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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Ⅰ. 제  목  :  노심재료 및 종합데이터베이스 구축

Ⅱ.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노심구조물은 핵연료를 지지하고 냉각재의 유동을 배분하는 기능을 갖고 

있으므로 정 성을 요구한다. 그리고 핵연료에 최인접 위치에 있기 때문에 중

성자 조사량이 가장 큰 역이다. 노심구조물의 손상은 어떤 특정한 하나의 원

인에 기인하기보다는 여러 요인들이 동시에 작용하여 발생하므로 원전의 복합

적인 가동조건이 재료에 어떤 향을 미치는지 평가하여 노심재료의 건전성과 

수명을 확인하여야 한다. 스테인리스강은 한국표준형 원전 노심부의 주요 소재

이면서 나아가 일체형 원자로, 액체금속로, 핵융합로 등의 노심구조재료 및 원

자로용기 재료로 사용된다. 따라서 스테인리스강의 노내외 특성 연구는 원자력 

재료분야에서 필수적인 기초연구 및 응용연구이다.

한편, 원전 구조설비 재료의 국내 성능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여 원전설

계․제작의 국산화를 이룰 때, 향후 원전을 건설하는데 경쟁체제를 갖출 수 있

다. 재료 데이터가 부족한 상태로는 가동원전에 문제가 발생하 을 경우에 독

자적으로 대처할 수 없고 신뢰도를 보장할 수 없다. 국외로의 원전수출까지 고

려하면 국내 재료 데이터베이스를 필히 확보해야하며, 원전 설계와 제조, 수명

연장을 위해서는 재료물성 데이터베이스는 시급하다. 

Ⅲ.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노심재료 및 종합DB구축 분야에서는 크게 두 분류의 연구를 수행하 다. 

하나는 원자력재료의 종합DB를 구축하는 업무이며, 다른 하나는 원자력 환경

중 가장 심각한 조건 하에서 가동되고 있는 노심 내의 재료 거동을 연구하는 

업무이다. 1999년도부터 시작한 3년간의 제1단계 과제는, 노심재료 분야의 연 

구는 경수로 노내구조물의 주재료인 스텐인레스강의 노내외 물성을 평가하여 

원자력용 스테인리스강의 재료규격을 도출하 고, 가동중 원전에서 발생한   

손상 노심재료의 원인을 규명하 다. 그리고 원전환경 저항성이 더욱 우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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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량/대체재료 연구를 수행하고 노심재료의 연구를 한단계 도약시킬 수 있는 

신재료기술을 개발하 다. 한편, 재료종합DB 구축 분야 연구는 원자력재료팀 

전체의 업무와 긴 한 유대관계를 갖고 재료팀장을 비롯한 각 과제의 책임자와 

DB 전담자 등을 통합한 DB Task Force Team을 구성하여, 1차적으로 원자력

재료의 목록DB와 인장DB를 구축하고 인터넷에 공개하 다. 주요 연구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원자력 재료목록 DB 및 인장물성 DB 구축

- 연구내용

•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현황을 분석 및 시스템 설계

• 데이터베이스 업무 역 분석

• 원전재료 데이터베이스 검색시스템 개발

• 실험데이터 품질관리 방법 도출

• 원전재료 목록 DB 자료 수집, 분류

• 대상소재의 인장자료 입력

- 추진전략 : 국내에서 생산된 재료물성 데이터베이스를 기초로 한국

원자력연구소와 일본원자력연구소 사이에 체결된 원자력에너지의 평

화적 이용분야의 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국외(일본, 프랑스, 국, 미

국)의 데이터 상호교환에 의해서 원전에 필요한 재료정보를 구축함

으로서 원전의 건전성에 기여함.

2) 노심재료 물성평가 및 자료생산

- 연구내용

• 재질별 스테인레스 강의 고온 인장시험

• 스테인레스 강의 시험결과 통계처리

• 미량원소 첨가에 따른 기계적 특성 평가

• 결정립변화에 따른 기계적 특성 평가

• 스테인레스 강의 인장특성 물성자료집 작성

• 국내원전의 노심재료의 기계적 특성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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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적용접방안 도출 및 용접부의 고온강도 시험, 평가

• 열피로 시험장치 구축 및 시험

• 중성자조사에 의한 기계적 특성평가

- 추진전략 : 포항제철을 비롯한 철강업체는 세계적 수준의 기술을 확

보하고 있으며 노심재료의 가장 중심인 스테인리스강의 생산능력이 

또한 최고 수준이므로 국내 철강업체에서 제조한 국산소재를 원전의 

노심구조물에 적용 할 수 있도록 국산소재의 재료 특성을 평가하고 

최적의 조성과 가공조건을 확립함.

 

3) 중성자 조사시험 

- 연구내용

• 하나로를 이용한 조사시험 방안을 수립하여 조사공과 시험시설을 

결정

• 조사시험 항목을 결정하고 시편의 형상을 결정

• 노심재료에 요구되는 조사시험 조건 (조사온도, 조사량)을 선정 

• 조사시험 온도 조건을 맞추기 위하여 조사캡슐의 열적 설계를 

수행

• 조사시험용 캡슐의 기본설계

• 조사시험용 인장시편을 가공

- 추진전략 : 중성자 조사를 위하여 미국 ANL 및 HALDEN과 하나로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여 공동연구를 추진함.

4) 가동중 손상 재료 원인규명

- 연구내용 및 연구결과

• 손상사례 수집, 분석, 대처방안 도출

• 원전환경에 적합한 재료규격 설정

- 추진전략 : 가동중에 발생하는 노심재료의 파손사례를 분석하여 파

손원인과 대처방안을 제시함으로서 실제 원전의 가동율 향상과 원전

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원전의 설계 및 재료의 선택 등에 기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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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원전 저항성 개량/대체재료 물성평가

- 연구내용

•가속기 이용한 중성자 모사시험 (swelling 거동) 기술 개발

•중성자 추적법을 이용한 보론 등의 경량금속 분석기술 확보 및 

소재내 분포거동 해석

•마르텐사이트 및 석출경화형 스테인리스강 물성평가

- 추진전략 : 원전 설계수명이 60년으로 연장됨에 따라 높은 중성자 

조사량에서의 재료거동이 매우 중요하지만 연구로를 이용한 조사시

험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가속기를 이용한 조사연구 모의시험 기술 

개발이 큰 관심을 받고 있다. 국내에서도 가속기가 개발되고 있으므

로 가속기를 이용한 조사효과 평가기술을 개발하는 한편 해외의 관

련 연구 기관과 긴 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공동연구를 추진함.

Ⅳ. 연구개발결과

1) 원자력재료 종합DB 구축

   원자력 재료목록DB는 한국표준형 원전을 중심으로 35개 시스템 - 350

개 기기- 1400개 부품에 대한 각각의 사용된 재료들을 분류하여 정리하 으며, 

각각의 재료는 사용된 부품이 요구하고 있는 화학조성 정보, 인장특성 정보, 충

격특성 정보를 갖고 있다. 그리고 손상정보는 각 기기별 발생 가능한 손상 미

캐니즘 및 국내외 손상 사례에 관한 정보를 저장하고 있다. 

  재료물성DB 구축은 원자력재료팀 전체의 업무와 긴 한 유대관계를 갖

고 재료팀장을 비롯한 각 과제의 책임자와 DB 전담자 등을 통합한 DB Task 

Force Team을 구성하여, 1차적으로 원자력재료의 인장DB를 구축하고 인터넷

에 공개하 다. 인장DB의 관리 프로그램을 구축하기 위하여 재료팀 내부의 표

준화된 실험데이터 자료집 양식을 결정하고, 그 양식에 따른 datasheet를 120건 

발간하 다. 인장DB는 datasheet에 따라 설계작업을 수행하여, 소재정보, 시편

정보, 결과정보, datasheet정보 등으로 크게 4개의 코드로 분류하여 ERD와 

FHD를 작성하 다. 

  DB 응용프로그램은 재료DB를 검색하려는 사용자들이 검색하고자 하는 

정보를 가장 효율적으로 찾을 수 있도록 화면을 설계하 다. 원자력연구소원뿐

만 아니라 여러 관련기관의 모든 사용자들이 가장 간편하게 검색할 수 있고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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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템을 운 하는 측면에서도 가장 효율적이어야 한다는 전제 조건으로, 아직 

부족한 면이 있으나 이런 조건들을 대체적으로 만족시킬 수 있는 HTML을 이

용한 Web으로 모든 응용프로그램은 구성하 다.  

2) 노심재료의 손상사례 분석 및 손상기구 규명 

   노내구조물의 많은 체결부품에 대한 손상사레와 손상미캐니즘을 분석

하 다. 가동수명이 점점 길어지고 중성자 조사량이 높아짐에 따라 볼트와 핀 

등의 체결부품의 손상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피로와 응력이완, IASCC 등은 

체결부품의 주요 열화현상으로 등장하고 있다. 열피로 현상은 1999년에 일본 

쓰루가 2호기 CVCS 재생열교환기 연결배관에서 발생하여 일차 냉각수 50톤이 

누설됨으로써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내 가동중 원전에서 발생한 손상부품을 입수하여 손상원인을 분석하

고 그 대응방안을 제시하 다. 광 2호기 CVCS 압력강하용 17-4 PH강 오리

피스는 전형적인 cavitation에 의하여 가동중 계속 손상이 진행하여, 출구끝단

의 내경이 원래 7 mm에서 22 mm까지 확장되었으며 손상 깊이는 약 8 cm까

지 이르 다. 광 2호기에서 발생한 제어봉 안내관 X-750 지지핀 파손은 나사

부에 가해진 과도한 응력에 의하여 발생한 PWSCC 손상이었다. 파단면을 전자

현미경으로 관찰한 결과 전형적인 입계균열 현상이 관찰되었으며, 대책으로는 

입계균열 저항성이 높은 재료인 316 스테인리스강으로 재질을 대체하는 것을 

권고하 다. 그리고 고리 4호기에서 발생한 상단고정체 A600 및 STS304 손상

나사를 IMEF로 이송하여 손상 mechanism을 규명하고 손상대책을 제시하 다. 

3) 원자력급 316NG 스테인리스강의 재료규격 설정 및 물성자료 생산

   고온 및 내부식용 차세대 원자력용 스테인리스강으로 개발되고 있는 

316LN 스테인리스강의 재료규격을 선정하기 위하여 다양한 합금조성과 실험 

항목을 평가하 다. 특히 질소의 함량은 316NG강의 재료규격에서 가장 중요한 

인자로서, 최적의 질소함량을 결정하기 위하여 질소를 0.01 - 0.15% 범위에서 

평가한 결과 0.10% 함유한 재료가 가장 우수한 특성을 보 다. 원자력급 

316NG강으로 선정된 최적재료규격은 다음과 같다. Cr (16.0-18.0%), Ni 

(10.0-14.0%), Mo (2.0-3.0%), C (<0.02%), P (<0.02%), S (<0.002%), Mn 

(<2.0%), Si (<0.75%), N (0.08-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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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6NG강의 인장특성은 상온 - 700℃ 온도범위에서 항복강도와 인장강

도는 약 30% 향상되었으며, 연신율은 거의 동일한 수준이었다. 피로특성은 질

소첨가에 의한 전위구조의 변화에 따라서 피로균열전파속도가 매우 느려지며 

피로수명은 약 30% 증가하 다. 피로균열전파속도는 Paris 식을 잘 만족하 으

며, 피로한계는 상온에서 220 MPa, 200℃에서는 180MPa이었다. 

   316NG강의 크리프 특성은 정상상태 크리프 속도가 낮아지며 크리프 

수명은 약 5배 정도 길어졌다. 보론을 25 ppm 첨가하면 입계에서의 cavity 생

성을 억제하여 3기 크리프 시작을 지연시키며 수명을 연장시켰다. 크리프 손상

해석을 위한 K-R 모델은 파단수명까지 크리프 곡선을 잘 묘사하 으며, 실험

적으로 구한 7개의 손상 파라메터 값은 수명예측이나 구조물의 잔존수명 평가

에 활용할 수 있었다. M-G 관계식에 의한 수명평가법은 크리프 온도와 응력조

건에 관계없이 잘 적용되었으며 특히 크리프파단연신율을 고려한 수정 M-G 

관계식은 장시간으로 갈수록 데이터들의 산포가 적었다.

   316NG강의 용접특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double V groove의 SAW 용

접을 시행하여 고온 인장강도를 측정하 다. 항복강도는 용접부가 모재부에 비

하여 모두 높았으나 연신율은 낮았다. 크리프 특성은 용접부와 모재 모두 비슷

하게 평가되었으나, 피로 특성은 매우 낮아 대부분 용접부에서 피로파괴가 발

생하 다.

4) 노심재료의 중성자 조사거동 평가

   304YG, 304UC 등의 가동중 원전의 노내구조물용 보관재를 이용하여 

하나로에서 조사시험을 수행하 다. 계장화 된 00M-01U 캡슐은 320℃ 조사온

도에서 0.9 x 1020 n/cm2 (E>1.0MeV) 조사량까지 조사하 으며, 00M-03K 캡

슐은 320℃ 조사온도에서 2.0 x 1020 n/cm2 (E>1.0MeV) 조사량까지 조사하

다. 조사시편은 IMEF 내의 인장시험기를 이용하여 상온 - 700℃ 온도범위에서 

인장시험을 수행하 다. 중성자 조사에 의한 강화효과가 발생하여 조사시편은 

비조사 시편에 비교하여 약 10% 이상 항복강도와 인장강도가 증가하 으나 그 

증가정도는 미미하여 중성자 조사에 의한 강화효과가 시작하는 단계임을 알 수 

있었다. 연신율은 IMEF의 접근성 때문에 변형-응력 곡선으로부터 간접적으로 

구할 수 밖에 없었기 때문에 결과를 직접 비교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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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중성자 추적법에 의한 붕소원소 분석기술 개발

   하나로의 중성자를 이용한 오토래디오그래피 방법으로 금속내의 붕소

원소를 분석하는 기법을 확보하 다. 시편의 준비, 검출기의 부착, fission track

의 관찰과 도측정 방법 등의 제반 요소기술을 확보하 다. 붕소 함량을 1 - 

50 ppm 범위에서 변화시킨 표준 시료를 제조하 으며, 붕소함량과 fission 

track 도의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검정 곡선을 도출하 다. 검전곡선은 1.8 x 

1013 혹은 1.2 x 10
14
 n/cm

2
 조건하에서 붕소함량 10 - 50 ppm 범위에서 직선

적 관계를 나타내었다. 2상 스테인리스강에서 붕소는 거의 모두 오스테나이트 

상에 분포하고 있음을 확인하 다. 저합금강의 경우에도 중성자추적법을 이용

하여 보론 분석이 가능함을 확인하 으나, 정량적 관계를 구하기 위해서는 추

가 실험이 필요하 다.

6) 노심환경 저항성 대체재료 물성평가

   X-750 합금과 X-718 합금의 IGA 저항성 비교를 위하여 360℃, 2.2 

ppm LiOH 용액에서 U-bend 실험을 수행하 다. 용체화 처리된 X-750 합금은 

모두 3,000 시간 경과후 균열이 발생하 으나, 특수 열처리한 X-750 합금과 통

상의 X-718 합금은 10,000 이 경과하여도 균열은 발생하지 않았다.

   10Cr 마르텐사이트 강에서 텅스텐 첨가는 충격에너지가 약간 감소하

나, 600℃ 크리프 수명은 증가하여 10만 시간 기준 크리프 파단강도는 약 

124MPa로 측정되었다. 텅스텐의 첨가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금속 내에 

Laves 상을 석출시키나, 탄화물을 안정화 시키고 마르텐사이트 래스의 성장을 

억제시키는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크리프 수명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판단되었

다.

   10Cr 마르텐사이트 강에 질소를 첨가하면 침상형의 Cr2N 석출물을 안

정화 시켜 고온 특성을 향상시켰다. 충격특성을 크게 감소시키지 않으면서 인

장강도를 향상시켰으며, 미세조직이 열적으로 안정하여 600℃에서 10만 시간 

크리프 강도는 약 130 MPa 정도로 예측되었다. 부식특성은 수용액과 수증기 

분위기에 텅스텐 첨가강에 비교해서 양호하지 못하 으나, 산화층은 안정하여 

박리현상은 발생하지 않았다.



- viii -

7) 입자빔 주입을 이용한 He bubble 거동 모사시험 연구

   가속기를 이용하여 He 입자를 금속 내에 주입하여 He bubble 거동을 

모사할 수 있는 시험기법을 연구하 다. 90 KeV 에너지에서 5 x 1016 n/cm2 

입자빔을 주입하여 TEM으로 He 기포를 관찰하 다. TEM 시편의 제조방법에 

따라 He 기포의 크기는 많이 변하여 시편 준비 방법이 매우 중요하 다. 316 

스테인리스강과 HT-9강에서 He bubble 거동을 비교하는 연구를 하 으나, 입

자빔의 주입 깊이 차이와 시편의 준비과정의 차이 등으로 결과를 직접 비교할 

수는 없었으나, 연구의 가능성은 확인할 수 있었다. 

Ⅴ.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1) 원자력 재료 물성DB 완성: 재료 종합물성DB 중에서 첫 번째로 공개

한 인장DB는 순차적으로 충격DB, 부식DB, 피로DB 등을 구축해 나가는 기본

이 된다. 인장DB의 데이터는 현재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 그 동안 생산한 인장

특성 데이터 중에서 공식적으로 발간한 datasheet에 따르고 있다. 지금까지 발

간한 보고서 등으로부터 인장특성 데이터를 분석하여 공식적인 datasheet를 계

속 발간해 나가야 할 것이며, 부족한 재료들에 대한 시험은 체계적으로 수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한국원자력연구소 외의 국내 실험 데이터를 활용하

거나 국내의 타기관 재료물성 DB와 통합하여 DB의 역을 확장해 나가는 방

안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국내의 DB가 안정되면 해외의 DB와 교류하거

나 협조할 수 있도록 기획을 해야 할 것이다.  

2) 가동중 노내구조물의 IASCC 손상 연구: 높은 중성자 조사량에 의하여 

발생하고 있는 IASCC 손상은 BWR에서 발견되어 연구가 수행되었지만 최근

에는 PWR에서도 발견됨으로써 세계적으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고리1호기 BFB에서 발견되는 등 앞으로 원전 가동연수가 길어짐에 따라 

IASCC 손상현상이 점점 높아질 것으로 예측된다. IASCC 연구를 수행하기 위

해서는 실험적 제약이 많이 따르므로 국내에서는 국제공동 연구 등을 추진하

여 해외의 정보를 추적해 나가고 데이터를 가능한 확보해 나가야 할 것이다. 

3) 장시간 중성자 조사시험 기술: 원전 수명 연장과 관련하여 노심재료의 

장시간 조사거동 연구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하나로를 이용하여 

10
22n/cm2 조사량에 이르는 조사시험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술과 시간을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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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투자해야 한다. 국내의 조사시험 데이터의 부족현상을 고려하면, 외국과 

조사시험을 공동으로 수행하는 방안도 동시에 추진하여 빠른 시간 내에 독자

적인 조사 데이터를 확보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노심재료의 조사거동을 

쉽고 빠르게 평가하기 위해서는 모사시험기술의 확보가 매우 필요하다. 하나로

를 이용한 조사거동 연구는 시험시간과 재정적 이유 등으로 제한이 많으므로, 

가속기를 이용하여 조사취화, 팽윤 거동 등을 모사할 수 있는 시험기술을 개발

해 나가야 한다. 입자빔 주입을 통한 He bubble의 거동을 모사할 수 있는 기

초기술 확보는 가속기를 조사거동 모사시험 연구에 응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 다.

4) 고온용 및 저방사화 개량/대체재료 연구: 10Cr 마르텐사이트 강의 재

료규격과 물성평가 결과는 130 MPa 급의 합금을 개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

시하 다. 장시간의 시험결과와 원자력용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요구특

성을 추가적으로 평가하면 세계적 경쟁력을 갖는 합금을 개발할 가능성을 제

시하 다. 마르텐사이트 강의 활용도는 액체금속로에서 피복관 뿐만아니라 증

기발생기 전열관, 1차 계통 배관까지 최근들어 사용도가 점점 확대되고 있으

며, 핵융합재료와 고온가스냉각로, 미임계원자로 등에서도 1차 후보재료로서 

검토되고 있다. 따라서 마르텐사이트강의 연구는 더욱 강화되어 나가야 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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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U M M A R Y

I. Title: Reactor Core Materials Research and Integrated Material Database 

Establishment

II. Objective and Importance of the Project

Reactor core components have to be structurally precise because they support 

nuclear fuel and distribute the flow of the primary coolant.  They are located at 

the nearest position to the nuclear fuel and at the highest neutron flux region.  

Damage of the reactor core components is usually not attributed to a single specific 

cause, but to the simultaneous multiple causes, therefore the integrity and the plant 

life should be estimated on the basis of the combined factors from the operation 

condition of the power plants.  Stainless steel is a major material for the reactor 

core components of the KSNP (Korean Standard Nuclear Plant) and also a major 

candidate material for reactor core components and reactor vessel of SMART, 

LMR, and fusion reactors.  Therefore, the study on the in- and out of reactor 

behaviors of stainless steel is essential in basic research as well as in application 

research.

   To be sufficiently competitive in design and fabrication of major components of 

nuclear power plants, it is highly desirable to establish and handle the database of 

nuclear materials by ourselves.  If insufficient in materials properties data in our 

hands, it will be very difficult to independently deal with the troubles from 

operating plants and to guarantee the reliability.  Furthermore, when considering the 

export of our nuclear technology including design and fabrication of major nuclear 

components, and expecting the life extension of domestic nuclear power plants, 

database of properties of nuclear materials is necessary and essential.

III. Scope and Contents of the Project

Mainly two research areas were covered in this project.  One is to establish the 

integrated database of nuclear materials, and the other is to study the behavior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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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ctor core materials, which are usually under the most severe condition in the 

operating plants.  During the stage I of the project (for three years since 1999) in- 

and out of reactor properties of stainless steel, the major structural material for the 

core structures of PWR (Pressurized Water Reactor), were evaluated and 

specification of nuclear grade material was established.  And the damaged core 

components from domestic power plants, e.g. orifice of CVCS, support pin of 

CRGT, etc. were investigated and the causes were revealed.  To acquire more 

resistant materials to the nuclear environments, development of the alternative alloys 

was also conducted.  For the integrated DB establishment, a Task Force Team was 

set up including director of nuclear materials technology team, and projector leaders 

and relevant members from each project.  The DB is now opened in public 

through the Internet.

Main research contents are summarized as follows,

1) Establishment of Nuclear Materials List DB and Tensile DB

- Contents

   Survey of current status of DB systems and system design

   Analysis of DB Work scope

   Development of search system for nuclear materials list DB

   Methodology set-up for qualification of material properties raw data

   Compilation and classification of nuclear materials list

   Input of tensile properties of nuclear materials

- Strategy: Based on our nuclear materials properties DB and the memorandum on 

the peaceful utilization nuclear energy between Korea and foreign countries (e.g. 

Japan, France, U.K, and U.S.A) cooperative exchanges of the materials properties

DB with other institutes from other countries will be pursued.  It will contribute 

to improvement of power plants integrity by supplying the required materials 

information for component design or repair and maintenance.



- xiii -

2) Measurement of properties of reactor core materials and data production

- Contents

   High temperature tensile tests for various stainless steels

   Statistical handling of test results of stainless steels

   Estimation of the effects of minor elements addition on mechanical properties

   Estimation of mechanical property changes by different grain size

   Collection of data sheets of mechanical properties of stainless steels

   Mechanical tests of reactor core materials from domestic power plants

   Establishment of the optimal welding parameters and high temperature 

mechanical test of weldments

   Setting-up and running of thermal fatigue tester

   Mechanical tests of neutron irradiated material

- Strategy: Steel making technology of domestic steel producers is at present on the 

world class level, and the adoption of domestic stainless steels to the major 

components of nuclear power plants is now important.  Therefore the evaluation 

of the domestic steels, including the optimal control of chemistry, processing 

variables, etc., to confirm them suitable to the nuclear environments is now 

necessary.

3) Neutron Irradiation Test

- Contents

   Determination of the irradiation holes and test facilities by planning the 

irradiation tests in 'HANARO'

   Determination of test items and specimen dimension

   Determination of irradiation test condition (irradiation temperature and fluence) 

suitable to reactor core materials

   Basic design of irradiation test capsule

   Thermal design of irradiation capsule for the test temperature

   Preparation of tensile specimens for irradiation te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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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rategy: While conducting the irradiation tests at HANARO, co-work with ANL 

and HALDEN for irradiation tests is being planned.

4) Failure Analysis of Damaged Components from Operating Plants

- Contents and Results

   Collection of failure experiences, investigation of damaged components and 

proposing the proper solutions

   Establishment of materials specification

- Strategy: Enhancing the efficiency of the operation and the integrity of the power 

plants and contributing to the components design and materials selection by the 

proposing the suitable solutions for the past damage experience.

5) Characterization of new and modified alloys more resistant to nuclear 

environments

- Contents

   Development of neutron simulation test technique using accelerator

   Development of analysis technique for light elements (e.g. boron) by fission 

track etching method and interpretation of boron distribution in alloys

   Characterization of martensitic- and precipitation hardening-stainless steels

- Strategy: Although it becomes more important to understand the behavior of the 

material under higher neutron influences due to the life extension scheme and the 

longer design life of plants of 60 years, the research on irradiation of materials 

using research reactors is restricted to some extent.  Therefore simulation test 

using accelerators is an alternative option at present.  As accelerators with 

relevant power being developed in the institute, simulation test technique needs to 

be set-up and co-work with other institutes in foreign countries is also 

conside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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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Results of the Project

1) Establishment of Integrated DB of Nuclear Materials

Nuclear materials list DB was established including materials for 35 systems 

- 350 components and 1,400 parts - of KSNP (Korea Standard Nuclear Plant).  All 

the materials were classified and chemical composition, tensile properties, and 

impact properties were compiled.  Also failure experiences from each domestic unit 

were compiled with the probable causes of failure and damage mechanism.  Failure 

reports from foreign power plants were also included.

For the materials properties DB, Task Force Team was organized including 

team director and projector leaders and relevant researchers.  Tensile DB was first 

established and opened in public through the Internet.  To build up the managing 

system of the Tensile DB, standardized format for raw data sheet was first 

determined, and about 120 sheets were issued.  According to the format, tensile 

DB was composed with 4 codes including the information about material, specimen, 

test result, and data sheet.  ERD and FHD were then set-up.

DB application program was designed with user-friendly mind.  To make 

the system easily accessible and searchable for any final users including personnel 

from other related institutes as well as from KAERI and to make it effectively 

manageable for the operator, the application program was compiled with Web using 

HTML.

2) Analysis and Interpretation of Damages of Reactor Core Materials

Damage experiences of fasteners in reactor core structures were investigated.  

The damage probability of fasteners like bolts, pins, and screws, etc.  becomes 

higher as the plant life is extended and total fluence increases.  Fatigue, stress 

relaxation and IASCC are major damage causes of fasteners.  Thermal fatigue 

phenomenon also attracts much interest after a piping in CVCS regenerating heat 

exchanger in Tsuruga Unit 2 experienced leakage of primary coolant as much as 

50 ton in 1999.

Pressure let-down orifice, made of 17-4 PH steel, of CVCS in Younggwang 



- xvi -

Unit 2 was damaged by typical cavitation.  The original inner diameter of 7 mm 

at outward end was found to be 22 mm by cavitation and the damage depth was 

about 80 mm.  The damage of support pin, made of X-750 alloy, of CRGT guide 

tube in Younggwang Unit 2 was attributed to PWSCC by overloaded stress.  SEM 

fractography revealed typical intergranular crack propagation.  It was recommended 

to replace with more corrosion resistant type 316 stainless steel.  And top nozzle 

hold-down spring, made of Alloy 600, and screw, made of type 304 stainless steel, 

from Kori Unit 4 were transported to IMEF in KAERI and the failure mechanism 

is being under investigation now.

3) Setting the Material Specification and Producing the Properties of Nuclear Grade 

316NG Stainless Steel

To determine the specification of type 316 LN stainless steel that has better 

high temperature properties and corrosion resistance to fit with next generation 

power plants, experimental alloys with various composition were prepared and the 

various properties were evaluated.  Nitrogen content, as one of the most important 

alloying elements, was varied from 0.01 ∼ 0.15 wt % and the effects were 

evaluated.  Finally the composition of 16.0∼18.0 Cr, 10.0∼14.0 Ni, 2.0∼3.0 Mo, 

< 0.02 C, < 0.02 P, < 0.002 S, < 2.0 Mn, < 0.75 Si, 0.08∼0.12 N was 

determined as optimal  composition of nuclear grade 316NG stainless steel.

Tensile and yield strength of 316NG stainless steel in the range of room 

temperature to 700℃ increased by 30% and elongation was at similar level with 

conventional one.  Fatigue crack propagation was much retarded due to the 

dislocation structure changes and fatigue life increased as much as 30%.  Fatigue 

crack propagation rate followed well with Paris eqn. and fatigue limits were 220 

MPa at room temperature and 180 MPa at 200℃

Although steady state creep rate of 316NG decreased in some degree, creep 

rupture time increased as much as 5 times.  In case of 25 ppm boron addition, the 

start of tertiary creep delayed and creep lifetime increased because boron atoms 

obstruct the cavity formation in grain boundaries.  A creep damage model, 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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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 showed fitting well with creep curves of 316NG stainless steel within the 

whole creep range.  Seven damage parameters that are acquired from experiments 

are expected useful to life prediction or to estimation of remained lifetime of 

structures.  No matter with creep temperature or stress, life prediction by M-G 

relation was in a good agreement.  Modified M-G relation, concerning the creep 

rupture elongation, did show less scattering at longer creep time.

To estimate the welding properties of 316NG stainless steel SAW welding 

with double V groove was conducted and high temperature tensile tests were done.  

Yield strength of weldments was higher than that of base metal, but elongation was 

poorer.  Creep properties were similar at both cases, but fatigue properties of 

weldments were worse than those of base metal.

4) Neutron Irradiation Test of Reactor Core Materials

Neutron irradiation tests of archive materials of 304YG, 304UC was carried 

out using HANARO.  Irradiation test temperature was 320℃ and neutron influence 

(E > 1.0 MeV) was 0.9×1020 n/cm2 with instrumented capsule, 00M-01U, and 32

0℃, 2.0×1020 n/cm2 with 00M-03K.  Irradiated samples were tensile tested at the 

range of room temperature to 700℃ in IMEF.  Strengthening effect by irradiation 

was about 10% in tensile and yield strength and was understood as the initial stage 

of strengthening.  As elongation changes were decided from displacement-load 

curves because of the limited accessibility to IMEF, data could only be interpreted 

indirectly.

5) Development of Boron Detection Technique by Fission Track Etching Method

Boron detection technique was established by fission track etching method 

using HANARO.  All the requisite technique for sample preparation, 

sample/detector contact, observation and density measurement of tracks, and so on 

was acquired.  Reference 316 stainless steels with different boron contents (1∼50

ppm) were prepared and calibration curves between boron concentration and track 

density at two different neutron fluences (1.8×1013 n/cm2 and 1.2×1014 n/c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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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re established. Within the concentration range of 10 to 50 ppm of boron, track 

density showed linear relationship with concentration.  By fission track etching 

method most boron atoms in duplex stainless steel were found to reside in 

austenite phase.

6) Characterization of Alternative Alloys More Resistant to Reactor Core Condition

U-bend tests of X-750 and X-718 alloys were conducted in 2.2 ppm LiOH 

solution at 360℃ to estimate the resistance to IGA.  Solutionized X-750 showed 

cracks after 3,000 hr, but heat-treated X-750 and X-718 showed no crack even 

after 10,000 hr.

W-added 10Cr martensitic steels showed a little decrease in impact energy, 

but creep rupture time increased and creep rupture strength at 100,000 hr creep 

duration reached 124 MPa.  It is understood that W atoms enhance the formation 

of Laves phase as creep time passes, but stabilize carbides, hinder the growth of 

martensite lath and increase the creep life.

N-added 10Cr martensitic steels showed improvement in high temperature 

properties by stabilization of Cr2N precipitates.  Tensile strength increased without 

significant loss in impact properties, and creep strength at 100,000 hr creep 

duration was estimated as 130 MPa.  Corrosion properties in aqueous solution and 

steam were not better than W-added one, but the oxide scale was stable and did 

not show the separation phenomenon.

7) He Bubble Simulation Study by Particle Beam Implantation

He particles were implanted in alloy samples using accelerator.  The beam 

energy was 90 KeV and fluence was 5×1016 /cm2 and He bubbles were observed 

by TEM.  It was found that sample preparation technique for TEM observation 

was very important because the size of He bubbles varied with the technique.  It 

was attempted to observe He bubbles in type 316 stainless steel and HT-9 steel.  

The results were difficult to compare and analyze because the implantation depth 

and sample preparation procedures were not very well matched together.  However, 



- xix -

the feasibility of the research technique was confirmed.

V. Proposal for Applications

1) Property DB of Nuclear Materials: Tensile DB, the first publicly opened 

DB among 'Integrated DB of Nuclear Materials', will be succeeded by Impact DB, 

Corrosion DB, Fatigue DB, etc.  Tensile DB contains the officially documented 

data sheets from the raw data.  Official data sheets will be consistently documented 

by classifying and analyzing the data from published reports as well as from 

testing and producing of the new data.  Consistent surveying and collecting of the 

available data and integrating with other DB's of other institutes will be necessary 

and useful.  Furthermore it will be pursued to exchange or integrate with foreign 

DB's when domestic properties DB is settled down.

2) Study on IASCC of Reactor Core Structures: Although IASCC had been 

observed mostly in BWR with high neutron fluences, it was recently found in 

PWR and draws much attention now.  Since IASCC was reported at BFB (Baffle 

Former Bolt) of Kori Unit I, it is supposed to occur more frequently as plants run 

longer.  It would be more feasible to investigate IASCC through the international 

cooperation, including the joint project with foreign institutes, because the research 

facility is very restricted in the country.

3) Long Term Irradiation Test: For the plant lifetime to be extended, long 

term irradiation tests of reactor core materials become necessary to evaluate the 

reliability.  However, it is not easy to test in HANARO to the neutron fluence 

level of 1022 n/cm2.  Co-work with foreign countries will be essential to help out 

the lack of relevant data.  Also setting-up of simulation test skill is another 

indispensable element to study the irradiation behavior of reactor core materials.  

Because it is much restricted in experiment time and expenses to irradiation test 

using HANARO, test technique must be set up to simulate the irradiation 

behaviors, like embrittlement, swelling, etc.  Through the attempting of He bubble 

formation by particle implantation, it opened the possibility of simulation test using 

accelerator.



- xx -

4) Study on Alternative High Temperature and Low Activation Materials: 

Determination of material specification and characterization of 10Cr martensitic steel 

demonstrated the possibility to develop 130 MPa grade alloys.  It would be 

possible to develop competitive alloys, when long term properties are provided and 

other requisite properties relevant to nuclear environments are added.  Martensitic 

steel is supposed to be used for fuel cladding tubes, steam generator tubing, and 

primary piping of LMR, and is also one of the primary candidate materials for 

fusion reactor, HTGR, and HYPER.  Therefore the research on martensitic steels 

should be more inves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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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노심구조물은 핵연료를 지지하고 냉각재의 유동을 배분하는 기능을 갖고 

있으므로 정 성을 요구한다. 그리고 핵연료에 최인접 위치에 있기 때문에 중

성자 조사량이 가장 큰 역이다. 경수로 노심구조물의 경우, 고온․고압수 환

경과 중성자 조사량, 냉각수 흐름에 의한 반복하중, 감마열에 의한 열응력 등이 

건전성에 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인자들이다. 따라서 노심구조물의 손상은 어

떤 특정한 하나의 원인에 기인하기보다는 여러 요인들이 동시에 작용하여 발생

하므로 원전의 복합적인 가동조건이 재료에 어떤 향을 미치는지 평가하여 노

심재료의 건전성과 수명을 확인하여야 한다. 

현재까지 국내에서 노심구조재의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설계와 

제조는 해외의 자료에 의존하 으며, 손상사례는 무시해 왔다. 그러나 노심구조

재의 설계와 제조를 국내에서 하는 지금부터는 노심재료의 노내외 재료물성 데

이터베이스를 독자적으로 구축하여야 하며, 가동중 건전성을 연속적으로 추적

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손상원인의 규명도 세 히 연구하여야 할 시점이다. 스

테인리스강은 한국표준형 원전 노심부의 주요 소재이면서 나아가 일체형 원자

로, 액체금속로, 핵융합로 등의 노심구조재료 및 원자로용기 재료로 사용된다. 

따라서 스테인리스강의 노내외 특성 연구는 원자력 재료분야에서 필수적인 기

초연구 및 응용연구이다.

한편, 원전 구조설비 재료의 국내 성능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여 원전설

계․제작의 국산화를 이룰 때, 향후 원전을 건설하는데 경쟁체제를 갖출 수 있

다. 현재 국산화된 원전은 외국 설계기준을 바탕으로 국내에서 제작하 으나 

설계에 필요한 재료 데이터베이스와 같은 기본요건이 미비된 상태이다. 이렇게 

재료 데이터가 부족한 상태로는 가동원전에 문제가 발생하 을 경우에 독자적

으로 대처할 수 없고 신뢰도를 보장할 수 없으므로 경쟁력을 갖출 수도 없다. 

따라서 국외로의 원전수출까지 고려하면 국내 재료 데이터베이스를 필히 확보

해야하며, 원전재료 국산화 및 개선이 필수적이다. 그리고 원전 설계와 제조, 

수명연장을 위해서는 재료물성 데이터베이스는 시급하며, 외화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데이터베이스 관련 활용기술을 향상시켜 나가야 한다. 

노심재료 및 종합DB구축 분야에서는 크게 두 분류의 연구를 수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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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는 원자력재료의 종합DB를 구축하는 업무이며, 다른 하나는 원자력 환경

중 가장 심각한 조건 하에서 가동되고 있는 노심 내의 재료 거동을 연구하는 

업무이다. 1999년도부터 시작한 3년간의 제1단계 과제는, 노심재료 분야의 연구

는 경수로 노내구조물의 주재료인 스테인리스강의 노내외 물성을 평가하여 원

자력용 스테인리스강의 재료규격을 도출하 고, 가동중 원전에서 발생한 손상 

노심재료의 원인을 규명하 다. 그리고 원전환경 저항성이 더욱 우수한 개량/

대체재료 연구를 수행하고 노심재료의 연구를 한 단계 도약시킬 수 있는 신재

료기술을 개발하 다. 한편, 재료종합DB 구축 분야의 연구는 원자력재료팀 전

체의 업무와 긴 한 유대관계를 갖고 재료팀장을 비롯한 각 과제의 책임자와 

DB 전담자 등을 통합한 DB Task Force Team을 구성하여, 1차적으로 원자력

재료의 목록DB와 인장DB를 구축하고 인터넷에 공개하 다. 

본보고서의 제2장은 원자력 재료목록 DB 및 인장물성 DB 구축을 위하여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현황을 분석하고 데이터베이스 업무 역을 분석하여 원전

재료 데이터베이스 검색시스템을 개발한 내용을 서술하 다. 실험데이터의 신

뢰도 향상을 위한 품질관리 방법을 도출하고 재료목록DB와 재료인장DB의 

ERD와 FHD를 작성한 내용을 소개하 다. 그리고 원전재료 목록 DB 자료와 

대상소재의 인장자료를 입력하는 프로그램과 이용자들이 쉽게 검색할 수 있는 

출력프로그램을 설명하 다.

제3장은 노심재료의 손상사례를 분석하고 손상기구를 규명하여 요약하

다. 그리고 원자력급 316NG 스테인리스강의 재료규격을 설정하고 물성자료를 

생산하 다. 가동수명이 점점 길어지고 중성자 조사량이 높아짐에 따라 손상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 볼트와 핀 등의 체결부품의  피로와 응력이완, 

IASCC 등에 대하여 서술하 다. 광 2호기 CVCS 압력강하용 17-4 PH강 오

리피스 내부손상, 광 2호기에서 발생한 제어봉 안내관 X-750 파손 지지핀, 

고리 4호기에서 발생한 상단고정체 A600 및 STS304 손상나사 등의 손상부품

을 입수하여 손상원인을 분석하고 그 대응방안을 제시하 다. 

한편, 고온 및 내부식용 차세대 원자력용 스테인리스강으로 개발되고 있 

는 316LN 스테인리스강의 재료규격을 선정하기 위하여 다양한 합금조성과 실  

험 항목을 평가하 다. 재질별 스테인리스강의 물성평가를 위해서 고온 인장시  

험, 피로시험, 크리프시험, 미량원소 첨가 및 결정립 변화에 따른 기계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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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최적용접방안 도출 및 용접부의 고온강도 평가, 그리고 중성자조사에 의

한 인장 특성평가 등의 실험을 수행하고 결과를 자료집으로 생산하 다. 그리

고 하나로의 중성자를 이용한 오토래디오그래피 방법으로 금속내의 붕소원소를 

분석하는 기법과 시편의 준비와 검출기의 부착, fission track의 관찰과 도측

정 방법 등의 제반 요소기술을 설명하 다.

제4장은 노심환경에서 기존 재료보다 저항성을 갖는 대체재료의 개발현황

과 물성평가 결과를 기술하 다. 1차 냉각수에서 IGA 저항성을 갖는 X-750 합

금과 X-718 합금을 LiOH 용액에서 U-bend 실험한 결과를 요약하 다. 그리고 

10Cr 마르텐사이트 강에서 텅스텐 및 질소 원소 첨가가 미치는 충격에너지, 

600℃ 크리프 수명, 시효에 따른 금속 내의 석출물을 안정화 정도와 마르텐사

이트 래스의 성장 속도에 미치는 향 등을 시험하고 평가한 결과를 기술하

다. 입자빔 주입을 이용한 He bubble 거동 모사시험 연구 결과를 설명하고 활

용 가능성을 제시하 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본 연구결과의 결론을 맺고 활용방안을 제시하

다. 본 연구의 결과는 원자력재료 관련 연구 개발의 저변을 확대하고, 대외 원

자력 홍보에 크게 기여할 것이며, 국내 원전 노심재료의 독자적 설계 및 성능

평가에 기본 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원전 저항성 개량/대체재료 개발 자료는 

가동중 원전의 건전성 제고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차세대 원전과 미래형 원전 

등 제4세대 원전 개발의 기본 자료로 활용할 것이며, 노심재료 연구의 신기술 

개발은 나노기술을 활용한 양자공학 및 중성자과학 기술과 재료기술을 접목하

여 창의적인 원자력 기초․기반 기술의 확보에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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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원전재료종합 데이터베이스 구축

제 1 절 서 언

대부분의 원전 구조 문제, 손상 및 사고는 재료의 손상 및 결함으로부터 

출발한다. 국내 원전재료종합 데이터베이스 구축 없이는 국외기술 의존의 탈피

가 불가능하며, 새로운 개념의 원전 설계는 재료의 개량 및 원전재료종합 데이

터베이스를 기반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국내 산업과 원전 설계 개념에 부합

하는 원전재료종합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이 절실하다. 구조재료 데이터를 잘못 

사용하여 고유의 문제가 야기된 원전의 예가 국내외 다수 있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원전재료종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함으로써 가동 원전의 안전성 

평가에 대비하여야 하고, 부품의 설계와 제조에 재료물성의 데이터를 통계적으

로 처리하여 feedback 시킴으로써 원전 부품의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 원자력 

발전소의 건설과 설계는 국가의 전략적 산업이 되었다. 원자력 기술의 해외수

출은 국가경제의 어려움을 타개할 수 있는 유용한 산업이며, 관련 산업체의 파

급효과는 그 규모가 인력과 예산 측면에서 매우 크다. 세계화, 개방화의 WTO 

체제에서 원자력 기술의 독자적 확보와 원전부품의 국산화는 국내 산업의 경쟁

력을 제고하는 기본이 된다. ’95년 WTO 체재의 출범에 따라 발전설비 시장이 

개방되어 원전구조 설비재료 또한 경쟁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원전 구조설비 

재료의 국내 성능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원전설계제작의 국산화를 이루어 향후 

국내원전을 건설하는데 경쟁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현재 국산화된 원전은 외국 

설계기준을 바탕으로 국내에서 제작하 으나 설계에 필요한 재료 데이터베이스 

등의 기본요건이 미비된 상태이다. 이렇게 데이터가 미비된 상태로는 가동원전

에 문제가 발생하 을 경우에 독자적으로 대처할 수 없고 신뢰도를 보장할 수 

없으므로 경쟁력을 갖출 수도 없다. 따라서 국외로의 원전수출까지 고려하면 

국내 데이터베이스 확보를 통한 원전국산화 및 개선이 필수적이며, 원전 설계, 

제조, 운전, 규제, 수명연장에 필요한 재료특성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활용 관

련기술 향상으로 외화유출을 방지하여야 한다. 유럽, 미국 등의 원자력 설비 조

달시장이 정치적인 이유로 사양화되면서 침체 국면에 처하고 있으나, 동북아의 

경우에는 에너지원으로 원자력이 유일한 돌파구로서 상승 국면이 예측되므로 

독자적인 원전구조설비 데이터의 확보로 시장의 선점이 요구된다. 원전 설계에 

필요한 재료물성의 데이터베이스에서부터 가동중 원전의 건전성 평가를 위한 

재료거동까지 원자력 재료의 물성 자료는 가장 기본적 원자력 설계 및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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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이다. 따라서 노심재료 및 종합데이터베이스 구축은 원전부품의 건전성을 

입증하는 기초가 되어 대국민 신뢰구축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다.

1999년도에 시작한 원전재료종합 데이터베이스 구축과제는 1999년도에 원

전재료종합DB 구축을 위한 마스트플랜을 마련하 으며, 원전재료팀의 현황을 

외부로 전달할 수 있는 Home Page을 작성하 다. 2000년도에는 우리 나라에 

가동중인 표준원전(경수로형, 중수로형, 연구로형)과 각 호기에 사용된 부품재

료들의 물성자료를 DB화하 으며 각 호기별 주요 부품의 손상분석 자료를 데

이터베이스화하 다. 2001년에는 원전재료물성 자료를 위한 DB 구축작업 1단

계로 인장특성 자료를 데이터베이스구축을 수행하 다.

1. 연구배경

가. 국내 기술개발 실적 및 방향

- 데이터베이스 독자적 구축: 한국표준형 원전의 개발로 원전의 설계기술

이 자립화되고, 차세대 원전의 개발과 미래형 원전의 연구가 시작되면서 재료 

물성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었다. 현재까지는 문헌에 있는 

데이터와 설계코드에 내장되어 있는 해외의 데이터베이스를 토대로 설계하여 

왔다. 그러나 해외의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는 것은 그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데이터베이스를 변경, 혹은 수정할 수가 없으므로 설계를 개

량하거나 발전시키는데 한계가 있다. 특히 차세대 혹은 미래형 원전의 설계를 

위한 새로운 재료의 적용은 데이터베이스 부족으로 매우 곤경에 처해 있다. 따

라서 국내에서도 이러한 재료물성의 데이터베이스의 독자적 확보에 대한 관심

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관련 연구를 추진하고 있는 추세이다. 한국전력주식회사

에서는 ASME 코드 등을 근거로 발전설비 재료분석 평가시스템 PMAS를 개

발하 으며, 한국표준연구원은 국가 방재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각종 구조물의 

손상사례 등을 수집하고 있는 중이다. 원자력재료에 관해서는 그동안 원자력연

구소를 중심으로 재료의 손상사례와 원인을 분석하고 노내외 재료물성을 시험.

평가하여, 재질개선에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원전 설계를 위한 자료 혹은 원전 

운전.보수를 위한 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는 재료물성 데이터베이스 확보는 아

직 체계적으로 수행되지 못하 다. 데이터베이스를 위해서는 각종 원전재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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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성 있는 실험과 통계적 처리가 필요하므로, 일정한 수행체제와 품질관리체

제가 필요하다. 

- 부품 설계, 제조 국산화 추진: 원전부품의 국산화가 90 ％ 이상에 이르

으며, 이제 원자로 노심구조물 또한 국내에서 제조하고 있다. 국내의 제조설

비가 비록 해외기술에 의존하 으나 설치를 완료하고 기술을 확보하 으므로 

국내설비를 잘 활용할 단계이다. 부품의 제조뿐만 아니라 설계에까지 자립화 

단계에 이르 으면 다음 단계가 설비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국산 원전부품의 

기능을 개선하고 나아가 해외에 수출을 추진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원자

력 재료의 공급이 국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관련 재료물성의 평가, 데이터베

이스 구축이 독자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하나로 이용 재료조사시험 시작: 국내에서 재료조사시험을 할 수 있는 

연구로인 하나로가 가동되어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다. 재료조사용 캡슐의 설계 

및 제작 기술 또한 확보되어 예비시험을 마쳤다. 그 동안 원전재료의 시험 평

가가 노외 시험에 한정되어 있었다면 이제부터는 노내 시험으로 확대될 단계이

다. 원전재료가 중성자 조사 환경에서 사용되어지는 이상 원전재료의 중성자 

조사시험 및 건전성 평가는 원전재료 연구의 궁극적 목적지이다. 축적된 노외

시험기술 및 시험데이터를 근거로 하나로를 이용한 노내시험은 국내의 원전재

료 기술을 한 단계 비약시킬 것이며, 원전재료의 노내외 특성에 관한 국내의 

독자적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데 밑바탕을 형성하 다.

나. 국외 기술개발 실적 및 방향

  - 미국, WH, CE 및 프랑스 Framatome은 1970년초 원자력재료 데이터 

초안을 완성하고 규격을 설정하 다. 그후 지속적으로 재료시험로를 운용하여 

노외 및 노내 특성시험 및 평가결과를 수집하고 조사특성예측모델을 개발하

다. 전산시스템이 발전에 따라 이들 데이터를 library화하고 통계 처리하여 코

드화 하 다, 이와 같은 작업과 더불어 가동조건에서 원전구조재료의 성능 및 

특성을 평가하고 모사 가속화 시험을 통해 얻어진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입력하

면서 코드를 보완하 다. 뿐만 아니라, ‘80년 이후 고온, 고압, 고하중, 중성자 

조건, 수화학 등 각 원전에서의 가동사용결과에 따른 현장데이터를 입력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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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재료 데이터베이스를 현재까지 개선하고 있다. ’90년 이후 압력용기, 중

수로 압력관, 증기발생기 전열관, 배관 등이 원전 수화학 조건, 고온, 고압, 중

성자 조사, 하중에 따라 재료 손상 및 결함으로 기인한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

여 최근에는 IAEA 및 국제적 협력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생산 데이터를 교환

하고 다차원적 통계처리 및 변화곡선 도출하며 code를 다국적으로 구성하는 노

력을 하고 있다. 일본은 ‘96년부터 JAERI 및 NRIM을 중심으로 BWR 재료의 

재료 데이터베이스를 독자적으로 개발하고 있고 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미국, 

국, 프랑스, 독일 등 각 연구소가 다각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원전재료의 조

사시험을 위해 IAEA 및 OECD 등 국제협력 기구 등과 여러 나라는 공동평가

와 시험결과의 공동사용을 추구하고 있다. 

  - 원전부품의 수명연장을 위한 중성자 조사효과의 정량화: 원전의 수명을 

연장하고 원전 설계를 단순화하기 위해서 중성자 조사환경에 있는 노심재료는 

중성자 조사량과 조사조건에 따른 재료의 거동을 명확히 파악하여야 한다. 스

테인레스강의 조사거동에 대한 연구들은 여러 국가의 여러 연구자들이 수행하

여 보고한 바가 많다. 그러나 조사시험의 기술과 예산의 한계는 조사거동의 데

이터 확보에 큰 장애가 되고 있다. 해외에서는 각국의 실험자료를 근거로 노심

재료의 조사거동에 대한 정성적 이해와 이론적 논리를 기준으로 설계한계를 설

정해서 노심구조물의 설계에 적용해 오고 있다. 그러나 원전의 장수명과 노심

의 단순화, 미래형 원전의 설계 개발 등을 위하여 노심재료의 조사거동에 대한 

정량적 자료와 이해가 매우 필요해졌다. 따라서 선진국에서는 노심재료에 대한 

중성자 조사효과 연구를 중성자 조사조건 (온도, 중성자속, 중성자 spectrum, 

dpa rate)에 따른 미세조직 변화, 기계적 강도 변화, 인성 감소, 입계기공 형성, 

크리프 저항성 감소 등의 정량적 실험을 수행하고 있다.

제 2 절 원자력재료종합 데이터베이스 구축

1. 원전재료물성 종합데이터베이스 구축 전략

원전재료를 갖고 실시되는 실험는 다음과 같다.

  - 인장특성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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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격특성 실험

  - 피로특성 실험

  - 파괴특성 실험

  - 크리프 실험

  - 경도특성 실험

  - SCC 실험

  - 부식특성 실험

  - 균열특성 실험

위의 각종 실험을 데이터베이스를 한꺼번에 구축하는데는 분석/설계의 어려움

과 자료정리 및 제반여건의 준비미비 등 다수의 어려움이 있어 실험별로 따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추후에 공통적인 부분만을 통합하는 방법을 쓰기로 

하 다. 2001년도에는 첫 번째로 작업을 인장특성DB을 구축하기로 하 다.

가. 표준자료집(Data-Sheet) 설계

연구원들은 타이트한 업무 계획에 따라 실험 전에 목표로 하던 결과를 실

험을 통하여 획득하면 이 결과를 활용하여 논문이나 보고서 작성업무를 반복적

으로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일부 누락된 부분이 있어도 간과하는 경우가 많다. 

다른 연구원들이 누락된 실험자료를 보게되면 이 실험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심지어는 오해를 할 수도 있다. 또한 수십 명의 연구원들이 각자의 실험

을 수행하고 각자 실험결과를 정리하다보니 다른 연구원들에 의한 readability

가 떨어진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실험결과를 객관적인 관점

에서 정리할 수 있는 표준화된 양식을 개발하고 모든 실험자료를 이 양식에 따

라 정리하고 앞으로의 모든 실험은 이 양식에 따라 실험결과를 제출하기로 하

다. 연구원에 따라서는 일련의 작업들은 귀찮은 작업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모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작업이다. 또한 표준화된 양식에 사용되는 모든 

용어는 연관 학회에서 정의하고 있는 용어를 표준용어로 하고 수치 값들의 단

위들도 통일하기로 합의하 다. 한국원자력연소 원자력재료기술개발팀에서는 

구성들의 합의로 표준화된 인장특성 실험자료를 정리할 수 있는 표준화된 

Data-sheet를 개발하 다. 개발된 Data-sheet는 문서번호를 부여하고 적절한 

확인절차를 거쳐  관리되고 향후 개발될 데이터베이스에 입력하게 된다.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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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실시되었던 인장특성 자료들을 표준 Data-sheet에 따라 재정리 작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현재 120건의 Data-Sheet를 완성하 다.

* Data-Sheet 예제

Tensile test data sheet                            Doc. No. :  KAERI/TEN-G****/01

                                             공개정도 :   팀 (  )   소내 (  )  소외 (  )

Title :  Tensile properties of SA508-Gr.3 steel for UCN-4 RPV

Key words for test

1.  :  SA508-Gr.3         2.  :  Pressure Vessel            

3.  :  Small Specimen         4.  :  UCN-4                     

5.  :  Tensile                 6.  :  VCD                        

Date :         2001. 8. 313

Produced by :      Ji-Hyun Yoon      

                   Senior Researcher

Confirmed by :     Bong-Sang Lee     

                   Project Manager

Approved by :     Jun-Hwa Hong      

                       Director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Nuclear Materials Development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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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ynopsis of  Test

  (1) Experiment

- Type : Tensile

- Material : ASME SA508-Gr.3 steel(UCN-4)

- Key Parameter : Irradiation

- Organization : KAERI

- Date : 2000. 1. .

- Conductor : Ji-Hyun Yoon

- Remark : Small specimen

  (2) Reference

- Title : Evaluation of neutron irradiation embrittlement of the 

Korean reactor pressure vessel steels (Final report)

- Author : J.H. Hong et al

- Source : KAERI/CR-116/2001

- Information :

2.  Material Information

  (1) Material

- Heat Number : 2C28168/2C28169

 (Material ID)

- Specification : ASME SA508-Gr.3

- Maker : Doosan Heavy Industries & Construction Co. Ltd.

- Making Date :

- Shape type : Forged block

- Remark : UCN-4, Lower shell

  (2) Production Procedure

- Melting method : Vaccum Carbon Deoxidation + AI

- Weight(kg) :

- Procedure : Forging

  * Rolling pass number :

  * Reduction ratio (%) :

- Heat Treatment

1 2 3 4

 * Heating rate(℃/min) :

 * Temperature (℃) :

 * Holding time (hr) :

 * End temperature (℃)

 * Cooling rate (℃/min)

 * Environment :

880

8

A.C.

625

8

A.C.

880

6.75

W.C.

655

8.5

A.C

  - Product size

  * Width(m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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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ength(mm) :

  * Thickness(mm) : 250 (approx.)

- Remark

  (3) Chemical composition(wt％)

- Analysis organization :Doosan Heavy Industries & Construction Co., Ltd.

- Sampling method :

- Analysis type :

- Analysis method :

C Mn P S Si Ni Cr Mo V Cu Al Fe Others

0.19 1.35 0.006 0.002 0.008 0.82 0.17 0.51 0.002 0.03 0.009 Bal.

- Table :

- Remark

  (4) Microstructure of product

- Analysis method : Optical microscope

- Analysis organization : KAERI

- Phase : Upper bainite

- Phase fraction(％) :

- Grain size(㎛) : 30 (approx.)

- Photography of grain size

- Remark

3. Specimen information

  (1) Heat treatment

1 2 3 4

 * Heating rate(℃/min) :

 * Temperature (℃) :

 * Holding time (hr) :

 * Cooling method :

 * Cooling rate (℃/min)

 * Environment :

880

8

A.C.

625

8

A.C.

880

6.75

W.C.

655

8.5

A.C

- Remark

  (2) Shape

- Type :

cylindrical (rod) rectangular(plate)

- Gage diameter (mm) :

- Gage length (mm) :

- Gage width (mm) :

- Gage thickness (mm) :

9.4

3

1.5

- Sampling direction : T

- Sampling position : 1/4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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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rface finish : Polished to #1000 to parallel to the length of specimen

- Drawing

  (3) Microstructure of specimen

- Analysis method : Optical microscope

- Analysis organization : KAERI

- Phase : Upper bainite

- Phase fraction(％) :

- Grain size(㎛) : 30 (approx.)

