을 만족하였으며， 고온인장， 고온크리프 

특성 둥도 양호하여 성공적인 소재 국산화를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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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지 대챔 발뺑기관 한국원자력연구소 발행밑 '97.8 

퍼I 01 지 779 훌 훌훌 유 ( v ). 탱( 크 기 26 cm 

참 고 사 할 원자력연꾸개발 중장기 과제 1단계 (‘93 - ’9히 

비 밀 여 부 공개 ( v ). 대외비룹비밑 뾰고서종류 연구보고서 

연구위탁기관 계약번호 

훌흘; 원자끓 구조용 저합금강 및 λ테인레스강의 국산화 개발 · 개선과 건전성 

평가 • 확보醫 위한 기반기뚫 무혹옳 뭘표흘 구조용강의 개밟시제풀 제조 및 재 

훌훌옳성 자료생산， 건전성 평가기솔 개발， 륙성개선 연구에 주력하었다. 월자로 구 

조용재료 건전성평가醫 위해 필수적인 시험l해석기옳뚫 개밟， 확보하여 째료톨성 

시험에 활용하였다. 쭉산 및 외산 압력용기용 저합급강의 미세조직， 영성·취성 천 

이온도， 인장 및 압입변형 쭉성， 파괴인성， 피로 및 후식피로 등의 비조사 째료훌 

성옳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평가하였으며， 중성자 초사후|화 톨성훌 명가하기 위 

하여 하나로등 연구로이용 초사시험옳 추진하였다. 또한 제조공정 비교평가， 전 

산할금 및 공정설겨1. 이상엉역얼처리훌 추가한 열처리공정개발 톨훌륭 추진해 저합 

급강의 륙성개선올 이루었다. 한편. Type 304NG 노내구홀물용 출테인레스강옳 

개발하여 시제품뚫 제조하고 뚫성자료醫 생산하였으며， 미래형 고온l고강도 스테 

~레스강인 316LN 강도 개발하여 미세조칙특성， 내부식톡성， 고온 기계척 톨성， 

저주기 피로륙성등에 미치블 짙소함량뚫 종심으로 시힐.쁨석하였다. 또한 배관용 

고내식/고인성 Type 347 !:::.테인레스강과 저방사화 Cr-Mn겨| 스댐레스강도 제초하 

여 시험하였으며， 터번물레이드용 풀수강도 개발하여 기초적 물성시험옳 수행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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