- Photograph :

  (4) Irradiation condition

- Reactor :

- Hole number :

- Starting date :

- Ending date :

- Time(days) :

- Particle type :

- Fluence (n/cm2)(>1 Mev) :

- Fluence (n/cm2)(>0.1 Mev) :

- Thermal Fluence (n/cm2) :

- Flux (n/cm2ㆍsec) :

- Temperature (℃) :

- Capsule number :

- Specimen location :

- Capsule draw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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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luence calculation code :

- Remark

  (5) Welding condition

- Organization :

- Conductor :

- Date :

- Method :

- Wire :

- Flux :

- Groove shape :

  * Angle ( ) :

  * Depth (mm) :

  * Width (mm) :

- Operating (Manual, auto) :

- Pass number :

- Preheating temperature (℃) :

- Preheating time(hr) :

- Interpass temperature (℃) :

- Current (A) :

- Voltage (V) :

- Speed (mm/s) :

- Heat input (kJ/cm) :

- Post weld heat treatment

First Second Third

Temperature (℃)

Time (hr)

4. Experimental information

  (1) Experimental condition

- Machine name : MTS 810

- Control mode : displacement

- Strain rate ( /s) : 9.25 ×10-4

- Environment : Air

- Extensometer :

- Temperature (℃) : 20 ∼288

  (2) Experimental result

- Determining Method of YS : 0.2% off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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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sults

시편
번호

Temp.
(℃)

E
(Gpa)

YS
(MPa)

UTS
(MPa)

FS
(MPa)

Tot. El
(%)

Uni. El
(%)

RA
(%)

Curve 명칭 Data 시트명

E201 20 429 572 20.1 11.0 C-21215 D-21215

E202 20 436 582 18.3 10.1 C-21216 D-21216

E203 43 441 574 19.1 10.7 C-21217 D-21217

E204 43 437 578 17.2 10.3 C-21221 D-21221

E205 149 408 537 13.0 7.4 C-21218 D-21218

E206 149 407 529 14.6 8.0 C-21264 D-21264

E207 288 406 540 14.5 8.0 C-21219 D-21219

E208 288 419 552 13.7 7.2 C-B10 D-B10

YS : Yield strength Curve 명칭 : Stress-Strain Curve 명칭

UTS : Ultimate tensile strength Data 시트 : Strain Stress Raw Data

FS : Fracture strength             의 Worksheet명

Tot. : Total elongation

Uni. : Uniform elongation

R.A : Reduction of Area

- Stress - Strain Curve

C-21215                                 C-21216

0 .0 0 0 .0 5 0 .1 0 0 .1 5 0 .2 0 0 .2 5
0

1 0 0

2 0 0

3 0 0

4 0 0

5 0 0

6 0 0

7 0 0

Y S  =  4 3 6  M P a
U T S  =  5 8 2  M P a
T E  =  1 8 .3  %
U E  =  1 0 .1  %

2 1 2 1 6  (U 4 , 2 0 oC )

St
re

ss
 (M

Pa
)

S tra in  (m m /m m )
        0 .0 0 0 .0 5 0 .1 0 0 .1 5 0 .2 0 0 .2 5

0

1 0 0

2 0 0

3 0 0

4 0 0

5 0 0

6 0 0

7 0 0

Y S  =  4 2 9  M P a
U T S  =  5 7 2  M P a
T E  =  2 0 .1  %
U E  =  1 1 .0  %

2 1 2 1 5  (U 4 , 2 0 oC )

St
re

ss
 (M

Pa
)

S t ra in  (m m /m m )
                   

                        

C-21217                                  C-21221

0 .00 0 .05 0 .10 0 .15 0 .20 0 .25
0

100

200

300

400

500

600

700

2 12 2 1  (U 4 ,2 8 8 oC )

S tra in  (m m /m m )

St
re

ss
 (M

Pa
)

Y S  =  4 3 7  M P a
U T S  =  5 7 8  M P a
T E  =  1 7 .2  %
U E  =  1 0 .3  %

       0 .0 0 0 .0 5 0 .1 0 0 .1 5 0 .2 0 0 .2 5
0

1 0 0

2 0 0

3 0 0

4 0 0

5 0 0

6 0 0

7 0 0

2 1 2 1 7  (U 4 , 4 3 oC )

S tra in  (m m /m m )

St
re

ss
 (M

Pa
)

Y S  =  4 4 1  M P a
U T S  =  5 7 4  M P a
T E  =  1 9 .1  %
U E  =  1 0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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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21218                           C-21264

            0 .00 0 .05 0 .10 0 .15 0 .20 0 .25
0

1 00

2 00

3 00

4 00

5 00

6 00

7 00

21 2 1 8  (U 4 , 14 9 oC )

S tra in  (m m /m m )

St
re

ss
 (M

Pa
)

Y S  =  4 0 8  M P a
U T S  =  5 37  M P a
T E  =  13 .0  %
U E  =  7 .4  %

0.0 0 0.05 0.10 0 .15 0 .20 0 .25
0

1 00

2 00

3 00

4 00

5 00

6 00

7 00

2 1 2 6 4  (U 4 , 1 4 9 oC )

S tra in  (m m /m m )

St
re

ss
 (M

Pa
)

Y S  =  4 0 7  M P a
U T S  =  5 2 9  M P a
T E  =  1 4 .6  %
U E  =  8 .0  %

                

                        C-21219                           C-B10

            0.00 0.05 0.10 0.15 0.20 0.25
0

100

200

300

400

500

600

700

21219 (U4, 288oC)

Strain (mm/mm)

St
re

ss
 (M

Pa
)

YS  = 406 MPa
UTS = 540 MPa
TE = 14.5 %
UE = 8 .0 %

0.00 0.05 0.10 0.15 0.20 0.25
0

100

200

300

400

500

600

700

YS = 419 MPa
UTS = 552 MPa
TE = 13.7 %
UE = 7.2 %

B-10 (U4, 288oC)

St
re

ss
 (M

Pa
)

Strain (mm/mm)

나. 인장특성 자료 분석

표준화된 Data-sheet를 근거로 데이터베이스를 설계작업을 수행한다. 표

준화된 Data-sheet를 보면 자료를 크게 4개의 법주로 분류가능한데 다음과 같

다.

  

   - 소재에 관한 자료

   - 시편에 관한 자료

   - 실험조건/결과 및 개요에 관한 자료

   - Data-sheet에 관한 자료

(1) 소재에 관한 자료

소재에 관련된 자료에는 소재의 제조에 관련된 일반적인 자료 즉 형태, 재

료규격, 제조업자, 등과 제조공정에 관련된 자료, 화학조성에 관련된 정보, 재료

의 미세 조직에 관련된 자료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조공정 자료에는 용해방

법에 관한 자료, 압연에 관한 자료, 열처리에 관한 자료, 재료의 규격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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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등이 있다. 화학조성에 관한 자료에는 분석방법에 관한 자료, 19개의 원소

들에 관한 자료 등과 19개 원소를 제외한 나머지 원소는 기타 원소를 기록하도

록 하 다. 소재의 미세 조직에 관한 자료에는 분석방법 phase에 관한 자료, 

grain 크기와 사진 자료들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사진도 데이터베이스에 같이 

보관하여 추후에 자료를 검색하는 연구원들 이해를 돕기로 하 다. 

(2) 시편에 관한 자료

하나의 소재에서 다수의 시편들이 생산될 수 있고 각각 시편들은 각기 다

른 방법으로 가공과정을 거쳐서 하나의 시편이 완성된다. 연구원들은 다수의 

시편들은 동일한 소재와 동일한 시편 가공공정을 거쳐 가공하고 실험조건만을 

달리하는 다수의 실험을 동시에 실시한다. 이런 경우 다수의 시편을 논리적으

로 하나의 시편으로 분류하여 시편번호를 부여하는 방법이 있고, 실제로 시편

하나마다 각각 시편번호를 부여하는 방법이 있다. 전자의 경우에는 동일한 시

편에 관한 자료가 중복되지 않으므로 Data-sheet 작성 및 데이터베이스에 자료

입력 및 관리가 간편하나 실제 시편번호 하나에 다수의 시편이 있는 경우가 있

으나 실험번호와 실제의 시편번호를 일치시킴으로서 해결할 수 있다. 후자의 

경우에는 실제의 시편번호와 데이터베이스 상의 시편번호가 일치하는 장점은 

있으나 자료정리 및 데이터베이스에 자료입력 및 관리가 매우 어렵고 복잡하

다. 그래서 원자력재료기술개발팀에서는 전자를 기준으로 삼았다. 시편자료에는 

시편의 조사관련 자료, 형상에 관한 자료, 용접에 관련 자료, 열처리 관련 자료, 

시편 미세 조직에 관련 자료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3) 실험조건/결과에 관한 자료

실험은 여러 가지 조건 변수 하에서 이루어진다. 실제의 실험 조건을 자세

히 기술함으로써 실험에 객관성을 부여받을 수 있다. 시편에 관한 자료에 기술

하 듯이 논리적으로 동일한 시편번호를 부여받은 다수의 시편을 갖고서 주로 

온도의 변수를 달리하여 동시에 다수의 실험을 실시한다. 이 때 하나 하나의 

실험에 대하여 각각의 실험번호를 부여하면 실험 조건과 실험결과를 관리할 수 

있다. 실험조건/결과에 관한 자료에는 실험조건변수에 관한 자료, 실험결과에 

관한 자료, 전반적인 실험개요 및 참고자료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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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Data-sheet에 관한 자료

Data-sheet는 통상적으로 하나의 시편에 대하여 1부씩 발간된다. 

Data-sheet에는 문서번호가 부여되며 소책자로 발간되어 보관 및 내외에 배포

된다. Data-sheet는 Excel 파일로 작성되며 소책자 제출 시에 파일도 동시에 

제출된다. 제출된 data-sheet에 관련된 모든 자료 및 excel 파일은 데이터베이

스로 저장되어 관리된다.

데이터베이스 분석/설계 작업은 Oracle사의 분석/설계 도구인 Designer 

2000를 사용하여 ERD(Entity Relationship Diagram)으로 작성되고 추후 데이

터베이스 구축작업에 필요한 source code를 산출할 수 있다.

다. 인장특성 응용프로그램 분석

응용프로그램의 분석는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있는 자료를 고객들에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응용프로그램에는 크게 내부적으로 사용될 자료관리

용 프로그램과 외부 일반고객들이 자료검색용 프로그램으로 분류된다. 자료관

리용 프로그램은 관리자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자료의 역별로 자료를 일관성 

있게 관리할 수 있도록 설계하 는데 소재관련 자료 관리용 모듈, 시편관련 자

료 관리용 모듈, 실험개요 및 참고문헌 자료관리용 모듈, 실험관련 자료 관리용 

모듈, Data-sheet 관리용 모듈로 구성되어 있다. 자료검색용 프로그램은 고객들

이 첫 화면을 4개의 주제별로 접근 가능하게 구성하 는데 일반 자료출력과 조

건검색을 하나의 모듈에 이루어지도록 설계하 다. 또한 4개의 모듈은 상호 연

계되어 고객들이 간단하게 원하는 자료를 얻을 수 있게 설계하 다. 자료검색

용 프로그램은 소재관련 자료 검색 모듈, 시편관련 자료검색 모듈, 실험관련 자

료검색 모듈, 복합의 조건을 부여하여 원하는 자료 검색용 모듈로 구성되어 있

다. 응용프로그램 분석는 FHD(Function Hierarchy Diagram)으로 작성되었다.

라. 인장특성 DB 설계

인장특성 자료 분석을 기준으로 인장특성DB를 설계하 다. Fig. 2.2.1은  

인장특성 DB의 ERD(Entity Relationship Diagram)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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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인장특성DB 응용프로그램 설계   

인장물성 실험자료의 분석을 바탕으로 응용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FHD(Function Hierarchy Diagram)을 설계하 고 Fig. 2.2.2에 기술하 다. 응

용프로그램은 크게 자료검색 부분과 자료관리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인장특

성DB의 사용자는 다음과 같이 분류하고 각 사용자의 자료에 권한에 차이를 두

었다.

  - 관리자 : 모든 자료의 입출력 및 수정/삭제가 가능함.

  - 원전재료기술개발팀 : 모든 자료의 검색 및 Data-Sheet 파일 Download가 

    가능함.

  - 일반사용자 : 자료의 검색만 가능함.

바. 인장특성DB 개발

  - 시키마 구축

     User ID : tensile

     Tablespace 구축

        Data Tablespace : TENSILE, size : 1000MB

        Index Tablespace : TENSILE_I, SIZE 500MB

  - 자료입력 : 2단계에서 입력예정

사. 인장특성DB 응용프로그램 개발

  - 시스템 환경 : Internet 방식으로 개발

  - Web Server : Oracle사의 9iAS(Internet Application Server)

  - 사용 tool : Java, JSP

  - 자료 관리는 관리자만이 접근이 가능함

  -  개발된 화면은 Fig. 2.2.3, Fig. 2.2.4, Fig. 2.2.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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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전재료목록DB 구축

원전재료목록DB 구축을 위한 분석/설계 작업과 목록 자료의 수집/정리 및 

DB 시스템구축 작업을 2000년도에 수행하 는데 계획된 작업은 다음과 같다. 

  * 원전재료목록DB용 자료 수집 정리 작업

  * 원전재료목록DB 구축 및 자료 입력

  * 원전재료목록DB 검색시스템 개발

  * DB Server 설치 및 Web Server 유지 보수

가. 원전재료목록 DB용 자료 수집/정리 작업

    * 한국 표준 경수로형 원전 자료 수집

      - 조감도 및 계통도

      - 시스템의 설계도면 일부 수집

      - 재료목록 자료 수집 정리

        System 자료 : 35개

        Component 자료 : 353개

        Part 자료 : 1426개

        화학 조성 자료 : 486개

        인장 규격 자료 : 423개

        충격 규격 자료 : 41개

    * 한국 표준 중수로형 원전 자료 수집

      - 조감도 및 계통도

    * 호기별 원전 자료 수집

       System 자료 : 5개

       Component 자료 : 73개

       Part 자료 : 620개

    * 손상 자료 수집

      - 재료팀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MS-Word로 작성

      - 외국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료 수집 



- 21 -

나. 원전재료목록 DB 구축 및 자료 입력

    * 원전재료목록 DB ERD 작성(Fig. 2.2.1 참조) 

    * 원전재료목록 DB의 Table 설명(Table 2.2.1 참조)                      

    * 원전재료목록 DB 구축

      - 시키마 구축

       User 등록 : mtl_itm

       Tablespace 구축

           Data tablespace : MTL_ITM size : 200MB  

           Index tablespace : MTL_ITM_I size : 50MB

    * 자료 입력

      - 현재 목록 재료관련 수집된 자료는 입력됨.

      - 손상자료는 현재 재료팀에 정리되어 있는 자료를 입력하고 나머지 

        자료는 입수되는 대로 입력 예정.

      - 노형별  조감도 및 설계도 입수하여 입력하 으며 표준형 경수로의 

        시스템 설계도는 일부 준비되어 입력함 . 

다. 원전재료목록 DB 검색시스템 개발

    * 검색시스템은 Web으로 개발 : 국내에 공개

    * 자료 입력시스템은 Web으로 개발되었으나 재료팀원만이 입력 가능

    * 시스템 개발은 외주로 개발하여 11월 말경에 정상 운 됨

    * 손상자료는 MS-Word로 작성하며 현재는 재목만이 key word 검색가능

    * 개발된 검색시스템의 FHD(Function Hierarchy Diagram)은 Fig. 2.2와 

      같다.

    * Fig. 2.2.8은 개발된 원전재료목록 DB에서 한국표준 경수로의 재료 검색 

화면의 Reactor internals 계통 중 한 기기이고 Fig. 2.2.9는 손상정보 검

색 화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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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DB Server 설치 및 Web Server 유지 보수

가. H/W 구성도

 

Web 시스템의 H/W는 경제성 및 유지보수의 편리성을 고려하여 PC 서버

로 구성하 다. PC의 눈부신 성능 향상과 탁월한 가격경쟁력을 바탕으로 이미 

Workstation의 자리를 차지하 다. DB서버는 앞으로 개발될 다양한 DB시스템

의 개발 및 운 을 하기 때문에 상위급의 시스템을 선정하 다. 특히 DB서버

의 HDD은 C Driver와 E Driver로 구성되어 있으며 C Driver에는 O/S와 

ORACLE RDBMS S/W가 설치되어 있다. E Driver는 Raid 방식으로 40GB급 

Disk 6개로 구성되어 있다. 이중 5개의 Disk는 직접 활용되며 1개의 Disk는 예

비용으로 활용된다. Raid 방식은 Raid Controller에서 5개의 Disk에 자료할당을 

골고루 분산하여 사용함으로써 하나의 Disk에 I/O가 집중 발생되는 병목현상을 

막아줌으로써 시스템의 성능을 향상시킨다. DB Server에는 Backup 장비로 

80GB DLT Tape Driver가 설치되어 있다. DB서버는 현재 ‘원전기기성능검증’ 

과제와 같이 사용하고 있는 상태로서 2002년 연말에는 새로운 H/W를 마련하

여 분리할 예정이다. Web 서버는 2개의 CPU를 장착한 PC 서버를 사용하 다.  

이 서버에는 10GB급 2개의 Hard Disk가 설치되어 있는데 Driver C는 2개의 

Partition으로 분리되어 C Driver와 F Driver로 구성되어 있다. Driver C에는 

Windows 2000 Server가 설치되어 있으며 그 밖의 도구들이 설치되어 있다. F 

Driver에는 홈페이지 관련된 자료들이 수록되어 있다. Driver D도 2개의 

Partition으로 분리되어 D Driver와 G Driver로 구분되어 있다. Driver D에는 

ORACLE사의 Web Server인 Oracle 9iAS가 설치되어 있다. Driver G에는 예

비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Web Server는 KAERI 외부망에 설치되어 모든 사용

자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모든 헤커나 바이러스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으며 가장 자료의 손실이나 파괴가 쉽게 일어날 가능성이 존재한

다. 시스템 구성은 가장 큰 원칙으로 Web 서버에는 어떠한 자료도 존재하지 

않고 단지 응용프로그램과 언제든지 복구가 가능한 도구(tool)들만 설치되어 있

으며 모든 자료는 DB 서버에 저장되도록 구성하려 하 으나 개발 당시의 기술

력 부족으로 인하여 이미지나 복합문서 자료는  Web 서버에 저장하고 나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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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는 전부 DB 서버에 저장한다. Web 서버와 DB 서버 사이의 자료 교환은 

Fire Wall 서버에 특정 Port를 통하여 Oracle사의 SQL*Net를 통하여 통신을 

하고 있는데 모든 메시지는 암호화된다. Web 서버는 외부의 부적절한 접근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리자(Administrator) 사용자만 등록되어 있으며 사용하지 않

은 서비스들도 되도록 정지시켜 두었다. (Fig. 2.2.10 참조)

  * DB 서버

     - IP Address : 147.43.14.66

     - Gateway Address : 147.43.14.1

     - Subnet Mask : 255.255.255.0

     - System name : eqdb.kaeri.re.kr

  * Web 서버

     - IP Address : 192.104.15.51

     - Gateway Address : 192.104.15.1

     - Subnet Mask : 255.255.255.0

     - System name : matdb.kaeri.re.kr

나. S/W 구성도

현재 설치되어 있는 S/W들은 Web 서버, DB 서버 각각 다음과 같다. 

(Fig. 2.2.11 참조)

  * Web 서버

   - OS : Windows 2000 Server

   - Network : TCP/IP

   - API : Oracle SQL*Net8

   - Web Server : Oracle 9iAS(Internet Application Server) 1.0.2.2

   - Browser : MS Internet Explorer 5.0

   - 개발도구 : MS Visual C++ 6.0, MS Visual SourceSafe 6.0

   - Vaccine : V3Net For Windows Server

  * DB 서버

   - OS : Windows 2000 Server



- 24 -

   - Network : TCP/IP

   - API : Oracle SQL*Net8

   - DBMS : Oracle 9i 

   - Browser : MS Internet Explorer 5.0

   - 일반도구 : MS Office, 한  97

   - Vaccine : V3Net For Windows Server

  * Web Server와 DB Server 통신을 위한 Fire Wall의 Port Open

   - 담당자 : 정보통신과 황혜선(Tel. 8338)

   - Rule name : Permit-Oracle

   - Description : Soojin Park

   - Rule : 외부망 IP : 192.104.15.51, Port : 1521

            내부망 IP : 147.43.14.66, Port : 1521

  * DB 서버의 Oracle RDBMS 설치

   - E:\ORACLE에 설치함

   - DB_NAME : EQDB

   - instance_name : EQDB

   - undo_management = AUTO : Rollback Segment의 크기를 자동으로 

     조정함

   - control_files = ("e:\oracle\oradata\EQDB\control01.ctl", "e:\oracle\ora

     data\EQDB\control02.ctl", "e:\oracle_control_file\control03.ctl") : 제어 

     파일의 손상에 대비하여 E Driver에 복사함.

   - Temporary Tablespace 크기 조정 : E:\ORACLE\PRODUCT\ORA90\ 

      EQDB\TEMP01.DBF의 크기를 1GB로 조정, dba_temp_files view에서

      확인

   - background_dump_dest=E:\ORACLE\admin\EQDB\bdump

   - core_dump_dest=E:\ORACLE\admin\EQDB\cdump

   - timed_statistics=TRUE

   - user_dump_dest=E:\ORACLE\admin\EQDB\udump

   - 설치 작업 후에 sys user로 login하여 다음의 script를 수행

      SQL> @E:\Oracle\PRODUCT\ORA90\Rdbms\Admin\cata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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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QL> @E:\Oracle\PRODUCT\ORA90\Rdbms\Admin\catproc

   - System user로 login 후 시스템이 사용하는 tablespace의 크기를 조정함

      SQL> alter database datafile C:\ORACLE\PRODUCT\ORA90\

             EQDB\SYSTEM01.DBF resize 600MB;

      SQL> alter database datafile C:\ORACLE\PRODUCT\ORA90\ 

             EQDB\USERS01.DBF resize 400MB;

      SQL> alter database datafile C:\ORACLE\PRODUCT\ORA90\ 

             EQDB\UNDOTBS01.DBF resize 1000MB;

      SQL> alter database datafile C:\ORACLE\PRODUCT\ORA90\ 

             EQDB\TOOLS01.DBF resize 200MB;

      SQL> alter database datafile C:\ORACLE\PRODUCT\ORA90\ 

             EQDB\INDX01.DBF resize 300MB;

      SQL> alter database datafile C:\ORACLE\PRODUCT\ORA90\ 

             EQDB\DRSYS01.DBF resize 300MB;

      SQL> alter database datafile C:\ORACLE\PRODUCT\ORA90\ 

             EQDB\CWMLITE01.DBF resize 300MB;

      SQL> alter database datafile C:\ORACLE\PRODUCT\ORA90\ 

             EQDB\EXAMPLE01.DBF resize 150MB;

      SQL> alter database tempfile C:\ORACLE\PRODUCT\ORA90\ 

             EQDB\TEMP01.DBF resize 1000MB;

  * Oracle 9iAS Web Server 설치

   - Installation Types : Enterprise Edition - includes Oracle9iAS Wireless 

     선택

   - Origin Database Connection Information :

           Host Name : EQDB.kaeri.re.kr

           Port Number : 1521

           Srevice Name : EQDB

   - Oracle 9iAS Portal 설치

           Portal DAD Name : portal30

           Portal Schema Name : portal30

           Connection String : EQDB:1521:EQDB(장비명:port번호:S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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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abase Access Description(DAD) for the Login Server

           Login Server DAD Name : portal30_sso

           Login Server Schema Name : portal30_sso

   - Origin Database Connection Information

           Host Name : EQDB.kaeri.re.kr

           Port Number : 1521

           Service Name : EQDB

   - DB Server의 SYSDBA 사용자 명칭, 비 번호, NT'S User's Password 

     입력

   - Wireless Edition repository information

           Hostname : EQDB.kaeri.re.kr

           Port : 1521

           SID : EQDB

   - Wireless Edition schema information

           Username : p2go

           Password : ******

  * Oracle9iAS Portal Configuration Assistant 

   - Installation Options : Install Oracle9iAS Portal and the Login Server 

     선택

   - Identify Repository Database

           Sys password : ******

           Connect Information : EQDB:1521:EQDB

   - Oracle9iAS Portal Repository Schema 

           Portal Repository Schema : portal30

           Portal Repository DAD : portal30

   - Login Server Repository Schema

           Login Server Repository Schema : portal30_sso

           Login Server Repository DAD : portal30_sso

   - Tablespace Options

           Default Tablespace : us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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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mporary Tablespace : temp

           Document Tablespace : users

           Logging Tablespace : users

   - Test

          http://eqdb:80/pls/portal30/

          http://eqdb:80/pls/portal30_sso/

          http://eqdb:80/pls/admin_/gateway.htm

  * Oracle Database Cache 및 Oracle 9iAS Internet File System 설치는 

    매뉴얼 참조 

 

  * Oracle 9iAS와 Oracle 9i DBMS 사이의 자료전송을 위한 연결

   - 사용도구 : SQL*Net Configuration Tool

   - 실행 : 시작 > 프로그램 > Oracle - iSuites > NetWork Administration 

      > Net8 Configuration Assistant 실행

   - 정의사항(Net8 Configuration Assistant 화면)

       1. 작업 종류 선택 : ‘추가’ 선택(Net8 Configuration Assistant : 네트 

          서비스 이름 구성 화면)

       2. DB 버전 선택 : ‘Oracle8i 데이터베이스 또는 서비스’ 선택(Net8     

        Configuration Assistant : 네트 서비스 이름 구성, 데이터베이스 이름  

        화면)

       3. 서비스명 입력 : 서비스 이름 : 'eqdb'(서비스명은 Global DB 

         명칭이며 SID와 동일하게 주면 편리함)입력(Net8 Configuration 

         Assistant : 네트 서비스 이름 구성, 서비스 이름 화면)

       4. 프로토콜 입력 : ‘TCP’ 선택(Net8 Configuration Assistant : 네트 

         서비스 이름 구성, 프로토콜 선택 화면)

       5. 호스트명 입력 : 'matdb'(DB 서버의 host명칭 또는 IP 주소) 

         입력하고 ‘표준 포트번호 사용‘을 선택(Net8 Configuration Assistant 

          : 네트 서비스 이름 구성, TCP/IP 프로토콜 화면)

       6. 테스트 여부 선택 : ‘예 테스트를 수행합니다’ 선택(Net8 

          Configuration Assistant : 네트 서비스 이름 구성, 테스트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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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네트 서비스이름 : ‘matdb' 입력Net8 Configuration Assistant : 네트 

         서비스 이름 구성, 네트 서비스 이름 화면)

   - 테스트 : 명령어 화면에서 c:\>tnsping matdb

4. 원자력재료기술개발팀 Home-Page 개발 

가. 재료팀 Web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

    - 재료팀의 연구활동과 산출물들을 국내외 다수의 타 기관에서의 효율적인 

     공유

    - 재료팀에서 종합원전재료 DB 시스템의 개발에 앞서 Web 시스템의 구축

     은 기초작업

    - 재료팀 팀원간의 연구 효율성 향상과 업무처리를 위하여 필요성 제기

나. 재료팀 Web 시스템 업무범위

    - 공지사항 : 재료팀 내부에서 외부로 전할 소식과제를 볼 수 있다. 

    - 조  직 : 재료팀에서 수행하고 있는 주요 연구 분야를 게재하고 특정 분

              야를 선택하면 그 분야에 관한 정보를 볼 수 있으며 다음과 같

              은 하위메뉴 검색이 가능하다.

        구성원 : 특정 분야의 구성이 나열되고 특정인을 선택하면 간략한 인

                 적 사항과 관심 사항을 볼 수 있다.

        연구 내용 : 특정 분야의 연구 내용을 볼 수 있다.

        산출물 : 특정 분야의 연구를 수행하면서 산출된 논문 및 특허를 볼

                수 있다. 

    - 연구 활동 : 재료팀에서 수행 중인 모든 과제를 볼 수 있다.

    - 연구 장비 : 재료팀에서 보유 중인 대표적인 장비 리스트를 볼 수 있다.  

    - 연구성과물 : 모든 과제 수행 중 산출된 논문 및 특허를 주제별로 분류

                   하여 볼 수 있다.

    - 게시판 : 재료팀의 Web 시스템을 방문한 사용자의 의견 및 문의 사항을 

             게재하고 답변을 볼 수 있다.

    - 자료실 : 등록된 각종 자료들을 download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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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 Site : 타 기관 및 외국의 원전재료 관련 Web Site를 연결할 수 있

                다.

    - 학회일정 : 국내외에서 개최되는 각종 학회의 일정을 볼 수 있다.

    - 내부 업무 : 재료팀의 간단한 내부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것으로 일반인

                의 접근이 제한된다. 

        BBS : 재료팀 내부의 각종 뉴스 및 공지 사항을 개재한다.

        연구장비관리 :재료팀 내에 보유학 있는 장비들의 현황과 관리상태 및 

                     관리자 자료를 관리한다.

        재료 DB 이용자관리 : 원전재료 종합DB의 사용자를 관리한다.

        자료실 : 자료실의 자료를 관리한다.

    - 자료입력 : Web에 관련된 각종 자료를 관리한다.

        새소식관리 : 공지사항의 자료를 관리한다.

        조직관리 : 재료팀의 조직을 관리한다.

        인력관리 : 재료팀의 참여인력을 조직별로 관리한다.

        연구과제관리 : 재료팀에서 수행하고 있는 각종 과제들의 현황을 관리

                       한다.

        성과물관리 : 연구수행 중에 산출된 논문, 보고서, 특허 등을 관리한다.

        게시판관리 : 게시판의 자료를 관리한다.

        학회일정관리 : 각종 학회의 일정을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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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Web 시스템의 DB의 ERD(Entity Relationship Diagram)

SCHEDULE
#  SRL
o  SABUN
o  SCH_START
o  SCH_END
o  TITLE
o  CONTENTS

TOOL_KIND
#  KIND
o  NAME

TOOL_DATA
#  TOO_ID
o  TEAM_NO
o  KIND
o  NAME
o  MODEL
o  VOLUME
o  REMARK
o  MANAGER
o  IMG_PATH

DATA_BOARD
#  ID
#  SABUN
o  CNT
o  TITLE
o  CONTENT
o  FILE_NAME
o  INOUT_FLAG
o  DATE_TIME

MTL_QNA
*  SEQ
*  STEP
*  DEPT
*  LINK
*  NAME
*  PASSWD
o  MAIL
*  TITLE
o  VISITED
...

TOOL_MD_DV
#  MIDD_DIV
o  NAME
o  ENG_FLAG

TOOL_LG_DV
#  LARG_DIV
o  NAME

PERSONNEL
#  SABUN
*  PASSWD
*  NAME
*  SECURITY
o  E_MAIL
o  TEL_NO
o  ADDRESS
*  TEAM_NO
o  MAJOR
o  INTEREST
o  SAJIN
o  ENG_FLG
o  BOJIK

SUBJECT
#  CLASS_CODE
#  SUBJ_CODE
o  SUBJ_NAME

CLASS
#  CLASS_CODE
*  CLASS_NAMEBBS

#  ID
*  SABUN
o  DATE_TIME
o  TITLE
o  CONTENT
o  CNT

TOOL
#  TOOL_ID
o  NAME
o  LARG_DIV
o  MAKER
o  MODEL
o  BUY_DATE
o  MANAGER
o  TEAM_NO
o  LOCATION
o  JASAN_NO
o  REMARK
o  BUY_PRICE
o  ENG_FLAG

JOIN

OUTPUT
#  SEQ
o  TITLE
o  CLASS_CODE
o  SUBJ_CODE
o  TEAM_NO
o  CO_AUTH
o  REG_ORG
o  REG_DATE
o  PAGE
o  ABSTRACT
o  ENG_FLG

NEWS
#  ID
o  SABUN
o  DATE_TIME
o  TITLE
o  CNT
o  CONTENT1
*  ENG_FLAG

VISITOR
#  ID
o  NAME
o  E_MAIL
o  TEL
o  COMPANY
o  PASSWD
o  INTEREST
o  ADVICE
o  CNT
...

PROJECT
#  PROJECT_ID
o  NAME
o  TYPE
*  TEAM_NO
o  ACTIVITY
o  HTML_NAME
o  ENG_FLG

TEAM
#  TEAM_NO
o  TEAM_NAME
o  ENG_FL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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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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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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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Web 시스템의 FHD(Function Hierarchy Diagram)

마. Home-Page 개발

    - URL : matdb.kaeri.re.kr

5. 원전재료종합DB 구축을 위한 전략계획서

가. 필요성 

    * 원전 재료 기술의 국산화 일환 

    * 원전 설계  시 적절한 재료선택의 근거 제공

    * 가동중인 원전의 부품 손상 자료의 수집 및 활용

    * 가동중인 원전의 유지보수에 활용



- 32 -

    * 국가 원자력 산업의 경쟁력 향상에 일조

    * 국내 원전관련 기술의 공유/향상으로 외국의존도 감소 및 외화 유출 

      감소

    * 원자력 산업의 기술 자립 및 해외수출의 기초 

    * 원자력 안전성 확보에 기여

    * 개발된 기술의 공유로 중복 투자방지

나. 종합DB의 개발 범위 설정

    * 재료팀의 홍보 및 관련 기술의 공유 

    * 재료팀에서 수행중인 과제들의 산출물 DB 구축

    * 과제 수행에 필요한 정보 제공

    * 국내원전 유형별 사용 재료에 관련 DB 구축

    * DB 구축 및 운 은 노심재료 및 종합DB 분야가 담당 

    * 관련 자료의 준비는 재료팀의 해당분야가 담당  

    * 종합DB 구축을 원활히 하기위한 Task Force Team을 구성             

    * 과제수행 기간은  1단계 3년(1999 - 2001), 2단계 3년(2002 - 2004)으로 

      함

다. 개발팀 조직 구성

    * 과제 관리 및 시스템 전체 설계자 : 1명 

    * DB 시스템 설계 및 구축, 운  :  0.8명

    * Web 구축 : 외주

    * 자료 수집 및 1차 정리 : 각 분야별 책임자

    * 시스템 전반적인 설계 및 평가 : Task Force Team

라. 구성 요소의 정의 및 범위

    * 원전재료목록 DB : 현재 가동중인 원전에 사용된 재료 DB

     - 국내 원전의 유형별(경수로형, 중수로형, 연구로형)로 사용된 상세 재료

     - 국내 가동중인 원전의 대표적인 부품 재료

     - 국내외 부품별 사고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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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료물성 DB : 재료팀에서 실험하는 재료들의 각종 재료물성 및 

      실험결과 자료들로 구성된 DB

    * 원전재료지식DB : 

     - 원전재료물성 종합DB에서 설계자나 운 자들이 필요한 정보를 검색

     - 국내외에 발표된 논문, 보고서, 저널 등으로 구성된 DB로 문맥 검색이 

       가능하여 사용자들이 필요한 자료를 손쉽게 검색가능  

마. 현행 환경의 평가  

    * 국내 환경      

     - 현재 국내에 개발된 원전재료  정보시스템은 없음

     - 재료 관련 정보는 주로 문헌이나 외국의 DB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

     - 팀원의 정보시스템에 대한 인식은 연구소 MIS 및 각종 업무 수행에 

       PC를 적극 사용하여 정보시스템 인식은 양호함  

     - 팀원들의 재료정보시스템에 대한 필요성 인식은 양호함

     - 국내 원자력 관련 조직과의 유기적인 협조가 매우 필요함

    * 국외 환경

     - 미국의 WH, CE 및 프랑스 Framatome 등은 1970년 초부터 원전재료 

       데이터 초안을 완성하고 규격을 설정함

     - 지속적인 재료시험을 통하여 조사특성예측 모델을 개발

     - 전산시스템이 발전함에 따라 이들 자료를 통계 처리하여 전산 코드화함

     - 1980년  이후 원전의 현장자료를 입력하면서 원전재료DB 현재까지 

       확장하고 있음

     - 1990년 이후 재료 손상 및 결함으로 인하여 IAEA 및 국제 협력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자료를 공유하려고 함

     - 일본의 경우 1980년대 중반 이후 JAERI, NRIM, JNC 등을 중심으로

       각자의 원전재료 DB을 구축하기 시작함

     - 1996년 이들 기관들을 중심으로 각자의 DB을 서로 공유하는 

       분산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음

     - 일본이 보유하고 있는 재료 DB는 다음과 같다.

        Facts Material Datab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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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clear Database

        Reactor Operation Database

        Reactor Design Database

        Safety criteria Database

바. 종합 DB의 기술체계 정의

    * 하드웨어

     - 신속한 H/W의 발전으로 인하여 고가의 장비 구입은 불가

     - 자체의 자료량 및 사용빈도에 따라 H/W 업그레이드 예정

     - 우선에는 Web Server와 DB Server을 하나의 시스템을 사용하고

       2000년도에 DB Server를 마련 

     - H/W은 최근 성능이 대폭 향상되고 있으며 유지관리상의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PC Server(2 cpu, 256M memory)로 선정

    * Operating System

     - 시스템 관리에 필요한 인력의 최소화 및 사용상의 편의성 고려

     - H/W에 맞은 O/S(SCO Unix, Linux, Windows NT4.0)을 선택

     - SCO Unix, Linux의 경우 관리 문제와 사용 편의성에서 Windows 

       NT에 비해 떨어짐에 따라 Windows NT을 선정

    * DBMS(Data Base Management System)

     - 한번 선정이 되면 교체가 매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향후 살아 남을 

       수 있는 제품으로 선정

     - 교육, 기술 지원이 원활히 되어 사용상의 문제점을 쉽게 해결 가능한 

       제품으로 선정

     - 제품의 성능이나 기능에 하자가 없는 제품으로 선정

     - 국내외에 여러 업체에서 사용되어 신뢰도가 있는 제품

     - 연구소에 이미 사용되어 전문가 확보가 가능한 제품

     - 위의 문제점을 고려하여 Oracle사의 제품으로 선정함

    * Web Server

     - 교육, 기술 지원이 원활히 되어 사용상의 문제점을 쉽게 해결 가능한 

       제품으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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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품의 성능이나 기능에 하자가 없는 제품으로 선정

     - 국내외에 여러 업체에서 사용되어 신뢰도가 있는 제품

     - 새로운 기능이나 기술이 신속히 제품에 반 될 수 있는 제품

     - RDBMS와의 접속에 가장 안정적인 제품

     - 위의 문제점을 고려하여 Oracle사의 제품으로 선정함

    * 원전재료 종합정보 시스템의 형태

     - 향후 기술의 발전형태를 고려

     - 사용자들의 위치 및 편리성을 고려

     - 시스템의 유지/보수 등의 관리 비용을 고려

     - 시스템 개발자 및 운 자의 부담이 최소화가 되는 형태

     - 시스템 초기 투자를 최소한으로 할 수 있는 형태

     - 위의 조건들을 고려하여 정보시스템의 형태는 Client/Server 형태로 

       하되 Client의 응용프로그램은 Web 형태로 하고 자료 입력시스템은 

       가능하면 Web 형태로 구성하고 부득이 한 경우만 4GL을 사용한 

       Client/Server 형태로 구성

사. 개발 계획   

    * 원전정보시스템 개발을 2단계로 나누어 1단계는 1999년부터 2001년까지 

     3년을 1단계로 하고 2002년부터 2004년까지 3년을 2단계로 하여 연차적

     으로 개발함

    * 1단계 개발 계획에서는 원전정보시스템 개발을 위한 전략작성 및 

      원전재료DB 구축 , 재료물성DB의 모델을 설계함

     - 1999년 : 원전정보시스템 개발을 위한 전략 작성, 원전재료정보 

       시스템의 가장 기본인 재료팀 Web Site 구축, 원전재료목록 DB 

       분석/설계 및 입력 자료 수집 정리

     - 2000년 : 원전재료목록DB용 자료수집 정리작업 계속, 원전재료목록DB 

       구축 및 일부 자료 입력, 원전재료DB 검색시스템 개발, 노심재료의 

       고온 기계적 특성 자료집 작성

     - 2001년 : 원전재료DB 자료입력 완료 및 관리시스템 구축 완료, 

       재료물성 DB 시스템 분석/설계, 시험모델 DB 구축, 재료물성 자료집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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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단계 개발 계획에서는 원전재료물성DB 구축 및 자료 입력,   

       원전재료목록DB 추가요구 사항 구축, 원전재료지식DB 분석/설계 및 

       관련 자료 수집 

아. 향후 기대효과  

    * 기술적인 측면                                                       

     - 재료물성DB : 원전의 안전성 평가, 원전부품의 신뢰도 향상

     - 원전 기기 설계 및 구조안전성 평가를 위한 재료설계자료 자력 제공

     - 원자력 재료기술 선진화 진입

     - 미래원전용 재료기술 국산화 및 기술자립

     - 고온.내방사성 재료 개발을 위한 경험 축적

     - 원전재료에 관련된 자료를 풍부하게 보유함으로써 새로운 재료연구 및 

       과제 수행에 생산성 향상

  

  * 경제/산업적 측면                                                      

    - 국내 철강업체 및 부품제조업체의 원자력 산업분야의 선진화에 기여

    -  원자력 기술의 해외 수출시 독자적 재료기술 부각 및 제공

    - 국내 발전재료에의 응용성 확대 및 수출저변 확보   

제 3 절 결 언

1999년도부터 시작된 원자력재료종합 데이터베이스 구축 작업은 연도별로 

다음과 같은 작업을 수행하 다.

* 1999년 :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준비작업을 실시함

- 종합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계획서 작성

- DB 서버 및 Web 서버용 H/W 구매

- RDBMS 및 Web Server 선정 및 구매 설치

- 재료팀 Home page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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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년도 : 재료팀 Home page 운  및 원전재료목록 데이터베이스 구축

- Home page 자료입력 및 운  

- 원전재료목록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운

- DB 서버 및 Web 서버 유지보수 및 운

* 2001년도 : 원전재료물성 데이터베이스 구축전략 수립 및 Prototype 구축

- 원전재료특성 구축 전략 마련

- 원전재료의 특성 및 실험 자료의 표준화를 위한 Data-Sheet 마련

- 인장특성 Data-Sheet 110건 발간

- 인장특성 데이터베이스 구축

- 원전재료목록 데이터베이스 자료 추가 입력

- DB 서버 및 Web 서버 유지보수 및 운

원자력재료종합 데이터베이스 구축 과제의 2단계가 시작되는 2002년부터

는 각종 원전재료물성 데이터베이스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2005년에 마무리될 

예정이다. 구축작업이 마무리되면 원자력재료기술개발팀에서 수행되는 재료 실

험에 관한 자료들은 데이터베이스로 관리된다. 구축된 데이터베이스는 국내에 

공개되어 대학, 연구소, 산업체의 종사자들에게 공개될 예정이다. 원자력재료종

합 데이터베이스가 다양한 분야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희망하며 국내의 

다른 기관이나 대학에서 실험된 값진 자료들도 같이 수록되어 노력의 결과를  

공유할 수 있기를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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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2.1 Nuclear materials list DB 

PLNT_C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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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2.1.  ERD of tensile properties DB

DATA_SHEE
#  DOC_NO
o  TITLE
o  KEY_WORD1
o  KEY_WORD2
o  KEY_WORD3
o  KEY_WORD4
o  KEY_WORD5
o  KEY_WORD6
o  ENROLL_DAT
o  AUTHOR
o  REGISTRANT
o  REVIEWED B
o  CONFIRM_BY
o  APPROVE_BY
o  REMARK

SP_MCR_ST
o  ANA_MTH
o  ANA_ORG
o  PHASE
o  PHS_FRCTN
o  GRAIN_SIZE
o  GRAIN_IMG
o  REMARK

HEAT_TREAT
o  HEAT_RATE1
o  TEMP1
o  HOLD_TIME1
o  COOL_MTH1
o  COOL_RATE1
o  ENVIRONMENT1
o  HEAT_RATE2
o  TEMP2
o  HOLD_TIME2
o  COOL_MTH2
o  COOL_RATE2
o  ENVIRONMENT2
o  HEAT_RATE3
o  TEMP3
o  HOLD_TIME3
o  COOL_MTH3
o  COOL_RATE3
o  ENVIRONMENT3
o  HEAT_RATE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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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2.2 FDF of applied program for tensile property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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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2.3 Information for the specimen micro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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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2.4 Tensile test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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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2.5 Complex searching scr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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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2.6 ERD of nuclear materials list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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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2.7  FHD of searching system for nuclear material list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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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2.8  Apparatus screen in reactor internals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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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2.9  Searching screen for damage information



- 48 -

Fig. 2.2.10 Organization diagram of material team web system 

hardw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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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2.11  Organization diagram of material team web system 

softw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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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노심재료 물성평가 및 자료생산

제 1 절 서 언

가압경수로에서 노내구조물의 역할은 노심을 지지, 연료집합체의 위치를 

조정하고 움직임을 방지, 연료와 제어봉을 분리, 정상이나 비정상 상태에서도 

냉각수의 흐름을 원활하게 유지, 압력용기의 중성자조사에 의한 손상을 위한 

보호, 노내 계장장치의 안내와 지지를 담당하는 부품이다. 노내구조물은 압력용

기, 일차계배관, 펌프 등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부품으로 인식되어 왔

지만 원자력 발전소가 노후되어 중성자 조사량이 많고, 수명연장 등을 고려할 

때 발전소의 건전성에 노내구조물이 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 알려짐에 따

라서 노내구조물의 안전성 여부에 많은 관심이 기울어지고 있다. 

노내구조물은 많은 연결부위를 가지고 있는데 이들 연결은 주로 볼트, 

stud, capscrews, 핀 등을 사용하고 있고 이들 부위들은 주로 응력부식균열, 진

동 등에 의한 피로, 중성자조사 등에 의해서 손상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 연결부위 중에서 barrel/former등을 연결하는 볼트와 control rod guide 

tube에 있는 split pin의 손상이 노내구조물 문제 중에서 가장 주목을 받고 있

다[3.1.1]. 이들 볼트나 split pin등이 파단되면 증기발생기 배관이나 핵연료 등

에 심각한 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볼트나 핀이 파단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노내구조물 연결부위의 파손사례와 파손원인을 조사 분

석하 다. 

쓰루가 2호기 화학 체적 제어 계통 (CVCS; Chemical & Volume Control 

System)의 재생열교환기 입구 엘보우 배관의 균열에서 51톤의 원자로 냉각재 

누출 사고가 발생하 다. 재생열교환기의 파손원인이 열피로에 의한 것으로 알

려짐에 따라서 열피로에 의한 파손사례를 수집, 분석하 고 열피로 특성평가를 

위한 시험장치 개발을 위한 설계 및 모의시험을 수행하 다. 또한 제어봉 안내

관 지지핀 손상, 광 2호기 CVCS 압력강화용 오리피스 손상, 상단고정체 나

사 손상, 등의 원인과 손상기구를 규명하 다.

원자력 발전소 노내구조물에 사용되는 304 및 316 스테인리스강은 강도를 

확보한다는 관점에서 탄소량을 0.04% 이상 함유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온도가 

올라가면 탄화물을 석출시켜서 고온 기계적 특성을 현저히 저하시키므로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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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고용강화효과가 탄소보다 크고 탄화물의 석출을 억제하는 것으로 알려진 

질소를 탄소대신 첨가한 새로운 304NG, 316NG 강이 개발되고 있다. 그러나 

304NG 및 316NG 스테인리스 강의 고온 기계적 특성이 첨가된 질소함량에 따

라서 변화하기 때문에[3.1.2∼3.1.13] 우수한 고온 기계적 특성을 나타내도록 최

적의 재료규격을 설정하고, 인장, 피로, 크리프, 열피로 등과 같은 기계적 특성

을 평가하 다. 또한 304NG 및 316NG 스테인리스 강의 제작시에 필요한 열처

리와 냉간가공 등의 제조공정의 향을 평가하 다. 노내구조물 같이 큰 구조

물은 용접에 의해서 구성되지만 구조물의 파손은 주로 용접부에서 발생하므로 

용접이 기계적 파손에 미치는 향을 평가하 다.

원전 노심재료는 많은 양의 중성자를 받아서 기계적 특성을 저하시키기 

때문에 중성자 조사가 기계적 특성에 미치는 향을 평가하기 위해서 조사시편

과 계장캡슐을 제작하여 하나로 연구로에서 중성자 조사후 인장시험을 수행하

다.

노내구조물의 기계적특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보론이 첨가되고 있는데 

재료내에서 보론의 역할을 평가하기 위하여 중성자를 이용하여 보론의 분포특

성과 정량적인 분석방법을 개발하 다.

제 2 절 노심재료의 손상사례 및 손상기구 분석

1. 체결부품의 손상 

가. 주요손상부품

(1) Baffle/Former

노내구조물을 연결하는 부위 중에서 배플/포머 볼트로 연결되어 있는 부

분을 Fig. 3.2.1에 나타내었다. 이들 볼트로 사용된 재료는 냉간가공된 316, 304, 

347 스테인리스 강이다. 볼트의 숫자는 각 발전소당 700개(Point Beach)에서 

1100개(Farley)정도이다. 온도와 중성자 조사에 의해서 볼트에서 응력완화가 발

생하는데 중성자 조사량이 5×10
20 n/㎝2일 때 30∼35%의 응력완화가 발생한다. 

볼트가 진동이나 피로 등에 의해서 preload가 줄어들게 되고 50%이상이 감소

하면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한다. 볼트는 Barrel/Former assembly외에 RC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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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ide tube, Upper support column, Fuel pin, Lower support column 등에 사

용되어지고 있다. 

볼트의 손상에 의해서는 다음과 현상이 발생한다.

- Fuel degradation from baffle jetting

- Increased core bypass flow

- Potential failures of remaining bolts

- Impact of baffle plates on fuel assemblies

Westinghouse Owners Group은 미국 발전소에서 볼트문제의 심각성을 확

정하기 위하여 Point beech 2, Farley 1, Ginna 에 대하여 전 볼트에 대하여 검

사를 수행하 다. 검사결과 Farley1 (1088개 중에서 1086개 검사)에서는 균열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277개 볼트를 교체하 다. Point Beach 2에서는 55개 볼트

에서 균열이 주로 head-to-shank 역에서 발견되었고 728개 중에서 9개가 상

태가 나쁘고 176개는 교체하 다. Ginna에서는 639개를 검사하여서 59개가 균

열을 가지고 있어서 56개를 교체할 예정이다.

이와 같은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들이 필요하다.

(가) 감시와 교체

현재 미국에서는 볼트의 교체장비가 2대 있고 볼트의 교체를 위해서는 노

심을 비워야하고 교체시간이 20-25개/일 로서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비

용이 많이 들고 중성자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수중에서 원격제어로 작업을 하

여야 한다.

(나) 유체의 방향을 변화

유체가 흐르는 방향으로부터 baffle plate를 가로지르는 압력의 차이가 발

생하기 때문에 일부 발전소에서는 downflow로부터 upflow로 유체의 흐름을 바

꾼다.

프랑스의 경우의 900 MWe 발전소에서 볼트균열이 발생하 는데 주로 냉

간가공된 316 스테인리스 강에서 발생하 다. Fressenhim 2 에서는 960개 중에

서 29개, Bugey2에서는 960개 중에서 54개에서 균열이 발생하 다. 벨기에 

Tihange 1에서 초음파로서 검사한 결과 1991년에는 21개가 결함을 가지고 있

고 32개가 불량하 지만 1995년에는 37개가 결함을 가지고 있고 53개가 불량한 

볼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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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ontrol rod guide tube

노심부위에서 X-750이 사용되어지고 있는 부위를 Fig. 3.2.2에 나타내었

다. 이들 부위 중에서 upper core plate의 위 부분과 control rod guide tube 밑 

부분을 연결하는 것이 split pin 인데 이것이 1978년을 시작으로 전 세계적으로 

파손이 보고되고 있다. Guide tube당 2개의 핀이 있는데 각 발전소에 따라서 

58∼124개의 spit pin이 있다. B&W가 1984년 처음으로 spit pin의 교체를 

Verginia Power의 Surry 1에서 시행하 다. 

Westinghouse는 X-750의 split pin을 새롭게 설계하고 열처리를 개선하

는데 용체화처리는 1093℃에서 1시간, 시효처리는 704℃에서 20시간 수행하여 

탄화물을 용해, 결정입계에 M23C6탄화물을 석출시켰다. Split pin의 손상을 줄이

기 위하여 더 큰 핀으로 제작, 너트에 peening, 응력을 줄이기 위해 shoulder 

형상을 재설계, 화학분위기의 손상을 줄이기 위한 너트를 설계하 다. 

Framatom에서는 Westinghouse와 같은 열처리조건으로 열처리를 개선하 고 

shank-shoulder 반경을 원에서 parabolic으로 변경하 고 너트의 torque도 감소

하 다. 또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개선하 다.

- Decreased prong deflection

- Tolerances tightened

- Sensitive area polished

- Machining after final heat treatment

- Finer threads and larger shank diameter

- Obtaining shoulder by hot forging

- Use of water cooling after annealing

- Cold rolling of IGSCC sensitive areas

이러한 새로운 pin의 설계로 문제가 해결되는 듯이 보 지만 광 2호기에서 

1999년에 파손이 발생하여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광 2호기는 

핀의 재질을 X-750 대신에 냉간가공된 316 스테인리스 강으로 교체하 다.

(3) Thermal shield

노내구조물 중에서 barrel에 thermal shield가 부착된 자세한 그림을 Fig. 

3.2.3에 나타내었다. 최초의 thermal shield 볼트에 대한 손상은 1981년 B&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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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ke Power의 Oconee 1발전소에서 lower internal structure에 붙어있는 

thermal shield를 고정하고 있는 A286으로 제조된 볼트 다. B&W에서 1983년

에 이 부분에서의 파손을 보고하 고 그 이후에 추가로 파손사례들이 발표되었

다. B&W는 볼트를 교체하기 위한 장치를 고안하 는데 long handled pole장치

가 가장 효과적이었다. 10년정도 가동된 가압경수로의 경우는 thermal shield 

볼트 역에서의 중성자 레벨은 1000 R/hr정도로 극히 높은 수준이다. 따라서 

교체작업을 위해서는 물속으로 40 ft이상 잠구면 45 MR/hr로 작업수준을 유지 

할 수 있었다.

나. 체결부품의 손상사례

노내구조물 연결부위에서 안전과 관련하여 주요 관심사는 첫째, 연결부위

가 열화되어 파손이 발생하여도 노내구조물이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있는가, 

둘째, 파손이 발생하여 부품의 일부가 노내의 어딘가에 떨어진 채로 가동되고 

있을 때 이것이 발전소의 가동에 향을 줄 것인가이다. 연결부위에서는 부식 

분위기, 높은 preload, 부적절한 재료의 선택 등과 같은 3가지 중요한 원인에 

의해서 파손이 발생한다. 이들 연결부위는 이들 3개의 손상기구 중에서 하나 

이상의 기구가 중복되어 발생하게 된다. 이들이 발생되는 원인을 자세히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1) 응력부식균열의 발생 원인

- Borated-water leakage

- Wet or humid environment

- High preload

- Use of lubricant containing molybdenum disulfide

- Improper heat treatment of materials

(2) 피로의 발생원인

- Flow-induced vibration

- Improper preload

(3) Borated-water corrosion and erosion-corrosion의 발생원인

- Borated-water leak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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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Other threaded-fastener의 발생원인

- Improper heat treatment of materials

- Improper preload

- Wrong material

(5) 중성자 조사

한편, 각 기구들이 향을 미치는 노내구조물 연결부위는 다음과 같이 정리

된다.

(1) 응력부식균열에 의한 볼트와 핀의 손상

- Control rod guide tube support fastener (split pin)

- Baffle/former bolts

- Core barrel and lower grid assembly bolts

(2) 유체흐름에 의한 피로손상

- Core barrel/thermal shield (2CE plants)

- Reactor instrumentation

각 발전소에서 노내구조물의 연결부위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는 Table 3.2.1 

∼3.2.6에 정리하 다[3.2.1-3.2.24].

다. 체결부품 손상에 대한 대책

볼트의 열화에 손상에 대한 Bulletin No. 82-02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

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것은 reactor coolant pressure boundary closure에 적용

할 수 있고 연결부의 파손되는 정도와  숫자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 연결부가 응력부식균열 환경에 민감한 정도가 최소가 되도록 하고 

연결부에 적합한 sealant compound와 lubricant의 품질을 엄격히 제어하여야 

한다.

(2) 연결부를 청소하거나 제거하기 위한 자세한 절차서와 closure seal 

system의 조립과 해체를 위한 자세한 절차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3) Manway closure assembly의 stud와 볼트를 청소하고 육안검사를 

수행하여야 하고 closure seal이 장비검사/유지를 위해서 들어내어질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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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gnetic particle이나 dye penetrant (nonmagnetic material) 검사를 수행하여

야 한다. 

Lawrence Livemore Nation Laboratory에서 여러 가지 강종에 대해서 

KISCC 값과 항복강도의 형태의 결과를 NUREG/CR-2476으로 보고하 다. NRC

에서는 이 값을 연결부에서 응력부식균열 방지를 위한 값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BNL에서는 재료의 선택, 설치, 검사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연결부위

에 적용될 수 있는 규제안을 1983년에 연구하여 발간하 고 이것이 연결부에 

대한 안전성 평가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고 있지만 연결부위에 적용될 

수 있는 새롭고 개선된 규제를 위해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2. 가동중 손상부품의 원인분석

가. 열피로에 의한 재생열교환기의 파손원인 분석

1999년 7월 12일 오전6시경, 일본 후쿠이현 쓰루가시 소재 쓰루가 2호기 

화학 체적 제어 계통 (CVCS; Chemical & Volume Control System)의 재생열

교환기 입구 엘보우 배관의 균열에서 51톤의 원자로 냉각재 누출 사고가 발생

하여 12일 밤 직원을 격납용기로 들여보내 누설 부위의 앞/뒤 밸브를 차단하여 

사고발생 약 14시간 30분 후인 밤 8시 29분에 누설을 정지시켰다. 재생열교환

기의 파손에 관한 파면관찰을 통하여 파손원인을 파악하고 파손기구를

[3.2.23-3.2.26].

(1) 쓰루가 2호기 316 스테인리스강 엘보우(Elbow) 파손 원인분석

(가) 손상된 316 스테인리스 강 엘보우의 상세 관찰결과

JAPC사는 누설이 발생한 엘보우 부분을 1차로 20cm를 절단하여 엘보우 

내면과 외면의 육안검사와 비파괴검사와 단면을 잘라서 파단면 검사를 실시하

다. 그리고 2차로 엘보우 상류측 노즐부의 균열 유무를 육안검사와 비파괴검

사 방법으로 수행하 다. 

① 손상 엘보우의 절단후 상세균열 조사결과 (Fig. 3.2.4 참조)

  ㉮ 길이방향 균열

엘보우 관통균열은 축방향으로 외면에서 길이 4.7cm, 최대폭 0.3mm 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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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면에서 길이 15.1cm, 최대폭 0.5mm 이었고 엘보우 관통균열 반대편에 10cm, 

7.2cm의 길이방향 균열이 2개 존재하 으며 엘보우와 상류측 배관부의 용접부

를 가로지르는 2.6cm의 길이방향 균열 존재하 다.

㉯ 원주방향 균열

엘보우와 상류측 배관부의 용접부 위쪽에 길이 9.0cm의 원주방향 균열 존

재하고 엘보우와 상류측 배관부의 용접부 아래쪽에 길이 5,5cm의 원주방향 균

열 존재하며 엘보우와 하류측 배관부의 용접부 아래쪽에 길이 5.5cm, 4.5cm, 

1.2cm의 원주방향 균열이 존재하 다. 

② 엘보우 상류측 배관부의 절단후 상세균열 관찰결과

엘보우와 상류측 배관부의 용접부를 가로지르는 길이방향의 균열은 위쪽

으로 thermal sleeve 하단부까지 계속 연결되고 총길이 3.0cm로 추정된다. 상류

측 배관부의 3.0cm 균열의 반대쪽 thermal sleeve 하단부 근처에 미세한 길이

방향 균열이 탐지되었다.

③ JAPC사의 관통균열 및 기타균열의 파단면 상세관찰 결과

손상된 엘보우 및 배관부를 절단하여 미쓰비시 회사 산하의 NDC 연구소

에서 주사전자현미경 (SEM)과 광학현미경으로 파단면과 재료조직을 관찰하

는데 균열면의 거시적 관찰결과, 각각의 균열은 내면을 기점으로한 beach 

mark가 관찰되었다. 균열 파단면은 미시적으로 재료조직상과 부분적으로 

striation이 관찰되는 입내균열을 보 다. 길이방향 균열은 복수의 기점에서 파

면이 성장하여 하나의 균열로 연결된 흔적이 있었으며 균열 기점부에는 개재물 

등과 같은 것은 관찰되지 않았다. 금속조직에도 특이한 이상은 관찰되지 않았

고 입계균열에 의한 파면의 흔적은 없었다.

④ 손상 엘보우의 기타 상세조사 결과

전면부식 혹은 국부부식의 흔적은 없었고 불순물 분석, 경도 측정, 제원 

측정, 화학성분 분석, 금속조직 관찰, 표면조도 측정, 변형량 측정 등의 결과 재

료의 이상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재료불량은 관찰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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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비교 엘보우의 조사결과

손상 엘보우 외에 상단과 중단의 재생열교환기 사이에 있는 엘보우 등을 

침투탐상시험 및 초음파탐상시험 결과 균열은 감지되지 않았고 금속조직관찰, 

제원 측정, 경도 측정, 화학성분 분석 결과 재료의 특이한 이상은 관찰되지 않

았다.

⑥ 재생열교환기 전열관 검사결과

가압 시험 결과 전열관의 누설은 없음.

⑦ 재생열교환기 지지대 구속상태 조사결과 (Fig. 3.2.5 참조)

상단 및 중단의 열교환기 지지대에는 열팽창을 흡수한 sliding mark가 있

었고 하단의 열교환기 지지대는 sliding 흔적이 발견되지 않음. 푸른 녹이 끼어 

있었다.

⑧ 재생열교환기 내부균열 검사결과 

재생열교환기는 전열관을 싸고 있는 외경 약 32cm의 내관과 내경 약 

40cm, 두께 3.9cm의 외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차 냉각수는 입구 노즐부를 통

하여 외관으로 주입된후 80％는 내관을 관통하며 전열관과 열교환을 한 후 출

구 노즐부의 반대쪽 (상부)에 뚫려있는 직경 11cm의 작은 구멍을 통하여 외관

부의 상부로 분출되어 나와서 외관부의 하부에 있는 출구노즐로 빠진다. 외관

으로 주입된 일차냉각수 중의 20％는 내관으로 흐르지 않고 내관과 외관 사이

의 간극을 통하여 열교환 없이 출구 노즐로 빠지게 되어있는데 내관에서 전열

관과 열교환을 하고 빠져나온 냉각수와 내관과 외관 사이를 통하여 열교환 없

이 빠져나온 냉각수와의 온도차이는 설계상 약 50°정도로 추정된다. 재생열교

환기 외관을 초음파탐상 결과, 내관에서 냉각수가 빠져나오는 구멍 부위에서 

외관 내부에 많은 작은 균열들이 감지되었다(Fig. 3.2.6 참조). 외관 내면에 존

재하는 균열중에서 최대 길이 10cm, 깊이 3 - 4mm 에 이르는 것도 존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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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손상 엘보우 균열의 파단면 상세관찰 결과

(가) 관통균열의 외관 형상 (Fig. 3.2.7 참조)

관통균열은 엘보우의 상부측 용접부 부근에서 엘보우 꼭지점 하부까지 

flank 부근인 약 80°로부터  extrados인 약 -5°까지 비스듬히 발생하 고 손상 

316 스테인리스 강 엘보우의 상세 관찰결과 균열은 거의 직선적 형태 다. 관

통된 균열의 길이는 4.7cm (최대폭 0.3mm) 이었으며 관통부 상하로 변형된 흔

적이 길게 생겨 있었다.

(나) 관통균열의 거시적 파단면 관찰 (Fig. 3.2.8 참조)

전형적인 beach mark가 8개 정도로 관찰되었다 (쓰루가 2호기는 1987년

상업운전 개시후 정기검사와 불시정지 등의 운전정지 회수는 11회임). 내부 균

열의 기점은 3 군데에서 시작하여 균열이 두께의 약 반 가까이 진전한 후 상호 

연결되었고 beach mark는 균열이 엘보우 외부의 파면 직전까지 존재하며, 최

후의 역학적 파단 구역은 매우 좁았다. 엘보우는 관통 직전까지 냉각수의 압력

에 의한 역학적 응력은 지탱하고 있었음을 암시한다. Beach mark의 폭은 내부

에서 가장 넓고 외부로 가면서 점점 줄어들었고 엘보우의 상부쪽 기점에서 시

작한 균열의 beach mark 폭은 하부쪽 기점에서 시작한 균열의 beach mark 폭

에 비하여 좁았다. Beach mark의 폭은 균열의 깊이방향에 비하여 균열의 길이 

방향이 훨씬 넓었다.

(다) 관통균열의 미시적 파단면 관찰 (Fig. 3.2.9, Fig. 3.2.10 참조)

관통균열은 입내파괴 모드 고 균열은 주균열 하나만 존재하고 가지는 없

었으며 금속조직은 전형적인 오스테나이트 단상으로, 특이한 다른 조직은 관찰

되지 않았다. 균열의 기점부 파면에서 특별한 결함은 관찰되지 않았고 균열의 

기점부 파단면에서는 striation에 대한 정보가 없었다. 균열의 끝부분 일부 역

에서 striation을 보이는 파단면을 관찰하 는데 striation은 매우 간격이 좁아 

5000배 정도의 고배율에서 관찰되었다. 1000배 이하에서는 striation을 관찰하기

가 어려우며, 파단면은 유사 river pattern을 가진 brittle한 입내균열 양상을 보

이며 전체적으로 평탄하 다. 파단면에는 부식생성물이 부분적으로 부착되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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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용접부의 원주방향 균열 파면 관찰 (Fig. 3.2.11 참조)

균열은 용접 비드와 모재 사이에서 시작하 고 균열은 입내균열 양상으로 

직선적으로 진전하 다. 파면은 몇 개의 beach mark를 보 고 균열은 모재와 

용접부 계면을 따라 진전할 때는 작은 요철이 있는 비교적 평탄한 파면을 보이

며, 용접부를 관통할 때는 column 모양을 보 다. 균열 기점부에서 결함은 관

찰되지 않았다. 파단면은 뚜렷한 striation은 관찰되지 않으며, 또한 입계균열은 

관찰되지 않았다.

(3) 열피로에 의한 손상 기구

(가) 열피로 발생 원인

열피로는 turbulent penetration, global thermal stratification/striping, 

turbulent mixing에 의해서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열피로에 의해

서 원전부품이 손상된 사례를 Table 3.2.7에 정리하여 나타내었다.

 

(나) 열피로에 의한 배관 손상 특징

피로균열은 striation이 존재하고, 입내파괴에 의하여 균열이 진전하며, 복

수의 균열이 존재한다. Thermal striping에 의한 응력은 재료표면에서 발생하여 

두께에 따라 급격히 감소하므로 균열의 생성에는 기여하나 균열의 진전에는 기

여하지 못한다. 열피로를 발생시키기 위한 온도 변화는 60 - 80℃ 이상의 차이

가 필요로 한다. 열피로에 의한 배관 손상은 대부분 배관의 용접부에서 발생하

므로 모재에서 파손이 발생한 경우는 매우 희귀하다.

(4) 316 스테인리스 강 엘보우 손상 원인 분석

(가) 고주기 피로에 의한 파손 발생

JAPC는 쓰루가 2호기 스테인리스 강 엘보우의 파손 원인이 수만회 이상

의 매우 약한 반복 응력에 기인한 고주기 피로인 것으로 판명하 다. 그 증거

로써, 관통균열 등의 균열 파단면을 SEM으로 관찰한 결과 파단면은 striation

을 보이며 평탄한 입내균열을 보 고, 거시적 파면에 beach mark가 관찰되었

으며, 균열은 가지가 없는 주균열 하나로 구성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입계파

면에 의한 파단면은 관찰되지 않았다는 결과를 제시하 다. 8개로 구분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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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단면상의 beach mark는 쓰루가 2호기가 1987년 업운전개시 이후에 정기검

사와 불시정지를 포함하여 11회 정지한 것과 연계된다. 운전정지 기간이 짧은 

경우는 beach mark를 뚜렷이 보이지 않음을 고려할 때 9회의 운전정지가 

beach mark를 남긴 것으로 보인다. 파단면의 기점부에 특별한 결함이 관찰되

지 않음과 금속조직상의 특이 현상이 관찰되지 않음은 재질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고주기 피로의 발생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될 수 있는

데 첫째 특정값 이상의 온도차이가 나는 고온 및 저온의 냉각수가 혼합되어 흐

를 때 발생하는 열응력, 둘째 기계적 혹은 유체흐름에 의한 진동이다.

(나) 열피로 발생의 원인분석

JAPC는 쓰루가 2호기 엘보우의 고주기 피로 손상의 원인은 현재 고주기 

열피로가 가장 가능성 높은 것으로 발표하 다. 고주기 열피로의 원인을 구명

하기 위하여 JAPC는 일차적으로 재생열교환기 전열관 누설검사를 수행한 결과 

전열관의 누설은 없는 것으로 확인하 다. 이차적으로 재생열교환기 동체의 결

함여부를 비파괴검사한 결과 손상 엘보우 쪽으로 흐르는 출구 노즐 부위의 동

체에서 많은 작은 결함을 확인하 다. 쓰루가2호기의 재생열교환기는 2중관 구

조로서 인입 냉각수의 77％는 전열관이 있는 내관으로 흐르고 23％는 내관과 

외관 사이로 흐르도록 하여 온도 차이를 65°이내가 되도록 설계되었다. 그러나 

재생열교환기 제조회사인 미쓰비시중공업에서 수치적 상세계산 결과 내관과 외

관 사이로 흐르는 냉각수의 양이 약 40％ 정도에 이르러 온도차이가 약 80°까

지 이른 것으로 판명되었다. 출구 노즐부의 혼합 냉각수의 합류부에서 온도변

화는 10분 간격과 10-20초 간격의 두 종류의 변화가 일어난 것으로 계산되었

다.

(다) 기계적 반복하중에 의한 고주기 피로 발생 가능성 분석

3단으로 구성된 재생열교환기 구조에서 손상 엘보우가 존재하는 U-자형 

배관의 상부인 상단과 중단의 두 열교환기 동체는 열팽창 등에 의한 sliding 

mark가 관찰되었으나 손상 엘보우 하부의 맨하단의 열교환기 동체는 푸른 녹

이 낀 상태로 sliding mark가 없이 지지대에 고정되어 있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따라서 중단과 하단 열교환기의 열팽창 차이에 의한 길이변화를 흡수하는 능력

의 차이로 엘보우에서는 비틀림 응력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두께 11mm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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얇은 소구경 U-자 배관에 유량 약 28㎥/h의 빠른 냉각수가 흐를 때 발생하는 

유체흐름에 의한 진동의 발생 가능성이 있다 (실제 측정한 결과는 없음.).

(라) JAPC의 쓰루가 2호기 스테인리스 강 엘보우 손상 원인 규명

JAPC는 재생열교환기의 구조가 2중관 구조로 되어 있으며 내관의 내부와 

외부로 분배되는 냉각수의 유량계산 잘못으로, 내관 안으로 흐르는 저온의 냉

각수 (설계상 약 200℃)와 내관 외부로 흐르는 고온의 냉각수 (설계상 약 25

0℃)가 혼합하는 합류부에서 두 냉각수의 온도차이가 설계상의 온도차이보다 

크게 발생하여 고주기 열피로가 발생한 것으로 일차적 원인을 규명하 고 

JAPC는 재생열교환기 실물 크기의 모형을 이용하여 구조상의 결함 여부와 설

계잘못 등에 대한 건전성 검증시험을 수행 예정이다.

(마) 고주기 열피로 손상발생에 대한 의문점

JAPC는 일차적 손상원인을 고주기 열피로로 발표하 지만 쓰루가 2호기 

손상 엘보우의 정황은 다음의 몇가지 의문점을 남긴다.

① 열피로에 의한 손상은 표면에서 균열 생성에 기여하며 균열 전파

에는 큰 기여를 하지 못하여, 대부분 배관의 용접부에서 열피로에 의한 파손이 

관찰됨. 쓰루가 2호기의 경우 모재에서 파손이 발생하 다.

② 온도차이가 존재하는 두 냉각수가 혼합하면서 흐를 때 발생하는 

열응력에 의한 열피로균열은 다수개의 균열을 냉각수 흐름방향에 따라 발생시

킬 수 있으나, 쓰루가 2호기 손상 엘보우에서는 약 180°간격에서 주 균열이 길

게 발생하고 기타 소균열은 거의 발견되지 않았다. 

③ 엘보우 상하부의 용접부에서는 길이방향이 관통균열과는 달리 원

주방향의 균열이 존재하 다.

④ 균열은 운전 초기부터 발생하여 초기에 빠른 속도로 진전되었으

며, 9 주기동안 계속하여 조금씩 진전되었다. 일반적 피로균열은 균열의 생성이 

전체 피로수명의 약 40％ 이상을 차지한다.

⑤ 파단면이 river pattern을 보이며, striation은 submicron 간격의 

매우 좁으며 blunting 되지 않은 형상을 보인다. 균열의 기점부와 중간부에서 

striation의 관찰이 어려움. 즉 균열은 연성피로파괴가 아닌 취성피로파괴임을 

암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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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의문점들은 다음과 같은 몇가지 해결해야 할 과제를 제시한다.

① 고주기 열피로의 경우 피로한계는 얼마인가?

쓰루가 2호기 파단면의 매우 좁은 striation 간격으로 미루어 볼 때 가해

진 반복 하중은 극히 작은 값으로 보인다. 빈약한 자료의 열피로 현상을 역학

적 피로 데이터로부터 해석이 가능할 것인지 많은 의문을 제기하고 역학적 고

주기 피로에서 구한 피로한계 값을 고주기 열피로에도 적용가능할 것인지 또한 

불명확하다.

     ② 고주기 열피로에 미치는 일차 냉각수 분위기의 향은 어느 정도인가? 

균열의 시작이 운전 초기부터 발생한 것은 균열의 생성이 매우 일찍 시작

되었으며 전체 피로수명에 미치는 향은 균열생성 단계에 비하여 균열의 성장

단계가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을 나타낸다. 이는 균열 파단면에 존재하는 부식생

성물과 river pattern 형상을 보이는 취성피로파면과 함께 부식분위기가 피로의 

생성과 성장에 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암시함. PWR 일차 냉각수 분위기는 피

로의 threshold stress 값을 낮추어 주고 균열의 전파속도를 빠르게 한다.

③ 고주기 열피로 외에 역학적 응력은 어느 정도 향을 미쳤는가?

엘보우 flank 부위에 존재하는 관통 균열과 그 반대편 내면에 길이가 

15cm 이상 길게 생성된 길이방향의 주 균열은 엘보우의 역학적 비틀림 하중이 

균열발생에 어느 정도 역할을 기여한 것으로 사료된다. 그리고 용접부의 원주

방향 균열 발생은 U자형 배관 자체의 역학적 피로가 발생하 을 가능성을 제

시한다.  

나. 제어봉 안내관 지지핀 (split pin) 손상 기구 규명 

(1) 제어봉 안내관 지지핀 (split pin)의 손상 현황 및 해결방안

(가) Split pin의 위치, 구조 및 역할

Split 핀은 guide tube bottom plate와 upper core plate를 연결해주는 핀

으로서 shank와 나사, 그리고 shoulder, flexible leaf로 구성되어 있다. 이 핀의 

역할은 guide tube assembly와 fuel assembly guide thimble이 연속적인 

subassembly가 되도록 정렬시키고, 냉각수 유동에 의해 안내관의 lateral 방향

으로의 이동을 억제하고, upper internal support column에 의해 guide tube의 

열팽창을 흡수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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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Split pin의 손상원인

Split 핀의 손상원인은 IGSCC (Intergranular Stress Corrosion Cracking)

이다. IGSCC는 split 핀 재료의 부적절한 열처리 즉 입계에 탄화물이 석출하지 

않는 열처리 조건을 사용하거나, 설계/제조시 응력집중을 일으키는 경우, 또는 

온도가 높은 경우에 발생한다. IGSCC의 응력 source로는 냉각수의 유동, 조사, 

고온 환경 등이 있다.

(다) Split pin의 손상 위치

Split Pin의 파손 위치는 아래 Fig.3.2.12와 같다. 

(라) Split pin의 손상 사례

X-750 Split Pin의 손상 사례를 요약하면 Table 3.2.8과 같다.

 ① 일본

1978년 Mihama 3에서 처음 핀 손상이 발견되었으며, 핵연료를 5회 재장

전하기 전에 steam generator (S/G)에서 파편을 발견하 다. 균열은 shank와 

shoulder 사이에서 발생하 다. 나머지 핀을 초음파 시험한 결과 105개 핀 중에

서 103개에서 균열 가능성을 발견하 다. 일본 내에서 지금까지 5개 plant에서 

최소 8개 핀 파손이 보고되고 있다.

 ② 미국

미국에서는 Westinghouse형 (W) North Anna 1 (unit age = 4)에서 1982

년 5월 처음 핀 파손이 발견되었다. 이후 Point Beach 1 (unit age = 14)에서는 

74개 핀 중 67개가 shank-to-shoulder 부에서 균열이 발생하여 3개 shank와 

nut 없어졌다. Farley 1 (unit age = 7)에서는 S/G에서 파손된 핀의 일부를 발

견하 다. Trojan (unit age = 8)에서는 3개 핀이 핵연료 교체시 reactor vessel 

bottom에서 발견되었고, 이로 인해 S/G 일부가 손상되었다. 그 외에 Beaver 

Valley 1 (unit age = 7), Salem 1 (unit age = 7)과 Surry 1 (unit age = 12)에

서도 손상이 보고되고 있다. 이에 따라 6개 plant에서 핀을 교체하 으며, 다른 

plant에서는 가동 전에 교체하 다. 특히 North Anna 1과 Surry 1에서는 전체 

guide tube를 교체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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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프랑스

Gravelines 1(Framatome형)에서 1982년 2월 1000시간 가동후 손상이 발

견되었는데 초음파 검사결과 핀의 반 정도에서 결함 발견되었고, 1982년 5월 

S/G에서 두 번째 손상된 핀을 발견하 다. 이에 따라 Electricite de France 

(EDF)에서는 122개 핀의 교체를 결정하 다. Fessenheim 1에서는 1982년 3월 

3000시간 가동 후에 손상이 일어났으며, Bugey에서는 1982년 8월 25000시간 

가동 후에 손상이 일어났다. Fessenheim 1, Bugey 2, Bugey 4의 제어봉 guide 

tube를 교체하 는데 이에 약 6-8주가 소요되었다. Tricastin 4에서는 1989년 4

월 S/G에서 bolt를 발견하여, 나머지 핀을 초음파 검사한 결과 핀의 25%에서 

균열이 발생하 다.

  핀 파손은 원자로 안전에는 문제가 없으나, 경제적으로는 매우 큰 손실

을 가져와 1983년 이후 DEF에서 핀과 guide tube 교환에 plant당 1.5-3억 달러

가 사용되었다. 새로운 핀 개발비를 포함하면 총 금액은 더 증가할 것이다.

④ 벨기에

처음 설치시 작은 torque를 사용하여 큰 문제없을 것으로 생각하 다. 처

음 육안 검사에서는 결함을 발견하지 못하 으나, 초음파 검사로 Doel 1에서 

결함을 발견하 고 모두 5개 plant에서 핀을 교체하 다. 1988년 모든 핀을 개

선된 W 설계로 교체하 다.

⑤ 독일

1974년부터 1979년 사이에 X-750으로 제조한 screw에서 손상이 일어났

다. 이것은 용접에 의한 응력집중이 원인이어서 용접공정 배제 및 X-750을 스

테인리스 강으로 대체함으로서 해결하 다. 1989년까지 독일 PWR에서 80개 핀 

파손이 보고되고 있다.

⑥ 한국

1999년 3월 광2호기에서 핀의 손상이 발견되었다. X-750으로 제조한 핀

을 모두 316 스테인리스 강으로 대체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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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해결방안

해결방법은 크게 X-750 열처리 조건 개선과 핀 설계 변경으로 나눌 수 있다.  

① 2세대 핀

Westinghouse에서는 열처리 조건의 최적화 하 고, torque를 감소시켰으

며, 핀의 모양에서는 핀의 크기 증가, nut에 hole, 그리고 응력감소를 위해 

shoulder 형태로 변경하 다. Framatome에서는 열처리 조건 최적화, torque 감

소, 예민한 부분 연마, 최종 열처리 후 가공, shank-to-shoulder 반경을 원에서 

포물선으로 변경하 다.

② 3세대 핀

Torque 감소와 preload scattering 감소 등의 torque procedure를 개선하

고, 균열 생성 위치를 연마하여 응력집중을 억제하 으며, 제원을 엄격히 제

어하고, 열처리한 후에 기계 가공을 하 다.

③ 4세대 핀

Shank 직경을 증가시켰으며, thread를 좁게 하고, solution annealing 후 

수냉하 으며, shoulder를 열간 단조하여 제조하 다. 그리고 SCC에 예민한 부

분(leaf, shank-to-shoulder radius)을 냉간압연하 다.

(2) 국내원전 손상재료 수집, 파손원인 시험, 분석

(가) 제어봉 안내관 지지핀 손상 발견

광원자력 2호기 제10차 계획예방정비 중 증기발생기 “A”와 “B"의 1차측 

수실 내부에서 금속성 이물질이 발견되었다. 이물질의 형상이 원자로 제어봉 

안내관 지지핀 부품으로 추정됨에 따라 지지핀 부품에 대하여 초음파 검사와 

육안 검사를 수행하 다. 그 결과 일부 안내관 지지핀의 이탈과 균열생성이 확

인되어 관련 지지핀을 교체 정비하 다. 수실 내부에서 수거된 금속성 이물질

에 대한 성분분석 및 재질분석을 수행한 결과 Ni합금인 X-750으로 판명되었

다. 제어봉 안내관 지지핀의 파손원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지지핀을 광 발전

소로부터 조사재 시험시설로 운송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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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지핀 분석 방법

시험편 육안검사는 원격조종 카메라를 이용하여 외부 형상을 촬 하고 육

안 검사를 수행하 다. 시험편은 고방사성 물질이므로 핫셀 외부에 있는 분석

장비로 반출 가능한 선량 및 분석용 시험편 크기로 제작하기 위하여 미세절단

기를 사용하여 절단하고 마운팅하 다. 성분분석은 미세성분분석장비 (EPMA)

를 이용하 다. 시편의 파면은 금속현미경과 주사전자현미경을 이용하 으며, 

파단 표면의 산화상태 및 산화물등을 화학성분분석장치 (WDX)로 분석하 다. 

지지핀의 미세조직은 금속현미경을 이용하 다. 입계 석출물과 입계를 관찰하

기 위하여 질산 또는 인산용액으로 에칭하 다.

(다) 분석 결과

① 시편 외관 형상 

광 2호기에서 손상된 지지핀의 외관 형상을 원자력연구소의 IMEF 시설

에서 육안으로 관찰하 다. 광 2호기에서는 크게 두 부위의 손상이 발생하여 

대표적인 손상 지지핀 각각 1개씩과 완전한 시편 1개를 관찰하 다. 

Shank-shoulder 경계부위에서 파손된 시편 (시편 A로 명명함)은 Fig. 3.2.13과 

같이 핀 몸체 부위와 shoulder 부위의 경계면에서 파손되었으며, 그 파면은 

shoulder 부분으로 움푹 파이면서 깨어진 전형적인 파손형태를 보여 주었다. 그

리고 나사 부위에서 파손된 핀 (N-7 핀으로 명명함)은 Fig. 3.2.14와 같이 너트

가 체결된 부분의 나사산에서 깨어졌으며, 핀의 몸통 부위인 shank 부분이 약

간 휘어진 상태 다. 한편, 건전한 시편 (시편 C로 명명함)은 Fig. 3.2.15와 같

이 외관상 아무 흔적이 없었으며 몸체에 충격을 가하여도 전혀 변화가 없었다. 

② 성분분석 

성분분석용 시편은 SiC 연마지와 다이아몬드 분말(6μ, 1μ)을 사용하여 연

삭 및 연마 후, 시편 홀더에 넣어 silver paint로 시편과 홀더를 접촉시켰다. 시

편의 개략적인 성분을 파악하기 위해 기기의 인가전압 및 인가전류를 각각 

15kV, 30nA로 설정하고 인코넬 X-750 합금의 주요 금속원소인 Mn, Cu, Cr, 

Fe, Ni, Co, Mo, Ti, Al, Si 등에 대하여 표준시험편으로 검출기의 LIF 및 PET

에 대한 기기교정을 수행하 다. 스케닝은 시험편의 약 200㎛ 길이, 총 19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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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그리고 지점당 거리는 전자빔 크기의 10배인 10㎛ 간격으로 각각의 금속원

소에 대한 성분비를 확인하 다. 

③ 미세조직

미세조직은 시편의 열처리 상태를 살펴보기 위하여 파손된 시편인 시편 

A와 건전한 시편인 시편 C의 입계와 탄화물 석출분포를 광학현미경으로 관찰

하 다. 시편의 입계 미세조직을 관찰하기 위하여 계면만을 부식시키는 용액인 

질산액 (메타놀 95 ml + 질산 5 ml) 속에서 전해 에칭 (전압: 2.5 - 3.0 V, 시

간: 3 - 20 초) 하 다. 그리고 탄화물 분포를 관찰하기 위해서는 계면은 부식

시키지 않고 탄화물만 용해시키는 용액인 인산액 (인산 80 ml + 증류수 20 ml) 

속에서 전해에칭 (전압: 2.5 - 3.0 V, 시간: 3 - 30 초) 하 다. 시편 A와 C 모

두 중성자 조사 시편이기 때문에 비조사재에 비하여 에칭 시간을 매우 짧게하

여야 하 다.

손상 지지핀인 시편 A의 입계와 탄화물의 미세조직은 각각 Fig. 3.2.16(a) 

및 3.2.16(b)와 같았다. 입계의 미세조직은 등축의 입자 모양과 입자 내의 쌍정 

계면을 보여 주는 전형적인 X-750의 용체화열처리 조건의 조직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탄화물의 미세조직은 대부분의 탄화물이 입자 계면에 석출하고 있는 전

형적인 X-750의 특수열처리 조건의 조직이었다. Fig. 3.2.16(b)에서 보여주는 

탄화물 분포는 Fig. 3.2.16(a)의 입계 조직의 계면과 동일한 형태이며, 지지핀 

재료로서 최적의 열처리 조건으로 열처리한 X-750 재료의 탄화물 미세조직 사

진인 Fig. 3.2.17와 일치하는 조직이었다.

건전한 지지핀인 시편 C의 입계와 탄화물의 미세조직은 Fig. 3.2.18(a) 및 

3.2.18(b)와 같았다. 입계와 탄화물 미세조직은 모두 시편 A의 경우와 동일하

다. 탄화물은 대부분 입계에 석출하여 있었으며, 부분적으로 쌍정 계면에도 석

출하고 있었다.

이러한 탄화물 분포 조직의 관찰 결과는 손상 지지핀과 건전한 지지핀 모

두 금속조직학적으로 동일한 열처리 재질을 갖고 있음을 알려준다. 그리고 입

계에 대부분 석출되어 있는 탄화물의 분포는 광 2호기의 X-750 지지핀은 제

2세대 X-750 지지핀의 열처리 조건과 일치함을 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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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파단면 분석

㉮ 나사부위에서 파손된 핀 (N-7 핀)

나사 부위에서 파손된 시편 (N-7 핀)의 파단면을 확대경으로 관찰한 전체 

모습은 Fig. 3.2.19와 같다. 시편 절단 중에 한쪽 부위가 비스듬히 잘리면서 손

실되었기 때문에 파단면이 완전하지 못한 듯이 관찰되었다. 파단면은 육안 관

찰 결과 표면에 많은 손상을 입었음을 알 수 있었다.

파단면을 주사전자현미경으로 확대하여 관찰하 다. 파단면의 대부분은 

Fig. 3.2.20과 같이 마찰된 흔적과 함께 편편한 모습을 보여주었으며, 손상된 부

위 사이에 부분적으로 원래의 파단면 모습을 보여 주는 곳이 Fig. 3.2.21과 같

이 남아 있었다. 마찰 흔적이 남아 있는 편편한 부위는 성분 분석을 한 결과 

X-750과 동일한 성분이었으며, 이는 핀의 shank 부분이 휘어져 있었던 육안검

사의 결과와 더불어 유추하면 정기검사를 위하여 상부 노심판을 움직일 때 핀

과 노심판의 부딪침이 있었기 때문에 표면 손상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파단면은 균열의 시작부터 관통 때까지 전형적인 입계파면 (intergranular 

fracture)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파단면의 가장자리에서부터 중심 부위의 어느 

곳에서나 파단은 입계파면에 의한 균열이었다. Fig. 3.2.22는 파단면의 가장자리 

즉 균열이 시작된 부위를 나타낸 곳으로 파단면은 모두 입계균열이었다. 중간

부위와 중심부에서도 역시 Fig. 3.2.23과 같이 전형적인 입계균열에 의한 파면 

조직을 보여주었다. Fig. 3.2.24는 파단면을 확대한 사진으로 입자의 계면을 뚜

렷이 보여주고 있다.

㉯ shank-shoulder 경계부위에서 파손된 핀 (시편 A)

Fig. 3.2.25는 파단면을 확대경으로 관찰한 사진이다. 사진의 중앙부위는 

파단면이 움푹 파여 있기 때문에 시편 절단시 잘려져 나간 모습이다. 파단면과 

shoulder 부위에는 산화막으로 보이는 물질이 가득 덮여 있으며 부분적으로 깨

끗한 파단면을 보여주는 곳이 남아 있었다.

주사전자현미경으로 확대하여 관찰한 파단면은 대부분 Fig. 3.2.26과 같이 

산화막으로 덮여 있었다. 표면을 덮고 있는 물질을 분석하기 위하여 표면의 화

학조성을 화학성분분석장치 (WDX)를 이용하여 산소 원소를 분석한 결과, Fig. 

3.2.27처럼 X-750의 주성분인 니켈과 크롬 그리고 철의 원소와 함께 산소 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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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검출되었다. 성분의 조성을 분석한 결과 NiO와 FeO, Cr2O3가 각각 33:12:28

의 비율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는 표면을 덮고 있는 물질이 다른 곳으로부터 

이동해 와서 덮고있는 crud가 아니고 지지핀 자체의 산화막임을 알려준다. 핀

의 균열은 단번에 진행된 것이 아니고 시간을 두고 진행되었으며 손상된 핀의 

상태로 원자로 속에 일정기간 머물고 있었다는 것을 암시한다.

지지핀은 입계균열에 의한 파손 후에도 파손 핀의 상부 shank 부분이 하

부 shoulder 부분을 다시 눌린 자국으로 보이는 Fig. 3.2.28과 같은 파단면도 관

찰되었다. 평탄한 면의 화학성분을 분석한 결과 산소 원소는 검출되지 않고 

X-750의 성분만 검출되었다.

손상된 표면 사이로 관찰되는 파단면 사진은 모두 전형적인 입계균열 

(intergranular fracture) 형상을 보 다. Fig. 3.2.29는 전형적인 입계균열에 의

한 파단면 사진을 보여주며, Fig. 3.2.30은 확대한 입계균열 파단면 사진이다. 

파단면 전체는 모두 입계균열에 의한 파단면만을 보여 주었으며 연성파괴에 의

한 딤플 (dimple)의 모습은 찾을 수 없었다. 이러한 입계파면을 2000 배로 확대

한 모습은 Fig. 3.2.31과 같다. 파단면은 부분적으로 미세한 2차 균열들이 입계

면을 따라 진행하면서 생성한 subcrack들을 포함하고 있는 전형적인 입계균열

에 의한 파면을 보여주고 있었다.

⑤ 파손원인 분석

광2호기 제어봉 안내관 지지핀의 파단면을 관찰한 결과 파손원인은 전

형적인 입계균열에 의한 파손으로, 관찰된 파단면은 실험실에서 명확히 밝혀진 

Fig. 3.2.32와 같은 X-750의 PWSCC (일차측 냉각수에 의한 응력부식균열, 

Primary Water Stress Corrosion Cracking) 파단면과 일치하 다. 즉 지지핀의 

파손원인은 X-750의 PWSCC 다.

X-750을 사용한 제어봉 안내관 지지핀의 파손사례는 1978년 일본 미하마 

3호기에서 발견된 이래 프랑스, 미국 등의 웨스팅하우스 PWR 타입의 원전에서 

1980년 중반까지 발견되었다. 1980년 초에 지지핀 손상원인과 대책에 관한 연

구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져 그 손상원인이 X-750의 PWSCC 때문임이 밝혀졌

고, PWSCC 저항성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여 현재는 제4세대 지지핀을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다. 광 2호기의 지지핀은 제2세대 지지핀에 해당한다.



- 72 -

X-750 재료가 PWSCC에 의한 손상을 입기 위해서는 3 가지 조건이 맞아

야 한다. 첫째, 수질화학 조건이다. X-750은 PWR의 일차 냉각수 수질화학 조

건에서 SCC가 발생하므로, 광 2호기의 수질조건은 X-750의 SCC 발생을 가

능하게 한다.

둘째, 재질문제이다. X-750의 PWSCC 저항성을 높여주기 위해서는 최적 

열처리 공정을 수행하여 입계 크롬탄화물을 불연속적으로 석출시켜 주어야 한

다. 이를 위한 최적 열처리 조건은 2000°F에서 1시간 용체화처리 후 1300°F에

서 20 시간 특수열처리 한다. 초기의 제1세대 제어봉 안내관 지지핀을 제외하

고 제2세대 지지핀 이후는 모두 이러한 특수 열처리를 수행하여 재질조건을 최

적화하고 있다. 광 2호기 지지핀은 제2세대 핀으로서, 미세조직 관찰 결과 재

질조건은 PWSCC 저항성이 높은 입계 크롬탄화물 형태로 구성되어 있음을 확

인하 다.

셋째, 응력조건이다. SCC를 유발시킬 수 있는 임계응력이 존재하여, 임계

응력 이하의 응력에서는 SCC가 발생하지 않으나 임계응력 이상의 응력에서는 

응력이 높을수록 SCC 저항성은 반대로 낮아진다. 따라서 X-750 지지핀의 경우

는 SCC 저항성을 크게 하기 위하여 볼트에 가한 torque 값을 가능한 낮추어 

주어서, 제2세대 핀은 120 ft-lb의 torque 값으로 감소시켰으며 제3세대 핀은 

60 ft-lb 로 더욱 낮추었다. 광2호기의 경우는 제2세대 값인 120 ∼ 130 ft-lb 

값의 torque를 가하 다.

X-750 제어봉 안내관 지지핀은 PWSCC에 의하여 파손이 발생됨을 발견

한 후, 많은 재질학적 미세조직 개량과 응력조건, 핀의 기하학적 모양 등의 개

선으로 제2세대 핀 이후에는 세계적으로 거의 손상사례가 보고된 바가 없다. 

제2세대 제어봉 안내관 지지핀을 사용한 광 2호기에서 X-750 지지핀의 손상

사례가 발견된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경우이다.

광 2호기의 X-750 지지핀 파손원인을 현재까지 관찰 결과로부터 종합

하면 다음과 같이 추정할 수 있다. 첫째, 지지핀 파손원인은 X-750 합금의 전

형적인 PWSCC에 의하여 발생하 다. 둘째, 재료의 미세조직은 입계탄화물의 

분포 등으로 볼 때 PWSCC 저항성이 매우 높은 최적 열처리조건에 부합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핀의 leaf spring 부위에서 발생한 파손이 없는 점도 이를 뒷

받침한다. 셋째, 지지핀 손상 위치별로 분류하면 대부분이 핀의 나사 부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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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손되었으며 일부는 핀의 shank와 shoulder의 경계부위에서 파손되었다. 이는 

120 ∼ 130 ft-lb의 torque에 의한 응력조건이 PWSCC에 미친 향이 컸음을 

알려준다. 넷째, 너트의 고정캡 설치를 위하여 수행한 용접은 용접열에 의한 잔

류응력을 너트 부위에 특히 부과시킴으로써 제2세대의 비교적 높은 torque 값

과 동시효과가 발생하여 나사부위에서 PWSCC 발생 가능성을 높여줄 수 있다. 

다섯째, 광 2호기 지지핀 재료의 특수열처리를 기계가공을 수행한 후에 하

다면 torque 값과 동시효과가 발생하여 PWSCC의 발생 가능성을 높여줄 수 있

다. 프랑스에서 제2세대 핀의 기계가공을 열처리 전에 수행함으로써 파손사례

가 보고된 바가 있으며 제3세대 핀부터는 열처리 후에 기계가공 하는 것으로 

공정을 바꾸었다. 

종합적으로 광 2호기 제어봉 안내관 지지핀의 파손원인을 요약하면, 

광 2호기 지지핀은 X-750 합금으로 제조된 제2세대 지지핀으로서, 일차냉각수

에 의한 응력부식균열 (PWSCC)에 의하여 손상되었다. PWSCC의 발생원인은 

재료의 열처리 인자보다는 너트의 torque에 의한 응력 인자가 더 큰 가능성을 

갖고 있다.

다. 광 2호기 CVCS 압력강하용 오리피스 손상 미캐니즘 분석 

광 2호기 CVCS 압력강하용 오리피스의 손상면을 관찰하고 재질을 분

석․평가하여 손상 미캐니즘을 파악하고 해결대책을 제시한다.

(1) 시편의 수송 및 Hot cell 반입

오리피스는 원래의 형태가 외경 8.9cm, 내경 0.7cm, 길이 30 cm의 원통형

이었다. 수송한 시편은 Hot cell에서의 작업을 편리하게 하기 위하여 오리피스 

외통을 기계적 가공하여 외경을 5.6 cm 정도로 줄이고 길이를 2 등분하여 자른 

두 토막의 시편이었다. 측정된 방사선량은 약 100 μSv/hr이었다.

(2) 오리피스 외관 검사 및 절단

(가) 오리피스 시편의 외관 검사

오리피스의 외관 형상은 카메라가 설치된 M2 핫셀로 이송하여 원격조작

기로 외관형상의 육안검사 및 사진촬 을 수행하 다. 오리피스 두 토막 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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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출구측 토막의 외관 형상 사진은 Fig. 3.2.33과 같았다. 출구 끝단의 오리피

스 내경은 육안으로 분명히 구분될 정도로 확대되어 있었으며, 입구측 내경은 

원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다. 이는 오리피스의 손상정도가 출구 끝단에서부

터 15 cm 이내에 한정되어 있다는 것을 알려주었다.

(나) 오리피스 시편의 절단

오리피스 손상정도를 알기 위하여 길이 방향으로 2cm 씩 1-5번 순으로 

번호를 표기한 후 오리피스를 절단하고, 내경의 변화 여부를 관찰하 다.

(3) 오리피스 내경의 손상 정도 측정

오리피스를 출구 쪽부터 5토막까지 자르며 내경의 변화를 관찰한 결과, 

네 번째 절단편의 입구 쪽과 다섯 번째 절단편의 출구 쪽 내경에서는 손상자국

이 발견되지 않았다.

출구 쪽에서 첫 번째 절단한 시편의 내경 변화를 측정한 결과, 출구 끝단

의 내경은 약 22mm로 확장되어 있었다. 반대쪽 (입구쪽)은 내경의 크기가 각

각 22mm, 19mm인 타원형에 가까웠다.

두 번째 절단편 (절단편 2)은 출구 쪽에서 볼 때 크기가 약 22mm, 18mm

인 타원형 모습을 가졌으며, 입구 쪽에서 최대 폭이 11mm이나 그 모양이 원형

에서 벗어나 있었다. 오리피스 내경은 두 번째 절단편에서, 즉 오리피스 출구 

끝단에서 2-4cm 길이에서 급격히 확장되었으며, 이는 손상이 2-4cm 거리에서 

급격히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 주었다.

세 번째 절단편 (절단편 3)은 출구 쪽은 최대 약 11mm로서 불규칙한 모

양을 가지며, 입구 쪽은 약 240
o는 손상이 없고 약 120o에만 최대 2mm 정도 손

상이 있었다. 손상은 내경의 360o 방향에서 고르게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

경의 모양은 불규칙한 타원형 등 원래의 내경 모습을 잃고 있었다.

그리고 네 번째 절단편 (절단편 4)은 출구 쪽은 손상의 흔적을 보 으나, 

입구 쪽은 처음의 내경을 그대로 보여주었다. 오리피스 내부 표면의 손상은 출

구 끝단에서 8-10cm 사이의 거리에서 시작되고 있음을 알려 주었다.

오리피스 내경 관찰 결과는 오리피스의 손상이 내부 표면에서 동시에 시

작한 것이 아니라 특정한 곳에서 손상이 발생하여 그 손상정도가 점점 심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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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오리피스 내경을 확장시킴과 동시에 점점 더 안 쪽으로 진행되었다. 손상 

속도는 오리피스 길이 방향에 따라 다르며, 출구 끝단으로부터 2-6cm 깊이에

서 손상이 심하게 발생하고 있었다. 오리피스 내경은 손상 초기에는 국부적 손

상 때문에 모양이 매우 불규칙하나, 손상이 점점 진행되어 약 20mm까지 내경

이 확대된 후에는 내경 모양을 타원형에서 원형으로 변하게 하 다.

(4) 오리피스 내면의 단면 관찰

오리피스 내면을 관찰하기 위하여 각 절단편을 잘라 그 단면을 노출시켰

다. Fig. 3.2.34에 관찰한 오리피스 내면을 나타내었다. 절단편 1은 전체적으로 

전형적인 cavitation에 의한 손상이 일어나 깊은 pit 자국이 뚜렷이 나타나 있었

다. 절단편 측면에서 관찰한 오리피스 내경의 모습은 전반적으로 원형에 가까

운 타원형 모습을 이루고 있으나, 표면은 깊은 pit 자국들에 의하여 매우 거칠

어져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깊은 pit 자국은 내면 전체에 고르게 나타나 있었

고, 내경이 거의 원형에 가깝게 유지하고 있다는 결과로부터 이 부분은 

cavitation 손상이 어느 정도 안정 상태에 돌입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내면의 

손상정도는, 출구쪽과 입구쪽의 내경은 약 22 mm 정도로써 비슷한 크기 던 

것에 비하여, 오리피스 출구 끝단에서 약 1 cm 안쪽인 절단편 중간부가 손상이 

가장 심하여 내경이 최대 약 24 mm 까지 확장되었다. 

절단편 2번의 단면은, 내부 표면의 모습은 전형적인 cavitation에 의한 pit 

들을 보 으며, 내경의 모양은 출구쪽은 약 20 mm 크기의 타원형에 가까웠으

나 입구쪽은 손상 정도가 매우 불균일하여 원형을 잃고 있었으며 그 크기는 약 

11 mm 정도 다. 즉 출구끝단에서부터 2 - 4 cm 거리 사이에서 cavitation 손

상이 매우 심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따라서 내경은 급격히 확장되고 있었다. 그

리고 cavitation 손상이 심하게 일어나는 동안은 손상속도가 위치에 따라 달라 

그 손상이 국부적으로 발생하여 내경은 원래의 모습을 잃고 불규칙하 으며, 

손상이 점점 진행됨에 따라 오리피스 내경은 원형 혹은 타원형 형태로 안정화 

되어갔다.

절단편 3번에서는, cavitation 손상이 점점 오리피스 입구쪽으로 진전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출구쪽은 cavitation 손상이 심하게 진행되고 있었으

며, 입구쪽은 약 90° 역에서만 손상이 시작되었고 나머지 270° 역에서는 전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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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상이 없었다. 손상되고 있는 내면은 pit 자국이 매우 깊고 불균일하게 진행되

고 있었으며, 손상이 없는 다른 하나의 단면은 중간부에서 손상이 비교적 넓게 

시작되고 있었다. 

절단편 4번은, 한 쪽의 절단면은 손상 흔적이 전혀 없었으며, 다른 쪽 절

단면에는 입구쪽에서부터 내부 표면의 가공 자국에 따라 손상이 단편적으로 발

생하여 이어지고 있었다. 출구쪽에 약간의 손상 자국만 보일 뿐, 입구쪽을 비롯

한 다른 곳은 원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다. 내부 단면은 손상이 입구쪽으로

부터 시작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었다. 

(5) 오리피스 손상면 관찰

오리피스 내면의 손상면을 주사전자현미경 (SEM)으로 관찰한 사진을 

Fig. 3.2.35에 나타내었다. 손상면은 전형적인 cavitation 손상 모습을 보여주는 

깊은 pit들을 국부적으로 많이 보 다. 손상면 확대사진은 깊은 pit와 함께 매우 

거친 표면을 보여주었다. 부분적으로 떨어져 나온 조각들에 의한 erosion자국들

도 나타나 있었다. 손상이 시작되고 있는 절단편 4번의 내부 표면은 매우 국부

적으로 깊은 pit들을 동반한 전형적인 cavitation 손상의 시작점을 나타내었으

며, 손상은 주기적으로 발생하며 점점 심하게 진행되고 있었다. 손상이 주기적

으로 발생하고 있는 곳은 오리피스 내부의 가공자국과 일치하 으며, 그 자국

을 따라 옆으로 확대되고 있었다. Cavitation 손상은 일단 시작한 곳에서 더욱 

가속하여 손상이 진행되고 있었다. 확대사진은 cavitation pit의 모습을 보여주

고 있다. Pit의 초기에는 손상이 금속 조직과는 무관하게 고르게 파내어서 손상

면이 매우 고른 모습을 보 다. 그러나 pit의 깊이가 점점 깊어져서 기포가 깊

은 pit 내부에서 발생하게 되면 손상면은 더 이상 고르게 파여지지 않고 금속

조직과 연계되어 상대적으로 연한 조직은 더욱 빠르게 손상되고 상대적으로 강

한 조직은 부분적으로 남아 있는 매우 불규칙한 모습을 보 다.

(6) 압력강하용 오리피스의 cavitation 손상 기구

(가) 17-4PH강의 특성

압력강하용 오리피스에 적용된 17-4PH강은 17wt%Cr-4Wt.%Ni을 함유한 

iron-base 합금이다. 마르텐사이트계 석출경화형 합금으로 강도, 내식성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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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내마모성이 매우 우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미세조직은 래스 마르텐

사이트와 미세한 석출물로 이루어져 있다 (Fig. 3.2.36).

(나) Cavitation에 의한 손상 기구

Cavitation은 오리피스와 같이 압력강하가 일어나는 곳에서 유체 내에 

bubble이 형성되면 이것이 붕괴되면서 음속의 shock wave를 생성하여 재료를 

손상시키는 현상이다.  

Cavitation 발생 기구를 알아 보기 위하여 Fig. 3.2.37과 Fig. 3.2.38에 오리

피스에서의 압력 변화 및 이에 따른 bubble 거동 변화를 도식하 다. 오리피스

에서의 압력이 증기압 이하로 감소하면 유체 내에 bubble이 형성되고, 또한 출

구에서의 압력이 증기압 이상으로 증가하면 bubble 크기가 감소하면서 bubble 

내에 큰 압력이 작용하게 되어 bubble이 파열된다. 이때 shock wave가 생성되

어 재료에 cavitation을 발생시킨다.

Cavitation 손상 표면은 pitting에 의해 생성된 구형의 분화구와 같은 거친 

표면을 형성하고 있다. 유량이 증가하거나, 오리피스 직경감소에 따른 유속의 

증가로 압력감소정도가 증가하거나, 또는 압력이 증기압 이하로 감소하여 

bubble 생성 속도 증가하면 cavitation은 가속된다.

(다) Cavitation 방지 방안

Cavitation 방지 방안으로는 우선 새로운 재료의 선택이 있을 수 있는데 

cavitation에 의한 손상에 완벽한 저항성을 가진 재료는 없으므로 cavitation에 

대해 최상의 저항성을 갖는 재료를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고, 다른 방안으로는 

multistage orifice를 적용하는 것이 있는데 압력이 증기압 이하로 강하할 때 

water bubble이 생성되므로 Fig. 3.2.39에 나타낸 바와 같이 다단계 오리피스를 

사용하여 압력을 단계적으로 감소시킴으로서 압력이 증기압 이하로 감소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유량에 따라 단계를 조절해야 한다. 현재 

제안된 방안 중에는 가장 효과적인 억제 방안이다.  

(7) 요 약

(가) CVCS 압력강화용 오리피스는 가동중 손상이 발생하여 출구끝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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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내경은 원래의 내경 약 7 mm에서 약 22 mm까지 확장되었으며 손상 깊이

는 약 8 cm까지 이르 다.

(나) 오리피스 내경의 손상정도는 깊이에 따라 달랐으며, 출구끝단으로

부터 약 2 cm 깊이까지 약 22 mm 확장되어 타원형 모습을 보 다. 깊이 2 

cm에서부터 약 5.5 cm 까지 심한 손상이 발생하고 있어 깊이에 따라 내경은 

깔대기 형태처럼 출구쪽으로 급격히 확장되고 있었다. 5.5 cm부터 손상은 내부 

표면의 한 면을 따라 국부적으로 발생하여 8 cm 깊이까지 진행되고 있었다.

(다) 오리피스 내부는 무수히 많은 깊은 pit 들로 파여 있는 전형적인 

cavitation에 의한 손상면을 보 다.

(라) 오리피스 내부표면에는 가공홈 자국이 있으나 연마상태는 양호하

다. 가공홈은 cavitation 조건이 만족되었을 때 cavitation 발생점이 되었다.

라. 상단고정체 나사 손상원인 분석 

고리4호기 12차 O/H 기간중 발견된 상단 고정체 스프링 나사 및 크램프 

나사 손상과 관련하여 고리 4호기 상단고정체 스프링 나사 및 클램프 나사에 

대한 손상 원인 분석 및 평가를 수행하 다. 

(1) 시편의 수송 및 Hot cell 반입

(가) 시편 종류 및 방사선량

수송한 시편은 클램프 나사가 부착되어 있는 클램프 4개와 손상된 스프링 

나사 8개이다. 측정된 방사선량은 최대표면선량이 80,000 μSv/hr이고, 1m 이격 

선량율은 15,000 μSv/hr이었다.

(나) 시편 수송 및 hot cell 반입

시편의 수송은 500,000 μSv/hr의 방사선량을 갖는 물질을 운송할 수 있는 

Type A  방사성물질 수송용기를 사용하 다. 시편을 수송용기에 장입한 후 수

송용기 바깥에서의 방사선량은 표면에서 25 μSv/hr, 1 m 이격에서 1.7 μSv/hr 

값으로 측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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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편 외관 형상검사 

크램프 및 파손된 스프링 나사의 외관 형상 육안검사는 카메라가 설치된 

M5a 핫셀로 이송하여 원격조작기로 크램프 4개와 스프링 나사 8개의 외관형상

을 육안검사하고 사진촬 을 수행하 다. 촬 한 사진은 Fig. 3.2.40과 같다.

(가) 스프링 나사

손상된 스프링 나사는 두 종류의 형상을 갖고 있었다. 하나는 나사 머리가 

깨어진 것으로 3개의 나사가 있었다. 사진에서 보여주는 것과 같이 나사 머리

부분이 깊이 파이며 깨어졌고 파단면은 5 - 6 개 균열로 구성되어 있다. 특이

한 것은 균열이 나사 목부분의 한 쪽에서 시작하여 그 반대쪽으로 진전된 것으

로 나타났으며, 최종적으로 파단된 부분은 나사 목부분이 아닌 머리 가장자리

를 관통한 것으로 관찰되었다. 측면에서 관찰한 사진은 나사머리에도 균열이 

일부 보이며, 부분적으로 깨어져 나간 것도 관찰되었다.

다른 하나는 스프링 나사의 몸통부분이 부러진 것으로 5개의 나사가 있었

다. 측면에서 관찰한 사진에서 보여주듯이 균열은 나사산 부분에서 시작하여 

몸통의 수직 방향이 아닌 사선 방향으로 진전되었다. 나사의 몸통 부분에는 스

프링 자국처럼 보이는 흠 자국이 관찰되기도 하 다.

(나) 클램프 및 클램프 나사

클램프는 4개 중 안내홈이 없는 하나에만 N45라는 표기가 선명하게 존재

하 으며 안내홈이 있는 나머지 3개는 표기가 없어 구분이 되지 않았다. 클램

프는 모두 특별한 이상이 관찰되지 않았다. 스프링 나사 및 클램프 나사를 고

정하 던 고정핀도 모두 이상 없이 존재하 으며, 용접부위도 모두 건전하 다.

클램프 나사는 4개 모두 제자리에 꽂혀 있었다. 그러나 클램프 나사는 나

사산 부분에서 모두 부려진 것으로 관찰되었다.  

(3) 스프링 나사 손상면 관찰 

(가) 나사머리 손상 시편 #1

주사전자현미경(SEM)을 이용하여 파단면에 대한 fractograph를 관찰하여 

다음 Fig. 3.2.41에 나타내었다. 나사머리는 크게 5 부분의 각기 다른 균열면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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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균열은 나사 목부분에서 균질하게 시작한 것이 아니고, 

한 쪽에서 먼저 생성된 후 반대 쪽으로 진전되었다고 판단되었다.

확대사진을 관찰하면, 균열이 나사머리 가장자리까지 뻗어있으며, 파단면

의 확대사진은 파손양상이 전형적인 입계균열파단면 임을 나타내었다. 입자의 

모양은 등축 모양을 보 으며, 입자의 계면은 매우 뚜렷하 다. 확대사진에서는 

입자계면을 따라 내부로 균열이 진전된 모습을 보이는 등, 인코넬 합금의 전형

적인 응력부식균열 (SCC) 양상이었다. 나사머리의 가장자리는 직접적인 인장응

력을 받는 부분이 아니므로, 나사에 균일한 응력이 가해져 있다면 SCC 균열이 

발생할 수 없는 부분이다. 그러나 이곳에서 균열이 나사 머리의 가장자리까지 

존재하며 방향이 바뀌어 있다. 이는 이 부분에서의 SCC 균열은 나사머리에 가

해지는 균일한 응력에 의해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특정한 부위에서 균열이 진

전되어 왔음을 암시하고 있다. 균열은 내부 쪽에서 가장자리 쪽으로 진행되어 

최종적으로 나사머리가 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파단양상은 전체면이 모두 전

형적인 입계균열에 의한 SCC 파면이었다. 역학적 파괴 자국은 어느 곳에서도 

나타나지 않았다.

(나) 나사몸통 손상 시편 #1

인코넬 600 스프링 나사의 또 다른 전형적인 손상부위는 나사의 홈에서 

균열이 발생한 것이다. 균열이 시작된 부위의 파단면을 관찰하면, 전체 파단면

은 전형적이 인코넬 600의 입계응력부식(IGSCC) 균열 양상을 보인다. 결정립

은 평균 크기가 약 20㎛ 정도로써, 길이가 길게 늘어난 전형적인 냉간가공 조

직을 보이고 있다. 표면은 나사산 가공의 기계 자국이 있으며, 기계 가공은 나

사의 표면에 약 10㎛ 깊이의 가공 흔적을 남겼다 그리하여 표면의 10㎛ 깊이까

지 입계 균열이 아닌 파단면을 보 다. 파단면에는 극히 부분적으로 표면 응축

물이 관찰되나 전체적으로는 매우 깨끗한 모습이었다.

균열이 진행된 나사의 중심부에서의 파단면 또한 균열의 시작부위와 별다

른 차이가 없이 전형적인 IGSCC 파면을 보 다. 입자의 크기나 모양도 유사하

다. 나사의 가장 자리에서의 파단면 또한 전형적인 IGSCC 양상을 보여 주었

다. 나사가 최종적으로 파단된 부위의 파면은 IGSCC 파면이 역학적 파면으로 

바뀌면서 나사가 끊어진 것을 보여준다. 나사 모통이 마지막 일부분을 제외하



- 81 -

고는 모두 IGSCC 파단면을 보여주고 있으며, IGSCC 균열이 끝 부분까지 진행

되어 역학적으로 파괴되었다. 

(4) 요 약

(가) 스프링 나사의 손상 발생장소는 크게 두 곳으로 나누어졌다. 한 곳

은 나사 머리의 목부분에서 균열이 발생하 고, 다른 한 곳은 나사몸통의 나사

산 부분이었다.

(나) 클램프 나사는 나사 몸통부의 나사산에서 손상이 발생하 다.

(다) 클램프 나사 및 스프링 나사를 고정하기 위한 고정핀은 모두 건전

하 다.

(라) 스프링 나사의 나사 목부분 손상 mechanism은 인코넬 합금의 전

형적인 PWSCC 다. 파단면은 모두 입계균열 파괴모드를 보 으며, 역학적 

파괴모드는 관찰되지 않았다.

(마) SCC 균열은 스프링에 의하여 가해진 응력이 높은 곳에서 생성하

여 반대쪽으로 진전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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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2.1. Failures of baffle/former bolt in nuclear power pl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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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2.2. Incidents of stress corrosion of threaded fasteners 

Plants
Year

reported

Components 

and parts
Materials of parts Contributing factors Correcctive action

LaCrosse(BWR) 1970 Reactor vessel 

closure 

studs(3.5-in. 

diameter)

12% Cr martensitic 

stainless steel 

(ASTM-A-437-B4

B)

(1) Aqueous environment during 

outage

(2) Improper heat treatment of 

material

(3) Galvanic action resulting from 

silver plating breakdown

(4) Pretension

(1) Replaced with studs made from 

A-540-B23, Class 4 material

(2) Augmented inservice inspection 

ultrasonic test surveillance

Ginna 1970 Steam generator 

support anchor 

studs(1-3/8-in. 

diameter)

Low alloy steel 

(AISI-4140)

(1) 160 ksi pretension

(2) Humid/wet borated water

(1) Replaced with studs made from 

A-490 material

(2) No pretension

Haddam Neck 1973 Steam generator 

support anchor 

bolts (2-in. 

diameter)

Low alloy steel (1) Pretension

(2) Water leakage

(1) 24 of 256 bolts replaced

(2) Pretension reduced on replaced bolts

(3) Microswitch installed on all bolts for 

monitoring

Surry 1 1975 steam generator 

support bolts

Maraging steel

(Vascomax 250)

Replaced with Cd-plated Vascomax 

250 bolts

Surry 2 1975 steam generator 

support bolts

Maraging

(Vascomax 250)

Replaced with Cd-plated Vascomax 

250 bolts

San Onofre 1 1977 steam generator 

manway studs

Low alloy steel

(AISI 4140)

(A193-B7)

8 studs replaced

Midland 1 1979 Reactor vessel 

skirt flange 

embed anchor 

studs(2-1/2 in. 

diameter)

Low alloy steel

(AISI-4140, 4145)

(1) Improper heat treatment of 

material

(2) Excessive preload of 87-92 

ksi

(1) Remaining studs detensioned to 6 

ksi

(2) Upper lateral support installed on 

vess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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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2.2. Continued.

Plants
Year 

reported

Components and 

parts
Materials of parts Contributing factors Corrective action

Arkansas 1 1978 Steam generator 

manway closure 

studs

Low alloy steel 

(AISI 4340)

2 cracked studs replaced

1980 Steam generator 

manway closure 

studs(2-in. 

diameter)

Low alloy steel 

(AISI 4340)

(1) Use of thread lubricant 

    containing molybdenum 

    disulfide

(2) Preload

3 cracked studs replaced

Oconee 3 1980 Steam generator 

column support 

bolts(1-1/2 in. 

diameter)

Low alloy steel 

(SA-320, Grade 

L-43) 

(AISI-4340)

(1) Use of thread lubricant    

    containing molybdenum 

    disulfide

(2) Trapped moisture

All studs replaced (thread lubricant 

containing molybdenum disulfide was 

applied)

Prairie Island 1 1980 Steam generator 

column support 

bolts(1-1/2-in

Maraging steel 

(Vascomax 250) 

(A538 grade B)

Excessive preload

(1, 400 ft-1b torque)

(1) Replaced with studs made from 

    same material

(2) Pretension reduced

Prairie Island 2 1980 Steam generator 

column support 

bolts(1-1/2-in. 

diameter)

Maraging steel 

(Vascomax 250) 

(A538 grade B)

Excessive preload

(1,400 ft-1b torque)

(1) Replaced with studs made from 

    same material

(2) Pretension reduced

Rancho Seco 1980 Valve studs Stainless steel 

Type 416 

(A-193-B6)

Improper teat treatment 

of material

D.C. Cook 1 1981 Main steam 

isolation valve 

internals-studs

Low alloy steel 

(AISI 4340)

(1) Primary steam 

(2) Possible use of thread 

    lubricant containing 

    molybdenum disulfide

(3) Possible overtorq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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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2.2. Continued.

Plants
Year 

reported

Components 

and parts
Materials of parts Contributing factors Corrective action

Oconee 1 1981 Reactor vessel 

internals - 

thermal shield 

bolts

A-286 stainless 

steel

(1) Borated water 

environment

(2) Preload of 32 ksi and 32 

ksi bending

(1) Lower thermal shield 

redesigned

(2) Use of inconel X-750 studs 

and nuts

Oconee 2 1981 Reactor vessel 

internals - 

thermal shield 

bolts

A-286 stainless 

steel

(1) Borated-water 

environment

(2) Preload of 32 ksi and 32 

ksi bending

(1) Lower thermal shield 

redesigned

(2) Use of Inconel X-750 studs 

and nuts

Palo Verde 1981 Piping restraint 

imbedded anchor 

bolts (1-1/2-in. 

diameter)

Low alloy 

steel(AISI 

4140)(A-354 Grade 

BD)

Improper heat treatment of 

material

Maine Yankee 1982 Steam generator 

manway closure 

studs (1-1/2 in. 

diameter)

Low alloy steel 

(SA540-B24)

(1) Gasket leakage of 

borated water

(2) Use of Furmanite sealing 

compound

(3) Use of thread lubricant 

containing molybdenum

(4) Preload of 900-1,100 

ft-lb

10 failed studs replaced with 

studs of the same stock

6-in. gate valve 

bonnet-to-body 

studs (5/8-in. 

diameter)

Stainless steel Valve body-to-bonnet gasket 

leakage of borated water

(1) Proposed short-term 

action-replace with AISI 4140 

(A196-B7) studs

(2) Proposed long-term action 

use 17-4 PH stu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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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2.3. Incidents of fatigue of threaded fasteners 

Plants

Year 

reporte

d

Components and 

parts
Materials of parts Contributing factors Corrective action

Big Rock Point 

(BWR)

1964 Reactor vessel 

internals thermal 

shield bolts

Type 316 

stainless steel

(ASTM A-276)

Flow-induced vibration Support and flow pattern 

modified

Yankee Rowe 1968 Reactor vessel 

internals thermal 

shield bolts

Type 316 

stainless steel

Flow-induced vibration Clamp added to each thermal 

shield joint

Palisades 1972 Reactor vessel 

internals-hold-

down bolts for 

ring shim (1/2-

in. diameter)

Type 304 

stainless steel

Improper torque 1) Broken bolts replaced

(2) Proper torque and 

clea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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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2.4. Incidents of borated-water corrosion of threaded fasteners

Plants
Year 

reported

Components 

and parts
Materials of parts Contributing factors Corrective action

St. Lucie 1977 Steam generator 

manway closure 

studs (1-1/2-in. 

diameter)

Low carbon low 

alloy steel 

(SA-540-B24)

Manway gasket leakage of 

borated water

(1) 3 studs replaced

(2) Gasket replaced

1978 Pressurizer manway 

closure studs

Low carbon low 

alloy steel

(SA-540-B24)

Manway leakage of borated 

water

5 corroded studs replaced

Calvert Cliffs 1 1980 Reactor coolant 

pump closure studs

Low alloy steel Possible gasket leakage of 

borated water

27 studs replaced

1980 Reactor generator 

manway studs

Low alloy steel Gasket leakage of borated water 11 studs replaced

Fort Calhoun 1980 Reactor coolant 

pump closure 

studs(3-1/2-in. 

diameter)

Low alloy steel

(AISI 4140)

(SA-193-B7)

Flexitallic flange gasket leakage 9 studs replaced

1981 Reactor coolant 

pump closure 

studs(3-1/2-in. 

diameter)

Low alloy steel

(AISI 41400

(SA-193-B7)

Corroded studs replaced

Arkansas 1 1981 Steam generator 

manway closure 

studs

Low alloy steel Closure gasket leakage of 

borated water

Corroded studs replaced

Calvert Cliffs 2 1981 Reactor coolant 

pump closure studs

Low alloy steel Possible gasket leakage of 

borated water

12 studs replaced

1981 Pressurizer manway 

studs

Low alloy steel Seal leakage of borated water 2 studs replaced



- 88 -

Table 3.2.4. Continued.

Plants
Year 

reported

C omp o n e n t s 

and parts
Materials of parts Contributing factors Corrective action

D.C. Cook 2 1981 Check valve 

bonnet bolts

Low alloy steel

(AISI 4140)

(A-193-87)

Valve body-to-bonnet gasket 

leakage of borated water

All 12 studs replaced

Kewaunee 1981 8-in. motor 

operated valve 

body-to-bonne

t studs

Low alloy steel Valve body-to-bonnet gasket 

leakage of concentrated (12%) 

borated water

Corroded studs replaced

Oconee 2 1981 Reactor 

coolant pump 

closure studs

Low alloy steel Closure gasket leakage of 

borated water

1 stud replaced

Oconee 3 1981 Reactor 

coolant pump 

closure studs

Low alloy steel Closure gasket leakage of 

borated water

1 stud replaced

Table 3.2.5. Incidents of erosion-corrosion of threaded fasteners

Plants
Year 

reported

Components 

and parts

Materials of 

parts
Contributing factors Corrective action

Zion 1 1979 Chemical and 

volume 

control 

system valve 

bolts

Low alloy steel 

(AISI 4040)

(A193-B7)

Valve gasket leakage of 

borated water

(1) Degraded bolts replaced

(2) Valve bonnet reassemb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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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2.6. Incidents of other types of degradation of threaded fasteners

Plants
Year 

reported

Components and 

parts
Materials of parts Contributing factors Corrective action

Sequoyah 1 1977 Steam generator 

support bolts

(1-1/2-in. diameter)

Quench cracks Bolts replaced

Sequoyah 2 1977 Steam generator 

support bolts

(1-1/2-in. diameter)

Quench cracks Bolts replaced

Arkansas 1 1980 Emergency feed 

water turbine 

steam inlet bolts

Carbon steel

(C-1117)

(1) Wrong material

(2) Waterhammer

All bolts replaced with low 

alloy steel (AISI 4140) bolts

Pilgrim 1

(BWR)

1981 Valve limit-torque 

operator motor 

holddown bolts

Bolts replaced

Surry 2 1981 Service water pump 

Carbon steel 

impeller capscrew

Carbon steel (1) Broken capscrew replaced

(2) All impeller capscrews to 

be replaced with stainless 

steel capscrews

Vermont Yankee 1981 Valve limit-torque 

operator motor 

mounting bolts

4 mounting bolts replaced

Waterford 1981 Reactor coolant 

pump support bolts

A-490 alloy steel (1) Improper torque

(2) Some bolts too short

(1) Failed bolts and short 

bolts repalced

(2) Bolts retorqued with 

calibrated torque 

equipment

(3) Quality assurance plan for 

bolting impro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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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2.7.  Accidents by thermal fatige in PWR

Plant
Event 

Date

Initial 

Critica- 

lity Date

NSSS 

Vendor

Piping 

System

Throughwall Crack Leak 

Rate

(L/min)

Leak 

Detection 

MethodLocation Size

Crystal 

River 3
1/82 1/77 B&W

Makeup/ 

high 

Pressure 

Injection

Check 

Valve body 

near the 

Valve-to-

safe end 

weld

140-degree 

circumferential 

crack; two 

crack initiation 

sites; one on 

the inside 

surface and 

one on the 

outside surface

3.8

RCS mass 

balance 

calculations

Obrigheim /86 9/68 Siemens

Chemical 

and 

Volume 

Control

Weld 

between a 

90-degree 

elbow and 

a nozzle

Crack extended 

70mm 

circumferentia- 

lly at the 

inside surface, 

12mm at the 

outside surface

0.02

Visual 

Observation

(video 

monitor)

Farley 2 12/87 5/81 W
Safety 

Injection

Heat 

affected 

zone of 

elbow-to-

pipe weld

Crack extended 

120 degrees 

circumferentia- 

lly at the 

inside surface, 

25mm long at 

the outside 

surface

2.7

High 

containment 

cooler drain 

pot levels

Tihange 1 6/88 2/75 ACLF
Safety 

Injection

Elbow 

base metal

89mm long at 

the inside 

surface, 41-mm 

long at the 

outside surface

22

Airborne 

particulate 

and gaseous 

radioactivity 

monitors, 

RCS mass 

balance 

calculations

Genkai 1 6/88 1/75 MHI

Residual 

Heat 

Removal

Heat-affect

ed zone of

elbow-to-

pipe weld

Crack extended 

97mm 

circumferentia- 

lly at the 

inside surface, 

1.5mm at the 

outside surface

0.8

Sump level 

and flow 

rate moni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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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2.7. (Continued.)

Plant
Event 

Date

Initial 

Critica- 

lity 

Date

NSSS 

Vendor

Piping 

System

Throughwall Crack Leak 

Rate

(L/min)

Leak 

Detection 

MethodLocation Size

Dampierre 

2
9/92 12/80 Fra

Safety 

Injection

Check 

Valve-to-

pipe weld 

and base 

metal of 

straight 

portion of 

pipe

Crack extended 

110 mm 

circumferentially 

at the inside 

surface, 25 mm 

at the outside 

surface

10

RCS mass 

balance 

calculations

Loviisa 2 5/94 10/80 AEE
Spray 

Line

Pressurizer 

auxiliary 

spray line 

control 

valve body

Crack extended 

80mm along the 

horizontal 

surface and 

25mm along the 

vertical surface 

of the valve 

body

few 

drops

Visual 

Observation

Biblis-B 2/95 3/76
Siemen

s

Chemical 

and 

Volume 

Control 

System

Base metal 

of a 

straight 

portion of 

the pipe

Crack extended 

50mm axially at 

the inside 

surface, 20mm 

at the outside 

surface

66.7

High 

observation 

(video 

monitor), 

condensate 

flow rate 

monitor

Three Mile 

Island 1
9/95 6/74 B&W

Cold 

Leg 

Drain 

Line

Weld 

between a 

90-degree 

elbow and 

a 51 mm 

diameter 

horizontal 

line

Crack extended 

51mm 

circumferentially 

at the inside 

surface, 14mm 

at the outside 

surface

0.06

Airborne 

Particulate 

radioactivity 

monitors

Dampierre 

1
12/96 3/80 Fra

Safety 

Injection

Base metal 

of a 

straight 

portion of 

the pipe

The crack 

extended 80mm 

circumferentially 

at the inside 

surface, 22mm 

at the outside 

surface

2.7

Sump level 

and flow 

rate monitor



- 92 -

Table. 3.2.7. (Continued.)

Plant

Even

t 

Date

Initial 

Critica

- lity 

Date

NSSS 

Vend

or

Piping 

System

Throughwall Crack
Leak 

Rate

(L/mi

n)

Leak 

Detection 

MethodLocation Size

Loviisa 

2
1/97 10/80 AEE

Hot 

Leg 

Drain 

Line

Weld 

between a 

T-joint 

piece and 

a reducer

65-degree 

circumferential 

crack

0.5

Airborne 

Particulate 

radioactivi

ty 

monitors

Oconee 

2
4/97 11/73 B&W

Makeu

p/ high 

Pressur

e 

Injectio

n

Safe-end 

to pipe 

weld

Crack 

extended 360 

degree 

circumferentiall

y at the  

inside surface, 

about 77 

degree 

circumferentiall

y on the 

outside surface

45.6

Sump 

level and 

flow rate 

monitor, 

radiation 

monitor

Civaux 

1
5/98

initial 

startu

p test 

phase

Fra

Residu

al Heat 

Remov

al

Longitudin

al weld in 

an elbow

180-mm long 

through-wall 

crack

500

Drop in 

pressurize

r level, 

fire alarm 

triggered 

by 

presence 

of s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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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2.7. (Continued.)

Plant

Maximum 

deptha

(in.)

Location
Lines 

cracked
b

Piping 

component 
Comments

Westinghouse

D.C.Cook 1,2 Throuthwall Top 8 of 8 Elbow 2 cracks through-wall

Beaver Balley 1 0.400 9 o'clock 3 of 3 Elbow -

Kewaunee 0.050 7 o'clock 2 of 2 Pipe
3-in. auxiliary feed near SG 

inlet

Point Beach 1,2 0.047 3 o'clock 2 of 2 Reducer
3-in. auxiliary feed near 

SG inlet

H.B.Robinson 2 0.750 9 o'clock 3 of 3 Reducer

Shallow cracking of 

nozzle under thermal 

sleeve

Salem 1 0.235 4 of 4 -
Elbow, 

reducer
-

San Onofre 1 0.100
Lower half 

of reducer
3 of 3 Reducer

Multiple-branched cracks, 

fatigue

Surry 1,2 0.080
2 and 5 

o'clock
6 of 6 Reducer -

Ginna 0.107 8:30 o'clock 2 of 2 Elbow -

Zion 1,2 0.088    Not reported

Combustion Engineering

Millstone 2 0.250 12 o'clock 2 of 2 Pipe -

Palisades 0.170
3 and 9 

o'clock
2 of 2 Pipe

Cracks also found at weld in 

vicinity of horizontal pipe

a. The typical thickness of all feedwater line pipe wall is approximately 13 to 25mm (0.5 to 1 in).

b. Number of total feedwater lines into steam generators that were found to be cracked.  For example, 

the D.C. Cook plants are 4-loop Westinghouse units, so all eight lines in the two plants were 

crack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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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2.8  History of split pin failure

Plant Date

일본 plant : Mihama 3, Takahama 2,

            Ikata 1, Ohi

프랑스 plant : Gravelines 1, Fessenheim 1,

              Bugey 2, Bugey 4, Tricastin 4

North Anna 1

Beaver Valley 1

Point Beach 1

Farley 1

Point Beach 1

Salem 1

Trojan

Surry 1

D.C. Cook 2

Point Beach 1

Yonggwang 2

1978 and  later

1982 and  later

May, 1982

July, 1983

Jan., 1984

Feb., 1984

Feb., 1984

Mar., 1984

May, 1984

Oct., 1984

Jan., 1985

Apr., 1985

Mar., 1999



- 95 -

Fig. 3.2.1. Baffle/Former bolt at Kori unit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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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2. Control rod guide tube assembly and split pin. A typical 

failure location in a split pin is also sh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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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3. Thermal shield bo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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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4. Crack observed after cutting the damaged elb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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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5. Schematic diagram of regenerative heat exchanger in Chemical & 

Volume Control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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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6. Flow direction of cooling water in regenerative heat exchan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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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7. Through-wall crack in elb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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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8. Fracture surface of the through-wall cracked elb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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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9. Detail of fracture surface in the through-wall cracked elb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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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10. SEM observation of fracture surface in the through-wall cracked elb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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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11. Observation of circumferential crack in weldment of elb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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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12  Fracture site of split p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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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13  Shape of fractured split pin (specimen A) at

shank/shoulder bound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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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14  Shape of fractured split pin (N-7 pin) at scr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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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15  Shape of sound split p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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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3.2.16  Microstructure of (a) grain 

boundaries (b) carbides in specimen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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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17  Carbide morphology of X-750 before irrad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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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3.2.18  Microstructure of (a) grain boundaries 

(b) carbides in specimen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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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19   Fracture surface of N-7 p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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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20  Friction mark in the fracture surface of N-7 

p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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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21  Coexistence of friction mark and intergranular 

crack in fracture surface of N-7 pin

Fig. 3.2.22  Fracture surface of the N-7 pin e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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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23  Typical fracture surface of N-7 p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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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24  Magnified photograph of fracture surface 

in N-7 p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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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25  Fracture surface of specimen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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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26  Typical oxide film in fracture surface of 

specimen A

Fig. 3.2.27  Oxygen analysis results of oxide film in 

specimen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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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28  Compress mark in fracture surface of specimen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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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3.2.29  Typical fracture surface of specimen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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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3.2.30  Magnified photograph of fracture surface in specimen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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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31  Magnified photograph of fracture 

surface in specimen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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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32  Typical PWSCC fracture surface 

of Inconel all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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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33 Shape of orif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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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34 Shape of damaged orif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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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35  Magnified SEM photograph of damaged sur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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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d) (e)

Fig. 3.2.36  TEM micrographs of (a) solution annealed (b-e) aged 17-4PH



- 129 -

 

Fig. 3.2.37  The change of flow rate and pressure drop in orif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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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38  Bubble collapse model

       
 

Fig. 3.2.39  Pressure drop with multi-step orif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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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40 Shape of fractured bo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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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41 SEM microstructure of fracture surface of clamp bo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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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노심재료용 304NG 및 316NG 스테인리스강의 물성평가 

및 자료생산

1. 최적 재료규격 설정

가. 개요

오스테나이트 스테인리스강은 고온강도, 연성, 인성, 내식성 등이 우수해서 

경수로 및 액체금속로의 일차계 구조재료로서 국제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316

형태의 스테인리스강은 제조된 경험도 많고 특성도 우수할 뿐만 아니라 사용환

경과 중성자조사 등에 대한 내구성도 양호하고 설계에 필요한 데이터 베이스도 

구축되어 있어서 차세대원자로 및 고속로의 구조재료로서 유망한 재료이다. 종

래의 316 스테인리스강은 강도를 확보한다는 관점에서 탄소량을 0.04% 이상 

함유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온도가 올라가면 탄화물을 석출시켜서 고온 기계적 

특성을 현저히 저하시키므로 최근에는 탄소의 함량을 낮추는 경향이다[3.1.2]. 

그러나 저탄소 스테인리스 강은 강도저하를 유발하므로 강도를 확보하기 위해

서 고용강화효과가 탄소보다 큰 질소를 탄소대신 첨가한 새로운 316LN 강이 

개발되고 있다. 질소는 인장강도를 증가시키고[3.1.3-3.1.5], 피로수명을 증가시

키지만 0.12%이상에서 포화되며[3.1.6-3.1.10], 크리프-피로 수명을 증가시킨다

는 것과 감소시킨다는 상반된 보고가 있으며[3.1.11-3.1.12], 크리프 파단시간은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3.1.13]. 고온 기계적 특성에 미치는 질소함량

의 향이 각 보고자에 따라서 다른 거동을 하기 때문에 질소함량이 고온 기계

적 특성에 미치는 향을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그 원인을 파악하여 적정한 질

소함량을 평가하여야 한다.

나. 실험방법

실험에 사용된 316NG 스테인리스 강은 진공유도용해에 의해 제조되었으

며, 화학조성은 Table 3.3.1에 나타난 바와 같이 탄소의 함량을 0.02%로 일정하

게 유지하면서 질소함량을 0.04∼0.15% 범위로 변화시켰다. 시험편의 용체화처

리는 1100℃에서 1시간 유지 후 수냉하 다. 시험편은 압연방향이 시편의 길이

방향이 되도록 채취하여 시험전에 SiC #1000번까지 시편의 길이방향으로 연마

하여 시험을 수행하 다. 인장시험편은 직경이 4 mm이고 평행부가 25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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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로 및 크리프-피로 시편은 평행부가 8 mm이고 직경이 7 mm, 크리프 시편

은 직경이 6 mm이고 평행부가 30 mm인 봉상시편으로 가공하 다. 피로균열

전파시험은 두께 6 mm이고 균열길이는 하중선에서 5 mm, 예비균열 1mm인 

C-T시편을 사용하 고 균열이 길이는 DCPD 방법으로 측정하 다. 시험온도는 

상온에서 600℃까지 변화시켰고, 각 온도에서의 시편의 길이 방향의 온도편차

는 ±2℃이내로 제어하 으며 시험은 모두 공기중에서 수행하 다. 각 질소량에 

따라서 인장시험은 변위제어로 시험하 고 피로 및 크리프-피로시험은 완전 대

칭인 삼각파로서 전체변형범위 0.8∼2.0%의 범위에서 시험편에 직접 strain 

gage를 부착하여 strain 제어로서 시험하 다. 피로 및 크리프-피로수명은 포화

응력의 75%되는 사이클로 정의하 고 크리프-피로 시험은 최대변형에서 10분

간 유지하 다. 인장, 피로, 크리프-피로 시험의 변형속도는 2×10
-3
/sec 이었다. 

크리프 실험에 사용된 장비는 일정하중 방식의 Power Engineering사의 

PCM-L30M3 모델을 사용하 고 레버비는 20 : 1 이었다. 크리프에 의한 연신

률의 변화는 LVDT를 통하여 signal conditioner를 거쳐 증폭되어 ±2.5×10-4mm

의 오차 범위 내에서 computer system과 strip chart를 사용하여 연속적으로 

기록되었다. 피로균열전파시험은 sine파, 10 Hz, R=0.1, △P=297 kgf의 하중제어

로 수행하 다.

전위구조를 관찰하기 위하여 파단면 아래 1mm 부분을 응력방향에 수직으

로 절단하여 투과전자현미경관찰(TEM)용 시편을 제작하 으며, 200kV의 

JEOL 2000FX를 사용하여 관찰하 다.

다. 실험결과  

(1) 인장특성

각 질소량에서 온도변화에 따른 항복강도, 최대인장강도, 연신율의 변화를 

Fig. 3.3.1∼Fig. 3.3.3에 나타내었다. 모든 온도범위에서 질소를 첨가하면 항복

강도와 최대인장강도는 증가하지만 연신율은 거의 일정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질소가 0.06%이상 첨가되면 항복강도와 인장강도 및 연신율의 변화가 포화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질소가 항복강도를 증가시키는 원인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설명되

어지고 있는데 300℃ 이하의 비교적 저온에서는 질소의 고용강화가 크게 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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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는 thermal인 역이고 300℃이상의 고온부분에서는 고용강화보다는 질소

와 Cr에 의해 형성된 단범위규칙에 의해서 발생하는 athermal한 역이다

[3.1.3-3.1.5]. 

(2) 피로특성

각 재료의 피로수명을 Fig. 3.3.4에 나타내었고 각 질소량에서 온도에 따른 

피로수명의 변화를 Fig. 3.3.5에 나타내었다. 전체변형범위 1.0%에서 상온, 30

0℃, 600℃에서 피로시험한 결과를 질소함량에 따라서 Fig. 3.3.6에 나타내었다. 

각 온도에서 피로수명이 질소함량이 0.10%까지는 증가하다가 0.10%에서 최대

값을 나타낸 후 0.10%이상에서는 피로수명이 오히려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

었다. 

피로수명은 전위구조와 관계되기 때문에 600℃에서 전체변형범위 1%에서 

피로시험한 시편으로 전위구조를 관찰하여 Fig. 3.3.7에 나타내었다. 질소를 첨

가하면 전위구조가 cell에서 planar로 변화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planar한 전

위구조가 cell 전위구조보다 피로수명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3.1.2, 

3.1.8, 3.1.9]. 질소첨가에 의해서 전위구조가 planar로 변화되는 것은 질소가 단

범위규칙을 형성하여 강도를 증가시키고, 전위가 단범위규칙에 잡혀 있다가 증

가된 응력에 의해 일단 단범위규칙을 깨고 움직이면 작은 응력으로서도 전위를 

움직일 수 있기 때문으로 보고되고 있다[3.3.1]. 

질소를 0.10%이상 첨가시에 전위구조가 planar한 형태를 가짐에도 불구하

고 피로수명이 포화되거나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는 것은 질소첨가에 의해서 

강도가 증가하여 전위의 움직임을 가속화하여 피로균열전파가 증가하기 때문으

로 판단되기 때문에 피로균열전파속도를 측정하 다.

(3) 피로균열전파 특성

상온, 300℃, 600℃에서 질소함량에 따른 피로균열전파속도를 Fig. 3.3.8∼

Fig. 3.3.10에 나타내었다. 질소를 첨가하면 피로균열전파속도는 감소하지만 질

소함량이 0.10% 이상일때는 포화되거나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이와같은 

현상은 Fig. 3.3.6에서의 피로수명 결과와도 일치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피로균열전파속도에는 변형중에 발생되는 martensite 량과도 관계가 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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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각 온도와 질소함량에 따라서 변형유기 martensite 함량을 XRD로서 측

정한 결과를 Fig. 3.3.11∼Fig. 3.3.13에 나타내었다. 상온에서는 변형유기 

martensite가 상당량 발생하지만 온도가 증가하면 그 함량은 급격히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고 600℃에서는 거의 martensite를 관찰 할 수 없었다. 각 온도

에서 질소를 첨가하면 변형유기 martensite 함량이 감소하 다.  변형유기 

martensite는 피로균열전파속도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3.3.2] 질소의 

첨가에 따라서 martensite가 감소하 기 때문에 피로균열전파속도가 감소하는 

것은 변형유기 martensite에 의한 것보다는 질소를 첨가에 의해서 전위구조가 

cell 구조에서 planar구조로 변화되어서 slip reversibility가 증가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4) 크리프 특성

각 질소함량, 600℃에서 부하하중에 따른 파단시간의 변화를 Fig. 3.3.14에 

나타내었다. 크리프 파단시간은 부하하중이 증가하면 감소하고 질소를 첨가하

면 증가하 다. 질소함량이 0.06%가 0.10%보다는 파단수명이 길게 나타나지만 

0.10%이상에서는 크리프 파단시간이 거의 일정한 값을 나타내었다. 크리프 파

단시간이 2차 크리프구간에 의해서 소비되기 때문에 2차 크리프구간의 크리프

속도를 측정하여 Fig. 3.3.15에 나타내었다. 질소를 첨가하면 최소크리프속도는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따라서 질소첨가에 의해서 파단시간이 증가하는 

것은 질소에 의해서 강도가 증가하여 최소크리프속도를 감소시키고 질소가 결

정입계 탄화물의 석출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3.3.3] 이들의 상호작용

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5) 크리프-피로 특성

크리프-피로시험을 600℃에서 각 변형범위에 따라 수행하여 그 결과를 

Fig. 3.3.16에 전체변형범위와 파단수명의 관계로 나타내었다. 인장부분에 유지

시간이 없는 순수한 피로수명보다 인장부분에 10분간의 유지시간을 가한 크리

프-피로수명이 1/5정도로 감소하 고, 질소를 첨가하면 피로수명은 약 45%, 크

리프-피로 수명은 약 25% 정도 증가하 다. 

오스테나이트 스테인리스 강의 경우 크리프-피로 파괴는 결정입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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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vity가 생성되어 성장하여 합체됨으로서 발생하여 파괴는 입계를 따라서 발

생하는데 cavity의 생성장소는 입계의 석출물, 삼중점, 슬립띠와 결정입계가 만

나는 곳 등의 불연속부에서 발생하고 cavity의 성장은 공공의 확산과 크리프 

변형의 복합적인 효과에 의해서 진행되는데 cavity에 의해서 생성된 균열의 성

장은 입계석출물의 크기와 간격에 의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3.3.4]. 질소는 

결정입계 탄화물의 석출을 억제시키기 때문에[3.3.3] cavity의 생성을 억제하게 

된다.

크리프-피로 시험은 최대인장변형동안에 응력완화가 발생하고 이 응력완

화는 크리프변형을 일으켜 손상을 발생시키게 되는데 질소첨가에 의해서 크리

프 파단시간이 증가하므로 질소는 크리프손상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 응력완

화를 감소시키게 된다. 따라서 질소첨가에 의한 크리프-피로 수명의 증가는 질

소가 결정입계 탄화물의 석출을 억제하여 cavity의 생성과 전파를 억제하고 응

력완화를 감소시켜 소성변형을 억제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질소함량이 0.10% 

이상에서 크리프-피로수명이 감소하는 것은 질소함량 0.15%가 0.10%보다 결정

입계 석출물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으로[3.3.3] 판단된다.

(6) 파괴인성 특성

파괴인성에 사용된 시편은 Fig. 3.3.17과 같이 두께가 12.5 mm인 CT 시편

이고 파괴인성의 측정은 unload/reload 컴플라이언스 방법을 사용하여 상온에서 

ramp rate 0.5 mm/min, percent unload 40%, absolute unload 300 kg, number 

of unloads 2, unload/reload rate 10 kg, load ramp rate 40 kg/s로서 시험하

고 파괴인성치 계산은 ASTM E-813-89를 따라서 수행하 다. 각 질소함량과 

균열의 방향, 온도에 따른 파괴인성치의 변화를 Fig. 3.3.18∼Fig. 3.3.21에 나타

내었다. 압연방향으로 균열이 있는 경우가 압연과 수직방향 균열보다 파괴인성

을 감소시키고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파괴인성은 감소하 다.

라. 요약 

탄소의 함량의 0.02%로 일정하게 유지하고 질소함량을 0.04∼0.15%까지 

첨가한 316NG 스테인리스 강으로 인장, 피로, 크리프, 크리프-피로 시험을 수

행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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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소를 첨가하면 인장강도, 피로 및 크리프-피로 수명, 크리프 파단시

간은 증가하 고 피로균열전파속도는 감소하 다. 

(2) 질소함량이 0.10%이상에서는 기계적 특성이 포화되거나 감소하는 경

향을 나타내었으므로 탄소함량이 0.02%일 때 최적의 질소함량은 0.10%로 확인

되었고 이것이 316NG 스테인리스 강이다.

2. 피로특성 평가

가. 고주기 피로한계 설정

최적조성의 316NG 스테인리스 강으로 고주기 피로시험을 수행하여 피로

한을 결정하 고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피로한의 변화를 관찰하 다.

(1) 실험조건

실험에 사용된 316NG 스테인리스 강은 진공유도용해에 의해 제조되었으

며, 화학조성은 Table 3.3.1에 나타난 바와 같이 탄소의 함량 0.02%, 질소함량 

0.10% 범위로 변화시켰다. 시험편의 용체화처리는 1100℃에서 1시간 유지 후 

수냉하 다. 시험편은 압연방향이 시편의 길이방향이 되도록 채취하여 시험전

에 SiC #1000번까지 시편의 길이방향으로 연마하여 시험을 수행하 다. 시편은 

평행부가 8 mm이고 직경이 7 mm인 봉상시편을 사용하 다. 시험온도는 상온

과 200℃에서 시험하 고 각 온도에서의 시편의 길이 방향의 온도편차는 ±2℃

이내로 제어하 으며 시험은 모두 공기중에서 수행하 다. 고주기 피로시험은 

하중제어, 주기수 1 Hz, sine 파로서 수행하 는데 피로한에 가까운 시험의 경

우는 주기수를 증가시켜 시험을 수행하 다. 피로한은 파단에 필요한 사이클 

수가 108로 정의하 다. 

(2) 실험결과

316NG 스테인리스 강의 상온 고주기피로한은 약 220 MPa이고 온도가 증

가하면 피로한은 약 180 MPa로 감소하는 경향을 Fig. 3.3.22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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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피로균열전파속도 평가 

(1) 개요

질소는 인장강도 및 크리프 파단시간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고온 저주

기 피로수명도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3.3.5-3.1.12]. 고온에서 주요 

파괴기구 중의 하나인 피로파괴 현상은 피로균열이 생성되어서 전파되는 과정

을 통하여 일어나는데 피로균열전파에 소요되는 사이클이 피로수명의 많은 부

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질소가 피로수명을 증가시키는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

는 316NG 스테인리스 강에 첨가한 질소가 피로균열전파속도에 미치는 향을 

평가하여야 한다. 

(2) 실험방법

실험에 사용된 316NG 스테인리스 강은 탄소의 함량을 0.02%, 질소함량을 

0.10%로 변화시킨 것이다. 시편의 제작은 실험실적으로 진공용해하여 15mm까

지 열간압연 후 저주기피로 시험편은 압연방향이 시편의 길이방향, 피로균열시

편은 압연방향이 균열의 길이방향이 되도록 시편을 채취하여 1100℃에서 1시간 

아르곤 분위기에서 용체화처리하여 수냉하 다. 시험온도는 상온∼600℃로 변

화시켰고 시험기간중 온도편차를 ±2℃ 이내로 제어하 다. 온도의 균일함을 

얻기 위하여 시험온도에서 1시간 유지후 Instron 8516으로서 ASTM E606 및 

E647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공기중에서 수행하 다. 피로균열전파시편의 형상

은 Fig. 3.3.23에서와 같이 두께 6 mm, 폭 25 mm, 예비균열길이 1 mm의 C-T 

시편을 사용하 다. 피로균열전파 시험은 sine파, 10 Hz, R=0.1, △P=297 kgf, 

하중제어를 사용하 다. 피로균열전파속도시험에서 균열의 측정은 DCPD 

(Direct Current Potential Drop) 방법을 사용하 고 사용된 전류는 5A의 일정

전류방법을 사용하 다. 입력 및 출력단자의 위치는 ASTM E647에서 제시된 

위치를 사용하 다. 이러한 시편을 전압과 균열의 길이에 대하여 보정한 결과

와 ASTM E647에서 제시된 Hick's and Pickard의 관계식과 비교하여 일치함

을 확인한 후 Hick's and Pickard의 관계식[3.3.13]을 사용하여 균열의 길이를 

계산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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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험결과

(가) 피로균열의 길이보정

균열의 성장은 최근까지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지만 아직도 이것에 대한 

명확히 설명되어지고 있지 못한데 그 이유는 균열이 재료내부에서 성장하기 때

문에 관찰이 어렵고 또한 균열선단에서 탄성과 소성변형이 발생하는 구역내에 

적용할 응력-변형에 관한 수학적 식이 정의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균열성장은 탄성응력하에서 피로변형되고 시편내에 존재하는 충분히 긴 균열의 

성장에 관하여 탄성변형량과 응력의 관계식을 이용하여 균열성장을 설명하려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이다. 따라서 피로변형에서의 응력이 특정의 범위내에서 변

화하는 특성을 감안하여 정적인 하중에서의 재료의 파괴난이도를 결정지어주는 

물성치인 응력확대계수번위 △K를 정의하여 이 값에 따른 균열의 성장속도를 

표시하게 된다. 응력확대계수범위는 C-T 시편의 경우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3.3.14].

△K=
△P
B W

(2+α)

(1-α) 3/2
(0.886+4.64α-13.32 α 2+14.72 α 3-5.6 α 4)        (3.3.1)

여기서 α=a/W for a/W≥0.2

△P= Pmax-Pmin,  for R>0

B : 시편의 두께

W : 시편의 폭

Paris는 응력확대계수와 균열성장속도와의 관계식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 다

[3.3.15]. 

da/dN=C (△K) n                            (3.3.2)

여기서 C, n : 재료, 응력비, 환경 등에 따라서 다른 값을 갖는 상수

식 (3.3.1)에서 시편의 두께와 폭은 시편의 형상에 의해서 결정되고 하중의 

변화를 결정하고 균열의 길이를 알면 응력확대계수를 알 수 있다. 3.3.2식에서

는 응력확대계수를 알면 균열전파속도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균열의 길이를 정

확히 측정하는 것이 중요하게 된다. 균열의 길이를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하여 

우선 상온에서 균열의 길이를 잰 후 이것을 DCPD 방법으로 측정한 전압과의 

관계를 구하 다. 그리고 이것을 Hicks와 Pickard[3.3.13]에 의해서 제시된 다음

과 같은 관계식과 비교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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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 B o+ B 1 (V/ V r )+ B 2 (V/ V r)
2+ B 3 (V/ V r)

3         (3.3.3)

for 0.24≤a/W≤0.7

Bo=-0.5051

B1=0.8857

B2=-0.1398

B3=0.0002398

실험결과와 수식으로 구한 값의 비교를 Fig. 3.3.24에 나타내었다. 균열길

이와 전압과의 관계가 직선적으로 잘 일치하고 있음을 나타내었고 기울기는 약 

1을 나타내었다. 따라서 고온에서의 균열크기는 Hicks와 Pickard관계식 (3.3.3)

식을 사용하여 계산하 다.

(나) 피로균열전파속도에 미치는 온도의 향

각 질소함량에서 온도에 따른 균열의 전파속도를 Fig. 3.3.25∼Fig. 3.3.27

에 나타내었다. 각 질소함량에서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피로균열전파속도가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저주기 피로수명은 300℃까지는 거의 변화가 없고 그 이

상의 온도에서 급격히 감소하 는데 피로균열전파속도는 300℃부터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동적변형시효의 발생이 없는 300℃에서도 피로균열전파속

도가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아 본 실험조건에서의 피로균열전파

에는 동적변형시효의 향이 아니라 산화의 향이 더 큰 것으로 판단된다. 

(다) 재질에 따른 피로균열전파속도 

각 온도에서 304보다는 316 스테인리스 강의 피로수명을 Fig. 3.3.28에 나

타내었다. 피로균열전파속도가 304보다는 316이 316보다는 316NG가 약간 감소

하는 경향을 Fig. 3.3.29, Fig. 3.3.30에 나타내었다.

(라) 피로균열전파속도에 향을 미치는 인자

피로균열전파속도에 향을 미치는 인자로서는 하중조건, 환경, 미세조직, 

균열에서의 소성변형역, 소성유기 마르텐사이트 등이 있다. 이들 중에서 하중조

건, 환경 등은 동일하므로 나머지에 대하여 고찰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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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조직의 향은 질소를 첨가하면 결정립 크기가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

내었고 전위구조는 사진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위구조가 cell 구조에서 

planar구조로 변화되었다. 질소첨가에 의해서 결정립이 감소함에도 피로균열전

파속도는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으므로 질소에 의한 피로균열전파속도의 감

소는 결정입의 향이라기 보다는 전위가 planar하게 됨으로서 slip 

reversibility가 증가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균열끝에서의 작은 역에서 항복이 일어나고 평면변형의 경우 소성역의 

크기는  다음과 같은 식으로 표현된다.

r pc=
Π
144
(
△K
σ y
) 2                                     (3.3.4)

균열 끝에서 소성역이 커지면 피로균열전파속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3.3.16]. 질소첨가에 의해서 항복강도가 증가하면 소성역의 크기는 감소하

기 때문에 질소에 의한 강도의 증가가 피로균열전파속도에 향을 미칠 수 있

다.

소성유기 마르텐사이트가 존재하면 피로균열전파속도가 감소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므로 소성유기 마르텐사이트의 존재를 XRD를 통하여 측정한 결

과를 Fig. 3.3.11∼3.3.13에 나타내었다. 온도가 증가하면 마르텐사이트의 량은 

급격히 감소하고 질소를 첨가하면 감소하 다. 따라서 질소첨가에 의한 피로균

열전파속도의 감소가 소성유기 마르텐사이트에 의한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

다.

 

(마) 피로균열전파속도 예측을 위한 상수 결정

각 온도와 질소함량에 따른 Paris 식 (3.3.2)에서의 지수 n값과 상수값 C

를 구해보면 Table 3.3.2와 같다. 온도가 증가하면 지수가 감소하는 경향을 나

타내었지만 질소함량에 따라서 큰 변화가 없었다. 상수값 C도 온도가 증가하면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질소함량에 따라서는 큰 차이가 나지 않았다. 

(4) 요약

질소를 첨가한 316NG 스테인리스 강으로 상온∼600℃ 온도범위에서 피로

균열전파속도를 측정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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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온도가 증가하면 피로수명은 300℃까지 거의 변화가 없다가 그 이상

의 온도에서는 급격히 감소하 지만 피로균열전파속도는 온도증가에 따라서 증

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나) 질소첨가에 의한 피로균열전파특성의 향상은 균열끝에서의 소성역

의 크기와 전위구조가 가장 중요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3. 크리프 특성 평가 및 수명예측 

가. 316NG 스테인리스 강에 붕소첨가 향 

(1) 개요 

붕소는 원래 오스테나이트 스테인리스강에서 고온가공성을 향상시킬 목적

으로 사용되었으나, 304 나 347 스테인리스강에 미량 첨가하면 크리프 강도나 

연성이 증가된다는 사실이 밝혀져 관심 원소중의 하나가 되었다. 붕소의 거동

은 명확하게 밝혀진 것이 없으나 일반적으로 입계 주위에 우선 농축되어 입계 

탄화물의 석출을 지연시켜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cavitation 및 입계 미끄름 

등을 억제하여 크리프 파단수명과 연성을 증가시킬 것으로 예측된다. 붕소는 

입계에 생성되는 M23C6 탄화물의 탄소원자를 붕소가 치환하게 되어 M23(CB)6

를 형성하는데, 이러한 탄화물들은 입계를 강화시키고 cavity 생성을 억제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3.3.17]. 그러나 크리프 특성에 향을 미치는 붕소효과에

서 입계 미끄름과 cavitation 의 억제 효과에 관한 이해가 아직 완전하지 않으

며, 316LN 강의 고온기기 설계시 사용될 크리프 특성 자료 또한 제한되어 있

으며 부족하다. 

본 보고서에서는 액체금속로의 후보 재료로 주목되는 316LN 스테인리스

강에서 붕소를 첨가하지 않은 강(B0), 붕소를 0.0025% 첨가한 강 (B25), 그리고 

붕소를 0.0050% 첨가한 강(B50)의  3 종류시편을 제조하여 크리프 특성에 

향을 미치는 붕소 효과를 조사하고자 하 다. 크리프 시험으로 시간-변형 크리

프 곡선, 파단시간, 크리프 속도, 파단 연신율의 data 를 얻고 파면 미세조직을 

관찰하여 크리프 특성을 비교 분석하 다.

  

(2) 실험방법

시험에 사용된 316LN 강의 3 Heats에 대한 화학조성은 Table 3.3.3과 같

다. 316LN 강의 크리프 성질에 대한 붕소첨가 효과를 비교하기 위해 붕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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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가하지 않은 B0 강, 붕소를 0.0025%를 첨가시킨 B25 강, 붕소를 0.0050%를 

첨가시킨 B50 강을 제조하 다. 합금 용해시 질소의 목표량을 0.10% 하 으며 

인은 0.020%로 하 다. 크리프 시편은 진공유도용해 공정으로 제조된 30kg 잉

곳을 1270oC 의 알곤 분위기에서 2시간 유지 후 열간 압연하여 두께를 15mm 

로 줄인 다음, 이것을 1100oC 에서 1시간 동안 알곤 분위기에서 용체화 처리 

후 수냉하 다. 시편의 가공방향은 압연방향이 시편의 길이방향이 되도록 하

으며, 게이지 길이가 36mm, 직경이 6mm인 봉상의 크리프 시편을 가공하 다. 

시편의 게이지 길이부에 대해서는 연마지 #1000번까지 길이방향으로 표면 연마

하 다. 

크리프 시험은 arm ratio 가 20:1 인 일정하중방식 시험기를 사용하 으

며, 시간경과에 따른 시편의 변형량은 extensometer로 부터의 변위를 LVDT 

를 거쳐 PC로 자동으로 읽어 들인 후 저장하 다. 시험온도는 550oC, 시험응력

은 290 MPa∼350 MPa 범위에서 수행하 고, 시편의 온도측정은 시편의 게이

지 길이 중앙부에 열전대를 설치하여 측정하 으며, 온도편차는 ASTM 의 오

차 범위 내인 ±2oC 이내로 제어하 다. 그리고 크리프 파단된 시편의 OM 및 

SEM 분석을 위한 시편준비는 염산, 초산, 질산, 물을 10%:15%:10%:65% 비로 

혼합한 용액에서 5 분간 에칭하 다.  

(3) 실험결과 

(가) 크리프 특성

Fig. 3.3.31은 B0, B25, B50의 3종류 강에 대하여 크리프 시험에서 얻은 

응력과 파단 시간과의 관계를 나타낸 결과이다.  3강의 크리프 파단 수명을 비

교하여 보면 B0 강에 비해 붕소를 첨가한 B25, B50 강이 크리프 파단시간이 

현저히 증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Fig. 3.3.32는 정상상태 크리프 속도(steady state creep rate)와 응력과의 

관계를 3강에 대하여 비교하여 나타낸 것이다. 크리프 속도는 제 2기 정상상태 

크리프곡선의 기울기를 계산하여 얻어진 것으로 같은 응력조건에서 크리프속도

는 B0 강이 가장 높고 B50 강이 가장 낮다. 따라서 316LN 강에서 붕소의 첨가

는 크리프 속도를 낮추는 효과가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Fig. 3.3.33은 550oC 및 300 MPa 의 응력조건에서 3강에 대한 시간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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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크리프 변위량을 나타낸 크리프 곡선 결과이다. 붕소를 50ppm 첨가한 B50

강이 크리프 파단시간이 길고, 제2기 크리프 속도는 가장 낮다. 그리고 B50강

은 대부분의 크리프 시간을 제2기 크리프 역이 차지하고 있으므로 결국 제3

기 크리프 시작시간을 지연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파

단 연신율은 오히려 B25강 보다 낮은 결과를 보 다. 

Fig. 3.3.34는 550oC의 시험온도에서 3강에 대한 파단시간과 파단 연신률

의 결과를 비교한 것이다. 동일한 파단시간에 대하여 파단 연신률은 B0 강에 

비해 보론 첨가한 B25, B50 강이 높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크리프 연성은 

B25강에 비해 오히려 B50강이 낮은 값을 보이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붕소

는 고온 크리프 연성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B25강 보다 

B50강이 크리프 파단 연신률이 낮은 결과는 붕소의 적정한 첨가량에서만 크리

프 연성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316LN 강

에서 적정량 이상의 붕소첨가는 크리프 파단시간을 증가시킬 수는 있지만 크리

프 연신률을 고려하면 오히려 좋지 못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

다. 

이와 같이 316LN 강에서 붕소의 첨가는 고온 크리프 특성을 향상시킬 수

는 있다. 그러나 원자력 발전소의 노내 구조 구조물로 사용될 경우 붕소 첨가

는 중성자 조사에 의한 재료 손상을 가져오기 때문에 첨가량을 극히 제한하고 

있다. 즉 붕소는 고속 중성자 흡수율이 다른 원소에 비하여 높기 때문에 고속 

중성자 조사에 의한 입계손상을 일으키고, 또한 열중성자와 입계에 편석된 붕

소와 반응 생성물인 He에 의한 입계취화를 가져와 크리프 파단 연성과 강도를 

약화시키는 단점이 있다. 

(나) 크리프 파면 조직 관찰 

Fig. 3.3.35는 550oC 에서 300 MPa 응력하에서 B0, B25, B50강에 대하여 

크리프 파면조직을 관찰한 SEM 사진이다. B0강은 파단시간이 짧음에도 불구

하고 입계 파면이 붕소가 첨가된 강에 비하여 많이 관찰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으며 전체적으로 입계파괴 양상을 보 다. B50강에서는 입계 파괴부에서 

입자크기가 B0나 B25강에 비해 작았음을 관찰 수 있었으며, 파단시간이 길어

짐에 따라 입계파괴(intergranular fracture) 양상이 전 역에 걸쳐 증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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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을 보 다. 이 결과는 파단시간이 길어질수록 파단 연신률이 감소하는 경

향과 잘 일치하 다. 

Fig. 3.3.36은 550oC 에서의 파단된 시편의 직하부분의 길이방향으로 

cavity 생성을 시편별로 관찰한 미세조직 사진이다. 입계에서 316 스테인리스강

의 전형적인 wedge crack 이 관찰되었으며, B25 및 B50강의 경우 B0강에 비

해 크기가 작은 cavity들이 관찰되었으며 전 시편에 걸쳐 미세한 균열들을 입

계를 따라서 생성되었다. B0강의 경우 cavity 분포가 전 시편에 분포되지 않으

며 주로 파면 바로 아래 부분에서 집중되어 있었다. 붕소첨가강에서 시편내부

에서의 cavity가 거의 작은 크기로 분포되는 것으로 보아 붕소는 cavity 생성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Fig. 3.3.37은 3강에 대하여 크리프 파면 직하부의 석출물 분포를 관찰한 

사진이다. 석출물들은 입계를 따라서 생성되고 있음을 보이고 있으며 붕소 첨

가강에서 비교적 적은 량의 석출물들이 관찰되었고 크기도 작았다. 이러한 석

출물들은 cavity의 생성장소가 되므로 붕소는 석출물의 생성을 억제하는 효과

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Fig. 3.3.38은 중성자 조사에 의한 오토래디오그래프(autoradiographs) 방

법으로 316LN 강의 결정입계에서 생성되는 붕소원자의 편석 정도를 관찰한 미

세조직 사진이다. 사진에서 가로방향이 시편의 길이방향을 나타낸 것으로 (a)의 

사진은 290 MPa / 550oC 조건에서 크리프 파단 후의 B0강에 대한 것이며, (b)

의 사진은 B25강의 시편에 대한 것이다. 붕소를 첨가한 B25강에서 결정립계를 

따라서 붕소원자의 편석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붕소의 편석은 실

험전 열처리나 고온 크리프시험 중에 발생하여 스테인리스강의 석출현상에 

향을 미쳐 cavitation 및 grain boundary sliding 등을 억제하여 크리프 파단수

명과 연성의 증가를 야기시킨다. 오스테나이트 스테인리스강에 붕소가 첨가될 

경우 입계에 생성되는 M23C6 탄화물의 탄소원자를 붕소가 치환하게되어 

M23(CB)6 를 형성하게 되는데, 이때 격자상수의 증가로 오스테나이트 기지와의 

불일치가 감소하게 된다. 이러한 불일치의 감소는 오스테나이트 탄화물의 계면

에너지를 감소시켜 cavity 생성을 억제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따라서 결정

립계에서 관찰된 붕소 편석은 크리프 수명에 좋은 향을 주었던 것으로 판단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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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요 약

316LN 스테인리스강에서 붕소를 첨가하지 않은 B0강, 붕소를 25ppm 첨

가한 강 (B25) 그리고 붕소를 50ppm 첨가한 강 (B50)의 3 종류의 시편을 제조

하여 크리프 특성에 향을 미치는 붕소의 첨가 효과를 조사하 다. 크리프 수

명은 붕소를 첨가한 B25 및 B50 강에서 크게 향상되었다. 동일한 파단시간에

서 붕소 첨가강의 크리프 연신율은 붕소를 첨가하지 않은 강에 비해 상대적으

로 높았다. 크리프 파단면은 스테인리스강에서 관찰되는 전형적인 입계에서의 

wedge crack 을 보 으며, 붕소는 석출물의 생성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음이 

관찰되었다. 316LN 강에서의 붕소첨가는 크리프 속도를 낮추어 3기 크리프 시

작을 지연시키고, 입계에서의 cavity 생성을 억제하여 크리프 수명이 증가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나. 316NG 강의 크리프 변형시 크리프 공공 벽에의 산화막 생성

(1) 크리프 실험

대부분 크리프 실험을 하면 크리프 파단시간, 정상상태 크리프 속도, 활성

화 에너지, 응력지수, 등을 얻는다.  그리고 크리프에서 파단은 공공이 생성되

고 성장하여 일어난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실험에서 가해준 응력이

나 실험한 온도에 관해서 공공의 생성과 성장을 연구하 는데 계면에너지에 대

해서는 크게 고려하지 않았었다.  그래서 생성된 공공의 계면에 관심을 갖고 

연구를 하게 되었다.

국내 철강제조회사에서 시험 제조한 316NG에 대해서 크리프 실험된 시편

의 미세조직 관찰을 하 다.  크리프 실험 시편의 조성은 Table 3.3.4과 같다.  

크리프 실험한 조건은 대기 분위기에서 620℃ 그리고 260MPa의 응력을 가하

다.  Fig. 3.3.39에서 TEM 조직사진을 보면 결정립계에 존재하는 석출물은 크

롬탄화물(M23C6) 이며, Table 3.3.5에서 EDS 분석 결과 산소가 상당량 함유되

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중단한 크리프 실험 (interrupted creep test)한 시

편에서도 같은 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동일한 온도에서 크리프 파단 시간

동안 응력을 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열처리만 한 시편의 미세조직을 관찰하

다.  그러나 응력을 가하지 않고 열처리만한 시편의 석출물에서는 산소가 함유

되지 않은 것을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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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립계 탄화물에 함유된 산소의 공급원에 대해서 일단은 시험 분위기로

부터 즉, 분위기에 포함된 산소원자가 시편 표면으로부터 결정립계를 따라서 

확산해 들어간다는 니켈기 합금의 경우와 동일할 것으로 상정하 다.  따라서 

크리프 시험분위기의 산소분압을 바꾸어 줌으로써 (진공 분위기 속에서) 산소

의 향을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 다.

처음 시도한 것은 진공 챔버를 만들고 그 속에 시편을 넣어 진공분위기 

속에서 실험하는 것이었다.  한 가지 간과한 것은 로우터리 펌프만으로도 충분

한 진공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 었는데 결과적으로 진공도가 충분하

지 않았다.  아르곤 가스를 이용한 불활성 분위기에서 실험하는 방안을 생각하

지만 여기에서도 피하기 힘든 문제점이 예상되었다.  그것은 아르곤 가스 내

에 미량이지만 산소가 있게 마련이고 더구나 크리프 시험의 장시간에 걸쳐서 

가스를 흘려주기 위해서 중간에 가스용기를 교체해야만 하는 것도 문제 다.  

고진공 하에서 실험하기 위해서는 진공 용기부분의 설계를 다시 하여야 할 것

인데 Fig. 3.3.40에 나타난 바와 같이 pull rod가 움직이는 부분에 O-ring 보다 

U-cup 장치를 부착하여야 할 것인데 이러한 주변장치의 비용이 너무 비싼 것

이 부담이었다.

시편 전체를 진공 용기 속에 넣고 실험을 하기보다 크리프 시편의 게이지 

부분만을 진공으로 만들면 좀더 간단히 실험할 수 있을 것이고 또한 시편의 변

형도 측정하기 용이할 것이므로 Fig. 3.3.41에 나타낸 것처럼 스테인리스 강 주

름관 (bellows)을 이용하여 시험분위기를 조절하고자 하 다.  주름관을 이용하

면 크리프 시험동안 시편에 향을 주지않고 시편의 변형을 쉽게 수용할 수 있

으며 시편 게이지 부분의 진공도는 전자빔 용접시의 진공도를 유지할 수 있으

므로 효과적인 방법으로 판단되었다.  그리고 전자빔 용접 시 주름관 내에 남

아있을 수 있는 미량의 산소는 주름관 내에 순 지르코늄 박판 (두께 50㎛)을 

넣어서 산소 scavenger 역할을 하도록 하 다.  사용된 주름관은 321 스테인리

스강이었고 전자빔 용접은 한국기계연구소에 의뢰하여 수행하 으며, 진공도는 

1.2×10-2mbar이었다.  전자빔 용접이 완료된 시편은 작은 용기 속에 넣은 후 

헬륨 가스로 챔버에 가압한 상태로 30분간 유지한 다음, 시편을 꺼내어 알콜 

속에 담그고 용접부위에 기포가 발생하는지 여부를 면 히 관찰함으로써 확인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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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한 크리프 장비는 3 역 저항로 (three zone resistance furnace)가 부

착된 (주) 파워엔지니어링 사에서 제작한 것 (장치 1)과 단일 역 저항로 (one 

zone resistance furnace)가 부착된 (주) 대 에서 제작한 것 (장치 2)을 활용하

다.  Fig. 3.3.42에서 보듯이 균일 온도 구간은 3 역 저항로의 경우 10 cm 

정도이었고, 1 역 저항로의 경우 5 cm 가량이었다.  두 장비 모두 균일 온도 

구간이 시편의 게이지 부분보다 길었다.  하지만 두 장비에서 얻은 크리프 파

단시간은 Fig. 3.3.43에서 보듯이 많은 차이를 보 다.  장치 1의 경우 대기 분

위기와 진공 분위기에서의 크리프 특성의 차이가 적었지만 장치 2의 경우에는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그 이유에 대해서 아직 분명히 밝히지 못했지만 균일 

온도구간의 길이 차이에 의해서오는 시편의 길이에 따른 온도구배의 차이가 

향을 준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그리고 두 장비 모두에서 시편의 표면 온도는 

시편의 내부 온도보다 약 5℃정도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를 위한 실험 장비

는 균일 온도구간의 길이가 충분히 길어서 열구배 등 다른 향을 배제할 수 

있는  장치 1을 사용하 다.

본 실험에 사용한 시편은 국내 제조회사에서 상용 제조한 시료와 유사한 

화학조성을 갖는 실험 합금을 제조하여 사용하 다.  화학 조성은 Table 3.3.4

에 나타내었다.  Fig. 3.3.44에 나타났듯이 실험한 시편의 파단시간은 대기 중에

서 보다 진공 중에서 더 길었다.  그리고 파단 연신율은 대기 중에서 보다 진

공 중에서 더 적었다.  그리고 정상상태 크리프속도는 대기 중에서 보다 진공 

중에서 더 작았었다.

응력지수를 구하기 위해서 응력을 220MPa, 240MPa, 그리고 260MPa를 

같은 온도에서 크리프 실험을 하 다.  Table 3.3.6에는 각 응력에서 크리프 성

질들을 정리하여 나타내었다.  그리고 Fig. 3.3.45에 응력지수가 대기 중에서 약 

13.9이고 진공 중에서 13.2로 나타났었다.  그리고 Fig. 3.3.46에는 연신율을 시

간에 대해 미분한 연신율 속도가 시간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증가하 으며 연신

율이 약 15% 근처에서 보다 더 빠르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었다.  그 이유

는 아직 파악하지 못하 지만 첫째는 변형에 따른 두께 감소에 의해서 응력이 

점차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둘째는 cavity가 생성되었

다가 성장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220MPa의 시편에서 연신율이 15% 

전과 후에 도달하 을 때의 시편을 얻어서 미세조직의 차이를 알아보려고 한다.



- 150 -

Fig. 3.3.47에는 대기 분위기와 진공 분위기에서 크리프 실험한 크리프 파

단 시편의 표면을 SEM으로 관찰한 것을 보여주고 있다.  진공 분위기에서 실

험한 시편의 표면은 시험 전의 상태와 동일하게 아주 매끄러웠으며 금속광택을 

유지한 정도 으며 슬립 흔적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리고 Table 3.3.7에 시편 

표면에 대한 EDS 분석 결과를 나타내었는데 시편 표면에서는 산소가 검출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크리프 시험 동안 파단에 이르기까지 주름관의 용접상태는 

양호하게 유지되었으며 진공도도 충분하 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대

기 중에서 크리프 실험한 시편의 경우 표면을 SEM으로 관찰한 결과 시편표면

에는 산화막이 형성었되고 그 산화피막에 균열이 상당량 발생하여 시편 표면은 

매우 거칠게 관찰되었다.

TEM 시편은 기계연마를 통하여 두께가 30∼40㎛이 되게 한 후 이온 

링을 통하여 준비하 다. 사용한 장비는 FISCHIONE 사의 Model 1010 LAMP 

Ion Mill 이었고 링 조건은 6 kV, 10 mA, 그리고 기체 이온의 입사각은 15o 

로 하 다. 이온 링의 조건에서 초기에는 5 kV, 8 mA, 그리고 입사각 10o 으

로 시도하 었는데 링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었다.  링 시간이 너무 길게 

되면 시편은 얇게 준비되지만 산화막을 관찰할 수 없었다.  한편 링 시간이 

너무 짧은 경우에는 산화막은 관찰할 수 있었지만 시편은 너무 두꺼워서 충분

한 정보를 얻기가 힘들고 크리프 공공에 우선적으로 구멍이 생기므로 주의해서 

링 각도와 시간을 적절히 조절해 주어야한다.

Fig. 3.3.48에 진공 중에서 크리프 실험한 시편에 대해 TEM으로 공공을 

관찰한 결과를 나타내었는데 예상과 달리 공공의 벽면을 따라 얇은 막이 형성

된 것을 관찰 할 수 있었다.  공공 벽을 따라 생성된 막의 EDS 결과를 Table 

3.3.8에 나타냈었는데, 철 성분이 주를 이루었고 제한시야 회절도형은 ring 

pattern으로 나타났으므로 생성된 막의  결정립들이 매우 미세하게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막의 ring pattern의 직경으로부터 계산된 막의 격자

상수는 약 4.056Å이었으며 직경크기의 비율로부터 공공의 벽에 생성된 막의 

결정구조는 FCC 구조인 것을 확인하 다.  EDS를 통한 화학조성 분석결과 생

성된 막은 (Fe,Cr)O 형태의 산화 막인 것을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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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공 벽면에 형성된 산화막

니켈기 합금의 크리프 변형 시 산화막의 생성 가능성에 대하여 제안된 바 

있지만 [3.3.18] 스테인리스강에 대해서는 아직 보고된 바 없다.  Fig. 3.3.49에 

나타낸 크리프 변형 하의 니켈기 합금의 경우에 대한 제안은 다음과 같다.  산

소원자는 시편의 표면으로부터 결정립계를 따라서 확산해 들어가서 결정립계에 

존재하는 크롬탄화물과 만나면 산화반응을 하여 크롬산화물을 생성하고 일산화

탄소를 발생시킨다.  이렇게 생겨난 일산화탄소 분자가 모여서 가하게되는 압

력이 인장 응력을 초과하게 되면 금속결합을 끊고 공공을 생성한다.  위 모델

의 rate controlling step은 산소원자의 입계확산 과정이 될 것이고 따라서 일산

화탄소의 생성에 따른 공공의 형성 속도는 시편 표면으로부터의 거리에 반비례

하는 양상을 보여야 할 것이다.  즉, 시편의 표면에 가까울수록 공공의 빈도가 

많고 공공의 크기도 커야 할 것이다.  하지만 크리프 파단 후 시편의 미세조직

을 관찰한 결과 시편의 중간 부분이나 표면 가까운 부분이나 별다른 차이를 발

견할 수 없었다.  그리고 니켈기 합금의 경우에 대한 위의 가설은 시편의 표면

에 산화막이 존재한다고 가정하고 제안되었지만 본 연구의 경우 진공 중에서 

크리프 시험한 시편의 표면에는 산소 및 산화막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

났다.  따라서 공공의 계면에 산화막을 형성시키는데 필요한 산소원자는 시편 

소재 내에 용존해 있는 산소원자가 크리프 변형 중에 결정립계를 따라서 이동

하여 온 것으로 추정된다.

316 NG 스테인리스강은 앞의 제안의 대상 소재인 니켈기 합금과 마찬가

지로 FCC 결정구조를 갖고 있으며, 결정립계를 따라 동일한 M23C6 크롬 탄화

물을 형성시키기 때문에 유사한 크리프 양상을 보여주리라 예상하 다.  Fig. 

3.3.50과 Table 3.3.9에 크리프 시편의 그맆 부위와 게이지 부위에서 시편을 채

취하고 전해연마를 통하여 TEM 시편을 준비하여 결정립계에 존재하는 크롬탄

화물에 대해 EDS 분석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그맆 부위에서 결정립계에 존재

하는 크롬탄화물에서 산소가 검출되지 않았지만 게이지 부위에서 결정립계에 

존재하는 크롬탄화물에서 상당량의 산소가 검출되었다.  그리고 결정구조 분석

을 위한 SAD 패턴에서는 산화물에 대한 것은 약하게 나타났었다.  이것은 형

성된 산화 막의 두께가 너무 얇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Fig. 3.3.51에 동일 시료에 대하여 이온 링 방법으로 TEM 시편을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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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후  크리프 공공 부근을 우선 SEM으로 관찰하 는데 공공은 주로 결정립

계와 삼중점 부근에서 형성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결정립계에 형성된 공공

의 고배율 사진에서, Fig. 3.3.51(b), 공공 주위를 따라 산화막이 생성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3.3.52와 Table 3.3.10에 공공 벽을 따라 생성된 산화막

과 크롬탄화물 대하여 EDS 분석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Fig. 3.3.53에 SAD 결과는 ring pattern으로 나타났고 Table 3.3.11에 ring 

pattern을 분석한 결과를 나타내었는데 ring의 배열순서가 FCC 구조의 것과 동

일하 다.  위의 ring pattern에서 나타나지 않은 {311}과 {331}면에 해당하는 

ring은 각각 {222}와 {420}면에 해당하는 ring에 매우 가깝게 위치하므로 관찰

하기 어렵다. 다만 {311}과 {222}사이의 거리가 {331}과 {420}사이의 거리보다 

약간 더 크므로 {311}면의 일부분을 관찰할 수 있다.  그리고 ring pattern에서 

일부 방향에서 더 밝게 나타나는 것을 관찰할 수 있는데 이것은 산화 막이 그 

해당방향을 따라 우선적으로 성장하 다는 것을 의미한다.  Ring pattern으로부

터 측정된 산화막의 격자상수, ao 는 4.056Å 정도이었으며 EDS 성분분석 결과 

화학조성 비가 (Fe,Cr) : O ≃ 1 : 1 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격자상수

가 4.282Å인 FeO[3.3.19]의 Fe 원자의 일부가 Cr 원자로 치환된 것으로 판단된다.

Fig. 3.3.54에 Fe-O 상태도의 일부분을 나타내었다[3.3.20].  FeO는 570℃

이상에서 안정상으로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FeO 산화막의 생성은 순수 

Fe의 산화거동과 Fe-Cr 합금의 산화거동으로부터 구별되어 설명되어질 수 있

는데[3.3.20],   Fe와 O의 몰 비가 가장 작은 FeO는 기지의 가장 내부에서 생

성되며 몰 비가 가장 큰 Fe2O3는 가장 바깥에서 생성된다.  생성 에너지 관점

에서 크롬산화물(Cr2O3)의 생성에너지가 FeO의 생성에너지 보다 낮은데도 생

성되지 않았는지는 아직 분명하지 않다.

형성된 산화막의 SADP에서 {200}과 {220}에 해당하는 ring을 보면 그 밝

기가 불균일한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200}면과 {220}면이 잘 발달하 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산화막이 우선적으로 성장하는 면들이다.  그리고 Fig. 

3.3.55과 Fig. 3.3.56에는 기지와 산화막의 SADP에서 산화막의 {200}면과 기지

의 {111}면의 면간 간격이 동일하 고 크롬탄화물과 산화막의 SADP에서 산화

막의 {200}면과 크롬탄화물의 {333}면의 면간 간격이 동일하 다.  면간 간격이 

같다는 것은 산화막이 성장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리고 산화막과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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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결정면으로부터 계산된 석출물의 격자상수는 10.538Å이고 기지는 3.513Å 

이었다.

(3) 보충 실험

공공과 기지사이에 존재하는 산화막은 (Fe,Cr)O 이었으며 이것의 생성 시

기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크리프 실험을 중간에 멈추는 방법으로 산화막의 

생성시기를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  산화막의 형성에 필요한 산소는 소재 내에 

용존해 있는 산소원자인 것으로 판단되는데, 용존 산소의 양을 변화시켜 주므

로써 (용존산소량이 서로 다른 시료를 이용하여) 그 향을 확인할 수 있을 것

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생성되는 산화막이 안정한 온도인 570℃ 보다 낮은 온

도에서의 크리프 실험을 통하여 생성 산화막이 미치는 크리프 특성관계도 확인

할 필요가 있으리라 판단된다.

(4) 요  약

(가) 크리프시 형성된 공공의 계면에 산화막이 존재하 으며 이것은 

(Fe,Cr)O인 Wüsite 이었으며 FCC 구조를 갖고 있었다.

(나) 진공 분위기에서 크리프 시험한 시편의 표면에는 산소가 발견되지 

않았고 공공 벽면에 생성되어 있는 (Fe,Cr)O 산화 막은 시편 기지 내에 용존해 

있던 산소가 확산해 와서 형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다) SAD 패턴으로부터 {200}과 {220}면에 해당하는 ring의 밝기가 부

분적으로 더 밝게 나타나 (Fe,Cr)O의 산화막이 <200>과 <220> 방향으로 우선

적으로 성장한 것을 확인하 다.

(라) 산화막 {200}의 면간 간격은 기지의 {111}과 크롬탄화물의 {333}의 

면간 간격과 동일하 다.  그리고 산화 막의 격자상수는 4.056Å 이었다.

다. 316NG 강의 크리프 변형 시 델타 페라이트 거동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강은 가장 널리 쓰이는 스테인리스강이며 (Cr 

+ Ni) ≥ 22% 정도인 Cr-Ni 강으로 표준성분은 18% Cr, 8% Ni으로서 18-8형 

스테인리스강이라고도 한다. 특히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강 중에서 316  

스테인리스강은 기계적 특성이 우수하며, 내식성, 내열성, 고온강도, 연성이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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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사용환경과 중성자 조사에 대한 내구성도 양호하다. 또한 종래의 플랜트에 

사용실적이 많고 기술개발과정에서 규격, 기준 등이 잘 정비되어 있어서 원자

로 용기 및 배관, 노내 구조물의 사용재료로 주목받고 있다.

316 스테인리스강은 304 스테인리스강에 2∼3% Mo를 첨가하여 공식 

(pitting corrosion) 및 응력 부식 (stress corrosion)에 대한 저항성과 고온 크리

프 파단 특성을 향상시킨 것인데 [3.3.21], 316 스테인리스강은 다량의 탄소함량

으로 인해 결정입계에 석출된 탄화물이 내식성과 고온 특성을 저하시키는 문제

를 야기하 다. 이에 탄소의 함량을 0.03% 이하로 제한한 316 L 스테인리스강

이 개발되었다. 그러나 316L 스테인리스강은 탄소 함량이 적어서 강도가 저하

되는 문제가 있어서 고용강화효과가 탄소보다 크고, 입계 부식 저항성을 향상

시키며 탄소와는 달리 첨가 시에 연신율 저하를 일으키지 않는 것으로 알려진 

질소를 0.1% 첨가하여 탄소 감소로 인한 강도저하를 보완하고 크리프 수명을 

향상시킨 것이 316 NG 스테인리스강이다 [3.3.22, 3.3.23].

316 NG 스테인리스강은 고온에서 장시간 사용될 때 크리프 손상의 발생

을 예상할 수 있으므로 실제 구조재료로 사용될 때의 사용환경을 고려한 실험

을 수행하여 크리프 변형 동안에 크리프 손상의 주된 원인이 되는 공동 

(cavity)과 탄화물의 변화를 관찰하는 것은 316 NG 스테인리스강의 크리프 손

상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우선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작업이며 재

료의 설계 및 건전성 평가와 구조재료에 대한 자료가 부족한 실정을 고려할 때 

그 필요성이 더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316 NG 스테인리스강으로 600℃ 부근의 온도에서 소성 변

형량에 따른 크리프 실험 (interrupted creep test)을 수행하여 크리프 손상에 

향을 미치는 공동과 탄화물의 생성 및 성장과정을 크리프 변형에 따라 관찰

하는데 주안점을 두었으며 이와 더불어 크리프변형에 따른 미량의 δ페라이트

의 변화과정을 관찰하고자 하 다.

(1) 이론적 배경

(가) 크리프 변형 기구 

높은 온도구간에서 기계적으로 가해진 응력에 의해 국부적으로 원자들의 

확산이동이 방향성을 갖게 되면서 원자들의 순수한 확산 또는 회복에 의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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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이동에 의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형이 계속되는 현상 (thermally 

activated time-dependent plastic deformation)을 크리프 (creep)라고 하며 이 

때 발생하는 변형을 크리프 변형이라고 한다. 재료가 크리프 변형되는 정도와 

양상이 각기 다른 것은 재료의 특성에 따라서 전위 또는 원자들의 이동거동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3.3.24].

① 확산 크리프 (Diffusional creep)

0.8 Tm 이상의 온도에서 대부분의 금속내의 전위는 회복과 재결정에 의해 

쉽게 소멸되어 소성변형에 대한 전위의 기여도는 급감하며 작용된 응력에 의해 

유도된 원자들의 확산으로 낮은 응력 하에서도 크리프 변형이 용이하다. 

Nabarro와 Herring 그리고 Coble에 의해 제안된 후로 많은 연구가 진행된 결

과 아래 식이 유도되었다 [3.3.24].

                 ε =
14ΩDV

kTd2
(1+

πAbDb
dDv

)․σ c                  (3.3.5)

여기에서 σc: 작용한 응력, Ω: 원자부피, d: 결정입도, Dv: 격자확산계수, 

Db: 입계확산계수, Ab: 입계 폭 (thickness of the path along boundary 이다.  

결정 입도가 커지면  결정격자를 통한 응력유도 확산에 의하여 주도되고 반대

로 결정 입도가 작아지면 원자가 확산이 용이한 결정입계를 통하여 확산하게 

된다 [Coble Creep].

② 전위 크리프 (Dislocation creep)

0.4∼0.7 Tm에서 전위들은 활주, 상승이 가능하며 변형이 진행됨에 따라 

집적되거나 얽힌 전위들이 점진적으로 회복되어 변형이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정상상태에 도달한다.  재료가 충분히 높은 온도에서 응력을 받아 소성 변형되

면 전위 도가 증가되고 이에 따라 내부 응력이 증대되며 결국 재료는 강화된

다. 동시에 증대된 내부 응력이 회복의 구동력으로 작용하여 증가된 전위 도

를 전위의 상승을 통하여 감소시켜 재료를 연화시키게 된다 [Recovery creep] 

[3.3.24].

온도가 일정할 때 응력 대 최소 크리프 속도의 log-log관계가 직선관계인 

경우가 많으며 최소 크리프 속도 (minimum creep rate)와 응력은 아래 식으로 

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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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εm =Aσn                        (3.3.6)

여기서 A: 재료상수, n: 응력지수

n은 응력지수 또는 크리프 지수라고도 하며 보통 3∼8의 값을 갖는다. 이

런 형태의 크리프를 “power law creep”라고 한다 [3.3.25].

Weertman은 고온에서 충분히 많은 열 평형 공공이 집적된 전위 주위의 

높은 응력에 의하여 이동되어서 전위의 상승을 조장하고 전위의 상승이 재료를 

연화시키면서 크리프 변형이 진행된다고 하 는데 크리프 변형이 전위상승과 

접한 관련이 있으며 전위상승은 확산에 지배를 받는다는 개념을 바탕으로 하

다 [3.3.24].

316 NG 스테인리스강은 n이 6∼8 범위의 값을 나타내며 이 값은 크리프 

변형기구가 열적 활성화에 의한 변형기구 (thermally activated deformation 

mechanism)로서 전위상승이 주된 기구일 때의 5보다 높은 수치이다. 그러나 

공업적인 사용 목적의 고온 재료의 경우 n 값은 응력 범위에 따라 다르며 높은 

응력 범위에서는 8이상의 값을 나타내기도 하는데 그 원인은 내부의  미세 조

직이 복잡하게 되어 내부 역 응력이 증가되는 경우 실제로 전위를 이동시키는 

효과는 작용 응력에서 이 역 응력이 제거된 유효 응력으로 해석되므로 겉보기 

응력지수의 상승은 미세 조직 변화에 의한 역 응력의 변화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3.3.26, 3.3.27].  따라서 주된 크리프 변형기구는 전위 크리프 기구 

(dislocation creep mechanism)라고 할 수 있겠다.   

③ 기타 기구 (변형속도가 응력의 지수 항에 비례하는 기구)

3기 크리프 (tertiary creep) 단계에서 변형속도가 응력의 지수함수에 비례

하여 증가할 수 있는데 이는 낮은 온도에서 높은 응력을 작용하는 경우이며 이

러한 조건은 실제 사용시의 크리프 변형조건보다 훨씬 높은 응력으로서 재료가 

매우 빨리 크리프 변형되는 경우이다. 이러한 크리프 변형은 전위의 상승에 의

한 회복보다는 외력에 전위의 활주가 변형을 주도하며 이 때 변형도중 전위의 

운동에 의하여 기계적으로 생성된 공공의 농도가 크게 증가한다 [3.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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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동 생성 및 성장기구

① 공동 생성기구

공동의 생성은 Fig. 3.3.57과 같이 주로 입계에서 기하학적으로 불규칙적

인  triple junction, ledge, 석출물 및 개재물 등에 응력이 집중하여 일어나는데 

그 생성기구는 아래와 같다.

-  입계 활주(grain boundary sliding)에 의해 triple junction 등에 매우 

높은 국부적인 응력 집중이 일어나 공동이 생성되는 기구 (Fig. 3.3.58 (a))

-  입계의 ledge나 불규칙한 곳이 입계활주, 슬립 밴드와 상호 작용하여 

응력 집중이 일어나 공동이 생성되는 기구 (Fig. 3.3.58 (b),(c),(d))

- 입계 석출물 또는 개재물이 기지와 결합력 약화되어서 공동이 생성되는 

기구 (Fig. 3.3.59 (a),(b))

-  입계에 전위가 집적되어 석출물과 응력 집중을 일으켜 공동이 생성되

는 기구 (Fig. 3.3.59 (c),(d))

이상의 공동 생성에 관해 제안된 모델의 공통점은 입계의 불규칙한 곳의 

존재를 필요로 한다는 것이며 이런 곳에 응력이 집중한다 [3.3.29, 3.3.30].

Raj는 triple junction, 결정입계 내의 석출물에 공공이 과포화되어 공동이 

생성된다고 하 는데 과포화된 공공이 응력 집중부에 집하여 몇 개의 원자부

피에 해당하는 작은 공간이 생성되고 이것이 임계 크기 이상으로 성장하여 공

동이 된다고 하 다.

r c=
2γ
σn

(rc : 공동으로 성장하기 위한 임계크기, σn : 국부적인 작용응력)

국부적 작용 응력이 크면 클수록 공동으로 생성될 수 있는 빈 공간의 임

계반경은 작아지고 응력 집중이 큰 부분에서 우선적으로 공동이 생성된다 

[3.3.31].

Smith와 Barnby는 결정입계가 활주할 때 활주방향에 평행하게 입계의 양

쪽 반대편에 원자간 결합이 끊어져서 생긴 작은 공간 - 소위 “crack-like”라고 

하는 - 이 생기고 이것이 어느 정도 성장하면 안정한 공동으로 생성되며 소성

변형이 곤란한 저온변형 시 많이 발견되는 현상으로 언급하 다 [3.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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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공동 성장기구

생성된 공동은 크게 R형과 W형의 두 종류의 성장기구에 의해 성장한다. 

㉮ R형 성장기구

공공의 확산에 의한 성장기구: 응력으로 생성된 과포화 공공이 화학 포텐

셜이 낮은 공동의 표면으로 확산해 들어감으로써 성장하는 기구로서 공동 근처

에서 생성된 공공만이 성장에 기여하며 공동의 먼 곳에서 생성된 공공은 공동

이 없는 곳일지라도 공공의 농도가 낮은 곳으로 확산되어 성장에 기여하지 못

한다 (Fig. 3.3.60 (a)).

- 크리프 변형에 의한 성장기구: 가해진 응력이 큰 경우 공동의 성장은 

기지의 소성변형에 의해 주도되는 기구로서 크리프 변형에 의해 입계와 수직의 

방향으로 공동이 늘어나서 그 부피가 증가하고 이로 인해 공동의 표면에서 곡

률 구배가 달라져 원자의 이동이 생기고 공동이 성장한다. 이 성장기구는 큰 

응력 조건과 3기 크리프 단계 부근에서 잘 맞으며 공공이 공동으로 확산을 수

반하지 않는 저온 연성파괴와 같은 입내 공동 성장에도 잘 맞는다 (Fig. 3.3.60 

(b)).

- 공공 확산과 크리프 변형의 복합 작용에 의한 성장기구: 공동 성장이 

공공의 확산 또는 크리프 변형 중 어느 하나에 의해 주도되지 않고 이들의 복

합 작용에 의해 이루어지는 기구로서 확산과 변형만에 의한 성장과는 달리 실

제의 경우는 크리프 변형에 의해서 확산에 의한 공동 성장속도가 조장되며 공

동 주위에 좀 더 많은 공공이 우선적으로 생성될 것으로 본다. 확산 역 

(diffusional zone)에서 공공이 입계에 고르게 생성되어 공동으로 확산하고 크리

프 역 (creep zone)에서는 공공이 생성되지 않는데 확산 역에서의 이동이 

크리프 변형과 같게 된다. 결국 이 복합 모델에서는 내부 공동 표면으로부터 

확산되어 나온 원자가 인접 기지의 크리프 변형에 의해 가속되고 이로 인해 공

동의 성장속도를 높여 파단 시간을 감소시킨다. 이 모델은 현실적으로 가장 가

능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크고 뜨문뜨문 존재하는 공동인 경우 더

욱 잘 맞으며 보통 마지막 단계에서 큰 문제가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Fig. 

3.3.60 (c)) [3.3.33].

- 구속조건이 존재한 경우의 성장기구: 공동이 불균일하게 분포되어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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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립된 입계에만 존재할 경우 공동의 성장은 주위의 구속인자 (결정립의 기하

하적 모양, 공공의 생성원, 석출물, 등)에 의해 제약을 받는다 [3.3.29, 3.3.32].

㉯ W형 성장기구

W형은 입계 활주 등으로 집중된 응력이 입계의 파단 강도를 능가할 때 

발생하는 공동 성장기구인데 athermal nucleation과 관련이 크다.  변형속도가 

큰 경우에는 입내변형이 주로 일어나고 변형속도가 느린 경우에는 triple 

junction에서 응력 집중이 소멸되므로 중간 변형속도에서는 R형 성장기구에 의

해 공동이 성장한다 [3.3.29].  이외에 Ishida와 Mclean은 전위의 이동과 관련하

여 기지를 이동하는 전위가 결정입계로 이동되어 들어가서 결정입계를 따른 전

위의 활주와 상승에 의하여 이동이 가능하며 이 전위 상승의 과정에서 공공이 

생성될 수 있고 이들은 공동으로 확산되어 들어가서 공동을 성장시킨다고 하

다 [3.3.29, 3.3.34].

(다) 316NG 스테인리스강에서의 제 2 상

316 NG 스테인리스강은 600℃ 혹은 그 이상의 온도에서 장시간 노출되면 

다양한 탄화물과 금속간 상 (intermetallic phase)으로 기지의 분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3.3.21, 3.3.35, 3.3.36].

316, 316 L, 316 NG 스테인리스강에서 생성이 가능한 상에 대한 정보는 

Table 3.3.12에 나타내었으며 316L 스테인리스강의 TTP 다이어그램 (Time - 

Temperature - Precipitation diagram)은 Fig. 3.3.61에 나타내었는데 M23C6이 

우선적으로 생성됨을 알 수 있다 [3.3.21, 3.3.37].  그리고 M23C6의 생성위치는 

Fig. 3.3.62을 참조할 수 있는데 오스테나이트와 페라이트 계면에서 석출이 우

선적으로 진행되고 이후로 결정입계, 쌍정에서 석출된다. 3 원계 상태도 

(Fe-Cr-Ni)에서 Cr과 Ni의 당량을 고려하여 상을 확인해 보면 기지인 오스테

나이트에 페라이트 생성을 확인할 수 있다 [3.3.21]. 특히 316 스테인리스강에서 

M23C6은 입계부식 저항성을 저하시키고 조대화된 탄화물은 입계를 취화시켜 공

동의 생성 장소가 되어 입계 파괴의 원인으로 작용하며, 미세하고 불연속적으

로 석출된 탄화물의 경우 입계 활주를 막아 입계 크랙 생성을 억제하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3.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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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utala 등에 의하면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강의 응고모드는 다음의 

4가지 유형이 있다 [3.3.31].

    Mode A : L → L+δ →δ+γ

    Mode B : L → L+δ → L+δ+γ → δ+γ

    Mode C : L → L+γ → L+γ+δ → γ+δ

    Mode D : L → L+γ → γ

Mode A는 δ페라이트로 응고가 완료되며 그 후에 δ→γ로 고상 변태가 

일어난다. 일부 δ페라이트는 냉각도중 γ로 massive 변태를 하고 나머지 δ페

라이트는 더 낮은 온도에서 δ+γ의 Widmannstätten 조직으로 변태하여 최종

적으로 (γ+ 침상 δ페라이트)의 응고조직을 갖는다. Mode B는 초정 δ페라이

트로 응고가 시작되어 수지상 사이의 역에서 γ의 정출이 일어난다. 생성된 

γ는 냉각과정에서 δ페라이트 쪽으로 성장하므로 초정 δ페라이트의 양은 점

차 감소하고 δ페라이트는 최종적으로 수지상 중심부를 따라 Fig. 3.3.63 (b)와 

같은 조직을 형성한다. Mode C는 γ상의 초정 수지상이 생성되고 수지상 주변

에서의 공정반응에 의해 δ페라이트가 생성되어서 상온 응고 조직은 γ와 수지

상 사이의 역에서 공석 δ페라이트로 된다. Mode D는 초정 γ 조직이 상온

까지 유지된다 (Fig. 3.3.63).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강의 응고 시 응고모드는 [Cr/Ni]eq에 의해 결

정되는데 Harries에 의하면 Cr과 Ni의 당량은 다음 식에 의해 계산된다 

[3.3.21]

Niequiv (wt %) = %Ni +%Co + 0.5%Mn + 30%C +0.3%Cu + 25%N

Crequiv (wt %) = %Cr + 2.0%Si + 1.5%Mo + 5%V + 5.5%Al + 1.75%Nb 

+ 1.5%Ti + 0.75%W

여기에서 [Cr/Ni]eq ≤ 1.48 범위는 Mode C/D, 1.48 ≤ [Cr/Ni]eq ≤ 1.95 

범위는 Mode B, [Cr/Ni]eq ≥ 1.95 범위는 Mode A이다 [3.3.39, 3.3.40].  316 

NG 스테인리스강의 경우 [Cr/Ni]eq = 1.56으로 Mode B에 해당하며 초정상이 

δ페라이트이고 응고과정 중 포정반응을 수반하여 δ+γ로 응고를 완료한다. 

응고 이후의 냉각과정에서 δ+γ의 2상 공존 역을 경과하여 상온에서는 γ단

상의 평형조직이 되어야 하지만 실제는 전부 γ상이 되지 못하고 δ페라이트가 

일부 잔존하는 비평형 조직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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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강의 제조공정에 있어서 연주 슬라브 내의 δ

페라이트는 재가열에 의해 완전히 분해되지 않고 열간 압연은 어느 정도의 δ

페라이트가 존재하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며 최적의 열간 가공성

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열간 압연 직전의 잔류 δ페라이트를 적정 수준으로 제

어하는 것이 중요하다. δ페라이트는 미량 존재하는 경우에 P를 γ에 비해 많

이 고용하여 P 편석을 억제하며 Mn의 고용도가 γ보다 높아서 MnS를 형성하

여 고온 입계 취화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δ/γ 계면이 균열발

생 및 전파 역할을 함으로써 열간 가공성을 저하시킨다 [3.3.31].  또한, δ페라

이트는 720℃ 부근에서 가장 잘 변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아래와 같은 

두 가지의 공석변태를 일으킨다 [3.3.41].

δ → M23C6 + γ

δ → σ + γ   

(2) 실험방법

본 실험에서는 두께 40 mm의 316 NG 상용 스테인리스강 압연판재를 사

용하 는데 판재의 화학조성은 Table 3.3.13에 나타내었다.

크리프 시편의 길이방향이 압연방향과 일치하도록 채취하여 1100℃에서 1

시간 동안 용체화 처리를 한 후 수냉하 다. 그리고 용체화 처리된 시편을 게

이지 부분의 길이가 30 mm이고 직경이 6 mmφ인 봉상 시편으로 가공하 다. 

이 시편은 크리프 실험 전에 SiC 연마지로 # 320에서 # 2400까지 시편의 길이

방향으로 연마하여 표면에 있는 기계가공에 의한 표면결함들을 제거하 다.

일정하중 방식의 크리프 시험기로 시험하 으며 시험기는 Fig. 3.3.64에 

나타내었다. 각 시험온도에서 시편의 어깨부위에 K형 열전대 

(Chromel-Alumel)를 부착하여 시편의 온도편차를 ±2℃ 이내로 제어하 으며 

실험은 대기 중에서 수행하 다. 온도의 균일한 분포를 위해 시험기의 온도가 

목표온도에 도달하고 나서 1 시간 이상 유지한 후 하중을 가하 다.

600℃, 260 MPa의 크리프 변형 조건 하에서 예비 크리프 실험을 수행하

다. 그리고 크리프 변형 초기의 미세 조직을 관찰하기 위해 각각 10 시간 및 

100 시간이 진행되었을 때 실험을 중단하고 시편을 아르곤으로 가스 퀜칭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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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크리프 실험은 크리프 변형속도를 가속화하기 위하여 620℃, 260 MPa의 조

건에서 시편의 파단까지 크리프 실험을 수행하 다. 그리고 동일한 크리프 조

건에서 소성 변형량이 각각 5, 10, 20, 30%에 이르 을 때 실험을 중단하고 

(interrupted creep test), 아르곤으로 시편을 가스 퀜칭 하여 석출물 및 공동을 

포함한 미세 조직의 변화를 관찰, 분석하고자 하 다.  크리프 변형조

건과 달리 응력이 가해지지 않고 단지 온도에 의한 미세 조직 변화를 관찰하기 

위해서 각 크리프 실험의 실험시간만큼 해당 온도에서 열처리 한 후 아르곤으

로 가스 퀜칭하 다.

크리프 변형 동안의 경도와 열처리만 수행한 시편의 경도측정을 위해  비

커스 미소경도계를 사용하 다. 측정간의 오차를 줄이기 위해 응력 부가방향으

로 채취한 시편의 단면감소가 가장 큰 부분에서 12군데를 측정하여 최대, 최소

값을 뺀 나머지를 평균으로 하 다. 비커스 미소경도시험은 하중 500 g, 부하시

간 15 초로 하여 측정하 다.

크리프 실험 후 가스 퀜칭하여 게이지 부분 중 직경이 가장 작은 곳에서 

파단 방향에 수직으로 시편을 채취하 고 열처리만 수행한 시편은 열처리 후 

가스 퀜칭하여 시편을 채취하 다. 

채취한 시편은 마운팅하여 0.05 ㎛ 크기의 알루미나 분말로 최종 연마한 

후 미세 조직 관찰을 위해 에칭, 전해에칭, 전해연마를 수행하고 광학현미경 및 

주사전자현미경 (JEOL사의 JSM-5200)을 관찰하 는데 에칭 방법은 아래와 같

다. 

  (1)     HCl     →    CH3OH     →  (2% Br + 98% CH3OH)

       30초 에칭          세척                 5초 에칭

  (2)  54% HCl + 38% H2O + 8% HNO3  10∼30초 에칭

결정립 관찰을 위해 전해에칭을 하 는데 40% HNO3 + 60% H2O 혼합용

액을 이용하여 1.2 V, 10 초 동안 수행하 다. 그리고 공동과 탄화물을 관찰하

기 위해 전해연마를 하 는데 (80% HClO4 + 20% CH3COOH) 혼합용액을 이

용하여 19 V로 5∼10 초간 수행하 다. 전해연마 시 시편 표면에 생성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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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화막은 용액을 교반시켜서 제거하 다. 

또한 투과전자현미경 (JEOL사의 2000FX) 관찰을 위해 시편을 두께 80 ㎛

정도까지 기계적으로 연마한 후 지름 3 mm의 디스크로 펀칭하여 (10% HClO4 

+ 90% CH3OH) 혼합용액에서 twin jet polisher를 이용하여 준비하 다. 용액

의 온도는 -30℃로 유지하 고 부하전압은 30 V로 하 다. 그리고 제 2 상의 

성분분석을 위해서 E.D.S를 사용하 으며 탄화물과 공동의 정량화를 위해 

image analyzer를 사용하 다.

(3) 실험결과

(가) 크리프 실험

실험을 수행하기 전에 본 실험 조건의 크리프 변형기구를 알아보기 위해 

deformation mechanism map (Fig. 3.3.65)을 이용하 는데 해당되는 크리프 변

형기구가 전위 크리프 기구로서 power-law에 해당함을 확인하 다 [3.3.42].  

예비적으로 600℃, 260 MPa의 조건에서 크리프 실험을 수행하 으며 얻어진 

크리프 곡선은 Fig. 3.3.66 (a)와 같다. 예비 크리프 실험의 경우 2000 시간 이

상의 긴 파단 시간이 요구되어 실험온도를 좀 더 올려서 파단 시간을 단축시켜 

본 실험을 하 다.

본 실험은 620℃, 260 MPa의 조건에서 수행하 으며 파단 시간이 457시

간으로 그 결과는 Fig. 3.3.66 (b)에 나타내었다. 그리고 최소 크리프 속도 

(minimum creep rate)는 8.7×10-8 /sec 이었으며 2기와 3기 크리프 단계의 구

분은  이 속도를 기준으로 0.2% offset 위치로 구분하 는데 [3.3.43], 변형율이 

약 17%인 지점에 해당하 다. 이 기준에 따르면 실험의 각 단계 중 5%와 10%

는 2기 크리프 단계에 속하며 20%와 30%는 3기 크리프 단계에 속하 다.

Fig. 3.3.67은 결정립의 변화를 나타낸 것인데 크리프 변형이 진행되면서 

결정립이 응력 부하 방향으로 연신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결정립의 종횡비 

(aspect ratio)는 변형량 5%에서는 1.67, 파단 시에는 2.96으로 값이 증가하 다 

(Fig. 3.3.68).

크리프 변형에 따른 경도변화는 Fig. 3.3.69에 나타내었다. 크리프 변형 동

안 재료의 경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 주는데 경화와 연화가 동시에 이루어

지는 2기 크리프 단계에 속하는 변형량 5%, 10%인 경우보다 그 이후의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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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도 값의 증가폭이 큼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변형량 20%, 30%의 경우 하중은 

일정하나 단면적이 급격히 감소하여 일정한 하중에서 실제 작용하는 응력도 급

격히 증가하고 이에 따라 전위 도 또한 증가한 때문으로 생각된다 (Fig. 

3.3.66 (b)). 각 변형량에 해당하는 시간 동안 열처리만 수행한 시편의 경우에는 

석출물이 생성되고, 그 양이 미량 증가하 으나 (Fig. 3.3.70), 경도에는 큰 향

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크리프 변형에 따른 경도 증가는 탄

화물의 양에 의한 것보다 크리프 변형에 따른 전위 도 증가에 기인한 경화의 

향이 더 컸던 것으로 생각된다 (Fig. 3.3.71). 

(나) 크리프 변형에 따른 미세 조직 변화

① 탄화물 석출

크리프 변형이 진행되면서 탄화물이 입계 및 입내에 석출되었는데 변형량

이 많아지면서 그 크기는 더 조대해지고 수도 증가하 다. 그리고 열처리만 수

행한 시편과 비교할 때 응력이 부가된 시편의 경우 (크리프 실험을 한 경우) 

입계에서의 탄화물의 석출이 더 빨랐으며 탄화물이 조대하고 수가 많았다 

(Fig. 3.3.72∼75). 크리프 변형 조건 하에서의 시편의 경우는 변형량  5% (130 

시간)인 경우부터 입계 탄화물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응력이 부가되지 않은 열

처리 시편의 경우 변형량 30%에 해당하는 시간 (460 시간)동안 열처리를 수행

한 것에서 입계 탄화물을 확인할 수 있었다(Fig. 3.3.70, 3.3.71).

본 크리프 실험의 조건은 전위 크리프 역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크리프 

변형이 전위 도의 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3.3.43]. 응력이 부가

된 경우가 응력이 부가되지 않고 열처리만 수행한 경우보다 석출물이 더 크고 

많아진 이유는 변형량이 커지면서 증가된 전위를 통한 확산이 열처리만 하여 

전위 도의 증가가 없는 경우보다 더 증가한 때문으로 생각된다.

전위 도는 변형량에 따라 증가한다. 석출의 증가는 전위 파이프 

(dislocation pipe)의 증가로 인한 크롬의 확산속도로 설명할 수 있는데 전위 파

이프를 통한 확산은 다음의 식 (Hart dislocation pipe diffusion 방정식)에 의해 

설명할 수 있다 [3.3.44].

Dtot = Dl + nADp

Dtot = Do,l exp(-Qa.l/RT) + nADo,p exp(- Qa,p/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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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서 Dtot : 전체 확산속도, Do,l : 격자확산에서 확산계수, Qa,l : 활성

화에너지, Do,p : pipe diffusion에서 확산계수, Qa,p : 활성화에너지, n : 전위

도, A : pipe 단면적, T : 온도, R : 기체상수이다.

응력이 부가되어 변형량이 증가되면 전위 도 n의 증가로 전체확산속도가 

증가하게 되어 석출이 더 빨리 진행되고 석출물이 조대화되며 입내보다 확산속

도가 빠른 입계부분의 석출물이 더 조대하고 많은 것으로 생각된다 (Fig. 

3.3.72). 그리고 Weiss와 Stickler는 냉간 가공량의 증가에 따라 탄화물의 핵 생

성 및 석출이 가속화되어 TTP 다이어그램을 단시간 및 낮은 온도 역으로 이

동시킨다고 하 는데 [3.3.36], 크리프 변형에 따른 석출은 시효가 일어나는 것

과 동시에 전위 도도 높아지는 경우로 초기부터 전위 도가 높도록 냉간가공 

후 시효를 시키는  경우와는 다르나 전위 도에 따른 확산속도의 증가가 빨라

져서 석출속도가 빨라진 것은 관련이 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응력 하에서의 확산의 경우 일반적인 Fick의 제1법칙이 적용되지 않

는다. 전위 구배 (atomic potential gradient)가 발생하여 원자유속을 발생시키며 

여기에 농도구배가 더해진 형태로 적용되는데 그 식은 아래와 같다 [3.3.45].

J=-
Dc∇V
kT

-D∇c                              (3.3.7)

여기에서 J:원자유속, D: 확산계수, ▽c: 농도구배, c: 농도, ▽V: 전위구배

이다.

고용체에서 침입형 원자 주위의 응력분포에 의해 원자가 전위 

(dislocation)로 끌어 당겨질 수 있다. 그리고, 석출속도를 좌우하는 원자유속이 

응력이 증가할수록 증가하며 - 응력이 커질수록 전위구배 커지므로 - 농도구

배가 감소할수록 증가한다. 크리프 실험의 경우 침입형 원자인 탄소가 응력분

포에 의해 전위로 끌어당겨져서 탄화물의 형태로 석출을 하며, 특히 변형량이 

20%, 30% 이후가 되었을 때 단면적 감소로 인해 실제로 부가되는 응력이 증가

되어 석출이 더 증가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Fig. 3.3.72). 이 이론을 고려해 볼 

때 인장응력이 작용하는 부위와 압축응력이 작용하는 부위가 각각 석출의 양상

이 다를 것으로 기대되는데 본 실험에서는 관찰하지 못했으며 좀 더 세 한 관

찰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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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계부분의 석출경향이 뚜렷한 것과 관련하여 전위 도의 증가 외에 

Advani와 Romeo등은 입계에너지와 관련이 있다고 언급하 는데 석출물은 먼

저 입계, 반정합 입계 및 쌍정 입계, 정합 쌍정 입계의 순으로 발견되어지는데 

이는 그들의 평균 계면에너지의 순과 일치한다고 하 다 [3.3.46].

또한, 입계에서는 원자의 평균도약정도가 격자 내에서의 도약정도보다 높

기 때문에 확산계수가 입내 역보다 더 큰데 치환형 원자들의 확산은

Ds (surface) > Db (boundary) > Dd (dislocation) > Dl (lattice)

의 순서로 이루어지며 오른쪽으로 갈수록 격자도약에 대한 제약이 증가되며 확

산계수가 감소한다 [3.3.47].  즉 입계석출이 입내보다 더 큰 원인의 하나로 생

각된다.

크리프 변형에서 입계확산의 경우 입계활주에 의한 이동입계를 통해서 확

산이 발생하는데 Hillert와 Purdy등은 BCC 철의 이동입계에서 Zn의 확산속도

가 고정입계에서 예상되는 값보다 104 가량 크다고 주장하 고 [3.3.48], 

Smidoda, Gohschalk, Gleiter는 Ni-Cr-Al 고용체에서 고정입계에서의 예상 값

보다 이동입계에서 Al의 확산속도가 약 102 ∼ 104 까지 더 크다고 보고하 다 

[3.3.49].  즉 크리프 변형에 따른 입계활주로 생성되는 이동입계에서의 확산이 

고정입계에서의 확산보다 빨라 석출속도를 증가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입계 misorientation의 측면에서 석출을 고려해 보면 Hoffman과 Turnbull

은 misorientation의 각도가 9, 13, 16°인 입계에서는 입계 에너지가 동일하나 

그보다 θ가 증가하면 입계에너지가 증가한다고 하 고 Smoluchoeski는 θ>1

0°에서 입계에너지가 증가하고 θ=45°에서 최대치가 된 후, 감소한다고 하

다.  즉 misorientation의 각도에 따라 에너지가 다르고 석출의 양상이 다를 것

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관찰한 SEM의 사진에서는 구분을 하기 어려웠다 (Fig. 

3.3.71).

입내 및 입계의 탄화물에 대하여 T.E.M 분석을 하 는데 주로 관찰되는 

것은 M23C6 형태로 FCC 구조이며 E.D.S결과 Cr 탄화물임을 확인하 다. 탄화

물은 FCC 구조의 기지와 반정합 관계를 이루었으며 316 L 스테인리스강의 

M23C6과 기지의 격자상수는 각각 10.680 Å, 3.595 Å로 알려져 있는데, 여기에서 



- 167 -

계산된 값은 각각 10.95Å, 3.65Å으로 유사하며 M23C6의 격자상수가 기지보다 

3배가 큼을 미소 빔 회절 패턴 (micro-diffraction pattern)을 통해 확인하 다 

(Fig. 3.3.73).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강에서 석출되는 탄화물은 M23C6이 지배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3.3.21].  이외에 650℃의 온도에서는 2000 시간이상 장시

간 시효한 경우에 관찰되는 M6C와 Ti과 Nb이 첨가되어 있는 경우에 관찰되는 

MC가 있으며 300계열 강에 명시된 이상의 탄소량을 가질 경우 - 예, 스테인리

스강을 침탄시킨 경우에 강의 표면에서 많이 관찰되는 - M7C도 관찰되는 것으

로 알려져 있다. 본 시험재료에서는 M23C6이 주로 관찰되었으며 시험온도가 

M6C가 석출되는 문헌의 조건보다 낮은 600℃와 620℃의 온도에서 최대 2000 

시간 정도 크리프실험이 수행되었는데 주로 (CrCoMoNi)6C, (TiNi)6C, 

(Fe3Mo3)C형태로 나타나는 M6C (diamond type)는 관찰하지 못하 으며 낮은 

온도와 실험시간이 탄화물이 생성되기에 짧은 까닭으로 생각된다. 0.023 wt%의 

낮은 탄소함량에 기인한 M7C 형태의 탄화물과 MC형태의 탄화물 역시 관찰되

지 않았다 [3.3.21].  Lai 등은 700℃이하에서 M23C6이 먼저 석출한 후에 η, σ 

상이 순차적으로 석출하고 χ 상도 석출한다고 보고하 으나 [3.3.43], 본 연구

에서는 η, σ, χ 상은 관찰하지 못하 다.

② 공동의 생성 및 성장 

크리프 변형 동안의 공동의 변화를 관찰하기 위하여 공동을 포함한 미세 

조직을 적절히 관찰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야 하 는데 화학적 에칭과 전해 

연마를 시도하 다. 시편을 에칭한 경우 탄화물 석출로 인한 입계부위의 크롬

고갈 현상으로 인하여 입계부위가 선택적으로 부식이 잘 되어서 관찰 부위가 

공동인지 입계부식으로 인한 손상 부위인지 판단하기 어려웠다 (Fig. 3.3.74 

(a)). 이에 비하여 시편을 전해 연마한 경우에는 입계를 부식시키지 않았으며 

기계적 연마에 따른 시편 표면의 손상층을 제거해 줌으로써 입계 탄화물과 공

동을 함께 관찰하기 용이하 다 (Fig. 3.3.74 (b)). 따라서 시편의 미세 조직 관

찰을 위한 준비로 전해연마를 실시하 다.

우선 저 배율 (×200)로 사진을 촬 하여 공동의 분포를 알아보았는데  

공동은 변형량이 20%보다 30%, 파단으로 갈수록 숫자가 증가하 으며 공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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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정도를 가늠할 수 있는 100 ㎛2이하의 것도 변형량이 많아지면서 증가하

고 파단 시편의 경우에 가장 많은 양을 보 다. 그리고 공동의 크기는 변형량 

20%에서는 200 ㎛2이하의 것이 관찰되었으나 변형량 30%에서는 400 ㎛2이하의 

것이 관찰되었고 파단 시편에서는 800 ㎛
2
이상의 것도 관찰되었다. 또한 공동의 

면적도 변형량 20%이후 크게 증가하 다 (Fig. 3.3.75, 76). 변형량 5%, 10%의 

경우에는  공동이 생성되어도 전위 도가 작아서 전위를 통한 공공의 이동이 

어렵고 [3.3.46], 전위구배 (potential gradient)가 작아서 공동으로의 공공의 이

동이 상대적으로 어려울 것을 생각된다 [3.3.45].  그리고 생성된 공동은 공동 

내부 표면의 곡률 구배로 인해 발생하는 원자의 이동으로 성장할 수 있으나 

[3.3.43], 공동의 먼 곳에서 생성된 공공이 공동으로 이동하기 어려우므로 빨리 

성장하지 못 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2기 크리프 단계의 경우 공공의 확산에 

의한 전위의 회복에 의해 응력의 국부적인 집중에 따른 공공의 과포화가 되는 

부위가 줄어서 공동의 생성 및 성장이 억제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3.3.24, 

3.3.32].

이에 비해 네킹이 관찰된 변형량 20% 이후인 3기 크리프 단계에서는 단

면적 감소로 인하여 실제로 부가되는 응력이 증가하므로 전위의 상승에 의한 

회복보다 외부 응력에 의한 전위의 활주가 변형을 주도하게 된다. 이런 경우 

전위의 운동 및 입계 활주의 향으로 기계적으로 생성된 공공의 양이 크게 증

가하여 공동이 빨리 생성되며 생성된 공동은 증가된 전위 의해 더 빨리 성장하

는 것으로 생각된다 [3.3.32].

Dyson은 응력 방향과 수직방향의 결정입계는 활주가 불가능하고 다른 방

향의 입계는 활주가 가능하므로 결국 직각위치의 결정입계에서 공공이 생성되

기 쉽고 따라서 공동이 쉽게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하 다 [3.3.32].  이 

경우는 공공의 이동특성이 전위에 의해 크게 향을 받지 않는 확산 크리프의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써 전위 크리프 형태인 본 연구 조건의 경우와 완전하

게 일치하지는 않지만 이런 형태의 공동 생성 기구도 일부 작용할 것으로 생각

된다.

또한 입계 불일치의 측면에서 고려해 볼 때 크리프 변형 시 계면이 동일한 

응력을 받는다면 불일치의 정도가 적은 계면이 결정립간의 결합력이 클 것이고 

입계활주가 상대적으로 적게 발생하여 탄화물 등에 의한 입계 취약부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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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이 생성될 확률이 적을 것이다. 이러한 계면을 포함하는 triple junction 부

위 또한 여타의 triple junction 부위에 비하여 입계 활주의 정도가 적어서 국부

적인 응력의 집중에 의한 공공의 과포화에 기인한 공동의 생성이 어려울 것으

로 생각된다.

주로 3기 크리프 단계에서 생성되는 것으로 알려진 공동은 2기 크리프 단

계에 해당하는 변형량 5%의 경우에서도 관찰되었으며 공동의 크기가 1 ㎛이하

로 작아서 주사전자현미경을 통하여 관찰하여야 하 다 (Fig. 3.3.77 (a)). 본 실

험의 조건에서 공동은 주로 국부적인 응력 집중부인 triple junction에서 생성되

었으며 입계 및 탄화물의 주위에서도 생성됨이 관찰되었다 (Fig. 3.3.77). Triple 

junction이 주된 공동의 생성장소가 된 것은 부하 응력에 의한 입계활주가 주

원인이 되었을 것이고 생성된 공동 주위의 공공의 확산도 향을 주었을 것으

로 판단된다. 그리고 입계 및 탄화물 주위에서도 국부적인 응력 집중과 확산의 

향으로 공동이 생성, 성장한 것으로 보인다.

공동은 크랙으로 성장하여 크리프 수명에 향을 미치는데 입계의 탄화물

에 응력이 집중되어 성장한 것으로 생각되는 W형의 공동을 관찰할 수 있었다 

(Fig. 3.3.78) [3.3.29].

또한, T.E.M 관찰을 하여 입계와 triple junction에서 50 ㎚정도의 공동으

로 생각되는 곳을 관찰하 다 (Fig. 3.3.79). 탄화물들 사이로 세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데 제일 윗 부분은 두 결정립이 만나는 입계가 빔 방향과 일치하는 경

우, 중간의 밝은 부분은 공동, 아래 부분은 공동에 의해 입계가 경사져서 두께 

줄무늬가 나타나는 경우로 판단된다 [3.3.32].  중간의 밝은 공동 부분은 기지와 

동일한 화학조성을 보 으며 공동 주위의 기지의 향으로 생각된다.

③ δ페라이트의 미세 조직 변화

크리프 변형의 초기에 결정 내와 결정립계에 임의로 분포되어 있던 δ페

라이트는 크리프 변형이 진행됨에 따라 결정립계를 따라 응력방향으로 나란히 

배열되었다. 크리프 파단에 가까운 시점에서는 수 십 개의 결정립을 지나면서 

결정립계를 따라서 응력방향과 나란하게 길게 배열되어 있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Fig. 3.3.80). δ페라이트는 변형량이 5%일 때, 종횡비가 1.56에서 파단 

시 3.16으로 증가하지만, δ페라이트의 면적은 증가하지 않았다. 따라서 크리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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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형이 진행되면서 δ페라이트에 응력이 부가되어 연신된 것이 주된 원인으로 

판단된다 (Fig. 3.3.81, 82). 그리고, 부하응력에 의해 전위 도가 증가함에 따라 

원자들의 확산이 빨라져서 입계 및 입내 -δ페라이트의 경우 치환형 원소로서 

주로 입계-를 통하여 인접 δ페라이트로 확산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

는데 이것도 응력부하 방향으로의 길이 증가에 향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 

(Fig. 3.3.83).

크리프 변형에 따라 δ페라이트의 변태에 의해 δ페라이트의 계면 및 내

부에서 주로 탄화물이 석출, 성장하 으며 (Fig. 3.3.84), 문헌에 알려진 σ상은 

관찰하지 못하 다. 316 스테인리스강 (상용)의 열간 압연 판재에서는 σ상이 

관찰되지 않았으며, 크리프 실험 후에 δ페라이트의 변태에 의한 σ상의  관찰

을 기대하 으나 δ페라이트는 주로 M23C6으로 변태한 것으로 보인다. 문헌 

[3.3.36]에 따르면 σ상의 경우 316L 스테인리스강에서 FeCr, FeMo, Fe(CrMo)

의 형태로 존재하는데 탄소함량의 낮은 316 NG의 경우 M23C6의 석출은 제한

적이며 2차 공석반응(δ → σ+γ)에 의해서 형성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리고 판 형태의 σ는 압연에 수직방향 시편의 단면감소율을 크게 감소시키고, 

취성 파괴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Fig. 3.3.85) [3.3.41].  본 실험

의 시편에서 σ상이 관찰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 관찰되지는 않았으나 있다하

더라도 미량으로 생각되므로 - σ상에 의한 단면감소율 감소는 없을 것으로 생

각된다.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강에서 탄화물은 δ페라이트와 오스테나이트 

기지의 계면에서 결정입계나 쌍정보다 우선적으로 석출되는 경향이 있다 (Fig. 

3.3.62). 이는 BCC와 FCC로 각각 다른 결정구조를 가지는 δ페라이트와 오스

테나이트 기지의 계면이 기지와 동일한 결정구조를 가지는 결정입계, 쌍정입계

보다 계면에너지가 더 높아서 이것을 낮추려는 방향으로 반응이 진행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δ페라이트는 Cr 함량은 높지만 C 고용도가 기지보다 낮고 기

지는 δ페라이트보다 Cr 함량은 낮지만 C 고용도가 높아 두 계면에서 석출이 

다른 부분보다 빨리 일어나는 것으로 생각된다 (Fig. 3.3.83-3.3.85)

전자회절패턴을 통하여 BCC구조를 가지는 δ페라이트 부분 (ao = 2.85Å)

을 확인하 고 그 내부의 석출물은 FCC구조의 M23C6임을 확인하 다 (Fig. 

3.3.86). 그리고 carbon replica를 만들어 T.E.M 관찰을 한 결과는 Fig. 3.3.87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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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내었다. Fig. 3.3.81 (e)에서 보여준 길게 배열된 형태의 δ페라이트를 포함

하는 부분을 T.E.M 관찰을 통해서 carbon replica에서 관찰할 수 있었는데 δ

페라이트의 내부에서 M23C6이 석출됨을 확인하 다.

(4) 요 약

620℃, 260 MPa의 조건으로 크리프 실험을 하여 316 NG 스테인리스강의 

크리프 변형 동안의 미세 조직 변화를 관찰하여 아래와 같은 결론을 얻었다.

 (가) 동일한 온도에서 응력이 부하되지 않은 경우보다 응력이 부하되

어 있는 크리프 변형 조건 하에서의 실험을 한 경우가 오스테나이트 기지와 반

정합의 관계를 이루는 M23C6 형태의 탄화물이 더 빨리 석출되고 조대하 는데 

그 경향은 결정입계에서 더 뚜렷하 다.

 (나) 주로 3기 크리프 단계에서 관찰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공동은 

크리프 실험의 초기 단계 (변형량 5%)에서도 관찰되었다 (약 1 ㎛ 크기). 변형

량이 증가하면서 공동의 양도 증가하 는데 2기 크리프 단계인 변형량 5% 및 

10%에서는 거의 변화가 없었으며, 크리프 변형이 변형량 20%, 30% 및 크리프 

파단으로 진행되면서 급격히 증가하 다. 그리고 공동의 생성장소는 국부적인 

응력 집중부인 triple junction이 주된 장소 으며 입계 및 탄화물 주위에서도 

생성되었다.

 (다) δ페라이트는 부하 응력 방향과 나란한 방향으로 결정입계를 따

라 길게 배열되었으며 종횡비가 변형량이 5%일 때 1.53에서 파단 시 3.16으로 

증가하 다. 그리고 δ페라이트와 오스테나이트 기지와의 계면 및 δ페라이트 

내부에서 M23C6 형태의 탄화물이 석출되었다.

라. 크리프 균열성장률 평가 

(1) C*, Ct 파괴매개변수  

원전 구조재료는 고온에서 사용되므로 장시간의 고온 가동 중 일정 응력에 

의해 크리프 손상이 발생하며, 사용 중에 생긴 크리프 균열의 성장에 의해 파손

이 일어난다. 그래서 사용 부재의 안정성 진단이나 잔존 수명을 예측하기 위해

서는 크리프 및 크리프 균열성장 거동을 정확히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고온 

크리프 재료는 크리프 연성재료(creep-ductile materials)와 크리프 취성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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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ep-brittle materials)로 구분되는데[3.3.50], 대부분의 경우 크리프 취성재료

는 탄소성 파괴역학 파라미터인 K나 J-적분을 통해 고온에서의 균열성장거동

을 특성화한다. 그러나 크리프 연성재료의 경우는 C*-적분이나 Ct-매개변수를 

통해 고온에서의 균열성장거동을 특성화하고 있다. 스테인리스강의 경우 크리

프 연성재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C*-적분이나 Ct-매개변수로 크리

프 균열성장거동을 특성화하는데 용이한 매개변수가 된다.  

C
*
-적분은 균열체에 하중이 가해진 후 시간이 충분히 지나 크리프 역이 

부재의 상당한 역을 차지하고 크리프거동이 지배적인 정상상태(steady-state)

일 때 균열거동을 특성화하는 좋은 파괴 매개변수가 된다.  그러나, 소규모 크

리프 역(small scale creep) 및 천이 크리프(transition creep) 역에서 재료

의 구성방정식은 크리프뿐 아니라 탄성거동도 고려한 탄성-2차 크리프 거동재

료로 가정되어야 하고, 탄성거동 후의 크리프에 의한 응력완화 때문에 C*-적분

의 경로독립성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서, 새로운 파괴 매개변수가 정의되어

야만 한다. 이러한 경우를 위해 정의된 Ct-매개변수는 다양한 실험을 통해 소

규모 크리프 및 천이 크리프 역에서도 좋은 파괴 매개변수가 될 뿐만 아니라 

Ct와 크리프 균열성장률과의 유일한 관계가 실험적으로 측정되고, 해석적으로 

규명되었기 때문에, 실험실에서 작은 시편으로 구해진 결과를 Ct를 통해 실기

의 커다란 부재에 적용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본 보고서에서는 Ct 매개변수를 

통해 크리프 균열성장률을 특성화하여 원전 구조재료의 안전진단 및 잔여수명

을 예측하는데 유용한 도구로 활용하고자 한다. 

(2) 실험방법

(가)장치 및 시편준비                                            

 시험장치는 기존의 PCM-L30M3 크리프 시험기를 개조한 크리프 균열

성장시험 장치를 사용하 으며 개략도는 Fig. 3.3.88과 같다. 시편은 1/2"T 

CT(Compact Tension)시편을 사용하 으며, 시편의 형상은 Fig. 3.3.89과 같다. 

a/W가 대략적으로 0.5의 값을 갖도록 하 으며. 시편의 터널링(tunneling)을 막

기 위해 시편두께(B)의 약 20%정도로 측면홈(side groove)을 가공하 다. 예비

균열(precrack)은 상온에서 피로한계하중의 40%를 넘지 않편의 온도를 측정하

는 하중에서 형성시켰다. 시기 위해 시편 균열면의 아래로 2∼5mm 떨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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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균열부에 열전대를 부착했다. 직류전위차법(DCPD)으로 균열길이를 측정하기 

위해 시편의 상하단 0.5W지점에 전원 공급기(power supply)의 입력선과 시편

의 전면 출력선을 스폿용접 했다. 용접선의 4곳에 노이즈 향을 줄이기 위해 

애자를 끼워 넣었다. 

 

(나) 균열길이 측정방법

재료의 고온 물성치인 탄성계수, 항복강도, 소성상수, 소성지수, 크리프 지

수, 크리프 상수를 결정하기 위해 600oC에서 인장시험 및 크리프 시험을 수행

하 다. 균열성장시험은 600oC에서 수행하 으며, 시편의 가열전이나 가열중에 

시험 하중의 10% 정도을 부가하여 시편의 축을 일치시켰으며, 시험하중을 점

진적으로 가하여 충격하중이나 관성에 의한 과 하중이 가해지지 않도록 하

다. 또한 시편의 취부에 시편을 설치 할 때 편심하중이 가해지는 것을 방지하

기 위해 핀을 시편의 중앙에 위치하도록 했다.

시편의 하중선 변위는 ASTM E 1457의 경우 시편에 나이프 에지(knife 

edge)에 변위계를 부착하여 가열로 외부로 빼내어 변위를 측정하는 것이 원칙

이나, 하중선 변위를 이와 같이 직접 측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시험편의 치

구에 연결한 봉을 가열로 외부로 빼내어 좌우의 두 개의 변위 게이지를 통해 

정 하게 측정하 다. 이는 시험동안 변위가 주로 시편의 변형과 균열진전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타당하므로 시험편 치구에서의 변위 변화률은 하중선 변화

률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3.3.51]. 

시험중의 균열길이는 DCPD 방법을 이용하여 측정하 다. 정전류 방식으

로 9A의 일정한 전류를 시편에 입력하고 균열진전에 따른 저항변화에 의한 전

압차를 출력값으로 측정하 다. 이 값을 Johnson식에 대입하여 균열길이로 환

산하 으며, 식(3.3.8)으로 균열길이 오차를 보정하 다[3.3.52].

     

a/W=
2
π
cos

-1ꀎ

ꀚ

︳︳︳︳︳

cosh(π Y o/2W)

cosh [ V
V o

cosh -1 {
coshπ Y o/2W

cosπ a o/2W }]
ꀏ

ꀛ

︳︳︳︳︳            (3.3.8)

여기서, a o  = precracking후의 초기균열길이이며 V o는 초기 전압 Y o  = output 

voltage leads 사이 거리의 반이다. 균열길이 오차보정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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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c= a o+( a p- a o)[1+
a mf- a pf
a pf- a o ]                             (3.3.9)

     

이고, a mf  = 측정된 최종균열길이, a pf  = 예측된 최종균열길이, a p  = 시험중 전

위차법으로 예측한 길이, a c  = a p  의 보정값이다. 모든 출력신호는 실시간으로 

데이터 수집장치(YOKOGAWA DA100)로 받아들 으며 컴퓨터에 자동 저장되도록 

하 다. 

시편 균열면의 용이한 관찰을 위해 시편이 완전히 파단되기 전에 시험을 

종료하여 시편을 액체질소에 넣어 천이온도까지 내린 후 파단시켰다. 초기 균

열길이 및 최종 균열길이를 측정하기 위해 시편의 두께 방향으로 8분할하여 9

개의 균열을 각각 측정하여, 측정한 값 중 표면에서의 두개의 균열길이를 평균

하고 나머지 7개의 값을 더한 후 8개의 평균값을 초기 균열길이 및 최종 균열

길이로 결정하 다. Fig.3.3.90에 CT시편의 균열면 측정 예를 보인다.

(3) 실험결과

(가) 인장특성

Fig. 3.3.91는 600℃에서의 인장시험 결과로서 변형시효(strain aging)에 의

해 소성 역에서 데이터가 톱니모양을 형성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이 현

상은 고온에서는 재료 내에 고용되어 있는 크롬(Cr)과 몰리브덴(Mo)가 전위의 

움직임을 억제하기 때문이다[3.3.53]. 고온인장시험은 두개의 시편을 시험해 평

균값을 물성치로 삼았다. 실험을 통해 연속적으로 얻어진 변형량과 하중신호를 

기록하여 이를 공칭응력-공칭변형률 선도로 바꾸어 탄성계수 및 항복강도을 결

정하 다. 공칭응력-공칭변형률 선도를 진응력-진변형률 선도로 바꾼 후, 소성

변형율( ε p)과 응력(σ) 사이의 관계가 다음식을 ε p=D σ
m을 만족한다고 가정하

여 최소자승법에 의해 재료의 소성상수(D)와 소성지수(m)을 결정하 다. 

(나) 크리프 특성

크리프 시험은 각 실험 응력에서 측정된 시간-변위 곡선들을 시간-변형률 

곡선으로 변환하여, 이 곡선을 통해 2차 크리프 변형률 속도( ε ss)를 결정하

다. 일반적으로 316 강은 항복강도 이상의 값에서 크리프 시험을 수행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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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Fig. 3.3.92과 같이 1차 크리프 역이 상대적으로 작고 2차, 3차 크리프 

구간이 긴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런 현상은 시험 전 변형률 경화(strain 

hardeding)을 가한 시편의 크리프 특성과 유사하다. 이런 특성은 냉간가공된 재

료의 특성과 같으며, 높은 전위 도에 의한 것으로 보고된다[3.3.54].

변형률 속도( ε ss)와 응력(σ)과의 관계는 ε ss= Aσ
n  의 지수법칙으로 가정

하고 최소 자승법으로 재료의 크리프 상수(A)와 크리프 지수 (n)을 결정하

다. Table 3.3.14에 인장 및 크리프 시험에서 결정된 물성치들을 요약하 다. 

(다) Ct 와 크리프 균열성장률과의 관계

실험에서 얻은 크리프 하중선 변위속도를 통해 Ct-매개변수를 구하는 식

은 다음과 같으며, Ashok Saxena에 의해 제안되어 ASTM E 1457에 채택 사

용되고 있다.

       

Ct = (Ct ) ssc+ C
*
                         

                

= 
PVc
BNW

F'
F
 + 

PVss
BNW

η (1- 1
η
F'
F )                     (3.3.10) 

       단, 
η ( aW ,n) = 

1

1-
a
W

⋅( n
n+1 )⋅(γ-

δ
n )

       V c= V-
a B N

P [ 2 K
2

E ]                                    (3.3.11)
 

여기서, Vss는 정상상태에 의한 하중선 변위속도이고, F는 응력확대계수 표현식

에 사용되는 무차원 함수이다. γ  와 δ  역시 균열비(a/w)에 대한 무차원 함수이

다[3.3.55]. CT시편의 정상상태에 의한 변위속도는 아래와 같이 Kumar등이 제

안한 해석적인 방법으로 구하 다[3.3.56]. 

Vss= A a h 3( aw ,n) (
P

1.455ζ B N (W-a) )
n

                 (3.3.12)

       단,  ζ= [ ( 2a
W-a

)
2

+2(
2a
W-a

)+2]
1
2

-(
2a
W-a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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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구한 특정시간에 대한 Ct 매개변수와 실험을 통해 얻은 da/dt를 선

도상에 나타내면 Fig. 3.3.93과 같다. 대수 좌표로 표시한 da/dt 와 Ct 선도를 

보면 일직선으로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므로 316LN 강은 Ct 매개변수

가 고온에서의 균열성장률을 특성화하기에 합당한 매개변수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600oC에서 316LN 강의 경우 크리프 균열성장률을 아래 식(3.3.13)과 

같이 모델링 할 수 있다.

       

         da/dt=1.1726× 10 - 2 [ C t]
0.691                             (3.3.13)

위의 모델링 식으로부터 316LN 강의 실기 부재가 미시균열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미시균열의 길이를 측정하여 EPRI 보고서의 해석적인 식을 통해 구

한 Ct 계산하여 부재의 잔여수명을 예측하는데 유용하게 사용 할 수 있을 것이

다. 균열성장저항성을 확인하기 위해 기존의 M. Kamaraj에 의해 보고된 308 

stainless steel 의 da/dt 와 Ct의 대수좌표선도의 기울기를 비교해보면 0.9인데 

반해 316LN강은 기울기가 0.691로 나타나, 316LN 강이 상대적으로 균열저항성

이 높음을 확인 할 수 있다[3.3.57]. 

Fig. 3.3.94는 균열길이에 따른 하중선변위속도( V  )에 대한 크리프 하중선

변위속도( V c  )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ASTM E1457에 의하면 V c/V  > 0.5인 

경우로 적용 한계를 두고 있는데, 316 강은 적합함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Fig. 3.3.93을 보면 크리프 균열성장초기의 데이터들이 꼬리의 형태를 가지고 

분포한다. 이것은 크리프 연성재료에서 전형적으로 관찰되는 'tail' 을 보여주는 

예이며, 소규모 크리프 역에서의 응력완화에 의한 거동과 다음 단락에 언급

할 균열선단에서의 branch 현상에 의한 것으로 설명된다[3.3.54].

        

(라) 크리프 균열성장 파손양상

Fig. 3.3.95 (a), (b)는 LN600-1 시편파면의 SEM 관찰 사진이다. 이 사진

에 의하면 일반적인 316LN 강의 크리프 파면에서 전형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입계에서의 cavity의 형성과 링크(link)에 의한 입계파괴 양상을 확연하게 확인

할 수 있다. 또한 평면 변형률 조건하에 있는 시편 중앙부의 균열성장 양상을 

판단하기 위해 시편을 파단시키기 전에 두께방향에 수직으로 절단하여 1㎛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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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마한 후 에칭하여 광학현미경으로 균열면을 관찰하 다. 

Fig. 3.3.96 (a), (b)는 LN600-4의 광학현미경관찰 사진이다.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미소균열이 균열선단의 입계에 형성되어 이것이 링크되면서 거시균

열을 형성하여 성장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균열성장 초기에는 균열선

단에서 branch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나, 결국은 응력을 많이 

받는 쪽으로 하나의 균열을 가지고 성장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316LN 강

의 높은 크리프 연성과 균열진전초기의 블런팅(blunting)에 의한 것으로 생각된

다. 

 (4) 요 약 

본 1단계에서는 원전구조 재료의 고온 크리프 균열성장장속도를 평가하기 

위해 장치를 초기 구축하고 보정하 으며, 316LN강의 크리프 균열 평가법에 

대한 기초자료를 마련하 다. 316LN 강을 Ct 매개변수를 적용하여 크리프 균열

성장속도를 1차 평가한 결과 크리프 균열성장속도(da/dt) 와 Ct 파라메타는 선

형관계를 잘 보 으며, 지수 n = 0.691이 됨을 알 수 있었다. 316LN강의 경우 

Ct 매개변수가 고온에서의 균열성장률을 특성화하기에 합당한 매개변수임이 확

인되었다. 향후 원전 재료에 대한 다양한 온도구간 및 용접시편에 대해서 크리

프 균열성장 시험을 수행하고자하며, 균열성장률(da/dt)과 Ct-매개변수와의 마

스트 곡선을 만들어 데이터를 구축하여 설계자료 및 사용부재의 수명을 예측하

는데 활용하고자 한다.  

마. 316NG 스테인리스 강의 크리프 설계허용강도(St)의 결정

(1) 고온구조물의 설계기준 (ASME BPV 코드) 

원자력발전소에 사용될 많은 구조물들은 크리프를 유발하는 고온 역에서 

작동되므로 여기에 사용될 재료는 고온 열-하중 설계를 행하므로 무엇보다 시

간-의존 크리프 파손이 중요한 설계기준이 된다. 크리프 변형이 지배하는 고온 

구조물의 경우는 시간변화에 따른 요인을 고려하지 않고 단지 허용강도만을 설

계기준으로 하는 저온의 경우와 달리 시간변화에 따라 파괴가 진행되기 때문에 

일정변형이 발생되기까지의 시간과 응력을 정해 주어야 한다. 따라서 설계시에

는 주어진 온도하에서 일정 변형률을 일으키는데 필요한 응력인 크리프 강도나 

파단수명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한다[3.3.58∼3.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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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온 구조물의 파손을 방지하기 위한 설계지침으로는 ASME BPV (boiler 

and pressure vessel) Code[3.3.61∼3.3.65] 에 잘 기술되어 있으며, 설계 시 아

래의 항들로 정해진 최소허용응력 (minimum allowable stress, Sm) 이나 한계

응력강도(stress intensity limit, St)를 제한한다. 즉 크리프가 일어나지 않는 저

온 범위의 경우는 최소허용응력, Sm 값은 ⒧ 실온에서 측정된 최소 인장강도의 

1/4 수준, ⑵ 고온에서 인장강도의 1/4 수준, ⑶ 실온에서 측정된 항복강도의 

2/3 수준, ⑷ 고온에서 항복강도의 2/3 수준 등의 응력의 최소치를 초과하지 않

도록 정하고 있다. 반면 크리프가 지배하는 고온의 경우는 일정시간 t 에서의 

St 값은 ⑴ 총 1% 크리프 변형을 얻기 위해 요구되는 평균응력의 100% 수준, 

⑵ 3차 크리프를 일으키는 최소응력의 80% 수준, ⑶ 크리프 파단을 일으키는 

최소응력의 67% 수준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위의 항목에서 10
5
 시간의 기준

시간에서 1% 변형률을 제한하는 ⑴의 응력조건이 많이 사용된다. 

따라서 시간-의존 크리프 변형을 받고 있는 고온 재료의 설계시에는 예상

되는 서비스 수명 동안 과도한 변형을 피하고 구조적 강성을 보존하기 위해서 

크리프 응력-변형-시간의 세 관계를 함께 반 하는 등시 응력-변형 곡선 

(isochronous stress-strain curve, ISSC)이 필요하다. 이 곡선은 위의 ⑴ 의 조

건인 예상되는 서비스 수명 동안에 과도한 변형을 막기 위하여 허용 한계응력

을 결정할 때 반드시 필요한 곡선이 되며, 설계자는 이 곡선을 이용하여 일정 

서비스 시간에서의 일정 변형률을 취하여 St 값을 결정 할 수 있다. 

ISSC를 만드는데 있어서 수천 시간대의 비교적 짧은 시간의 경우는 다수

의 크리프 곡선 군을 얻어 일정 시간에서의 응력과 변형률 값을 취하여 쉽게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원자력 발전소와 같이 설계수명이 30년 이상이 되는 경

우는 ISSC를 얻기 어렵고, 105시간 (약 11.4년)에서의 장시간 크리프 데이터도 

얻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또한 새롭게 개발된 재료의 경우에는 크리

프 데이터가 없어서 St 값을 결정하기가 더욱 어렵고, ISSC 자료 또한 ASME 

Code Case N-47에서 제시할 뿐 매우 제한되어 있다[3.3.63∼3.3.64]. 

따라서 많은 시간과 경비를 소요로 하는 등시 응력-변형 곡선 없이 단시

간의 몇몇 크리프 데이터만으로 St 값을 편리하게 결정할 수 있는 방법들이 제

안되고 있다[3.3.62]. 그 중에서 유용한 방법으로 알려지고 있는 크리프 일과   

시간관계의 변형 에너지(strain energy, SE)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이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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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일정 크리프 변형률을 야기 시키는 시간 동안에 행해진 일을 이용하여 St 

값을 추론할 수 있는 것으로 유용한 설계도구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

다. 

본 연구에서는 LMR 재료로 후보재료로 유망한 316LN 강에 대하여 

ASME Code의 요구조건인 105시간에서 1% 크리프 변형을 일으키는 한계응력

값을 크리프 변형 에너지식을 사용하여 결정하 다. 이를 위해 크리프 일-시간 

관계식을 이론 해석하고 550
o
C 및 600

o
C에서의 단시간 크리프 시험을 수행하여 

얻은 데이터를 적용하 다. 또한 크리프 변형 에너지식의 타당성을 검증하고자 

ASME BPV N47-32에 ISSC 데이터가 있는 상용 316강의 593
oC 데이터를 이

용하여 확인하 다.  

(2) 실험방법

시험에 사용된 시편은 2종류로서 일본에서 수입한 상용 316 스테인리스강

(이하 "J316"로 표기)과 당 연구실에서 제조한 316LN 스테인리스강 (이하 

"K316LN"로 표기)이며, 화학적 조성은 Table 3.3.15과 같다. K316LN 강은 질

소를 0.1% 첨가시켜 고온강도를 향상시키고자 한 것으로 이 강의 제조는 진공

유도용해 공정으로 30kg 잉곳을 제조하고, 1270oC의 알곤 분위기에서 2시간 동

안 유지 후 열간가공하여 두께를 15mm 로 줄 다. 이것을 1100oC에서 1시간 

동안 알곤 분위기에서 용체화 처리하여 수냉 후, 게이지 길이가 36mm, 직경이 

6mm 인 봉상 크리프 시편을 제조하 다. 크리프 시편은 압연방향이 시편의 길

이방향이 되도록 가공하 다. 

크리프 시험은 arm ratio 가 20/1인 일정 하중 방식 시험기를 사용하여 시

간변화에 따른 변위 데이터를 얻었다. 1% 변형률 시험전 시편의 가열시간은 

시편을 목표온도에 도달한 후 약 1시간 동안 충분히 유지시켜 온도의 향이 

없도록 하 다. 그리고 시편 가열 시에 가하는 초기하중은 시험하중의 10%를 

적용하여 초기 변형률에 의한 오차를 없도록 하 다. St 값을 결정하는데 있어

서 J316 강은 ASME BPV N-47-32 Code에서 보고한 등시곡선을 이용하여 얻

은 St 결과 값과 확인하고자 593
oC (1100oF)를 택하여 수행하 고, K316LN의 

경우는 액체금속로의 운전온도 역인 550oC에서 St 값을 알고자 이 온도를  

택하 다. 온도제어는 시편 게이지 길이 중앙부에 열전대를 사용하여 온도편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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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ASTM 오차 범위인 ±2oC 내로 하 다[3.3.66]. 

J316 강에 대한 시험응력은 593
o
C(1100

o
F) 온도에서 160 MPa, 150 MPa, 

145 MPa, 140 MPa의 응력을 변화시키면서 각 응력에 대한 1% 크리프 변형이 

발생하는 시간을 각각 구하고 이를 10
5
시간까지 외삽하여 St 값을 얻고자 하

다. J316강에 대한 시험은 변형 에너지 법이 타당한지를 확인하고자 한 것으로, 

등시 응력-변형 곡선을 얻을 수 있는 ASME BPV N-47-32 Code의 재료와 같

은 재료인 상용 316 강(J316)을 사용하 다. 그리고 K316LN 강에 대하여는 

550
oC 온도에서 응력을 165 MPa, 160 MPa, 155 MPa, 150 MPa로 변화시키면

서 각 응력에 대한 1% 크리프 변형이 발생되는 시간을 각각 구하여 이를 이용

하여 St 값을 얻고자 하 다. 

(3) 크리프 변형에너지 이론   

(가) 등시 응력-변형 곡선(ISSC) 이론

ISSC는 여러 응력조건에서의 변형-시간 크리프 곡선군에 대하여 일정시

간을 고정 축으로 취할 때 축적된 총 변형의 궤적을 응력과 변형의 관계로 바

꾸어 나타낸 것이다. 이러한 ISSC는 크리프 설계나 해석 시에 매우 편리하게 

이용된다. 고온 플랜트 설계자는 이 곡선을 이용하여 예상 서비스 수명에서의 

일정 변형률을 취하여 설계 허용응력 강도값을 결정할 수 있는데, 현재 ISSC에 

의한 설계 방법이 크리프 거동을 추론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

으며, 고속 증식로(fast breeder reactor, FBR)의 설계를 위한 한 방법으로도 사

용되고 있다.

ISSC를 만드는데 있어서 단시간의 경우는 여러 크리프 곡선군에 대하여 

일정시간의 응력값을 취하면 쉽게 얻을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와 같이 

105시간(11.4년)에서 1% 변형률을 얻는 장기 시험일 경우는 다수의 장시간 크

리프 시험으로 얻어지는 크리프 곡선군을 이용하여 등시 응력-변형 곡선을 만

드는 것은 많은 시간과 노력이 요구되므로 쉬운 일이 아니다. 또한 정확한 

ISSC를  얻기 위해서는 신뢰할 수 있을 정도의 정 한 실험과 계산방법이 필

요하다. 따라서 단시간의 시간-변형률 크리프 데이터를 외삽하여 ISSC를 얻는 

방법이 사용된다. 현재까지 보고된 ISSC 자료는 ASME Code Case N-47에 몇

몇 고온재료들에 대하여 설계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나타내고 있을 뿐 매우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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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되어 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ISSC를 얻기 어려운 관계로 ISSC 없이 St 값

을 예측하는 것은 고온플랜트의 설계자나 운전자에게 매우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다.  

Fig. 3.3.97에 본 연구에서 수행한 상용 316 스테인리스강의 593oC 

(1100oF)에 대하여 ASME BPV N-47-32 Code에 수록된 ISSC 데이터를 나타

내었다. 본 ISSC 데이터는 상용 316강에 대하여 크리프 변형에너지 법의 타당

성을 검증할 목적으로 이용하 다. ISSC를 분석하면 등시 시간이 증가됨에 따

라 응력-변형 곡선은 낮아지고 있으며 곡선 이하의 면적으로 표시되는 크리프 

저장 에너지도 적어진다. 이러한 등시 변형률의 의미는 등시 응력이 낮아질수

록 적어진다는 것이며, 결국 크리프 변형을 일으키는데 필요로 하는데 소요되

는 시간이 길어진다는 것으로 크리프 한계응력값이 낮아진다는 것이다.      

(나) 크리프 일-시간 관계식

등시 응력-변형곡선에서 크리프 변형시간 t 동안의 저장된 에너지는 등시 

응력-변형 곡선의 곡선 이하의 면적의 크기로 나타낼 수 있다. 변형 에너지와 

시간 t와의 관계는 경험적으로 다음의 관계가 성립한다[3.3.67].

        W tm = C  (Constant)                                    (3.3.14)

여기서, m과 C는 변형정도와 온도를 의존하는 상수이다. 상수 m 값은 정

해진 변형률에서의 시간에 대하여 얻어지는 W의 관계를 log W- log t 좌표로 

나타내면 얻을 수 있는 기울기 값이다. 이것은 단기간의 응력-파단 시험에 의

하여 장기수명을 예측하기 위하여 외삽하여 얻는 logσ-log t 직선의 기울기와

는 같지 않다. 즉 W와 t의 관계는 조사하고자 하는 크리프 변형률에 대하여 

105 시간까지 어떤 파단 없이 양 대수 좌표로 나타낼 때 그 관계가 직선일 경

우 얻어지는 기울기 값으로 logσ-log t의 기울기와 그 의미가 다르다.  W와 t

의 관계는 다음에 설명되는 것처럼 몇몇 단시간 크리프 시험으로부터 한계응력

을 결정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만드는 것이 가능하다. 

시간 t에서 변형 ε과 응력 σ변형을 받고 있는 재료를 생각하면, 크리프 

일은 Fig. 3.3.98에서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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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c = σ ⋅ε                                               (3.3.15)

이 되고, 시간 t 에 대한 등시 응력-변형 곡선을 지나는 점 (σ,ε) 에 도달된

다. 등시 응력-변형 곡선의 아래의 면적이 크리프 변형 동안 행한 일(저장된 

에너지)량으로 정의할 수 있고, 그 면적은

       W =
⌠
⌡

ε

o
σ dε  ,

        =  σ ε-
⌠
⌡

σ

0
ε dσ   = Wc -

⌠
⌡

σ

0
ε dσ                        (3.3.16)

이 된다. 여기서 Wc는 크리프 총일(total creep work)이고, W는 크리프 동안 

저장된 에너지(creep stored energy)가 된다. 식 (3.3.16)에서 우측 항은 방출된 

일의 성분 Wd이다. 등시 응력-변형 곡선의 응력과 변형의 관계가 Hollomon의 

식, σ = K εn의 관계를 따른다고 가정한다. 여기서,  K는 재료강도상수, n은 가

공경화지수이다.  위 식을 미분하면, 

       dσ = K⋅n⋅ε (n-1) dε                                     (3.3.17)

이 되고, 식 (3.3.17)를 식 (3.3.16)에 대입하고 정리하면,  

      W = σε-[ K⋅n/(n+1)]ε
(n-1)                             (3.3.18)

           

      W = σ ε /(n+1) = Wc / (n+1)                             (3.3.19)

로 된다. 여기서, σ는 크리프 응력이고, Wc는 변형률 ε까지 변형을 위한 총   

크리프 일이 되고, W는 작용응력 σ하에서의 변형 ε에 도달하는데 소요되는  

시간 t에서의 등시 응력-변형 곡선 이하의 면적으로서 크리프 저장 에너지이다. 

n 값을 알 수 있다면 총 크리프 일로부터 크리프 저장 에너지 쉽게 구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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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나 n 값은 등시 응력-변형 곡선의 기울기 데이터로부터 얻어지기 때문

에 등시 응력-변형 데이터가 반드시 있어야만 구할 수 있다. 

식 (3.3.19)에서 Wc와 W는 비례 관계가 성립됨을 알 수 있다. 결국 Wc는 

식 (3.3.14)과 같은 시간 관련 식 (3.3.20)으로 나타낼 수가 있다.  

       Wc t
p
= B                                                 (3.3.20)

여기서 B = (n+1) 이고, Wc = σε= W (n+1) 이다. 따라서 대상재료에 대하여 

비교적 단시간 시험으로 크리프 일-시간 관계로부터 기울기 지수수, p를 얻을 

수 있다. 이로부터 현재 시간에서의 크리프 일을 얻어 St 값을 결정할 수 있어 

편리하게 이용할 수가 있다.  

 

(4) 실험결과

(가) 변형 에너지식의 타당성 검증 

Fig. 3.3.99은 크리프 변형 에너지 방법의 타당성을 검증하고자 ISSC 데이

터가 ASME BPV N47-32 Code에 있는 재료인 상용 316강(J316 강)을 선택하

여 ASME와 같은 온도조건인 593oC의 온도조건에서 시험하여 얻은 크리프 곡

선이다. 시험응력을 140 MPa, 145 MPa, 150 MPa, 160 MPa을 변화시킬 경우 

1% 크리프 변형률에 도달되는 시간은 응력 의존성을 잘 보여준다. 즉 응력이 

낮아 질수록 크리프 변형은 낮으며 1% 크리프 변형률에 도달되는 시간도 응력

이 낮을수록 길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Table 3.3.16에 각 응력조건에서의 

1% 크리프 변형에 도달되는 시간을 응력별로 정리한 결과를 보여 주고 있다. 

이들 결과로부터 식 (3.3.20)를 이용하면 구하고자하는 크리프 일과 시간과의 

관계 결과를 얻을 수 있다.  

 Fig. 3.3.100는 J316 강에 대하여 105 시간에서 1% 크리프 변형을 일으키

는 St 값을 결정하기 위하여 얻은 결과 곡선으로 Fig. 3.3.99의 결과를 이용하여 

log Wc - log t의 관계로 나타낸 것이다. 본 결과는 변형 에너지 방법이 타당

한지를 확인하고자 한 것으로 변형에너지 방법을 이용하여 얻어진 데이터들은 

등시 응력-변형 곡선 방법으로 얻은 결과와 같이 선형관계를 잘 나타내고 있으

므로 105 시간까지 외삽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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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c-t 의 관계를 이용하여 1% 변형을 일으키는 소요되는 시간 10
5시간에

서 St 값의 최종 결과를 보면 SE(strain energy) 방법으로 구한 결과치는 124.2 

MPa이고, ISSC 곡선을 이용하여 얻은 결과치는 123.9 MPa로서 거의 같은 값

으로 잘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들 결과들을 Table 3.3.17에 요약하

다. 상수 p는 logWc - log t 의 관계에서 얻어지는 기울기 상수로서 두 방법은 

거의 같은 값으로 잘 일치하고 있다. 결국 식 (3.3.20)의 변형 에너지 식의 타당

성이 입증되므로 Wc-t 의 관계식을 이용하면 1% 변형을 일으키는 몇몇 단시

간 크리프 데이터만으로 10
5 시간까지 외삽의 방법으로 St 값을 등시 응력-변

형 곡선 없이 편리하게 결정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나) St 값 결정

J316 강에서 SE 방법으로 얻은 결과는 ISSC를 이용하여 얻어진 시험 결

과와 잘 일치함을 확인하 다. 그래서 액체금속로의 구조 재료로 새롭게 개발

된 K316LN 강에 대하여 105 시간에서 1% 크리프 변형을 일으키는 총 크리프 

일, Wc를 구하여 한계응력강도,  St 값을 결정하고, 기울기 상수 p, B를 각각 얻

었다. 

Fig. 3.3.101는 Fig. 3.3.100와 같은 동일한 방법으로 K316LN 강에 대하여 

여러 응력에 대하여 1% 변형을 일으키는 크리프 시간을 각각 측정하여 이들 

데이터를 105시간까지 외삽하여 Wc-t의 관계로 나타낸 결과이다. 시험 온도는 

LMR의 운전온도 역인 550oC 및 600oC의 결과로서 두 온도의 데이터들은 선

형관계를 잘 보여주고 있다. Wc 값은 온도가 높은 600
oC가 500oC보다 낮음을 

보인다. 105 시간까지 외삽하여 결정된 550oC의 St 값은 139.6 MPa이며, 600
oC

의 St 값은 116.0 MPa로 온도 의존성을 보이며 온도가 높을수록 허용할 수 있

는 한계응력값은 낮아진다고 할 수 있다. 이 결과는 일본의 상용 강 J316 강의 

593oC 인 결과인 124 MPa 보다 약간 낮은 값을 보이는데 이것은 온도 향으

로 볼 수 있으며 거의 같은 결과치를 보이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기울기 

상수, p 는 550oC가 600
o
C 보다 약간 크다. 본 결과의 Wc-t관계를 이용하면 기

울기 상수, p 만으로 쉽게 St를 예측할 수 있다. Table 3.3.18에 여러 시험 응력

별로 1% 변형을 일으키는데 소요되는 시간과 결정된 St, p, B 결과치를 요약 

정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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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식 (3.3.19)을 편리하게 응용하기 위해서는 등시 응력-변형 곡선의 데

이터를 이용하여 가공경화지수 n 값을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식 (3.3.19)에

서 처럼 W/Wc는 지수 n과  비례관계를 갖기 때문에 n 값으로 부터 알고 있는 

크리프 동안 저장된 에너지 W 를 예측하는데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5) 요 약

316LN 강의 고온 크리프 한계응력강도, St 값을 결정하고자 Wc t 
p
 = B

의 크리프 변형에너지 관계식을 적용하여 10
5 시간에서의 1% 변형을 일으킬 

때의 St 및 상수 p, B 값을 결정하 다. 크리프 일과시간의 logWc - log t 관계

는 선형관계를 잘 보 으며, St 값은 550
oC에서 139.6 MPa, 600oC에서 116.0 

MPa로 온도 의존성을 보 다. Wc - t 의 크리프 변형 에너지 관계식의 타탕성

을 검증하기 위하여 사용한 593oC의 상용 316강의 크리프 변형 에너지법의 결

과는 기존의 ISSC 자료를 이용하여 얻은 결과와 124 MPa로 잘 일치함을 확인

하 다. 따라서 Wc - t의 관계식을 이용하면 장시간 시험에 의해서만 얻을 수 

있는 등시 응력-변형 곡선 없이 단지 몇몇 단시간의 변형 시험만으로 보다 간

단히 결정할 수 있다. 특히 본 방법을 사용하면 크리프 자료가 없는 새롭게 개

발된 재료의 경우에 크리프 설계 허용한계응력을 추론하는 유용한 도구로 활용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바. 참조응력법을 이용한 316NG 강의 크리프 해석

(1) 참조 응력식의 공학적 필요성 

스테인리스강의 대표적인 손상유형은 입계에서 발생하는 크리프 기공

(cavity), 탄화물, 제2상의 석출물 등이며, 재료의 손상을 크리프 손상식에 반

하여야만 정확한 수명예측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3.3.68∼3.3.70]. 지금까

지 알려진 일반화된 크리프 손상(creep damage) 식으로는 Kachanov-Rabotnov 

(K-R) 손상식이 있다. 전형적인 K-R 손상 이론은 재료내의 미소균열이나 공

공(void)의 생성으로 보고 내부응력이 점차 증가됨에 따라서 공공들에 의해 유

효 단면적은 줄어들고 최종 파단에 이르는 과정까지의 상태 매개변수인 손상 

파라메타 ω를 연속체로 나타낸 것이다[3.3.71]. 재료의 손상을 나타내는 파라메

타로는 내적변수나 외적변수 등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 참조응력(reference 

stress)은 내적 변수인 ω대신에 응력이 임계수준에서 도달하면 높은 변형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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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일으키게되어 파손이 된다는 것이다. 즉 단 시간의 빠른 파손시간 tf 에서의 

임계응력을 참조응력으로 정하고 이것을 재료의 손상 파라메타 대신에 사용한

다. 

일반화된 K-R 손상식의 경우 손상식에 손상 파라메타를 반 하여야 하기 

때문에 시간변화에 따른 상태변수인 시편내의 크리프 기공이나 미소균열을 측

정하여야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참조응력을 이용할 경우 재료내의 기

공이나 미소균열을 조사하는 과정 없이 참조응력만을 정의한다면, 해당 응력 

조건하에서의 크리프 거동을 수학적으로 보다 간편히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초기 고온 플랜트의 설계자나 운전자가 크리프 손상거동을 예측하는데 유용한 

설계도구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2) 참조응력 크리프 식의 이론 해석 

Kachanov 크리프 손상 모델은 재료의 손상을 손상 파라메타, ω로 나타

내며 이를 얻기 위해서 크리프 변형 시간별로 손상 파라메타를 측정한 후 정량

화시켜 손상식에 적용시킨다. 손상 파라메타 ω = 0는 손상이 되지 않은 초기

조건 상태이고, ω = 1인 조건이 재료손상의 상한치인 파단상태로 정의하여 나

타낸다. 이에 대해 참조 응력법은 ω대신에 응력이 임계수준에서 도달하면 파

손이 된다는 것으로, 파손이 일어나는 시간 tf 에서의 임계응력을 기준응력인 

참조응력으로 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일반화된 K-R식의 ω대신

에 응력식으로 수정 변형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Kachanov 식에 의하여 시간 t 에서 일정하중을 받고있는 시편내의 응력

을 σt 라 하면, 

 

      σ t =  σ o
Ao
At
 =  

σ o
(1-ω)                                  (3.3.21)

로 된다. 여기서 Ao는 원래 단면적이고, At는 시간 t 에서의 면적 손실률로서 

Ao (1-ω)는 이다.  이 면적 손실은 재료내의 어떤 근원에 의해 발생하고 파손

은 ω= ωf 일 때 일어난다. ωf를 결정하기 위해서 식 (3.3.21)에서 σt에서의     

평균응력인 참조응력( σ ref  )을 정의하여야 한다. 이 값은 통상 가공-경화 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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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 경우 최대 인장강도 σu와 항복강도 σy 사이의 값이 된다. 이로부터 

    

     
σ o
1-ω f

= σ ref = δ σ ys                                       (3.3.22)

가 되고, δ는 재료의 강도특성이나 가공경화도 등에 의해 결정되는 비례상수

이고, σ y는 재료에 따른 항복응력 값이다. 식 (3.3.22)로부터 

      ω f = 1-
σ o
σ ref                                             (3.3.23)   

되고, 손상속도는 

       
dω
dt
=

ω o

(1-ω)
r                                           (3.3.24)

가 되며, 0≤ω≤ωf 이고  ω o=B σ o
k  이다. 모든 경우에 있어서 ωf <1 가 된다. 식

(3.3.24)를 적분하면 

       (1-ω) 1+ r = 1-B(1+r) σ o
k t                             (3.3.25)

로 된다. 시간 tf에서의 빠른 크리프 파손은 ω  = ωf 일때 일어나므로, 빠른 파

손시간 tf 는 

       t f = φ⋅t r.b                                               (3.3.26) 

       
t r.b =

1

B (1+r) σ o
k                                       (3.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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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되고, 여기서 tr.b는 Kachanov의 취성파괴(brittle rupture)에 대한 파단시간

을 나타내는 것으로 φ = 1이 되는 기준시간이 된다. 그리고 tf는 φ<1 시간에서

의 빠른 파단시간을 나타낸다. 

식(3.3.25)에서 손상 파라메타 (1-ω) 대신 응력의 함수로 나타내기 위해 

식(3.3.27)의 (1-ω)를 식(3.3.25)에 대입하면 

   

       φ = [1-(
σ o
σ ref )

1+ r

]                                      (3.3.28)

로 되며, φ는 σ ref와 σ o의 시험응력 수준의 크기에 의해 결정되어지는 인자가 될 

수 있다. 여기서, 파단 참조응력 σ ref  값은 0 시간 부근에서의 크리프 파단응력 

값으로부터 결정된다. 

크리프 응력과 파단시간 데이터는 크리프 시험결과에서 얻어지는 전형적

인 log σ o - log tf 양대수  좌표축으로 나타낼 수 있다. 즉 Fig. 3.3.102과 같이 파

단 데이터 곡선의 기울기를 나타내는 응력의 함수인 φ값을 결정할 수 있다. 식 

(3.3.28)에서 φ값의 변화는 시험 응력크기인 σ o  에 따라서 매우 민감하게 변화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에 보는 것처럼 Kachanov의 취성파괴에 대한 직

선의 기울기가 φ  = 1인 값이 파단 기준값이 되고, 이 보다 더 높은 응력에서는 

해당 응력에서의 파단시간 곡선의 기울기로부터 φ값을 각각 얻을 수 있다. 

크리프 속도를 Norton's law로 수정하면 

        
dε
dt

=
A σ

m
o

(1-ω)
q =

ε o

( 1 -ω)
q                            (3.3.29)

로 되고, 식 (3.3.28)의 (1-ω)를 식 (3.3.29)에 대입하고 필요한 적분을 하면, 현

재의 크리프 변형은 식 (3.3.30)이 되고 기존의 K-R 손상식이 된다.  

       
ε

ε o tR
= λ [1-(1- t

tR )
1/λ

]                                (3.3.30)  

        λ=
1+r
1+r-q                                            (3.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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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취성파괴가 되지 않는 즉 φ  ≠1 되지 않는 빠른 크리프 파단은 ε= εf 

일때 t = tf 에서 일어 일어나므로, 식(3.3.30)을 수명비(life fraction) Γ  = t/tf 

의 항으로 나타내면   

        
ε

ε
* =

λ
φ
[1-(1-φ Γ ) 1/λ ]                               (3.3.32)

        
ε f

λε
* =

1-(1-φ) 1/λ

φ
= η                               (3.3.33)

과 같이 되고, λ 및 φ  변화 값에 따른 파단 변형률비 η의 변화를 추론할 수 있

다. φ와 η는 시험응력 수준과 상수 r, q를 의존한다. 여기서 ε * = ε o t f  은 

Monkman-Grant 변형이다.

(3) 실험방법

실험에 사용된 316LN 스테인리스강의 화학적 조성은 Table 3.3.19와 같다. 

합금의 용해시 질소의 목표량은 0.10%로 하여 진공유도용해(VIM) 공정으로 

30kg 잉곳을 제조하 다. 이것을 1270oC의 알곤 분위기에서 2시간 유지한 후 

열간 압연하여 두께를 15mm로 줄인 다음 압연방향이 시편의 길이방향이 되도

록 가공하 다. 열간 압연된 판재는 1100oC에서 1시간 동안 알곤 분위기에서 

용체화화 처리하고 수냉한 후, 게이지 길이가 36mm, 직경이 6mm인 봉상 크리

프 시편을 제조하 다.

  크리프 시험은 자체 제작한 arm ratio가 20 : 1인 일정하중방식 시험기를 사

용하여 550oC 및 600
o
C 온도조건에서 여러 응력별로 다수의 시험을 수행하여 

파단응력과 파단시간 데이터를 얻었다. 크리프 시편의 온도 측정은 게이지 길

이 중심부에 열전대를 부착 사용하여 온도를 측정하 으며, 온도편차는 ASTM

의 오차 범위 내인 ±2oC 이내로 제어하 다. 

(4) 실험결과 

(가) 참조응력 σ ref  의 결정    

참조 응력식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기준응력으로 사용되는 파단시의 σ ref  값을 

결정하여야 한다. 인장시험에서 얻어지는 항복응력 σ y, 최대인장응력 σu, 파단응력 σ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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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크리프에서 시험에서 얻어지는 크리프 파단응력 등은 각 재료가 갖는 

강도거동을 잘 나타내는 고유 물성치가 되고, 또한 두 시험에서의 응력-변형률

-시간의 3축 관계는 경험적으로 매우 접한 상호 관계가 있음을 보여왔다. 그

래서 어느 인장시험에서의 파단응력이나 크리프 시험에서의 얻어지는 파단응력

을 기준응력으로 결정하는 것이 가능한데,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인

장 및 크리프 시험으로 얻어지는 파단응력 데이터를 기준 참조응력으로 사용하

고자 한다. 

본 시험에서 해석하고자 하는 온도인 550oC 및 600oC에서 고온 인장시험

을 수행하여 파단응력 값을 조사한 결과 550oC에서는 376MPa, 600oC에서는 

320MPa로 나타났다. 그리고 크리프 파단 시험에서 얻어진 0시간 근처의 단시

간 크리프 파단응력 값은 Fig. 3.3.103에 보인 결과를 이용하여 구하면 550
o
C에

서는 373MPa, 600oC에서는 310 MPa로서 316LN 스테인리스강인 경우 두 값은 

큰 차이가 없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것으로 볼 때 파단응력 값이 재

료의 강도한계를 나타내는 고유한 물성치 임을 확인시키고 있으며, 인장시험에

서의 최대 인장강도 이후부터 파단까지 나타나는 응력 변화 거동과 크리프에서

의 3차 역 이후의  응력거동은 상호 접한 관련이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보다 정확할 것으로 판단되는 크리프 결과에서 얻어진 

파단 응력치를 참조 응력값을 사용하 다. Table 3.3.20의 인장시험에서 얻어진 

인장 파괴응력 σ f.t  및 0시간 근처에서의 크리프 시험에서 얻어진 파괴응력 σ f.c  

값을 나타내었다. 

한편, 식(3.3.22)에서 비례상수 δ의 범위는 실제 여러 재료의 경우에 

m/(1+m) ≤δ≤σu/σy 범위의 값을 가질 때 잘 일치하며, 참조응력 값은 항복응

력과 최대 인장응력 사이가 되는 것으로 알려진다[3.3.72]. 여기서 m은 Norton 

크리프 지수이다. 시험에서 결정된 상수 δ값은 항복응력 σ y의 2.36 배로 두 온도

에 관계없이 거의 같은 비율을 보 으며, m/(1+m) ≤δ ≤ σu / σ y  의 범위 내에 

포함되고 있었다.   

(나) 참조 응력식의 적용 및 크리프 상수 결정  

φ값의 결정은 크리프 파단시간 실험에서 얻어지는 전형적인 log σ o - log tf

의 관계를 이용하면 얻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모든 합금의 경우 log σ o - log tf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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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프 파단시험 결과들은 Fig. 3.3.104과 같은 모양의 쌍일차 곡선으로 나타내

어진다. 여기서 가장 긴 크리프 파단시간 데이터를 중심으로 하여 인접 데이터

와 직선으로 fitting하면 φ = 1인 Kachanov 취성파괴의 기울기를 얻을 수 있다. 

즉 φ  = 1을 기준 값으로 정하고, 그 보다 더 높은 응력에서는 각 응력조건에 

따라서 파단시간이 변화하게되므로 φ값은 식(3.3.26) 이나 식(3.3.28)을 계산하

면 그 변화를 알 수 있다. 

크리프 상수 r, k의 결정은 크리프 파단 결과 데이터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얻을 수 있다. 우선 크리프 결과 데이터를 log σo - log tf 좌표로 나타낸 다

음 이용 가능한 가장 긴 시간에서 데이터 점을 선택하고 인접 점의 데이터와 

직선 fitting 하면 그 기울기로부터 크리프 상수 k값을 구할 수 있다. 그리고 얻

어진 k값을 이용하면 식(3.3.27)로 부터 B(1+r)을 결정할 수 있다. 또는 상수  r

값은 σ ref  값과 식(3.3.28)에서 φ의 적절한 값을 사용하여 식(3.3.26)을 나타내는 

연속적인 곡선을 그린다. 그 다음 r값이 가장 잘 일치하는 최적곡선의 값을 찾

으면 된다. 

Fig. 3.3.103은 316LN 스테인리스강에 대하여 550oC 및 600
o
C 온도에서 

크리프 시험을 수행하여 얻은 크리프 파단 결과를 log σ o - log tf로 나타낸 것이

다. 두 온도에서의 크리프 파단 곡선 데이터들을 최소 자승법으로 fitting하면 

크리프 파단곡선의 모양을 얻을 수 있다. 여기서 105시간까지 외삽하여 fitting

하면 φ  = 1인 취성파괴의 기준 기울기를 얻을 수 있다. 직선의 기울기를 보면 

550oC 인 경우 k =10.8, 600oC 인 경우가 k = 9.5로 고온 인 600oC에서 직선의 

기울기가 보다 가파르다. 그리고 동일한 응력조건에서 파단수명은 550oC인 경

우가 600oC보다 현저히 길게 됨을 알 수 있다.  결국, 이 곡선에서 얻은 φ  = 1

이 되는 기울기를  이용하면 크리프 응력수준에 따른 φ값의 변화결과를 식

(3.3.28)로부터 상수 r값을 얻을 수 있다. 

Fig. 3.3.104은 응력비와 φ의 변화관계에서 식(3.3.28)을 이용하여 상수 r

의 변화 결과를 나타낸 곡선이다. 수명비 φ값은 응력조건 σ o  에 따라서 민감하

게 잘 반응이 되고 있음을 보인다. 상수 r값이 증가할수록 응력비 및 φ값이 커

지며, 응력비가 낮아질수록 φ값은 증가한다. 이러한 의미는 크리프 시험에서의 

응력이 낮아질수록 파단수명이 길어진다는 것이며, 결국 해당 온도에서의 상수  

r만 알면 응력조건으로 부터 수명을 간단히 예측할 수 있다. 316LN 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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얻어진 r값을 보면 550oC인 경우는 r = 18이며, 600oC인 경우는 r = 21의 곡선 

값과 거의 같은 값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본 저자가 316LN 강에 대하여 620oC 조건에서 크리프 시

간별 중단시험으로 손상 파라메타 ω를 측정하고, 이를 K-R 손상식을 적용하

여 보고한[3.3.73∼3.3.74] r = 24의 값과 큰 차이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 상

수 r값의 미소한 차이는 온도의 향에 기인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550
o
C 및 600

o
C의 두 온도에 대한 재료 및 온도 의존 크리프 상수인 B를 구하

면 550
oC의 경우는 9.86x10-36 (MPa-1 sec-1), 600oC의 경우는 4.60x10-31 (MPa-1 

sec-1) 로 나타났으며, 온도 의존성을 보임을 알 수 있다.  상수 q는 기존의 

K-R 손상식을 이용하여 구한 λ=3.1의 값과 본 결과에서 구한 r값으로부터 식

(3.3.31)을 사용하면, 550
o
C인 경우는 12.8, 600

o
C 인 경우는 14.9로 간단히 구해

진다. 

Fig. 3.3.105는 상수 λ값에 대하여 φ〈1 되는 역의 빠른 크리프 파손

역에서 φ  변화에 따른 파단 변형률비, η의 변화관계를 식(3.3.33)으로 계산하여 

나타낸 결과이다. 일정 λ값에서 φ값이 커질수록 즉 크리프 시간이 증가됨에 따

라서 η는 증가하고, λ값이 높을수록 η는 낮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식

(3.3.33)에서 알 수 있듯이 φ(≈1) 인 취성파괴가 일어나는 낮은 응력조건인 경

우는 λ값에 관계없이 η=1이 되어 그 변화는 없으나, φ(≈0) 값이 참조 응력치

를 접근하는 높은 응력  치로 도달되면 η는 1/λ의 관계로 인하여 어떤 일정비

율에서 네킹에 의해 파손이 진행될 때까지의 크리프 변형이 크게 일어난다는 

의미를 준다. 이 그래프를 이용하면 취성파괴가 일어나지 않는 높은 응력 역

에 대하여 기존의 K-R 손상식으로 λ값을 알면 시험 응력조건에서 크리프 파단 

변형률 비를 예측하는데 유용하게 활용할 수가 있다. 

본 저자의 이전 연구에서 316LN 스테인리스강에 대하여 550oC 조건에서 

320MPa, 300MPa, 290MPa의 응력별에 대하여 수명비(t/tR)와 변형비 (ε/ε
*)와

의 관계를 기존의 K-R 손상식인 식(3.3.34)을 이용하여 λ값을 구한 결과, 같은 

온도조건에서 응력별에 따라서 λ값은 약간의 차이를 갖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큰 차이가 없었으며, 이들 값을 평균치로 fitting하여 나타내면 거의 λ= 3.1이 

됨을 보고한 바 있다[3.3.74]. 그래서 316LN 강의 λ= 3.1에 대하여 η- φ의 관계

를 나타내면 Fig. 3.3.106와 같이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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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106은 식 (3.3.36)를 이용하여 φ값에 따른 수명비와 변형비의 변

화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에 보는 바와 같이 φ(≈1)인 낮은 응력 조건일 

경우에는 식(3.3.32)은 식(3.3.30)과 같게 되므로 그림에서와 같은 취성파괴를 나

타내는 파단까지의 완전한 크리프 곡선이 그려진다. 그러나 φ = 1이 되지 않는 

수명비 역에서는 φ값의 변화에 따라서 일정한 비율로 네킹이 일어나는 역

까지 크리프 변형이 계속 증가하는 곡선들의 모양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곡

선을 이용하면 단 시간의 빠른 크리프 파단 수명비에서 크리프 변형률을 예측

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        

(5) 요 약

일반화된 K-R 크리프 손상 모델을 참조응력식으로 수정하여 316LN 강

에 적용하여 크리프를 해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316LN 강의 

파단 참조응력값은 인장시험이나 크리프 파단 시험에서 얻은 값과 같은 결과

를 보 으며, 550oC 에서는 310MPa, 600
o
C에서는 373MPa로 두 온도에 관계

없이 같은 비율을 보 다. 316LN 강의 참조 응력식으로 구한 크리프 상수 r

은 550oC 에서 r = 18, 600
o
C 에서 r = 21로 기존의 손상 파라메타 ω를 측정

하고 구한 620
o
C에서의 r = 24의 값과 온도 향에 고려하면 동일한 결과로 

판단되므로 참조 응력식의 타당성이 확인되었다. 본 연구의 참조 응력식을 이

용하면 기존의 방법으로 사용되어오던 재료의 손상 파라메타를 측정하여야만 

하는 과정이 필요없이 수학적으로 보다 간편히 크리프 상수를 구할 수 있어 

크리프 수명예측에 유용한 설계도구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사. K-R 크리프 손상 모델 해석 및 적용

(1) K-R 크리프 손상모델의 도입 배경

고온 크리프 설계에는 파단까지의 사용시간, 구 변형률, 허용응력 등의 

설계기준을 정하여 제한하지만 사용재료의 하중조건, 온도, 응력형태, 열적-화

학적 안정성 등과 같은 많은 변수들의 상호작용에 의하여 재료의 수명은 감소

하며, 설계시에 예측하지 못한 갑작스런 파단을 수반한다. 고온 구조물을 정확

히 설계하고 해석하기 위해서는 응력, 변형률, 시간과 온도 등의 상호관계는 물

론 재료의 손상을 반 하는 손상 구성방정식(constitutive equation)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3.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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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구조 재료로는 오스테나이트 스테인리스강의 많이 사용되는데, 대

표적인 손상유형은 입계에서 발생하는 크리프 기공이나 탄화물 그리고 제 2상

의 석출물 등으로 알려지며[3.3.76], 재료의 손상 유형이 결정되면 이를 정량화 

하여 구성 방정식에 반 하게 된다. 이를 반 할 수 있는 크리프 손상식으로 

Kachanov- Rabotnov (K-R) 손상 이론이 있다. K-R 이론은 손상 매개변수로 

재료내의 미소균열이나 공동의 생성으로 보고, 최종 파단에 이르는 과정까지의 

상태 매개변수로 손상 파라메타, ω 를 연속체로 나타낸 것이다. 이 손상식은 

기존의 1차 및 2차 크리프를 주로 다루는 것과는 달리 파손이 일어나는 3차 크

리프 역을 포함하기 때문에 보다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K-R 손상 이론에 대해 Marriott, Penny 등은[3.3.77∼3.3.78]  알루미늄 재

료에 대해 여러 응력별로 실험치를 얻어 계산치를 비교한 결과 잘 일치하 고, 

또한, Mclean, Cane, Stamm, Belloni 등은[3.3.79∼3.3.81] Nimonic 80A 합금, 

저 합금강, 2.25%Cr-1Mo, AISI 310 스테인리스강에 대해 손상 파라메타로 

cavity 의 도변화가 파단을 나타내는 합리적인 인자가 될 수 있다고 하 으

며, cavity 를 정량화하기 위하여 여러가지 측정 법을 시도하 다. 그러나 원자

력발전소의 새로운 고온 구조재료로 개발되고 있는 316LN 강 및 HT-9강에 대

하여는 K-R 손상식을 적용 분석한 결과는 없으며 이 식의 활용성 관계를 확인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K-R 크리프 손상식을 해석하여 316LN 및 HT-9 스테인리

스강에 이를 적용시켜 적용성 관계를 확인하고, 수명예측에 사용되는 각 상수 

값들을 결정하고자 하 으며, 각 상수들이 주는 역학적 의미를 분석하 다.    

(2) 크리프 시험

시험에 사용된 316LN 및 HT-9 강은 진공 유도용해 공정으로 30kg 잉곳을 

제조하 으며, 화학조성은 Table 3.3.21와 같다. 잉곳은 1150oC에서 2시간 동안 

알곤 분위기에 풀림 열처리한 후 열간압연으로 두께15mm 판재를 제조하 다. 

316LN강은 1100oC 에서 1시간동안 용체화 처리 후 수냉하 다. HT-9강은 

1050oC에서 1시간 동안 노말라이징한 후, 750oC에서 2시간 동안 뜨임처리하여 공

냉하 다. 크리프 시편은 압연방향이 시편의 길이방향이 되도록 채취하 으며, 

게이지 길이가 30mm 이고 직경이 6mm인 봉상의 크리프 시편으로 가공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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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프 시험은 일정 하중 시험기를 사용하 다. 316LN강의 경우 크리프 시간

의 경과에 따른 크리프 cavity 량을 조사하기 위해 20hr, 130hr, 327hr, 430hr, 

457hr(파단)의 5단계로 실험을 중단하는 interrupted creep test 를 하여 cavity 

량을 조사하 다. 각 단계로 실험이 끝난 시편은 가스퀜칭으로 냉각하고, 게이

지 중심부분에 대하여 시편의 길이방향으로 시편을 채취하여 전해연마 한 후 

주사전자현미경(JEOL, JSM-5200)으로 크리프 변형에 의한 cavity 생성정도를 

관찰하 다. 본 해석을 위해 550oC, 600
o
C, 650

o
C 등의 다수의 크리프 시험을 

수행하고 얻은 크리프 데이터가 사용되었다.  

(3) K-R 크리프 손상 모델의 해석  

Kachanov는 재료내부의 공공(void)에 기인한 단면적의 유효손실을 연속체

손상으로 표현하 다. 외적 작용하중에 상당하는 내부응력은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서 증가하고, 손상도 축적되어 증가한다. 이와 같이 시간에 따른 손상 정도

의 정량적으로 표현으로 유효 단면적(A)의 감소를 수식화 하 다. 원래 단면적

(Ao)에 대한 남아있는 유효 단면적 A 의 비를 연속체인 손상 파라메타, ω 로 

표현하고  ω 가 1 인 조건을 손상의 상한치인 파단조건으로 한다.  

  초기 원래 단면적 Ao 에 하중 P가 작용하면 초기응력 σo 는 σ o = P/Ao  이고, 

시간 t 이후 시편 내의 유효응력  σt 는 손상이 축적됨에 따라서 단면적은 식 

(3.3.34)와 같이 감소된다. 

        At = Ao (1-ω)                                         (3.3.34)

(1- ω) 는 t 시간에서 면적 손실비율로서 면적손실은 미소균열, 공공 등의 조합

으로 일어난다. 시간 t 에서의 유효응력은   

  

       σ t = σ o
A o
A t
=

σ o
(1-ω)                                   (3.3.35)

로 되고, 손상 파라메타 ω=(1-A/Ao)  이며, 연속체와 응력의 관계는 power law 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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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다고 가정하면, 손상속도(damage rate)는 

    

      
dω
dt
= K σ t

ν
                                             (3.3.36)

되고, 여기서 K, υ 는 상수이다. 식 (3.3.35)과 식 (3.3.36)의 관계로 부터  

 

      
dω
dt
= K σ o

ν
(1-ω)

-ν
                                    (3.3.37)

로 된다. 여기서 시간 t = 0 에서 ω = 0 로 초기의 손상이 없는 완전한 연속체

의 상태이고, 시간 t = tR 에서 ω = 1 은 연속체의 불완전한 상태인 파단조건

이다. 

 식 (3.3.37)를 시간 t = 0 에서 t = tR 까지 적분하면,  

      
tR =

1

K (1+ν) σ0
ν                                        (3.3.38)

로 되고, 식 (3.3.38)는 Kachanov의 취성파괴 수명식이 되며 보통 log σ - log 

t 의 관계로 표시된다. 

Rabotnov 는 크리프 변형과 파단시간을 동시에 예측하기 위하여 

Kachanov 개념을 보다 일반화시켰다. ω를 균열의 상태변수 (0≤ω≤ωf) 로 정의

하고, 초기 1차 크리프 변형은 무시한다. 시간변화에 따른 크리프 변형과 손상

은 

     
dε
dt
= f 1 (σ,ω),

dω
dt
= f 2 (σ,ω)                            (3.3.39)

로 되고  f, 과 f2 에 대해 power law 로 나타내면  

     
dε
dt
=A σm (1-ω)- q=

ε o

( 1 - ω)
q                            (3.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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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ω
dt
=B σ

k
(1-ω)

- r
=

ω o

( 1 - ω)
r                            (3.3.41)

로 되고, A, B 는 재료 및 온도상수이다. 실제 크리프 변형은 파손응력이 낮은 

취성파괴이므로 σ = σ o  로 한다.  식 (3.3.41)을 적분하면,

       (1-ω) 1+ r = 1-B(1+r) σ o
k t                             (3.3.42)

이 되고 식 (3.3.42)의 (1-ω)를 식 (3.3.40) 에 대입하고 필요한 적분을 하면 결

국 크리프 변형은

 

       
ε

ε o tR
= λ [1-(1- t

tR )
1/λ

]                               (3.3.43)  

          

ε = λ ε o tR [1-(1- t
tR )

1/λ

]
= λ ε* [1-(1- t

tR )
1/λ

]                           (3.3.44)

되고,  여기서                 

        
tR =

1

B (1+r) σ o
k                                      (3.3.45)

        ε* = λ-1 εR                                           (3.3.46)

        ε* = ε o t R= A σ
m
o tR                                     (3.3.47) 

       λ =
1+r
1+r-q                                           (3.3.48)

        εR =
λ
1+r

⋅
A
B
⋅σm- ko                                (3.3.49)

이며, ε o  는 σ o  응력 하에서의 정상상태 크리프속도(steady state creep rate), σ

o는 일정 하중하에서의 초기응력, εR 는 크리프 파단변형, ε* 는 Monk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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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nt(M-G) 변형을 나타낸다.  

 시간경과에 따른 크리프 손상 파라메타와 크리프 변형은 식 (3.3.42) 및 식 

(3.3.44)으로 부터 수명비(life fraction) 형태로 다시 쓰면 식(3.3.50)과 식(3.3.51)

로 나타낼 수 있다.

       (1-ω )
1+ r
= 1-

t
tR                                      (3.3.50)

       ε = εR [1-(1- t
tR )

1/λ

]                                  (3.3.51)
              

(4) 실험결과  

(가) K-R 손상식의 적용성 분석 

316LN 및 HT-9 강에 대하여 크리프 시험으로 얻어진 data을 이용하여 

K-R 손상식의 적용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구한 크리프 상수 λ, M-G strain 

ε
*
등의 결과들은 Table 3.3.22에 정리 요약하 다. 본 실험에서 316LN 및 

HT-9 강에 대하여 측정한 최소크리프 속도와 파단시간의 관계를 적용하여 

M-G strain을을 얻을 수 있고, 또한 M-G strain 계산치와 실험 측정치인 파단 

연신율(εR)을 사용하여 λ 값의 상수를 얻을 수 있다. 

Fig. 3.3.107은 316LN 및 HT-9 스테인리스강의 파단 연신율에 대한 변형

비(ε/εR)와 수명비(t/tR)의 관계를 식(3.3.51)을 이용하여 나타낸 것이다. 

316LN강의 경우 온도별에 관계없이 거의ε/εR
 와 t/tR 은 λ= 3.1로 실험치와 

이론치는 잘 일치한다. 반면 HT-9강은 실험치와 이론치는 잘 일치하지 않고 

있으며 실험치는 λ= 8.5로 되나 K-R식의 이론 계산치는 λ= 6.2로 잘 일치하

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Fig. 3.3.108은 식(3.3.44)을 사용하여 M-G 변형비(ε/ε*)와 수명비(t/tR) 

에 대한 곡선을 나타낸다. 316LN강은 역시 λ=3.1의 값으로 K-R식의 이론 계

산치와 실험치는 잘 일치하고 있음을 보인다. 반면에 HT-9강의 경우는 Fig. 

3.3.109에 보는 것처럼 λ= 2.0의 값으로 λ=6.2 및 λf = 8.5의 값과 잘 일치하

지 않음을 알 수 있다. λ값은 식 (3.3.44) 및 (3.3.51)에서 εR 와 ε
* 의 관계에

서 알 수 있듯이 그 값이 커질수록 커지고 ε/ε* 변형 비는 작아지고, 반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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ε/εR 의 비는 식 (3.3.51)에서처럼 적어진다. λ  = 1 인 경우는 손상이 되지 않

은 재료를 의미하며, ε* 은 M-G 변형으로 파단에서는 변형량은 εR=λ⋅ε*  로 

λ의 배수가 된다.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상수 λ가 주는 의미는 크리프 저항성

(creep tolerance)을 나타내고 있으며 90% 의 수명까지는 상수별로 큰 차이를 

주지 않고 있으나 마지막 10% 에서는 변형이 크게 증가된다. 따라서 상수 λ는 

크리프 곡선의 모양을 결정하는 중요한 상수가 된다.

Fig. 3.3.110 및 Fig. 3.3.111는 316LN강 및 HT-9강의 크리프 파면 조직을 

관찰한 사진이다. 두 강의 파면을 보면 완전히 다른 파면을 보인다. 316LN강의 

파면조직은 입계를 따르는 입계 취성 파괴(intergranular brittle failure)를 보이

며, 입계균열들은 응력방향과 직각으로 진행되고 있다. 크리프 cavity들은 전단

면 전체에 걸쳐 골고루 성장되고 있다. 그러나 HT-9강은 dimple들의 합체에 

의한 전형적인 cup-cone 형 연성파괴(ductile fracture) 조직을 보이고 있으며, 

크리프에 의한 void들은 necking 된 바로 아래 부분에 집중되어 있으며, 크기

도 매우 작다. Necking부의 단면 감축율도 매우 크며, void 들은 길이방향으로 

늘어져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두 강은 크리프 변형동안 생성된 석출물의 형

태에서도 완전히 다른 모양을 보인다. 316LN강의 경우는 입계를 따라서 석출

물이 생성되어 있으나, HT-9강은 prior 오스테나이트 입계에서 석출물들이 모

여 선형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기지 내에도 석출물들이 많은 량이 응집되어있

다. 

K-R 손상식의 적합성 여부는 이러한 파면조직으로 부터 확인할 수 있다. 

즉 K-R식의 기본가정은 재료가 취성파괴를 보이는 것으로 가정하고 유도한 이

론으로서, 재료가 크리프 동안 외부 단면적의 변화는 없이 내부의 기공이나 균

열들의 성장에 의해 유효 단면적이 감소로 인하여 파단이 된다는 것이다. 그래

서 316LN 강은 cavity 성장에 의한 입계파괴 즉 재료 내부의 cavity 성장에 의

하여 파괴가 되므로 해서 잘 일치하는 것으로 입증할 수 있다. 그러나 HT-9강

은 cavity 성장에 의한 파괴가 아니고 외부 단면적이 갑자기 줄어들면서 파괴

되는 재료임을 알 수 있다. 이런 결과로 인하여 3차 크리프 역에서의 크리프 

파단 연신율이나 크리프 속도에서 두 강은 완전한 차이를 가져와 λ상수에서의 

다른 값을 가지며, 결국 HT-9강은 K-R식에 잘 적용이 되지 않는 것으로 분석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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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112는 λ 값의 변화에 따른 t/tR 과 크리프 변형 속도비 ε c/ε o  의 관

계를 계산하여 나타낸 것이다. 크리프 속도비의 관계식은 식 (3.3.44) 을 미분하

면 식 (3.3.52)을 얻을 수 있다.

   

           

ε c

ε o
=

1

(1- t
tR )

( λ-1/λ)

                                (3.3.52)

이 식을 이용하면 크리프 속도비에 따른 파단 수명을 예측하는데 또 다른 도구

로 활용할 수 있다.  λ가 줄어들수록 크리프 속도비도 줄어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Fig. 3.3.113은 316LN강에 대하여 크리프 변화에 따른 손상파라메타, ω를 

정량화하기 위하여 620oC, 260 MPa 크리프 조건하에서 interrupted creep test 

의 5단계 별로 측정한 cavity 도 변화를 나타낸 결과이다. Fig. 3.3.114의 200

배의 SEM 사진에서 관찰되는 것처럼 cavity 숫자는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 증

가되며, cavity 의 크기는 300시간 이하에서는 200μm2 이하의 것이 관찰되고, 

430시간 (24% strain)에서는 400μm2 이하의 것이 관찰되었다. 그리고 파단시편

에서는 크리프 손상에 향을 준 것으로 판단되는 800μm2 이상의 것도 관찰되

었다. Cavity 면적도 300시간 이후부터 크게 증가하 다. 측정  된 cavity 량을 

기준으로 손상 파라메타의 식 (3.3.53)에 적용하여 시간변화에 따른 손상 파라

메타의 변화관계를 계산하면 Fig. 3.3.115과 같은 마스터 곡선이 그려진다. 

Fig. 3.3.115은 식(3.3.50) 부터 t/tR 과 ω의 변화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r 

값에 따른 수명비와 ω의 변화 관계를 보면 r 값이 커질수록 손상 파라메타의 

값이 적어지고 있으며 그 간격은 좁아진다. 따라서 r 값은 크리프 저항성을 나

타내는 의미를 주고 있으며, 파단수명의 80% 이후부터 대부분 손상이 일어난

다. 계산치를 실험치와 비교하여 보면 수명의 80% 까지는  r = 24 값에 근접하

나 80% 이후부터 급격히 증가하여 그 값의 결정이 곤란하다. 그러나 80% 이후

의 수명비에서는 큰  의미가 없으므로 파단수명의 80% 까지 실험치를 적용한

다면 r = 24 로 결정할 수 있다. 그리고 316LN 강에 대하여 λ, r 값을 이용하

여 식 (3.3.48) 로 부터 상수  q 값을 계산하면 q = 16.6 로 매우 높은 값을 보

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수명비의 80% 이상까지 cavity 가 잘 발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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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지 않으며, 그 이후에서는 cavity 가 내부응력에 의해 급격히 개방되면서 빠

른 시간내에 파손이 되는 재료로 생각할 수 있다. 이런 파괴를 보이는 재료들

의 대부분은 강도가 높은 재료에서 관찰되는데 이는 질소 첨가에 의한 고용강

화 효과로 고온강도가 높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나) 크리프 상수들의 결정

크리프 손상 예측식에 사용되는 상수는 A, B, k, m, λ, r, q  의 7개 상

수로서 k, m 은 응력지수, q, r 은 손상 파라메타 지수, A, B 는 온도 및 재료

상수이며, λ 는 크리프 저항성을 나타내는  상수임을 각 식으로부터 알 수 있

다. q, r 의 경우는 그 값이 커질수록 크리프 저항성이 좋은 재료이며,λ의 경

우는 반대로 그 값이 낮을수록 변형이 잘되지 않는 재료임을 알 수 있다. 

7개의 상수 중 상수 λ, r, q 는 앞 절에서 구한  것처럼 연속 크리프 시험

으로 측정되는 최소 크리프속도, 파단 연신율과 그리고 손상 파라메타를 이용

하여 관련 손상식에 적용시켜 계산한 후, 손상식의 이론 계산치와 가장 근접한 

마스터 곡선의 상수 값을 선택하면 된다. 그러나 A, B, k, m 의 상수들은 최소 

2개 이상의 많은 크리프 시험 데이터가 요구된다. 즉 상수 A, m 은 식 (3.3.40)

과 식 (3.3.47)에서 처럼 log σ - log ε  의 여러 data의 기울기로부터 계산으로 

얻을 수 있으며, 상수  B, k 는 크리프 파단시험에서 얻어지는 log σ - log tR 

의 관계에서 여러 data의 기울기 값으로 지수 k 를 구해지며, B 값은 식 

(3.3.45)을 계산하여 얻을 수 있다.  본 시험에서의 316LN 강에 대한 응력지수 

m, k 값은 당 실험실에서 기 생산된 크리프 데이터를 이용하면[3.3.82] m = 

7.3, k = 9.0 이었으며, 이를 이용하여 재료상수 A, B 를 각각 구하면 A≈

1.980x10-25 (MPa-1sec-1), B≈4.476x10-30 (MPa-1sec-1) 가 되었다. 이들 값에 대

하여 상용 316 스테인리스강의 650oC 에서의 보고된 결과와 비교하면[3.3.83] m

= 7.9, A = 1.60x10-27 (MPa-1sec-1) 로 유사한 결과치를 보 다. Table 3.3.23에 

316LN강에 대하여 구해진 크리프 상수 값을 요약 정리하 다.   

    

(5) 요 약 

K-R 크리프 손상모델을 해석하고 316LN 및 HT-9 스테인리스강에 적용

하 다.  K-R 손상식의 적용결과 316LN강은 이론 계산치는 실험치와 잘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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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으며 파단수명까지 크리프 곡선의 모양을 완전하게 잘 묘사하 다. 그러나 

HT-9강은 잘 일치하지 않았다. 이러한 이유는 HT-9강은 cavity 성장에 의한 

파괴가 아니고 연성파괴모드를 보 기 때문이다. 316LN강의 손상식에 사용되

는 7개 상수 A, B, k, m, λ, r, q 의 값을 얻었으며 역학적 의미를 파악할 수 

있었다. K-R 크리프 손상식을 316LN 강에 적용하면 크리프 곡선이 잘 묘사되

었으므로 본 결과의 상수 값을 이용하면 수명의 예측이나 사용중인 구조물의 

잔존수명을 평가하는데 활용될 수 있다. 

아. Monkman-Grant(M-G) 관계식의 적용과 수명 예측

(1) M-G 관계식 이론 

고온 플랜트의 설계시 장시간 크리프 곡선 데이터들이 필요하게 되지만 

크리프 시험이 수십만 시간 이상이 되는 경우는 크리프 곡선을 직접 실험에서 

구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고 경제적이지 않음으로 비교적 단시간의 파단

강도로 부터 크리프 강도를 설계목적에 충분할 정도로 정확히 유추해 낼 수 있

는 방법이 사용된다. 즉 단시간의 크리프 파단시간( t r)과 정상상태 크리프속도

( ε s) 데이터를 이용하여 장시간에 외삽하여 사용 조건하에서의 장시간의 크리

프 수명을 추정한다. 이를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Monkman -Grant 관계식

이 있다.

 

         log t r +m log ε s = C                                  (3.3.53)

식(3.3.53)에서 파단시간과 정상상태 크리프 속도를 log-log 로 표시하면 직선

관계에 있으며, 상수 m, C 만 알면 단시간 파단시간으로 부터 정상상태 크리프 

속도를 또는 크리프 속도로부터 파단시간을 장시간에 외삽하여 구할 수가 있

다. 실제 M-G 관계식은 여러 금속재료에 잘 맞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이에 대하여 Dobe와 Milicka는 최소 크리프속도에 대하여 파단시간을 크

리프 연신율의 비( tr/εf )로 나타내면 재료조성이나 온도에 관계없이 상수 m

은 거의 1 에 근접한다는 수정 M-G 관계식을 제안하 다. 즉 식(3.3.53)에 대

하여 Dobe와 Milicka 가 제안한 수정 Monkman-Grant 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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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g (
t r
ε f ) + m

* log ε s = C
*

                         (3.3.54)

이고, 이 식은 마르텐사이트계 합금 등의 몇몇 금속에 잘 일치함을 보고한 바 

있다[3.3.84]. 그러나 원자력 구조재료로 유망한 질소가 첨가된 새로운 316LN 

및 9Cr-Mo 스테인리스강에 대한 M-G 식의 적용한 보고는 없으며 크리프 자

료 또한 부족하다. 

(2) 실험결과 

(가) 크리프 응력지수 n 분석

고온재료의 설계시 크리프 향을 고려할 때는 제2기의 정상상태 크리프 

속도를 기준으로 사용하는 것이 보통이다. 크리프 곡선에서 제2기 크리프 속도

는 일정하여 실험 값의 신뢰도가 높고 해석도 용이하기 때문이다. 크리프속도

는 온도와 응력에 의존하므로 식(3.3.54) 와 같이    

       ε s = ε s (T,σ)                                          (3.3.55)

       m'=( ∂ln ε s∂lnσ )T                                         (3.3.56)
            

표시되고, 그 의존성 정도는 민감지수 m'로 정량화 된다. 확산 크리프인 경우 

순금속은 m'=1 이고, 전위 크리프인 경우 순금속은 m'=5 이며, 석출/분산강화 

금속의 경우 10 이상이 된다. 또한 크리프속도에 의한 응력 의존성은 Norton 

law의 식 (3.3.57)로 표시되는데, 

       ε s = Aσ
n                                              (3.3.57)

A 는 온도상수이고 n 은 응력지수

Fig. 3.3.116 크리프 곡선 테이터를 이용하여 두 강에 대하여 정상상태 크

리프속도와 응력과의 관계인 식(3.3.57)로 나타내면 Fig. 3.3.117으로 나타낼 수 

있다. 이를 이용하여 절편 최소 자승법으로 직선을 fitting 하면 직선의 기울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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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력지수 n 값을 구할 수 있다. 316LN강은 550oC 인 경우 n =  8.1, 600oC인 

경우 n = 8.0 이 된다. 그리고 9Cr-Mo강은 600
o
C인 경우 n = 20, 650

o
C인 경

우 n = 10 으로 나타났다. 본시험 온도조건에서  n값은  316LN강은 온도의존성

이 거의 없으나 9Cr-Mo강은 온도 의존성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 본시험에서 

조사된 316LN강의 n 값은 전위상승에 의한 크리프 변형이 발생하는 

power-law를 만족하는 전위 크리프 변형기구에 해당되는 값이다. 650
o
C 에서 

상용 316 스테인리스강의 지수 n 값은 7.9 로 보고되는데[3.3.83], 이 값과 비교 

할 때 거의 유사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Fig. 3.3.116에서처럼 두 강의 

크리프 곡선 모양을 보면 다른 양상을 보인다. 9Cr-Mo 강은 316LN 강과 달리 

총 크리프 변형시간에서 2차 크리프 역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파단 

직전에 급격한 연신이 일어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316LN강은 파단시

간이 길어짐에도 불구하고 9Cr-Mo 강에 비해 변형이 서서히 진행되고 연신율

도 9Cr-Mo강에 비해 높다.   

  

(나) M-G 식의 적용성 고찰 및 상수결정

M-G 식의 경우 최소 크리프속도와 파단시간을 log-log 로 나타내면 선형

관계가 있으며, 식 (3.20) 으로부터 상수 m 과 C 만 알면, t r  로 부터 ε s  를 또

는 ε s  로 부터 t r  을 알 수 있다. m 값은 정상상태 크리프속도와 파단시간의 관

계에서 직선의 기울기로부터 구할 수 있고 C 값도 계산된다. 여러 금속의 경우 

m 은 0.8-0.95의 범위 값을 갖는 것으로 알려진다. 

316L(N) 및 9Cr-Mo 강에서의 크리프 시험에서 얻은 정상상태 크리프속

도와 파단 시간 데이터를 온도 및 응력에 관계없이 log-log 로 나타내면 Fig. 

3.3.118과 같이 재료별로 일직선으로 잘 그려진다. 두 재료별로 일정기울기 값

을 갖는데, 316LN강은 기울기 상수 m = 0.90이며, 9Cr-Mo강은  m = 0.84가 됨

을 알 수 있다. 두 재료의 크리프 특성에서 완전한 차이를 갖지만 기울기에서

는 큰 차이를 가지지 않으며 재료별로 일직선이 잘 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M-G 식은 두 재료에 잘 적용이 된다고 할 수 있다. 

Fig. 3.3.119는 두 강에 대하여 정상상태 크리프속도대 파단시간을 크리프 

연신율의 비( tr/εf )로 나타내는 M-G의 수정식을 적용한 것이다. 316LN강은 

기울기 상수 m* = 0.94이며, 9Cr-Mo강은 m* = 0.89가 됨을 알 수 있다.  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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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에 비해 기울기 값이 보다 1에 접근하고 있으며, 데이터들이 장시간으로 갈

수록 벌어지지 않고 같은 역으로 겹쳐지는 정도가 M-G 식에 비해 좋다. 이

러한 의미는 크리프 파단 연신율이 크리프 전 과정을 잘 반 하는 중요한 파라

메타가 됨을 암시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는 Fig. 3.3.120. 및 Fig. 3.3.121에 나타낸 것처럼 크리프속도와 

파단 연신율, 크리프 파단 연신율과 크리프속도의 관계는 상호 접한 의존 관

계로 크리프 변형을 잘 반 하고 있기 때문이다. 수정 M-G 식은 크리프 변형

이 power-law 크리프에 의해 cavities 들이 성장하고 입계파괴(intergranular 

creep fracture)를 보일 때 잘 일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3.3.83]. 본 시험 조

건에서 316LN강에 대하여 미세조직 및 파면기구를 관찰한 결과 입계파괴가 우

세하며, cavity 변화는 wedge type cracks 들에 의한 파단이 관찰되었다(Fig. 

3.3.122). 따라서 수정 M-G 모델은 316LN 강에서도 잘 성립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Table 3.3.24에 M-G 식에 사용될 두 재료에 대하여 본 시험으

로 얻어진 결과들을 요약하 다. 수정된 M-G 의 관계를 보다 확실히 정립하기 

위해서는 cavity의 성장 모델에 의한 상수(m, C) 값이 입자 크기의 의존성에 

대하여 정확한 실험치와 비교되어져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현재

까지 이와 관련하여 실험에 의해 정량적으로 분석한 자료는 아직 보고되지 않

고 있다.  

(3) 요 약

316L(N) 스테인리스강을 크리프 시험으로 얻은 크리프 data 를 이용하여 

Monkman-Grant 관계식에 적용하여 적용성을 고찰하고 크리프 상수를 구하

다. 파단시간과 정상상태 크리프속도의 M-G 관계에서 316LN강은 기울기 상수 

m = 0.90이며, 9Cr-Mo강은 m = 0.84가 됨을 알 수 있다. 두 재료의 크리프 특

성에서 완전한 차이를 갖지만 기울기에서는 큰 차이를 가지지 않으며 재료별로 

일직선이 잘 됨을 알 수 있다. 크리프 속도에 대한 t r /ε f  로 표현되는 수정 

M-G 관계식에서는 316LN강은 m* = 0.94이며, 9Cr-Mo강은 m* = 0.89 로 

M-G식에 비해 기울기 값이 보다 1에 접근하고 있으며, 장시간으로 갈수록 데

이터들의 산포가 적었다. 따라서 크리프 수명 예측식으로 수정된 M-G 관계식

을 사용하는 것이 더욱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되며, M-G 식은 두 재료의 크리프 

온도 및 응력 조건에 관계없이 잘 적용됨을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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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열피로 모사 시스템 설계 및 자료 생산

가. 개요

고온에서 사용되어지고 있는 원자력 발전소의 노내구조물과 배관에서는 

가열과 냉각이 반복되어 열팽창이 구속됨으로서 열응력이 발생하고 기계적 하

중에 의해서 반복적으로 하중을 받을 경우 구조물이 점차적으로 손상되어 파손

이 발생하는 현상을 열피로손상으로 정의하고 있고, 일정한 온도에서 반복적인 

하중이 가하여지는 저주기피로와 구분하고 있다[3.3.85-3.3.90]. 따라서 열피로 

시험은 고온에서 사용되어지고 있는 구조물의 손상을 실제와 가깝게 평가하여 

설계시에 적용 할 수 있다. 열피로시험은 일반적으로 일축응력을 가함과 동시

에 일정한 속도로 가열과 냉각을 반복하게 된다. 열피로시험은 가열과 냉각 사

이클과 기계적 하중을 가하는 사이클의 위상을 조절하여 열하중과 기계적 하중

의 변화에 의한 손상을 평가하게 된다. 

나. 열피로 모사 시스템 설계

열피로시험을 위한 장치의 개략도는 Fig. 3.3.123과 같다. 고주파유도 가열

기로서 가열하고 냉각은 시편의 내부의 구멍을 통하여 압축공기를 분사하는 방

식으로 설계하 다. 유도가열장치는 기준온도까지 가열후에 열사이클을 주도록 

2중 제어방식을 채택하여 일정온도에서의 피로특성평가와 열피로특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졌다. 냉각시 필요한 출력 공기압은 6∼7 kg/㎠이 되도록 

하고 Electric actuator가 solenoid 밸브의 간격을 조절함으로서 공기의 양을 변

화시켜 냉각속도를 제어한다. 냉각시점과 냉각속도제어를 위한 공기의 양의 변

화를 제어하기 위해서는 우선 열전대로부터 감지된 온도가 program controller

로 가서 이것이 electric actuator에게 신호를 주면 solenoid 밸브를 여는 정도를 

결정하게 되어서 이 공기량이 시편내부에 분사하게 된다. 시편의 냉각시 고온

에서는 냉각이 잘 되지만 저온에서는 냉각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고온, 평균

온도, 저온부분으로 나누어서 냉각속도를 조절하기 위하여 4개의 solenoid 밸브

를 부착하 다. 시험의 안전을 고려하여 냉각수와 냉각용 압축공기가 기준치 

이하 일때는 고주파유도장치가 작동하지 않도록 설계되어졌다. 시편의 길이방

향으로의 온도편차를 ±10℃ 이내로 줄이기 위하여 코일을 설계하 다. 실험시 

나타나는 하중, strain, 변위 등은 컴퓨터를 통하여 데이터를 저장하게 되고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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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 측정시 유도에 의한 오차를 줄이기 위하여 직경이 0.2 mm인 열전대를 사

용하 다. 이와 같이 pyrometer를 이용하여 온도를 측정하여 온도의 정확성을 

확보하게 된다.

다. 실험방법

시험에 사용된 시편은 316NG 스테인리스 강으로 형상 평행부 길이가 8 

mm, 평행부 직경이 7 mm이고 내부직경 Φ4 mm의 구멍이 있는 hollow type 

이었다. 열응력을 주기 위한 온도범위는 300∼600℃, 전체변형범위는 2.0% (±

1.0%), 변형속도는 0.0083 Hz, 파형은 삼각파이었다. 열하중과 기계적 하중과의 

위상은 in-phase (인장때 고온, 압축때 저온) 이었고 제어는 strain 제어로서 

extensometer를 시편에 직접 부착하여 공기중에서 시험하 다. 냉각방식은 시

편내부에 공기를 분사하는 방식을 사용하 고 온도제어는 시편에 직접 열전대 

부착하 다. 

라. 실험결과

(1) 온도변화에 따른 strain의 변화

온도변화에 따른 strain의 변화를 Fig. 3.3.124에 나타내었는데 이 strain을 

열팽창에 의한 strain으로 환산하여 기계적 변형에 적용하 다.

(2) 응력-사이클 곡선

Fig. 3.3.125에는 열응력과 기계적 하중이 동시에 가해져서 가열시 인장, 

냉각시 압축을 받게 되는 in-phase의 경우로 열응력이 아닌 일정온도에서의 기

계적 시험보다는 하중 값이 작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약 400℃에서의 피로수

명과 비슷한 피로수명을 나타내었다. 구속상태에서는 온도가 증가하면 압축응

력을 받고 냉각되면 인장응력을 받게되는데 기계적 하중없이 strain을 0%로 완

전구속상태에서 300∼600℃로 열응력만 반복적으로 가한 경우 사이클과 응력의 

변화를 Fig. 3.3.126에 나타내었고 in-phase의 경우보다도 열피로 수명이 감소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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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파면

In-phase에서 시험한 후의 파단면을 Fig. 3.3.127에 나타내었는데 고온 저

주기피로와 같이 striation이 관찰되었고, 균열은 재료의 표면에서 시작하여 전

파하는 형태를 나타내었으며 파괴형태는 입내파괴를 나타내었다.

5. 제조공정의 향 평가

가. 열처리에 따른 기계적 특성의 변화

(1) 개요

316NG 스테인리스 강에 첨가된 질소는 고온에서 강도 및 피로수명을 향

상시키는데 이와 같은 원인은 질소가 Cr과 단범위규칙을 형성하거나 동적변형

시효를 억제하기 때문으로 알려져 있다[3.3.91-3.3.96]. 질소가 결정입 크기를 감

소시켜 강도증가에 기여한다는 보고는 있으므로[3.3.97, 3.3.98] 질소에 의해 미

세화된 결정입이 어느 정도 고온 기계적 특성에 향을 미치는 지와 제조공정

시 열처리에 따라서 결정입 크기가 변화하므로 고온 기계적 특성이 우수한 최

적의 결정입 크기를 평가하여 적합한 열처리 공정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실험방법

본 실험에 사용된 강은 탄소의 함량이 0.02%, 질소의 함량이 0.10%인 

316NG 스테인리스 강이었다. 시편의 결정입 크기를 변화시키기 위하여 열처리

를 아르곤 분위기에서 Table 3.3.25과 같은 온도와 시간으로 용체화처리한 후 

수냉하여 결정입 크기를 38㎛∼450㎛까지 변화시켰다. 각 열처리 온도에 따른 

결정입의 변화를 Fig. 3.3.128에 나타내었고 결정입 크기는 princeton 

gamma-tech사의 image analyzer(PGT-imagist version 7)를 사용하여 ASTM 

E112-88의 규정에 의하여 측정하여 Table 3.3.25에 나타내었다. 열처리가 끝난 

후 시편의 압연방향을 길이 방향으로 하여, 인장시편은 표점길이 25mm, 직경 

4mmΦ인 봉상으로 가공하 고 크리프 시편은 표점길이 30mm, 직경 6mmΦ인 

봉상으로 가공하 으며, 피로 시편은 표점길이 8mm, 직경 7mmΦ인 봉상으로 

가공하 다. 실험 전에 시편의 평행부 표면에 있는 기계가공에 의한 노치

(notch)로 발생할 수 있는 표면 거칠기 효과를 방지하기 위해 SiC 연마지를 사

용하여 시편의 길이 방향으로 #1000까지 연마하 다.

인장시험은 Intron 4505를 사용하여 상온∼600℃까지의 온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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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
- 3
 /s의 변형속도로 대기 중에서 변위제어로 수행하 다. 크리프 실험은 

일정하중방식으로 레버 비가 20:1인 power engineering사의 PCM-L30M3을 사

용하여 600℃에서 시험하 다. 크리프 파단연신율을 측정하기 위해 실험 전과 

후의 시편의 길이를 측정하 다. 정상상태 크리프 속도를 구하기 위해 

LVDT(linear variable differential transformer)를 장착하여 시간변화에 따른 시

편의 변형량을 측정하 다. 정상상태 크리프 속도는 2차 크리프 구간의 평균 

기울기로부터 구하 으며 단위는 s-1로 하 다. 피로실험은 변형제어 저주기 

피로실험으로 Instron 8502를 사용하여 삼각파의 파형으로 600℃에서 수행하

다. 변형속도는 2×10- 3 /s로 고정시키고 변형범위는 0.8%, 1.0%, 1.35%로 달

리한 상태에서 피로실험을 수행하 다. 고온에서 변형제어 저주기 피로실험을 

위한 변형량 제어 및 측정은 extensometer를 개조하여 분위기 chamber 바깥인 

시편 어깨부위의 변형량으로 조정하 으며, 이 경우를 표점길이의 값으로 보정

하여 사용하 다. 이것은 저주기 피로 실험시 게이지 내에 extensometer를 부

착하여 실험을 행할 때 extensometer의 칼날 자국으로 인한 흠이 실험동안 응

력집중부위로  작용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피로수명은 포화응력

의 75%가 되는 사이클로 정의하 다. 모든 시험에서 시편 평행부의 온도 편차

는 ±2℃ 이내로 제어하 고 실험을 하기 전에 균일한 온도 분포를 위해 시험

온도에 도달하면 1시간 유지한 후 실험을 수행하 다. 

열처리한 시편의 결정입 크기를 관찰하기 위하여 재료의 표면을 Al2O3 0.3

㎛ 까지 연마하고 40% 질산(HNO3) + 60% 증류수(H2O)의 혼합용액에서 30

mA/cm2의 전류 도로 전해에칭한 후 광학현미경(optical microscope: OM)으로 

관찰하 다. 크리프실험이 끝난 시편의 입계손상과 피로실험이 끝난 시편의 균

열전파 양상을 관찰하기 위하여 크리프시편과 피로시편의 종단면(인장방향과 

평행한 면)을 연마하여 10% 염산(HCl) + 10% 질산(HNO3) + 15% 초산

(CH3COOH) + 65% 증류수(H2O)의 혼합용액에서 에칭한 후 OM으로 관찰하

고 석출물의 크기 및 파단면은 JEOL사의 JSM-5200 주사전자현미경(scanning 

electron microscope: SEM)으로 관찰하 다. 크리프 시편에서 석출물의 종류와 

크기 및 전위구조는 EDS(energy dispersive x-ray spectrometry)가 부착된 

JEOL사의 JEM 2010 투과전자현미경(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e: TEM)

을 이용하 다. TEM관찰을 위한 시편은 두께 80㎛ 정도까지 기계적으로 연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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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지름 3mm의 디스크로 펀칭하여 10% 과염소산(HClO4) + 90% 에탄올

(C2H5OH)의 혼합용액에서 twin jet polisher를 이용하여 준비하 다. 용액의 온

도는 -30℃로 유지하 다. Cavity 정량화를 위해 image analyzer를 이용하 다.

(3) 실험결과  

(가) 결정입 크기에 미치는 열처리의 향

용체화처리 시간을 60분으로 고정시켰을 때 온도에 따른 결정입 크기의 

변화를 Fig. 3.3.129(a)에 나타내었는데 결정입 크기가 온도에 따라 지수함수적

으로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Fig. 3.3.129(b)에서는 온도를 1100℃로 고정

하고 대신 시간을 600분까지 변화시켰을 때 시간에 따른 결정입 크기의 변화를 

나타낸 것으로 결정입 크기가 시간에 따라 직선적으로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나) 인장특성에 미치는 결정입 크기의 향 

일반적으로 다결정인 금속재료에 있어서 인장 성질, 연성-취성 천이, 경

도, 크리프 그리고 피로 성질 등의 기계적 특성은 결정입 크기의 변화에 따라 

향을 받는다고 알려져 있다[3.3.99, 3.3.100]. 항복강도와 결정입 크기 의존성

에 대한 이론에는 다음의 두 가지 모델이 있다.

첫 번째 모델은 결정입계가 전위의 이동에 대한 장애물로 작용한다는 개

념이다. 전위는 결정입계에 의하여 슬립면상에서 집적(pile-up)한다. 결정입계에 

집적된 전위 중 선두에 있는 전위는 외부에서 가한 전단응력 뿐만 아니라 집적

된 다른 전위와의 상호작용에 의한 힘도 받는다. 따라서 집적된 선두의 전위에 

큰 응력의 집중이 생기고, 집적되는 전위의 수가 많아지면서 강도가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작은 결정입 크기의 경우 많은 전위의 집적으로 높은 항복강도를 

갖게 된다.

두 번째 모델은 입계에서의 전위의 집적보다는 전위 도가 결정입과 유동

응력에 미치는 향에 초점을 두고 있다. 유동응력 τ는 전위 도와 다음과 같

은 관계가 있다.

τ = τo + αGbρ
1/2                              (3.3.58) 



- 211 -

여기서 τo는 마찰응력, α는 0.3∼0.6의 상수, G는 전단강성계수, b는 버거스 

벡터 그리고 ρ는 전위 도이다. 실험적 관찰에 의하면 전위 도는 결정입 크

기에 반비례, 즉 ρ ∝ 1/d한다. 따라서 전단응력 τ와 인장응력 σ가 비례한다

는 점을 고려하면 식 (3.3.58)은 다음과 같이 고쳐 쓸 수 있다.

  σ = σ o + αGbρ
1/2 = σo  + kd

-1/2                    (3.3.59)

이것이 Hall과 Petch에 의해서 제안된 것으로 결정입 크기가 감소하면 항

복강도가 증가하는 실험적 결과와 잘 일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온도와 결

정입 크기의 변화에 따른 항복강도(yield strength: YS), 최대인장강도(ultimate 

tensile strength: UTS), 연신율(elongation)의 변화를 Fig. 3.3.130에 나타내었

다. Fig. 3.3.130(a)에서 항복강도와 최대인장강도는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감소

하 다. 연신율은 온도증가에 따라 감소하다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경향을 보

으며 결정입 크기가 감소함에 따라 연신율은 약간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

다. Fig. 3.3.130(b)에서 항복강도와 최대인장강도는 결정입 크기가 감소함에 따

라 증가하 다. 각 온도에서 결정입 크기에 따른 항복강도의 변화를 

Hall-Petch 관계식 3.3.59에 적용하여 Fig. 3.3.131에 나타내었다. 모든 온도범위

에서 Hall-Petch 관계식이 실험결과와 잘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온도

에서 마찰응력 σo와 결정입계의 상대적인 강화기여도를 나타내는 상수 k를 

Hall-Petch 관계식에서 계산하여 Fig. 3.3.132에 나타내었다. Fig. 3.3.132(a)에서 

온도증가에 따라 σo는 감소하 다. Fig. 3.3.132(b)에서 온도증가에 따라 k는 

감소를 보이다가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다) 크리프 특성에 미치는 결정입 크기의 향

① 결정입 크기에 따른 정상상태 크리프속도예측 모델

결정입 크기에 따른 정상상태 크리프속도를 예측하기 위한 모델들이 여러 

가지로 제안되어지고 있는데 여기서는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는 모

델 3가지를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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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mstrong 모델

Armstrong[3.3.101]은 변형속도에 대하여 Hall-Petch 관계식을 열적 활성

화 유동모델(thermally activated flow model)에 적용시켜서, 크리프 속도에 관

한 결정입 크기의 향을 기술한 모델을 제안하 다.

단결정의 마찰응력 σo는 식 3.3.60에서와 같이 내부응력 (또는 비열적응력) 

σ i와 유효응력 (또는 열적응력) σ e의 합으로 표현된다고 가정하 다.

σo = σ i + σ e                             (3.3.60) 

만약 식 3.3.60을 Hall-Petch 관계식 3.3.59에 대입하면, 유효응력 σ e의 결

정입 크기 의존성은 다음과 같다.

σ e = σ - σ i - kd
-1/2                        (3.3.61)

식 3.3.61를 고전적인 열적 활성화 유동 모델[3.3.101]에 적용시키면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ε s =  A' exp [-
Q
RT

 + 
v
*

m'RT
 (σ- σ i- k d

- 1/2
)]       (3.3.62)

여기서 εs는 정상상태 크리프 속도, A'은 구조의존 상수, Q는 활성화

에너지, R은 기체상수, T는 온도, v *는 활성 체적, m'는 방위 인자, σ는 

주어진 변형에서의 소성응력 그리고 σ i, k, d  등은 앞에서 정의된 바와 같다. 

Armstrong은 식 3.3.62에 기초하여 결정입 크기와 정상상태 크리프 속도와의 

관계를 나타내었는데, 결정입 크기에 따른 v *항의 변화를 무시하면 ln εs  와 

d-1/2의 관계는 직선적인 관계로 표현된다.

 

㉯ Sherby model

결정입계가 전위 이동의 장벽 역할을 하여, 결정입 크기에 따른 정상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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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프 속도의 변화가 power law에 따른다는 가정에서 출발한 것으로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εs=Cd
m                                (3.3.63)    

C는 주어진 응력과 온도에서의 상수이고 m은 실험상수이다. Sherby[3.3.102]

는 식 3.3.63을 고전적인 크리프 속도 식에 적용시켜서 크리프 속도의 결정입 

크기 의존성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 다.

εs = A'' d
m σnexp (-Qa/RT)                    (3.3.64)

여기서 A''는 구조의존 상수, σ는 응력, Qa는 겉보기 활성화에너지이다. 식 

(3.3.64)에 의하면 변형속도와 온도가 일정한 경우, 결정입 크기와 응력과의 관

계는 식 (3.3.64)로 나타낼 수 있다.

σ ≃ d-m/n                            (3.3.65)

Sherby에 의하면 실험상수, m ≃  2 이고 응력지수, n  = 5 이다. 그러므

로 식 (3.3.65)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σ ≃ d-2/5                             (3.3.66)

따라서 만약 σo ≪ kd
-1/2  이라면 식 (3.3.66)은 결정입계 강화 효과를 나타내

는 Hall-Petch 관계식 (3.3.60)과 유사하다. 그러므로 Sherby가 제안한 식은 

Hall-Petch에 의한 결정입계 강화와 관련된다.

㉰ Garofalo 모델

결정입 크기에 따른 정상상태 크리프 속도가 전위의 움직임에 의하여 결

정되는 것으로, 결정입계가 전위의 생성장소 또는 전위 이동의 장벽으로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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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크리프 속도에 향을 미친다고 가정하 다. 정상상태 크리프 속도와 이

동전위 도, ρs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εs = ko bρs v                           (3.3.67)

여기서 ko는 비례상수, b는 버거스 벡터 그리고 v는 이동전위의 평균속

도이다. 크리프가 일어나는 동안 전위의 생성(source)과 소멸(sink)의 장소로 작

용하는 것은 결정입계(grain boundary)와 아입계(subboundary)등 두 가지이므

로 이동전위 도는 이들에 의한 기여분으로 나눌 수 있다.

ρs =ρb+ρsb                             (3.3.68)

이 중에서 결정입계에서 생성되는 이동전위 도, ρb는 다음과 같이 나타

낼 수 있다.

ρb=
DLnL

d                             (3.3.69)

여기서 DL은 전위를 생성하는 ledge의 도(length of ledge per unit 

area of grain boundary), n은 평균 ledge 당 생성된 전위의 수, L은 ledge에

서 생성된 전위 루프(loop)의 길이 그리고 d는 결정입 크기이다. DL, n  그리

고 L은 일정한 온도와 응력에서 상수로 가정된다. 저온에서 시험하는 경우 초

기하중에 의해 결정입계에서 전위가 모두 생성되어 ledge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ρb는 거의 의미가 없다. 어떤 온도 이상에서 실험하는 경우 결정입계는 움직

이게 되고 미끄러짐을 가져 ledge가 형성되어 DL은 일정한 값을 갖게된다. 결

정입계에서 생성된 전위는 아입계에 도달하여 하부구조(substructure)의 일부분

이 된다. 

한편 아입계에서 생성된 이동전위 도는 하부구조가 결정입 크기에 의존

하지 않기 때문에 전위의 증식에 단지 의존한다고 가정된다. 전위의 증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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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선전위의 교차슬립(cross slip)과 같이 발생해서 증식에 의해 생성된 루프는 

결정입계에 도달하기 전까지 교차슬립의 반복에 의해 발생한다. 

아입계에서 생성되는 이동전위 도, ρsb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ρsb= ρCs n'                             (3.3.70)

여기서 ρ는 전위생성(dislocation source)장소인 아입계의 도, Cs는 전

위 루프가 결정입계에 도달하기 전에 교차슬립(cross slip)이 일어나는 평균회

수 그리고 n'은 교차슬립 후에 생성된 전위 루프의 평균수이다. ρ와 n'은 일

정한 온도와 응력에서 상수이며 결정입 크기에 의존하지 않는다고 가정된다. 

교차슬립은 전위루프가 슬립면(slip plane)을 따라 이동하는 것을 방해하는 

장애물을 만났을 때 발생한다. 일정한 하부구조에 대해 슬립면에서 단위면적 

당 장애물의 도는 일정하고 B로 주어진다. 그래서 Cs는 Bd2에 비례하여 

식 (3.3.70)은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ρsb= CρBd
2 n'                           (3.3.71)

여기서 C는 상수이다. 그러므로 정상상태 크리프 속도는 다음 식으로 나

타내어진다.

εs=  ko (ρb+ρsb)b v= ko [
DLnL

d
+CNBd

2
n']b v            (3.3.72)

식 (3.3.72)를 간단하게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εs=
k
d
+Kd

2
                     (3.3.73)

여기서 k와 K는 온도와 응력 의존 상수이다. 정상상태 크리프속도를 결

정입 크기에 대하여 미분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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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εs/ dd=- k d
-2
m +2Kdm=0                   (3.3.74)

따라서

k= 2Kd
3
m                            (3.3.75)

여기서 dm은 정상상태 크리프 속도가 최소점을 가질 때의 결정입 크기이

다. 그래서 식 (3.3.75)는 다음과 같다.

εs=K [
2d
3
m

d
+d2]                       (3.3.76) 

Garofalo[3.3.103]에 따르면 저온에서는 DL이 무시할 정도이기 때문에 εs는

d2에 비례하여 증가하며, 고온에서는 저온과 반대가 된다고 주장하 다. 중간 

온도에서는 εs는 결정입 크기에 따라 최소값을 보이며, 그 최소값 dm은 식 

(3.3.76)을 미분함으로써 얻어진다.

② 크리프 파단시간

Fig. 3.3.133은 결정입 크기에 따른 크리프 파단수명을 나타낸 것이다. 결

정입 크기가 증가함에 따라 파단수명은 서서히 감소하다가 어느 크기이상에서 

급격히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③ 정상상태 크리프 속도

정상상태 크리프 속도에 미치는 결정입 크기의 향은 결정입계의 역할에 

의존하게 된다. 그래서 앞에서 언급한 결정입계와 관련된 세 가지 모델들을 적

용하여 정상상태 크리프 속도에 미치는 결정입 크기의 향을 고찰하 다. 

Armstong[3.3.99]이 제안한 모델을 도식화하면 Fig. 3.3.134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식 (3.3.62)에 의하면, 결정입계가 전위 이동의 장벽 역할을 하여 

Hall-Petch식을 따를 때 d-1/2에 따른 ln εs의 곡선은 점선으로 나타낸 것과 

같이 직선적으로 감소하여야 한다. 그러나 Fig. 3.3.134에서는 d-1/2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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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선적으로 감소하지 않고, 감소하다가 약간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으므로 

Armstrong 모델은 316NG 스테인리스강의 정상상태 크리프 속도에 미치는 결

정입 크기의 향을 평가하지 못하 다.

Fig. 3.3.135은 결정입 크기와 정상상태 크리프 속도의 관계를 Sherby 모

델로 도식화한 그림이다. Sherby가 제안한 식 (3.3.64)에 의하면 log d에 따른 

log  εs의 곡선은 점선으로 나타낸 것과 같이 직선적으로 증가하여야 한다. 그

러나 Fig. 3.3.135에서는 log d에 따라 직선적으로 증가하지 않고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 다. 점선의 기울기를 통하여 m값을 구하여 Table 3.3.26

에 나타내었는데, 이 값은 앞에서 언급한 Sherby의 값인 m = 2 보다 아주 작

게 나타났다. Fig. 3.3.136은 식 (3.3.64)의 응력과 정상상태 크리프 속도의 관계

를 나타낸 것으로 여기서의 기울기를 측정하여 응력지수 n값을 구하 다. 이 

결과를 Table 3.3.27에 나타내었는데 n값은 8∼13이다. 여기서의 응력지수 n은 

316에서의 10-14 값보다 약간 낮은 범위를 갖는 값이다[3.3.97]. 응력지수 n값 

역시 Sherby가 제시한 값인 n = 5와 일치하지 않으므로 316NG 스테인리스 강

의 정상상태 크리프 속도에 미치는 결정입 크기의 향을 Sherby 모델은 정확

히 평가하지 못한다.

Fig. 3.3.137은 결정입 크기에 따른 크리프 속도의 변화를 Garofalo 

[3.3.103]의 식 (3.3.76)에 적용하여 나타낸 것이다. 본 실험 결과는 Garofalo의 

모델과 일치하여 전체적으로 결정입 크기 증가에 따라 εs는 감소하다가 최소

점을 보인 후 다시 증가하 다. 38㎛에서 135㎛까지의 결정입 크기에서 정상상

태 크리프 속도의 감소는 결정입계에서 생성되는 이동전위의 도가 정상상태 

크리프 속도를 지배하기 때문으로, 38㎛ 보다 단위면적 당 결정입계가 적은 

135㎛에서 정상상태 크리프 속도의 감소가 보인다고 판단된다. 반면에, 135㎛에

서 450㎛까지의 결정입 크기에서 정상상태 크리프 속도의 증가는 아결정입계에

서 교차슬립에 의하여 생성된 전위 loop에 의한 것으로써, 정상상태 크리프 속

도는 전위루프의 장벽역할을 하는 결정입계 크기에 비례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최소점을 보이는 결정입 크기를 Garofalo 모델인 식 (3.3.76)에서 구하면 Table 

3.3.28와 같다. 최소점의 크리프 속도를 가지는 결정입 크기는 응력에 따라 차

이는 있으나 상용316 스테인리스 강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100㎛

의 근방이었다. 정상상태 크리프 속도로 수명을 예측한 Monkman-Gr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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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를 [3.3.104] Fig. 3.3.138에 나타내었다. 

                        εs 
m ⋅tR = C                         (3.3.77)

여기서 tR은 파단수명이고 m과 C는 실험상수이다. 본 실험결과는 

m=0.97로 m이 0.95∼1을 갖는다는 보고와 잘 일치하여 전체적으로 식 (3.3.76)

를 만족하고 있으나, 38㎛에서 135㎛까지의 결정입 크기 범위에서는 크리프 속

도가 증가함에 따라 파단수명이 약간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정상상태 크리프 속도가 낮으면 크리프 파단수명은 커지는 경향이 나타나는데 

38㎛에서 450㎛의 범위에서는 이러한 경향이 나타났지만 135㎛에서는 낮은 정

상상태 크리프 속도를 가지면서도 크리프 파단수명은 그다지 증가하지 않았거

나 약간 감소하는 경향을 보 다. 

④ 전위구조

Fig. 3.3.139은 240MPa의 응력으로 크리프 시험한 후의 파단면에서 8mm 

떨어진 지점을 인장방향과 수직으로 절단하여 TEM으로 관찰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Fig. 3.3.139(a)에서 38㎛의 작은 결정입 크기의 경우는 전위가 조 하

게 분포된 wavy 구조로 관찰되었으며, Fig. 3.3.139(d)의 450㎛의 큰 결정입 크

기의 경우는 전위가 planar 구조로 관찰되었다. Fig. 3.3.139(b)에서 135㎛(평균 

결정입 크기인 135㎛ 중 작은 결정입)의 결정입 크기의 경우는 전위가 38㎛의 

경우 보다는 덜 조 한 wavy 구조로 관찰되었는데, Fig. 3.3.139(c)에서의 135

㎛(평균 결정입 크기인 135㎛ 중 큰 결정입)의 결정입 크기의 경우는 전위가 

450㎛의 경우와 유사한 planar 구조로 관찰되었다. 결정입 크기에 따라 전위구

조는 다른 양상을 가지며, 정상상태 크리프 속도에 각기 다르게 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된다. 낮은 정상상태 크리프 속도를 나타내는 결정입 크기의 경우 

전위가 wavy 구조와 planar 구조로 공존하며, 이 때 우수한 크리프 저항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⑤ 파단연신율

결정입 크기에 따른 크리프 파단수명과 파단연신율의 관계에 관한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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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05]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파괴양상이 입계파괴에 의한 경우에 결정입 크

기가 증가함에 따라 파단수명과 파단연신율이 감소한다고 한다. Fig. 3.3.140은 

결정입 크기에 따른 파단연신율의 변화를 나타낸 것으로 파단연신율이 전 응력

범위에서 결정입 크기가 200㎛까지는 감소하다가 그 이상의 결정입 크기에서는 

다시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Fig. 3.3.141는 결정입 크기에 따른 파단면을 

나타낸 것이다. 모든 결정입 크기에서의 파괴양상은 입계파괴와 연성파괴의 형

태가 나타나고 있는데 작은 결정입 크기와 큰 결정입 크기에서는 입계파괴 

역이 적지만 중간 결정입 크기에서 비교적 입계파괴 역이 크게 나타났다. 이

것은 135㎛의 결정입 크기에서 낮은 파단연신율이 결정입계와 연계되어 있음을 

나타낸다. 

파단연신율은 크리프 동안에 결정입계의 cavity와 연계되어 있으므로 결

정입 크기에 따른 cavity, 석출물 그리고 파면 등의 미세조직 관찰을 통하여 파

단수명의 원인을 고찰하 다.  

⑥ Cavity의 크기와 분포

Fig. 3.3.142은 230MPa의 응력에서 파단된후 시편의 길이방향으로 절단후 

결정입 크기에 따른 cavity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38㎛에서는 많은 cavity가 

대체적으로 작고 둥근 형태의 모양을 나타내고 있으며 135㎛에서는 적은 수의 

cavity가 인장방향에 수직한 형태로 나타났다. 450㎛에서는 아주 적은 수의 

cavity가 인장방향과 수직방향 모두에서 커진 형태로 나타났다. 이러한 cavity

의 차이에 대하여 정량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결정입 크기에 따른 cavity의 개

수(the number of cavities/area), 면적분율(area of cavities/area), cavity 도

(the number of cavities/grain) 그리고 aspect ratio(cavity의length/width)를 정

량화 하여 Fig. 3.3.143에 나타냈다. Fig. 3.3.143(a)에 의하면 면적 당 cavity의 

개수는 작은 결정입 크기의 경우에서 많았다. 이것은 작은 결정입 크기의 경우 

면적 당 결정입 크기의 수가 많아서 cavity가 생성될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

문으로 판단된다. Fig. 3.3.143(b)에 의하면 cavity의 면적분율은 38㎛과 135㎛에

서 거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Fig. 3.3.143(c)에 나타낸 cavity 도는 135㎛

에서 가장 높았다. Fig. 3.3.143(d)에서 aspect ratio는 135㎛가 가장 높게 나타

났는데 135㎛에서의 높은 aspect ratio는 크리프 파단연신율이 가장 낮은 결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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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치한다. 따라서 cavity 도와 aspect ratio가 결정입 크기에 따른 파단수명의 

차이를 결정짓는 것으로 판단된다. 

316NG 스테인리스 강의 경우 cavity는 결정입계에 석출한 탄화물에서 발

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입계탄화물을 TEM으로 관찰하여 Fig. 3.3.144

에 나타내었다. 탄화물은 회절패턴 분석결과 Z=[011]을 갖는 fcc구조의 M23C6

형태이며 크롬이 주성분인 석출물임을 EDS로서 확인하 다. Fig. 3.3.145은 결

정입 크기에 따른 석출물의 차이를 TEM으로 관찰한 것으로 석출물의 크기는 

135㎛의 경우가 38㎛의 경우에 비해서 약간 큰 것으로 관찰되었다. 

이상의 결과 135㎛의 경우가 38㎛에 비해 입계 탄화물의 석출이 더욱 용

이하여 크리프에 의한 cavity의 생성 및 성장과 합체가 쉽게 되었으며, 이 

cavity에 의해 135㎛에서 크리프 파단연신율이 감소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크리프 파단시간은 정상상태 크리프속도와 연신율의 상호관계에 의해서 결정되

는데 135㎛의 결정입 크기에서는 비록 정상상태 크리프 속도는 늦지만 cavity 

도와 aspect ratio가 증가함으로 인해서 파단시간이 감소하는 것으로 판단된

다. 

(라) 저주기 피로특성에 미치는 결정입 크기의 향

각 변형범위와 결정입 크기에서 사이클에 따른 최대인장응력 변화를 Fig. 

3.3.146에 나타내었다. 초기에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 강의 전형적인 반복

경화가 일어나고 이후 일정한 응력에서 포화되어 진행되다가 임계수명에 도달

하여 급격한 응력의 감소를 나타내고 있다. 사이클에 따른 인장포화응력의 변

화를 결정입 크기에 따라서 Fig. 3.3.147에 나타내었는데 포화응력은 결정입의 

크기에 따라서 낮은 변형범위에서는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지만 높은 변형범

위에서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정입 크기에 따른 피로수명의 변화를 Fig. 3.3.148에 나타내었는데 결정

입의 크기가 감소함에 따라서 피로수명이 약간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변형범위 1.0%에서 피로파단후의 striation의 변화를 Fig. 3.3.149에 나타내었는

데 결정입크기가 감소함에 따라서 striation의 폭이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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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요약

316NG 스테인리스 강의 고온 인장, 크리프 그리고 저주기 피로 특성에 미치

는 결정입 크기의 향을 시험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가) 인장시험에서 항복강도는 결정입의 크기가 감소하면 증가하는 경

향을 나타내었고 이것은 Hall-Petch 관계식을 만족하 다. 

(나) 크리프 파단시간은 결정입 크기가 135㎛까지는 서서히 감소하다가 

135㎛ 이상에서는 급격히 감소하 다.

(다) 정상상태 크리프 속도는 결정입 크기가 증가하면 감소하다가 최소

점을 보인 후 다시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는데 이것은 Armstong과 Sherby

등이 제안한 모델과는 일치하지 않았고 Garofalo 모델과 잘 일치하 다. 정상상

태 크리프 속도가 최소점을 보이는 결정입 크기는 가해준 응력에 따라 80∼130

㎛의 범위이었으며 파단응력이 증가할수록 감소하 다.

(라) 저주기 피로수명은 결정입크기가 감소하면 증가하 다.

(마) 고온 기계적 특성이 우수한 열처리 조건은 1050∼1100℃ 온도범위

에서 30분∼1시간 용체화처리하여 수냉함으로서 결정입의 크기가 약 100㎛ 정

도이다. 

(바) 질소의 첨가에 의한 결정입 감소가 고온 기계적 특성에 미치는 

향은 크지 않았다.

나. 냉간가공에 따른 기계적 특성의 변화

(1) 개요

 냉간가공(cold work, CW)으로 제조된 316 강은 고온강도 및 스웰링

(swelling) 저항성이 우수하여 고속증식로의 핵연료 피복관, 액체금속로의 파이

프 및 duct 류 부속품, 경수로의 노내 볼트 및 낫트 등 높은 고온강도가 요구

되는 체결부품에 사용되고 있다.[3.3.106∼3.3.107] 최근에는 기존의 316 강에 탄

소량을 0.03% 정도로 제한하여 고온에서 입계 탄화물의 석출을 줄이고, 고용도

가 탄소에 비해 큰 질소를 기본 강화원소로 하는 316LN 강이 새롭게 개발되고 

있는데,[3.3.108∼3.3.110] 이 강은 원자력 발전소의 일차계 고온 구조재료로 주

목받고 있다. 종래의 316 강은 고온강도는 우수하나 swelling 저항성의 문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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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일본은 PNC (Power reactor and Nuclear fuel 

development Corporation)를 중심으로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PNC-1520 과 

PNC-FMS 와 같은 SUS 316 규격조성을 벗어난 새로운 강을 개발하 다. 

Fujiwara, Uchida 등은[3.3.106] 316 스테인리스강을 고속증식로의 핵연료 피복

관에 적용하고자 냉간 가공율의 효과, 첨가 원소의 향, 중성자 조사시의 보이

드 스웰링(void swelling) 향 등을 조사하여 고온특성 및 swelling이 좋은 냉

간 가공재의 개량 316 핵연료 피복관을 개발하 다. 그러나 고온 구조재료로 

주목받고 있는 질소가 첨가된 새로운 316LN 스테인리스 강의 냉간가공 효과에 

대하여는 고온 강도 특성이 아직 확립되어 있지 않으며, 크리프 데이터 또한 

매우 부족하며 제한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316LN 강을 냉간 가공율에 따른 고온 인장 강도 및 크리

프 특성을 조사하여 냉간가공의 크리프 효과와 가공경화 거동을 조사하 다. 

이를 위해 다수의 고온 인장 시험과 크리프 시험을 수행하여 고온강도 자료를 

얻고, 파면 미세조직을 분석 고찰하 다.      

     

(2) 실험방법

시험에 사용된 316L(N) 강의 화학조성은 Table 3.3.29와 같다. 합금 용해 

시 질소의 목표량은 0.10% 로 하 다. 크리프 시편은 진공유도용해로 제조된 

30kg 잉곳을 1270oC의 알곤 분위기에서 2시간 유지 후 열간압연으로 두께를 

3mm 로 줄인 다음 이것을 1100oC에서 1시간 동안 알곤 분위기에서 용체화처

리(solution annealing, S.A)하여 수냉하 다. 냉간 가공율은 Table 30와 같이 

0%(3.0t), 20%(2.4t), 30%(2.1t), 40%(1.8t), 50%(1.5t) 5단계로 냉연가공하여 압

연방향이 시편의 길이방향이 되도록 하는 판상 크리프 시편을 제조하 다. 여

기서 0% 의 가공율 시편은 용체화 처리후의 냉간가공되지 않은 강을 나타낸

다. 시편의 게이지 길이 부에 대해서는 연마지 #1000번까지 길이방향으로 표면 

연마하여 파면의 향이 없도록 하 다. 고온 인장시편은 크리프 시험과 동일

한 방법으로 제조된 강에 대해 게이지 길이 25.0mm, 두께 3.0mm인 판상시편

을 제조하 다. 

크리프 파단 시험은 arm ratio가 20:1 인 일정하중방식 시험기를 사용하여 

냉간가공된 시편별 파단시간을 측정하 다. 시편별 시험조건은 600oC, 280M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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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동일한 조건으로 수행하여 시편별 파단 시간을 비교하고자 하 다. 시편의 

게이지 길이 중앙부에는 열전대를 사용하여 온도편차를 ASTM 의 오차 범위 

내로 제어하 다. 고온 인장시험은 INSTRON 사의 4505를 사용하여 변형속도

를 2x10-3sec
-1
 로 하 으며, 시험온도는 0

o
C, 200

o
C, 400

o
C, 600

o
C, 700

o
C 온도

별로 측정하 다. 그리고 크리프 파단된 시편의 OM 및 SEM 분석을 위한 시

편준비는 염산, 초산, 질산, 물을 10%:15%:10%:65% 비로 혼합한 용액에서 5 

분간 에칭하 다.  

(3) 실험결과   

(가) 인장특성 

Fig. 3.3.150 (a), (b)는 0% (S.A) 상태에서 50% 까지 단계적으로 냉간가

공된 316LN 강의 0.2% 오프셋 항복응력 및 최대 인장강도 변화를 온도별로 나

타낸 것이다. 전체적으로 보면 온도가 증가하면 강도는 저하되고 있으며, 600oC 

이후부터는 급격히 저하되고 있음을 보인다. 냉간 가공율이 증가할수록 인장강

도는 증가되고 있다. 특히 20% 냉간 가공된 강일지라도 600oC의 고온에서 항

복응력 값은 500MPa의 높은 강도치를 보인다. 냉간가공을 하지 않은 열간 가

공된 S.A 시편과 비교하면 항복강도 및 인장강도는 현저히 높은 값을 가지며, 

항복응력에서 큰 증가를 보임을 알 수 있다. 

Fig. 3.3.151은 냉간 가공된 316LN 강의 파단 연신율의 변화를 온도별로 

나타낸 것이다. 전체적으로 냉간 가공율이 높아질수록 낮은 연신율을 보이고 

있으며, 600oC 이후부터는 연신율이 급격히 증가되는 경향을 보인다. 냉간가공

을 하지 않은 열간가공의 S.A 시편은 전 온도 구간에서 최소 45%가 넘는 높은 

연신율을 보이지만 냉간가공 시편은 현저히 낮은 연신율을 보 다. 

Fig. 3.3.152은 600oC에서 냉간 가공율에 따른 고온 인장파면을 나타낸 것

으로 전체적인 파면 경향은 dimple들의 합체에 의한 전형적인 연성파괴를 보이

고 있으며, 냉간 가공율이 높은 40%, 50%에서는 dimple들이 떨어져나간 부분

적인 벽개 파싯트(cleavage facet)들이 관찰된다.   

Fig. 3.3.153는 316LN 강의 냉간 가공율에 따른 가공경화 지수, n (strain 

hardening exponent)를 구하기 위하여 고온 인장시험에서 얻은 공칭응력-변형

률 데이터를 진응력-진변형률 곡선으로 바꾸어 온도별로 모두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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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온도가 높아질수록 응력 및 연신율에서 상온의 경우보다 

훨씬 낮아지고 연신율은 반대로 증가한다. 그리고 가공율이 증가할수록 강도가 

높음을 보이고 있다. 이것을 각각 이용하여 logσ- logε곡선으로 나타내면 

Fig. 3.3.154으로 나타낼 수 있다. 이 곡선을 이용하여 가공경화 지수 n을 

Hollomon의 식

    σ = K ε
n                                               (3.3.78)

으로 구한다. 

Fig. 3.3.154의 소성 유동곡선은 원으로 표시된 끝 부분이 항복응력부터 

최대응력 지점까지의 값으로 이 역의 기울기가  n 값이 된다. 이 기울기를 

구한 결과는 그림에 각각 표기하 다. n 값을 보면 상온 및 20%의 냉간가공율

을 제외한 대부분의 온도의 가공율에서 음의 값을 가진다. 상온의 경우도 가공

율에 따라 그 값이 0.01∼0.1의 범위로 매우 낮다. 따라서 상온의 가공율을 제

외하면 음의 값으로 재료의 경화능력이 이미 없음을 알 수 있다.

 Fig. 3.3.155는 316LN 강의 냉간 가공율에 따른 온도별 가공경화 지수 n

값의 모든 계산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냉간가공을 하지 않은 용체화 처리한 

시편의 n값은 0.4∼0.5 범위로 가장 높고, 가공율이 증가됨에 따라서 지수 n값

은 감소되고 있다. 전체적인 지수 n값을 분석하면 30%의 가공율 이상에서는 

상온을 제외한 모든 온도에서 음의 값을 보이는 것으로 보아 316LN 강은 30%

의 냉간 가공율만 되어도 경화능력이 이미 없음을 알 수 있다. 기울기 지수 n

값이 높다는 것은 재료가 변형됨에 따라서 강도가 커진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냉간 가공재의 경우 지수 n값은 냉간 가공하지 않은 재료에 비하여 낮은 값을 

가지며, 특히 연신율이 낮은 200oC∼400oC의 온도범위에서 현저한 저하를 보

다. 결국 316LN 강의 냉간 가공재는 가공량이 20%만 되어도 변형이 주어질 때 

가공경화가 일어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스테인리스 강의 가공경화지수는 통

상 0.45∼0.55 범위로 알려져 있는데, 냉간가공 되지 않은 강에서의 0.38∼0.55 

범위는 보고된 결과와 거의 동일한 값을 보 다. 가공경화지수는 동일한 재료

일 지라도 열처리 조건이나 가공조건에 따라서 변화하게 되며 일반적으로 열처

리 재의 경우는 n 값은 높고 냉간 가공재의 경우는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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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피로특성

(1) 개요

원전재료의 생산시나 가동중 과도한 하중 등에 의해서 원전부품에 일반적

으로 냉간가공의 향이 발생하고 있다. 냉간가공은 열처리, 사용온도, 하중조

건, 사용환경 등에 따라서 다른 향을 미치게 되므로 원전 노심재료에 사용되

어지는 재료의 냉간가공의 향이 평가되어져야 한다.

(2) 실험방법

실험에 사용되는 304와 316 스테인리스 강은 상용강으로서 냉간가공을 하

지 않은 경우 화학조성은 Table 3.3.31과 같고 냉간가공을 한 경우는 Table 

3.3.32와 같다. 냉간가공 량은 304의 경우는 14%, 316의 경우는 11%이었다. 

(3) 실험결과 

냉간가공된 304와 316의 경우 상온과 300℃에서 냉간가공에 의해서 피로

강도가 증가하는 것을 Fig. 3.3.156∼3.3.159에 나타내었다. 냉간가공에 의해서 

상온 피로수명이 증가하는 것과 온도에 따른 냉간가공의 향을 Fig. 3.3.160에 

나타내었다. 

(다) 크리프 특성

Fig. 3.3.161는 316LN 강의 600oC, 280MPa 조건에서 냉간 가공율에 따른 

크리프 파단수명 결과를 비교하여 나타낸 것이다. 냉간 가공율이 30% 일 경우

가 가장 높은 크리프 파단 수명을 보이고 있으며, 그 이후에서는 반대로 점차 

감소한다. 냉간가공 강은 용체화 처리한 시편에 비해 전 가공율에서 크리프 수

명의 큰 향상을 가져옴을 알 수 있고 30% 가공율에서 크리프 수명이 제일 길

다.  

Fig. 3.3.162은 316LN 강에서의 크리프 파단 연신율의 결과를 나타낸 것이

다. 20% 이후의 가공율에서는 가공율이 증가될 지라도 15% 내외의 크리프 파단 

연신율을 가지며, 크리프 파단 연신율 감소가 없다. 이러한 것은 고 강도의 재료

가 고온의 크리프 조건에서 시간 경과에 따라서 응력완화(stress relaxation)  

현상에 의해 연성의 회복을 가져오기 때문에 파단 연신율의 큰 변화가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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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냉간가공된 강에서의 크리프 수명의 큰 향상은 크리

프 동안 생성되는 석출물과 가공 전위 도와 관계되기 때문에 크리프 파단 후

의 파면 및 석출물의 거동을 분석하 다.  

Fig. 3.3.163은 크리프 파단 후의 입계 석출물 거동을 관찰한 것으로 30% 

가공율에서 입계 및 입내에 비교적 미세한 석출물이 균일하게 분포되고 있다. 

용체화 처리된 시편에 비해 냉간가공을 한 시편에서 기지 내에서의 미세한 석

출물들이 분포되고 있음을 관찰할 수 있다. 이러한 기지내의 미세한 석출물은 

석출강화 효과를 나타내어 수명향상에 기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3.3.110] 

현재까지 전위의 관찰을 위한 TEM 분석은 아직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지

만, 30%의 가공율에서 크리프 수명이 가장 우수하 던 것은 미세하게 분산된 

석출물에 전위가 고정되어 전위 도가 높은 상태가 고온에서 장시간 유지되면

서 크리프 특성이 좋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30% 이상의 가공율에서 과도

한 가공율로 인하여 변형결함의 생성과 전위에서의 석출물의 양이 상대적으로 

감소하 기 때문에 크리프 수명이 저하된 것으로 사료된다.

Fig. 3.3.164는 600oC와 280MPa의 동일한 응력 및 온도조건에서 20%, 

30%, 50%로 냉간가공된 강에 대하여 크리프 균열성장을 길이방향으로 관찰한 

사진이다. 균열진전 방향은 응력방향의 직각방향으로 이루어졌으며 50% 시편

이 30% 시편에 비해 균열방향이 가공변형에 의해서 일정하지 않다. 또한 50% 

가공율에서는 큰 균열들의 성장 없이 파단이 일어났으나, 크리프 수명이 좋았

던 30% 가공율에서는 균열들이 전 단면에 걸쳐 골고루 성장되었다. 

Fig. 3.3.165는 600oC, 280MPa 조건에서 20%, 30%, 40%, 50% 냉간 가공

율 시편의 크리프 파단후의 파면을 관찰한 SEM 사진이다. 전체적인 파면 조직

은 연성파괴를 보 지만, 가공율이 낮은 20%의 경우는 입계 및 입내 파괴가 

혼재하며, 그 이상의 가공율에서는 연성파괴가 우세하게 관찰되었다. 냉간가공

을 하지 않은 316LN 강의 크리프 파괴는 입계파면을 보이는데, 본 파면에서는 

냉간가공하지 않은 재료와 다른 결과를 보 다. 냉간 가공시편에서의 국부적으

로 관찰된 연성파괴 면이 크리프 특성을 향상시킨 요인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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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요 약

316LN 스테인리스강을 0% (용체화처리), 20%, 30%, 40%, 50% 의 냉간 

가공율에 따라 제조하여 고온 가공경화 거동 및 크리프 특성을 조사하 다. 가

공경화지수 n값은 0∼700oC의 전 온도 구간에서 냉간 가공율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을 보 으며, 특히 연신율이 낮은 200oC∼400oC의 온도범위에서 

현저한 저하를 보 다. 그리고 30%의 가공율 이상에서는 상온을 제외한 모든 

온도에서 n값이 음의 값을 보이는 것으로 보아 316LN 강은 20%의 냉간 가공

율만 되어도 경화능력이 없음을 알 수 있었다. 고온 크리프 파단수명은 30% 

가공율에서 가장 높은 값을 보 다. 이러한 결과는 30% 가공율에서 입계 및 

입내에 미세하게 분산된 석출물의 생성에 기인되며, 이들 석출물에 전위가 고

정되어 장시간 유지되므로 해서 크리프 특성이 좋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30% 이상의 가공율에서는 과도한 변형결함을 일으키고, 변형 부위에 거칠은 

석출물이 국부적으로 발생되어 크리프 수명에 오히려 나쁜 향을 준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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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3.1. Chemical composition of specimens (wt%)

Spec. ID C Si Mn Ni Cr Mo N P(max.) S(max.)

N04 0.018 0.67 0.95 12.21 17.78 2.36 0.04 0.007 0.002

N06 0.023 0.75 1.02 12.55 17.40 2.35 0.06 0.029 0.005

N10 0.019 0.70 0.97 12.46 17.23 2.38 0.10 0.007 0.002

N13 0.019 0.70 0.96 12.45 17.17 2.39 0.13 0.007 0.002

N15 0.020 0.67 0.96 12.19 17.88 2.41 0.15 0.007 0.002

   

Table 3.3.2. N and C values of Paris's law 

N04 N10 N15

n C n C n V

R.T. 5.9 -12.0 6.3 -13.0 5.5 -11.8

300℃ 3.9 -8.9 4.4 -9.9 3.9 -9.1

600℃ 2.9 -7.4 3.5 -8.2 3.7 -8.3

                  

   

Table 3.3.3 Chemical composition of 3 heats(wt. %) 

      Elements

  Heats
C Si Mn P S Cr Ni Mo B N

B0 0.021 0.70 0.97 0.021 0.006 17.30 12.34 2.36 - 0.10

B25 0.023 0.67 0.96 0.020 0.006 17.28 12.43 2.38 0.0025 0.10

B50 0.023 0.63 0.97 0.025 0.005 17.27 12.45 2.34 0.0050 0.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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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3.4. Chemical compositions of type 316NG stainless steel [wt %]

Fe Cr Ni C Mo Mn Si S P N

국산시제 합금 bal. 18.50 10.70 0.023 2.51 0.87 0.55 0.0010 0.020 0.13

실험합금 39 bal. 17.2 12.2 0.019 2.39 1.02 0.7 0.005 0.017 0.08

Table 3.3.5.  E.D.S analysis result of interrupted creep specimen and 

thermally treated specimen of Fig. 3.3.39. [at%]

Fe Cr Ni Mn Si Mo O

Interrupted

Creep

p.p.t. 16.32 bal. 0.80 0.26 0.78 4.04 20.59

g.b. 12.94 9.96 1.06 2.56 0.60 -

matrix 19.71 9.44 1.76 1.70 1.67 -

Thermally 

treated

p.p.t. 21.69 10.64 0.56 1.56 2.96 -

g.b. 20.26 10.20 1.26 - 2.55 -

matrix 19.50 11.04 1.90 1.00 1.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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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3.6. Creep properties of 316 NG stainless steel with applied stress 

of 220, 240, and 260 MPa

Stress

[MPa]

Rupture time

[hr]

Rupture 

elongation [%]

Steady state strain rate

[ /sec]

in air in vacuum in air in vacuum in air in vacuum

220 952.36 1138.32 39.91 41.45 4.5661×10
-8
3.7607×10

-8

240 382.53 39.49 1.1291×10-7 1.2745×10-7

260 121.30 127.58 50.81 52.15 4.6667×10
-7
3.3957×10

-7

Table 3.3.7. E.D.S analysis results of creep ruptured specimen surface 

(corresponding to Fig. 3.3.39; 620℃/260MPa) [at%]

Fe Cr Ni Mn Si Mo O

in air bal. 5.75 1.79 1.08 0.11 0.39 32.29

in vacuum bal. 16.70 13.34 1.16 1.03 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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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3.8. Chemical composition of oxide film and matrix; numbers 

correspond to those in Fig. 3.3.48. [at %]

Fe Cr Ni Mn Si Mo O remarks

1 34.32 13.49 5.61 0.43 1.14 0.20 44.82

oxide

2 34.83 13.29 7.52 0.85 0.70 0.47 42.35

3 36.88 12.62 9.40 0.76 0.79 0.70 41.91

4 33.88 13.21 6.90 0.48 1.32 0.23 43.99

5 37.49 10.53 5.74 0.38 1.87 0.90 43.09

6 bal. 13.46 13.30 1.09 1.46 0.37 -
matrix

7 bal. 12.75 12.80 1.38 0.82 0.68 -

Table 3.3.9. Chemical composition after creep test at 620℃/260MPa in 

vacuum; numbers correspond to the numbers in Fig. 3.3.50 (a) and (b) 

respectively [at %]

Fe Cr Ni Mn Si Mo O remarks

Grip

1 42.88 43.35 9.18 0.76 0.56 3.27 - ppt

2 70.75 13.94 12.75 1.57 1.00 - - g.b.

3 65.29 18.00 13.12 0.58 1.52 1.48 - matrix

Gauge

1 13.39 43.14 9.52 0.50 7.67 8.32 17.47 ppt

2 52.50 9.75 1.73 0.09 0.64 1.09 34.21 oxide

3 48.29 12.51 3.06 1.83 1.92 1.30 31.11 oxide

4 61.93 21.09 11.49 1.58 2.26 1.64 - matr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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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3.10. EDS analysis results of the film and precipitate near creep 

cavity; numbers correspond to the points in Fig. 3.3.52. [at %]

Fe Cr Ni Mn Si Mo O remark

1 42.19 8.35 3.66 1.54 2.45 1.82 39.99 oxide

2 37.64 10.03 5.72 0.81 0.97 1.15 73.68 oxide

3 36.71 7.97 4.86 0.85 2.09 1.33 46.18 oxide

4 15.10 60.42 2.46 0.35 0.52 4.01 17.14 ppt

5 29.67 54.65 4.38 1.39 0.09 2.94 6.87 ppt

Table 3.3.11. Analysis of ring pattern (Fig. 3.3.53) obtained from the 

oxide film at the cavity

순  서 1 2 3 4 5 6 7 8 9

반지름 비 1.000 1.155 1.631 - 1.996 2.295 - 2.580 2.814

{HKL} {111} {200} {220} {311} {222} {400} {331} {420} {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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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3.12. Crystal structure, lattice parameter and composition of 

phases in type 316L stainless steels

Phase Crystal Structure Lattice Parameter [Å]    Composition

M23C6 FCC 10.569
(Cr17Fe4.5Mo1.5)C6,

(FeCr)23C6

M6C FCC 10.95
(Cr,Co,Mo,Ni)6C,

Fe3Mo3

Sigma(σ) tetragonal
8.828

4.597

FeCr,FeMo,

Fe(CrMo) 

Chi(χ) BCC 8.878

Fe36Cr12Mo10

(FeNi)36Cr18Mo4

M18C

Laves(η) hexagonal
4.73

7.72
Fe2Mo

austenite FCC 3.598

Table 3.3.13. Chemical compositions of type 316 NG stainless steels

[wt %]

Fe Cr Ni Mo Mn Si N P C Ti S

bal. 18.50 10.70 2.51 0.87 0.55 0.13 0.020 0.023 0.013 0.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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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3.14. Material properties of type 316LN stainless steel at   

600℃

Table 3.3.15. Chemical compositions of the J316 and the K316LN    

stainless steels (wt.%)

Specimens C Si Mn P S Cr Ni Mo N

J316 0.50 0.58 1.26 0.032 0.001 16.77 110.75 2.06 -

K316LN 0.018 0.63 0.95 0.018 0.005 17.20 12.42 2.34 0.10

Table 3.3.16.  Relationship of creep time and stress on 1% creep 

strain at 593
o
C of the J316 stainless steel

Stress at 593oC 160 MPa 150 MPa 145 MPa 140 MPa

1% creep time 20 hr 103 hr 704 hr 1412 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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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3.17. Comparison of SE and ISSC methods on determined 

St, B and p for 1% strain in 10
5 
hr at 593

o
C of J316 SS  

          constants
  J316 p B St [MPa]

SE method 0.02909 1736.4 124.2

ISSC method 0.03096 1770.3 123.9

Table 3.3.18. Determined constants(B  and p) for 1% strain in 105 hr 

at 550oC and 600oC of the K316LN SS  

Temp.
(oC)

Stress
(MPa)

1% creep time 
(hr) 

p B
St

(MPa)

550

165 2256

0.04267 2281 139.6
160 3906

155 8260

150 20496

600

150 199

0.04168 1888 116.0
145 833

135 3631

130 5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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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3.19. Chemical composition of type 316LN stainless 

steel(wt. %)

Fe C Si Mn P S Cr Ni Mo N

bal. 0.021 0.70 0.97 0.021 0.006 17.30 12.34 2.36 0.10     

Table 3.3.20. Tensile properties at 550oC and 600oC of type 316LN  

stainless steel

 Temp. YS
( y,MPa)

UTS
( u,MPa)

El.
(%)

Fracture stress
( f = ref, MPa )

550oC 158 441 42.6 f.t =376 f.c = 373

600oC 131 418 45.7 f.t =320 f.c = 310

Table 3.3.21.  Chemical compositions of type 316LN and HT-9 

stainless steel(wt.%)

Specimens Fe C Si Mn P S Cr Ni Mo N Nb W V

316LN bal. 0.019 0.63 0.97 0.018 0.004 17.26 12.35 2.41 0.10 - - -

HT-9 bal. 0.190 0.10 0.59 0.019 0.004 11.79 0.53 0.99 0.01 0.02 0.45 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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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3.22. Constants, λ  and ε* determined for type 316LN and 

HT-9 stainless steels

Materials & Conditions tR (hr) έ0 (sec-1) εR (%) ε*( = ε o tR) (%) λ ( = εR/ε*) λf

316LN 

550oC/320MPa 591.4 4.15E-8 31.3 8.86 3.5

3.1
(Avg.)

3.1

fitted value 
by ε/εR

550oC/300MPa 1679.8 1.48E-8 28.8 8.94 3.2

550oC/290MPa 3321.4 6.57E-9 23.3 7.85 3.0

620oC/260MPa 457.2 8.40E-8 38.4 13.80 2.8

HT-9

600oC/200MPa 320.8 3.41E-8 24.3 3.93 6.2

6.2
(Avg.)

8.5

fitted value 
by ε/εR

600oC/190MPa 1143.5 9.17E-9 23.2 3.77 6.2

650oC/130MPa 261.1 3.78E-8 22.8 3.55 6.4

650oC/125MPa 585.4 1.57E-8 20.8 3.32 6.3

650oC/120MPa 852.4 1.08E-8 20.3 3.31 6.1

Table 3.3.23.  Creep constants obtained in the 316LN steel

A
(MPa-1sec-1)

B
(MPa-1sec-1)

m k λ q r

1.980x10-25 4.476x10-30 7.3 9.0 3.1 16.6 24

Table 3.3.24. Summary of test values and equation constants

Experimental values M-G relation Modified relation 

Temp, oC No. of points m C m* C*

316LN 550-600 49 points 0.90 -0.5073 0.94 -0.2517

9Cr-Mo 600-650 32 points 0.84 -0.1697 0.89 +0.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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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3.25. Average grain sizes after the 

different heat treatment.

Heat treatment Grain size (㎛)

1050℃/ 1hr + WQ 38

1100℃/ 1hr + WQ 75

 1100℃/ 10hr + WQ 135

1250℃/ 1hr + WQ 200

1350℃/ 1hr + WQ 450

Table 3.3.26. Values of m in 

Sherby‘s model.

Stress (MPa) m

230 0.3

240 0.6

260 0.59

300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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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3.27. Values of n  in 

Sherby‘s model.

Grain size (㎛) n

38 8.6

75 11.6

135 11.7

200 9.7

450 12.9

Table 3.3.28. Grain size( dm) for the 

minimum steady state creep rate  at 

the different stresses.

Stress (MPa) dm  (㎛)

230 126

240 93

260 97

300 83



- 240 -

Table 3.3.29. Chemical compositions of type 316L(N) stainless 

steel(wt. %)

S.P. C Si Mn P S Cr Ni Mo N

316LN 0.019 0.63 0.97 0.018 0.004 17.26 12.35 2.41 0.10

 Table 3.3.30. Cold worked reduction of type 316LN stainless steel  

Cold worked reductions

0%(S.A) 20% 30% 40% 50%

3.0 mm 2.40 mm 2.10 mm 1.80 mm 1.50 mm

Table 3.3.31. Chemical composition of type 304 and 316 stainless 

steel (wt%).

C Si Mn P S Cr Ni Mo

304 0.045 0.406 1.688 0.03 0.001 18.23 8.155

316 0.05 0.58 1.26 0.032 0.001 16.77 10.75 2.06

Table 3.3.32. Chemical composition of cold worked specimens 

(wt%).

C Si Mn P S Cr Ni Mo Cu N

304 0.034 0.47 1.13 0.029 0.0036 18.38 9.08 0.29 0.44 0.026

316 0.063 0.41 1.51 0.0299 0.001 17.03 10.83 2.205 0.0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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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1. Yield stress of 316NG stainless steel with nitrogen 

con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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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2. Ultimate tensile stress of 316NG stainless steel with 

nitrogen con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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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3. Elongation of 316NG stainless steel with nitrogen 

con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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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4. Low cycle fatigue life at room temperature with the different ste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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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5. Low cycle fatigue life tested at △εt=1.0% with temperature 

at each nitrogen content for 316NG stainless ste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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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6. Low cycle fatigue life of 316NG stainless steel with nitrogen 

content at △εt=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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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Fig. 3.3.7. Dislocation structures after fatigue tested at △εt = 1.0% and 

600℃ for type 316NG stainless steel : (a) N04, (b) N10, and (c) N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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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8. Fatigue crack growth rate of 316NG stainless steel with 

nitrogen content at room temp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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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9. Fatigue crack growth rate of 316NG stainless steel with 

nitrogen content at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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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10. Fatigue crack growth rate of type 316NG stainless steel 

with nitrogen content at 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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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11. Strain induced transformed martensite at each temperature for N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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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12. Strain induced transformed martensite at each temperature for N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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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13. Strain induced transformed martensite at each temperature for N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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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14. Time to rupture with nitrogen content at 600℃ for 316NG 

stainless ste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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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15. Minimum creep rate with nitrogen content at 600℃ for 

316NG stainless ste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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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16. Creep-fatigue life with nitrogen content for 316NG stainless ste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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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17. Geometry of fracture toughness specim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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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Fig. 3.3.18. Fracture toughness of 316NG stainless steel : (a) N04, (b) 

N10, (c) N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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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19. Load-displacement curve with 

crack direction at room temperature: (a) T-L 

and (b) 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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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20. Load-displacement curve with crack 

direction at 316℃: (a) T-L and (b) 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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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21. J-integral with crack direction and temp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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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22. High cycle fatigue for 316NG stainless ste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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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23. Geometry of specimen for fatigue crack growth rat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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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24. Crack length calibration curve for 316NG stainless 

ste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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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25. Fatigue crack growth rate with temperature for N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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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26. Fatigue crack growth rate with temperature for N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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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27. Fatigue crack growth rate with temperature for N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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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28 Low cycle fatigue life for type 304 and 316 stainless ste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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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29. Fatigue crack growth rate with temperature for 

type 304 and 316 stainless ste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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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30. Fatigue crack growth rate with temperature for 316 

and 316NG stainless ste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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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31. Applied stress versus time to rupture with boron addition of 

type 316LN stainless ste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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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32. Steady state creep rate versus stress with boron addition 

of type 316LN stainless ste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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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33. Displacement vs. time for 3 heats of type 316LN stainless ste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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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41. Schematic diagram of (a) creep test specimen and (b) 

arrangement of bellows, pure Zr foil with specimen for 

vacuum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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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42. Temperature distribution within furnace of (a) creep tester No. 1 

and (b) creep tester No.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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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43.  Creep curves of 316 NG stainless steel at 620℃/260MPa with 

different creep tester and different test environments (air and 

vacu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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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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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Fig. 3.3.44. Creep curves of 316 NG stainless steel at 620 ℃ with different 

applied  stresses of (a) 220, (b) 240, and (c) 260 MPa in air and 

vacu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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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3.3.45.  Stress exponent of 316 NG stainless steel in air and in vacuum 

creep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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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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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Fig. 3.3.46. Changes of differential strain during creep at different applied 

stresses (a) 220, (b) 240, and (c) 260 M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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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47. SEM micrographs of specimen surface after creep test at 

620℃/260MPa   in (a) air and (b) vacu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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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48. TEM image of (a) oxide film near creep cavity in 316 NG 

stainless steel and (b) SAD pattern; numbers correspond EDS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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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Cr23C6(s) + 81O2(g)   =  46Cr2O3(s) + 24CO(g)

( )−−×=

         

Fig. 3.3.49. Schematic diagram of the cavity formation during creep e to 

oxygen with carb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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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50. TEM micrographs of (a) gauge and (b) grip of creep specimen 

after test at 620oC/260MPa in vacu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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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51. Creep cavities formed at 620℃/260MPa (a) and (b) SEM 

micrographs and  (c) TEM micrographs (all from TEM sa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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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52. TEM micrograph showing oxide film and precipitate near creep 

cavity of 316 NG stainless steel; numbers corespond to EDS 

point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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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53.  Ring pattern obtained from the oxide film near creep cavity of 

316 NG stainless ste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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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54. Partial phase diagram of Fe-O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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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F of matrix +oxide

    (b) SADP       (c) BD=[112]

  Fig. 3.3.55. Crystallographic relationship between the matrix and oxide film

111
-

220
-

311
--



- 297 -

    (a) BF of ppt +oxide  

   (e) SADP             (f) BD=[112]

Fig. 3.3.56. Crystallographic relationship between precipitate and oxide film

111
-

220
-

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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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57.  Intergranular cavity nucle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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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58. Stress concentration sites in a single-phase 

polycrys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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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3.3.59. Stress concentration sites at second             

   phase particles on grain bound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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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Fig. 3.3.60. Cavity growth (a) by atomic transport along the grain 

boundary and through the lattice (b) by creep deformation and 

surface diffusion (c) by the coupling of a diffusional and  creep 

proces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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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1           10          100          1000        10000

                                                  Time (hr)

Fig. 3.3.61. TTP diagram of 316L stainless steel solution-treated 

for  1.5hrs and water quenc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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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62. Precipitation of M23C6 carbide in 18% Cr - 9% 

Ni 304 stainless steels containing 0.038% carbon 

quenched from 12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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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63. Pseudo-binary section of ternary Fe-Cr-Ni phase diagram at 60 

% Fe (a) and schematic diagram of the solid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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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Lever 
                                                

                                           2. Pull rod

                                           3. LVDT
                                           4. Signal conditioner
                 
                                           5. Computer
                                           6. Furnace
                                           7. Temperature controller
                                           8. Frame
                                           9. Specimen
                     

 

Fig. 3.3.64. Schematic diagram of constant load type      

  creep test mach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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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3.65. Deformation mechanism 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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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Fig. 3.3.66. Creep curves (a) in the preliminary test at 600 ℃, 260 MPa 

(interrupted creep test)  (b) in the test at 620 ℃, 260 M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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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c)                                (d)

                 (e)       stress direction (↔)      (f)

Fig. 3.3.67. Optical micrographs (a) only solution treatment, (b) ∼ (f) 620℃, 

260 MPa interrupted creep test; strain (b) 5%, (c) 10%,  (d) 20 

%, (e) 30 %, and (f) rup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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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Fig. 3.3.68. The change of (a) grain aspect ratio (b) reduction of area 

during creep de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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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69. Vickers hardness change by creep deformation      

and heat treatment on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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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c)                                 (d)

         

                                (e)

Fig. 3.3.70. SEM micrographs of heat treated 316 NG stainless steel (a) 

solution treated at 1100 ℃ for 1 hrs ; S.A. + aged at 620 ℃ (b) 

for 20 hrs (c) for 130 hrs (d) 327 hrs (e) 460 hrs



- 312 -

                (a)                                 (b)

                (c)                                 (d)

                                 (e)  

Fig. 3.3.71.  Scanning electron micrographs of 316 NG stainless steel after 

interrupted creep test at strain of (a) 5% (b) 10% (c) 20% (d) 30% (e) 

rup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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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Fig. 3.3.72. The change of (a) nominal carbide size (b) carbide number 

density in grain boundaries during creep de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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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c) FCC, B=[112]                        (d) EDS

Fig. 3.3.73. Carbide pecipitates under interrupted creep test at 600 ℃, 260 

MPa (2040 hrs) (a) within grain (b) on grain boundary  (c) 

SAD pattern (d) EDS spectrum of a precipi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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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3.3.74. Microstructure of 316 NG stainless steel after creep test at 

620℃, 260 MPa for 327 hrs by (a) chemical etching (etched 

with 54% HCl + 38% H2O + 8% HNO3) (b) electro-polis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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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c)

Fig. 3.3.75. Cavity growth after interrupted creep test at 620 ℃, 260 MPa : 

strain (a) 20% (b) 30%, (c) rup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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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Fig. 3.3.76. (a) Cavity size distribution  (b) cavity area fraction at 620 ℃, 

260 MPa during creep de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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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c)

Fig. 3.3.77. Cavity formation and cavities after interrupted creep test at 62  

0℃, 260 MPa; strain (a) 5%,  (b), (c)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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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78. W-type cavity after creep test at 620 ℃, 260 MPa (rup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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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c) 

                          (↔ stress direction)

Fig. 3.3.80. Optical micrographs showing δ-ferrite change during creep 

deformation at 600 ℃,  260 MPa (a) 10 hrs (b) 100 hrs  (c) 2040 h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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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c)                               (d)

                 (e)                               (f)

Fig. 3.3.81. Morphological change of δ-ferrite during creep test at 600 ℃, 

260 MPa (a), (b) 10 hrs; (c), (d) 100 hrs; (e), (f) 2040 hrs, (a), 

(c), (e) longitudinal; (b), (d), (e) transver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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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82. The change of δ-ferrite aspect ratio and area fraction  during 

creep de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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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Fig. 3.3.83. SEM micrographs showing δ-ferrite growth           

 (a) on grain boundary (b) in gr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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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84. SEM micrograph assumed to be precipitated M23C6 

carbides on δ-ferrite/austenite interfaces



- 326 -

Fig. 3.3.85. SEM micrograph showing fracture on δ-ferrite/γ interface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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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CC, B=[113]

 

                                               (b) FCC, B=[112]

                                                   M23C6

Fig. 3.3.86.  δ-ferrite and carbides under interrupted creep test     

at 620 ℃, 260 MPa (strain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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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87. M23C6 in δ-ferrite (TEM micrograph using carbon repl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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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88. The schematic drawing of the creep crack 

growth tes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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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89. Diagram of 1/2T compact tension speci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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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3.90. Fracture surface of the  

tested speci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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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91. Tensile curve of type 316LN stainless         

steel at 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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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92. Creep test curves for type 316LN stainless            

              steel at 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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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93. da/dt vs. Ct relations of 316LN stainless             

              steel at 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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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3.94 Ratio of load-line deflection rate due to creep to total 

load-line deflection rate for 316LN stainless ste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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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500

(b) ×5000

Fig. 3.3.95. SEM fractographs showing fracture surface for LN6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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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200

(b) ×500

Fig. 3.3.96. Optical microscopes showing longitudinal section of LN6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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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97. Average isochoronous stress-strain curves at 593oC  

(1100oF) for commercial type 316 stainless ste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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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98. Schematic plot of the creep work in isochronous 

stress-strain curve 



- 339 -

Fig. 3.3.99. Creep curves for 1% strain with various stresses at 593oC of 

the  J316 stainless ste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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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100. Variation of creep work with time at 593
o
C for the J316 ste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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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101.  Variation of creep work as function of time at 550oC and 

600oC for the K316LN SS 

102 103 104 105 106
5x102

103

1.5x103

2x103

2.5x103

3x103

up to 105 hr

   K316LN
 600oC, S

t
=116.9 MPa

 550oC, S
t
=139.8 MPa

W
c 

( 
K

J/
m

3  )

T ime (hr)



- 342 -

Fig. 3.3.102. A schematic presentation of the brittle rupture 

cur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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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103. Typical rupture curve in 550
o
C/600

o
C of type 316LN stainless ste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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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104. Variation of the factor φ  with stress level: 

dotted lines are the results at 550oC and 600
o
C 

of type 316LN stainless ste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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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3.3.105. Variation of failure strain ratio with φ  at  

various λ val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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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3.3.106.  Variation of creep strain with time in λ=3.1 of type  

                     316LN stainless ste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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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3.3.107. Strain fraction(ε/εR) vs. life fraction(t/tR) at     

different stresses and temperatures for type     

316LN and HT-9 stainless steels    

0.0 0.2 0.4 0.6 0.8 1.0
0.0

0.2

0.4

0.6

0.8

1.0

λ = 3.1

λ = 8.5λ = 6.2

316LN
 620oC/260MPa
 550oC/290MPa
 550oC/300MPa
 550oC/320MPa
λ f = λ  = 3.1 

HT-9
 600oC/190MPa
 600oC/200MPa
 650oC/120MPa
 650oC/125MPa
 650oC/130MPa
λ   = 6.2
λ f = 8.5  

S
tr

ai
n 

fr
ac

tio
n 

  (
   

ε 
/ ε

R
 )

L ife fraction (t / tR)



- 348 -

     Fig. 3.3.108. Strain fraction (ε/ε*) vs. life fraction (t/tR) for type     

                 316LN stainless ste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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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109. Strain fraction(ε/ε*) vs. life fraction(t/tR) for the 

HT-9 stainless ste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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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110.  Fracture micrographs in crept specimen at 550
o
C and          

   320MPa of type 316LN stainless ste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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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111. Fracture micrographs in crept specimen at 600oC and           

  190MPa of HT-9 stainless ste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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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112. Plot of strain rate fraction with life fr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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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3.3.113. Variation of cavity-area fraction during creep at        

       620oC and 260 MPa of type 316LN stainless ste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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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114. Observed cavity with time at 620
o
C and 260MPa of 

type 316LN stainless ste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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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3.3.115. Variation of damage factor(ω) with life             

                         fraction (t/tr) of 316LN stainless ste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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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3.3.116. Typical creep curves for type 316LN and           

                        9Cr-Mo stainless ste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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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117. Typical plot of steady-state creep rate with stress and  

temperatures for type 316LN and 9Cr-Mo ste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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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3.3.118. M-G relation for type 316LN and   

                      9Cr-Mo stainless ste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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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3.3.119. Modified relation for type 316LN and   

     9Cr-Mo stainless ste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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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3.3.120. Creep rutpure elongation vs. steady state creep rate     

        for type 316LN and 9Cr-Mo stainless ste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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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3.3.121. Creep rupture time vs. steady state rete for type      

                  316LN and 9Cr-Mo stainless ste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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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122. W-type cavities observed the 

ruptured  specimens under 340 

MPa and 600oC  (x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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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123. Schematic diagram for thermal fatigue equipment.

1. Load cell, 2. Pull rod, 3. Specimen, 4. Induction heater, 5. Extensometer
6. Air compressor, 7. Actuator, 8. Thermocouple, 9. Temperature controller
10. Instron controller,11. High frequency induction heating generator
12. Recorder, 13. Compu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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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124. Strain change with temp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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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3.3.125. Cyclic stress of thermal fatigue tested at △εt=2.0%,    

      300∼600℃, in-phase for 316NG stainless ste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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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3.3.126. Cyclic stress of thermal fatigue tested at          

        constrained condition and 300∼600℃, in-phase   

        for 316NG stainless ste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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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127. Fracture surface of thermal fatigue tested at △εt=2.0%,       

△T=300∼600℃, in-phase for 316NG stainless steel.























- 378 -

   Fig. 3.3.138. Relation of the time to rupture and steady state creep     

    rate with grain size according to Monkman-Grant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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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139. Dislocation structure in the specimens of (a) 38 

㎛, (b) 135㎛(smaller grain size than average), 

(c) 135㎛(larger grain size than average) and (d) 

450㎛, at 240MPa.

(a)(a) (b)(b)

(c)(c) (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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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140. Rupture elongation with grain size at different stres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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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141. Fracture surfaces with 

grain size in the specimen crept 

at 230 MPa : (a) 38㎛, (b) 135㎛ 

and (c) 4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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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144. Precipitates in the specimen crept at 240 MPa (a) carbide 

on grain boundary, (b) SAD pattern and (c) EDS 

spectrum of a precipit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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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145. Carbide distribution with grain size in the 

specimens crept at 240 MPa of (a) 38㎛ and (b)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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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147. Saturation stress with grain size in low cycle fatigu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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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148. Low cycle fatigue life with grain siz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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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149. Fracture surface with grain 

size after LCF test at 1.0% : (a) 38

㎛, (b) 75㎛ and (c)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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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151. Tensile elongation with temperature and CW reductions 

of type 316LN stainless ste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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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3.3.152. SEM fractographs with CW reductions at 600
o
C     

     of type 316LN stainless ste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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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153. True σ- εcurve at R.T∼700oC range of type 316LN 

stainless ste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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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3.3.155. Strain-hardening exponent with CW reductions     

                  of type 316LN stainless ste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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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156. Cyclic stress of low cycle fatigue test at (a) 

room temperature and (b) 300℃ in 14% cold 

worked type 304 stainless ste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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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157. Cyclic stress of low cycle fatigue 

test at (a) room temperature and 

(b) 300℃ in 11% cold worked    

type 316 stainless ste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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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158. Comparison of cyclic stress of as 

receive and 14% cold worked type 

304 stainless steel tested at △εt= 

1.0% and (a) room temperature 

and (b)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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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159. Comparison of cyclic stress of as receive 

and 11% cold worked type 316 stainless 

steel tested at △εt=1.0% and (a) room 

temperature and (b)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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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160. Low cycle fatigue life of cold worked type 304        

 and 316 stainless ste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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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161. Creep rupture time with CW reductions of type      

                  316LN stainless ste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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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162. Creep rupture elongation with CW reductions of      

 type 316LN stainless ste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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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163.  Precipitates with CW reduction of type 316LN stainless ste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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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164. Typical creep cracks observed at 20%, 30% and 50%     

CW specim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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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165. SEM fractographs crept with CW reductions           

at 280MPa/600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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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용접부 특성평가 

1. 개요

  원자력발전소에 사용되는 노내 구조물들은 다수의 용접부위를 포함하게 되

는데, 용접부위는 제작상의 여러 원인에 의하여 미소균열 등의 많은 결함부위

를 갖고 있기 때문에 고온 고압, 방사성의 원자력 특유의 환경에 놓이게 되면 

쉽게 취화되어 피로, 크리프-피로, 크리프, 응력부식 등의 균열파괴로 인하여 

사용재의 수명을 현저히 단축시킨다. 본 1단계에서는 원자력급으로 개발한 당 

연구소 소재인 316LN(6N34)과 포철 상용소재인 소재인 316LN(6C15), 일본에서 

수입한 상용 304(4C11) 및 321(2C11) 등의 4종 스테인리스강을 입수하여 용접

시편을 제작하여 고온 강도특성에 대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하 다. 이를 

위해 용접부에 대한 평가 기법에 대한 문헌조사를 하고 용접방법의 기술적 검

토를 하여 용접시편을 초기 제작하 으며, 제작한 시편을 이용하여 고온 인장 

및 크리프 시험을 수행하여 고온 강도 자료를 얻었으며 모재부와 그 특성을 비

교하 다. 본 1단계에서 얻어진 기초자료는 2단계에서 본격적으로 수행될 용접

부 특성 평가 시험을 하는데 기반자료로 활용될 것이며, 2 단계에서 부터는 노

내외 부품소재의 용접부에서 문제가 되는 피로, 열피로, 크리프, 크리프균열성

장속도(CCGR)등의 고온 파괴시험을 수행하여 용접부에 대한 물성 자료를 생산

하고 파괴 원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최종적으로는 용접부에 적용할 수 있는 파

괴수명예측 모델를 개발하여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2..  스테인리스강의 용접 방법 검토    

가. 용접방법 

용접부의 조직과 성능은 모재와 용접재료의 화학성분, 용접방법, 용접조건

에 의해 결정된다. 다음의 3가지 방법이 스테인리스강에 주로 사용된다. 

    

  (1) 제살용접(autogenous weld) 

용접재료를 사용하지 않고 모재를 용융시켜 접합하는 모재 용융 접합법

으로 ERW(Electric Resistance Welding), GTAW(Gas Tungsten Arc Welding), 

LBW(Laser Beam Welding), EBW(Electron Beam Welding)이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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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동종금속 용접(homogenous weld) 

모재의 조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용접재료를 이용한 접합법으로 대부분 

용접이 이 유형에 해당된다. 

(3) 이종금속 용접(heterogenous weld)

모재의 조성과 다른 용접재료를 사용하는 접합법으로 용접부의 내식성, 

기계적 성질을 개선을 위해 특수재료의 용접재료를 사용하며, 용융역의 조성은 

용접재료와 모재의 희석율에 의해 결정된다. 피 대상재료에 대한 용접부 형상, 

요구강도를 만족시킬 수 있는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되는데, 스테인

리스강의 경우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SMAW 방법은 전류(A), 전압(V), 용

접속도, 입열량이 최적조건을 결정한다. 본 시험에 적용한 SMAW의 경우 오스

테나이트 스테인리스강 중에서 후판재의 용접에 주로 이용되는 방법이다. 오스

테나이트 스테인리스강은 탄소강에 비해서 열전도율이 낮고 융점도가 낮기 때

문에 같은 groove형상에 용입이 커서 용접전류를 보통강의 전류시의 약 80%을 

적용한다. 

나. 용접 groove 형상    

     용접 용융부를 담을 groove 형상은 용접재의 판 뚜께나 접합 방법 등에 

따라 결정되는데, 형상에 따라서 용접조건 즉 전류, 전압, 속도가 결정된다. 보

통 크게 Square Groove, Single-V Groove, Double-V Groove 방법이 사용될 

수 있으며, 크리프나 피로시험편 일 경우 주로 "Double-V" Groove 로 용접한

다. 본 시험에서도 "Double-V" groove로 하 으며 groove 형상을 개선 설계하

다.  

다. 용접결함  

스테인리스강의 문제가 되는 균열은 주로 고온균열이며 저온균열은 나타나

지 않는다. 용접부의 결함종류와 스테인리스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고온균열은 다

음과 같다. 용접부 결함은 언더컷(under cut), 오버랩(overlap), 은점(fish eye), 슬

래그 혼입(slag inclusion), 블로홀(blow hole), 기공(porosity), 텡스텐 오염

(tungsten inclusion), 용락(burn through, dripping), 용입불량(lack of pene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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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불량(lack of fusion), 피트(pit), 균열(crack), 종균열(longitudinal crack), 횡

균열(transverse crack), 비드균열(bead crack), 황균열(sulphur crack), 비드밑 

균열(underbead crack), 고온균열(hot crack), 저온균열(cold crack), 토우균열

(toe crack), 재가열 균열(reheat crack)등 매우 다양하다. 스테인리스강의 용접

부에 발생하는 고온균열은 용접시 발생하는 일차결함으로서 금속의 재결정온도

이상에서 발생하며, 스테인리스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고온균열의 종류는 응고

균열, HAZ 액화균열, 용접금속액화균열과 연성저하균열, Cu 침투균열 등이 있

으며, 제조상의 1차 균열과 사용상의 2차균열은 다음과 같다. 1차 균열은 응고

균열, HAZ 액화균열, W.M 액화균열, 재열균열, 슬래그혼입, 용입부족, 기공, 형

상학적 결함 등이 있다. 2차 균열은 수소유기균열, 환경유기균열, 피로균열, 부

식-피로균열, 부하-파단, 과부하 균열 등이 이에 속한다.

라. 용접성

용접부의 응고는 용접부 고온균열감수성, 용접부 조직 및 기계적 성질에 

결정적 향을 미친다. 용접부 페라이트 량은 고온균열감수성과 용접부 기계적 

성질 및 내식성에 향을 준다. 용접성은 용접부 응고양식, 페라이트 양, 고온

균열 감수성과 상호 접한 관련이 된다. 

마. 용접부 기계적 특성

용접부는 용접 열 향을 받지 않은 모재에 비해 조직, 열 이력이 다르기 

때문에 기계적 성질도 가열된 온도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모재와 

용접부의 상온 인장특성은 모재에 비해 용접부가 항복강도가 높고 인장강도는 

거의 유사하다. 그러나 용접부가 연신율과 충격치는 약간 낮은 것으로 보고되

고 있다(Table 3.4.1). 이 같은 경향은 거의 모든 종류의 오스테나이트 스테인리

스강에서 유사하게 나타난다.    

3. 용접 시편 제작   

용접시편은 Table 3.4.2에 나타낸 바와 같이 일본 상용재인 304, 321스테

인리스강과 당 실에서 원자력급으로 제조한 316LN(KAERI) 그리고 포철에서 

상용시제로 개발한 316LN(316DK)의 4 종류 시편을 사용하 다. 최종 판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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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께는  15mm이다. Fig. 3.4.1에 판재의 용접치수 및 형태를 나타내었다. 용접 

길이방향은 압연방향의 직각으로 하 으며 V-groove의 상세 치수는 Fig. 3.4.2

에 나타내었다.  

용접은 용접전문업체인 포항소재에 있는 현대종합금속(주) 기술연구소에 

수행하 다. 용접방법은 SAW(submerged arc welding) 방법으로 하 고, 

welding wire는 AC/4.0 dia.(AWS E308 4.0mm dia. or E316L 4.0mm dia.)를 

사용하 다. Flux and wire 는 304 및 321강에는 superflux 300S로 YS 308 

(AWS E308 wire)이며, 316LN강은 YS 316L (AWS E316L wire)를 사용하

다. 사용된 용접재는 오스테나이트 스테인리스강 종에 주로 사용되는 것이다. 

AWS 용접조건은 양면에 각 1pass씩 적용하 으며, 1차 pass는 

450A-32V/40cm/min 로 입열량은 21.6 (KJ/cm)로 하 고, 2차 pass는 

550A-34V/40cm/min로 입열량은 28.05 (KJ/cm)로 하 다. 용접절차는 한국중

공업의 WPS를 준용 (Ref. No. A-M-0808 -286) 하 다. 용접 후 용용부에서

의 결함유무를 마크로 에칭하여 검사하 으며 용접 HAZ에서의 미세조직도 시

편별로 관찰 분석하 다.  

고온 인장시험은 Instron 4505를 사용하여 R.T, 200oC, 300
o
C, 400

o
C, 

500
o
C, 600

o
C, 700

o
C 온도조건으로 하여 변형속도를 2x10

-3
/sec 하 다. 인장시

편은 Fig. 3.4.3와 같이 게이지 길이 중심부가 용접부가 되도록 하 다. 본 시편

의 인장특성 평가시 용접시편에서의 치수적인 문제가 없는지 검증하고자 Fig. 

3.4.4와 같이 용접부가 많이 포함되도록 하는 wedge grip type 시편을 제작하

여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다. 고온 크리프 시편은 직경 6mm, 게이지 길이 

30mm의 봉상 크리프를 제작하여 600oC 온도에서 여러 응력별로 수행하 다. 

크리프 및 인장시험이 끝난 시편은 파면 미세조직을 관찰하 다. 본 1단계의 

연구목적이 용접 부재별 그 강도와 ductility 평가가 주목적이 되므로 압연방향

에 대하여 HAZ 부가 직각방향으로 용접된 시편에 대하여 가로방향의 시편을 

제작하여 시험을 수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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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험결과 

가. 고온 인장강도 

   먼저 표준 시편으로 사용하고 하는 본 인장시편에 문제점이 없는지 확인

하고자 wedge grip type을 사용하여 본 시편과 파단위치 및 강도치를 확인하

다. 시험결과 Fig. 3.4.5에 나타낸 것처럼 항복 응력치에서 소형의 pin-load 

시편이 다소 높은 값을 보이나 최대강도와 연신율에서 거의 동일한 특성치를 

보 으며, 파단위치도 wedge grip type와 같이 용접부의 중앙부분에 거의 파단

되었다. 따라서 게이지 중심부에서 용접부가 적게 포함되는 소형의 pin-load 시

편을 사용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앞으로 소형의 pin-load 시편을 표

준시편으로 사용하고자 한다.  

Fig, 3.4.6에 강종별 용접부의 고온 인장 시험 결과 곡선을 나타내고 있으

며, Fig. 3.4.7∼3.4.9는 4강 종별에 대한 특성치 결과를 비교하여 나타낸 것이

다. 4C11, 6N34, 2C11, 6C15의 4강 중에서 고온강도 값은 321강이 가장 낮고, 

316LN강 종인 6C15와 6N34강이 높은 값을 보 다. 반면에 연신율은 반대로 

312강이 가장 높고 6C15강이 낮은 결과를 보 으며 304강인 4C11강은 중간치

를 보 다. 

Fig. 3.4.10∼3.4.15는 강종별 용접재와 모재와의 특성치 결과를 비교한 그

림이다. 결과를 보면 항복강도의 경우 용접재가 모재에 비해 모든 시편에서 높

았으며, 최대 인장강도 값은 거의 비슷하나 6C15강은 다소 낮았다. 그리고 연

신율은 모재에 비해 용접재가 크게 낮았다. 모든 시편에서 인장강도 곡선은 유

사한 변화 경향을 보 다. 결국 모재에 비해 용접재는 특히 항복강도 치가 높

아지게 되고, 연신율은 반대로 낮아지는 결과를 보 다. 그 감소 정도는 시편 

및 온도조건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20% 정도 이상 감소함을 보

다. 이러한 용접재에서의 연신율 저하는 HAZ에서 입자성장에 의한 조대한 

입자크기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 결과 경정립계의 면적이 작아 변형

이 입계에 집중되어 균열이 생겨 파단이 된 것으로 생각된다. 용접부의 이러한 

연성저하는 불순물이 매우 낮은 원소 함량을 갖는 오스테나이트 강에서 주로 

관찰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Fig. 3.4.16은 전 시편에 대하여 용접부, 계면, 모재부의 3종류로 파단된 위

치를 정리하여 백분율로 표시하여 나타낸 결과이다. 용접부에서 68%, 모재부에 

20%, 계면부에 12% 파단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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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HAZ 단면 미세조직 

Fig. 3.4.17에 6N34강에 대하여 Double “V” groove 에서 용접 접합된 미

세조직을 그림을 보인다. 그림에서 보듯이 완전히 접합된 모양을 볼 수 있었고, 

열 향부의 계면부분은 면상응고 조직으로 일방향 응고 조직이 관찰되고 HAZ

입자 조대화가 관찰된다.  HAZ부와 모재의 계면부위는 압연방향으로 δ-ferrite

를 관찰되고 있다. 4강 종의 전체적인 용접조직은 큰 차이가 없었으며 유사한 

조직을 보 다(Fig. 3.4.18∼3.4.21). 이러한 오스테나이트 스테인리스강 용접부

는 용접부의 고온균열 감수성, 용접부 조직 및 기계적 성질에 결정적인 향을 

미친다. 

Fig. 3.4.18은 용융부의 확대조직을 관찰한 것으로 완전한 방향성 응고조

직으로 수지상 조직(b)을 보 다. 용융부의 응고조직은 상단부분은 등축수지상

(equiaxed dendrite zone), 중간부분은 columnar dendrite zone, 하단부분은 

transition zone으로 관찰되었다. 

다. 피로특성

용접시편과 모재시편과의 저주기 피로수명의 변화를 Fig. 3.4.22에 나타내었다. 

모재보다는 용접시편의 피로수명이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피로파단후의 

용접부, 열 향부, 모재의 조직을 Fig. 3.4.23에 나타내었다.

라. 크리프특성 

Fig. 3.4.24는 본 1단계에서 대표적으로 얻은 6N34강의 600oC에서 응력별 

용접부와 모재간의 크리프 파단 특성치를 나타낸 것이다. 용접재는 모재가 거

의 같은 파단 강도 수명을 보 다. 이러한 것으로 보아 용접자체는 양호하게 

잘 되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또한 용접재료로 사용한 Y316의 성분계는 

18%Cr-12%Ni 성분계를 갖는데 주 용도가 STS 316 이지만 Mo를 함유해 고온

크리프 특성이 요구되는 내열재료의 용접에 접합한 재료이기 때문에 용접재에

서의 좋은 크리프 특성을 그대로 유지하여 주었기 때문으로 생각할 수 있다. 

크리프 속도는 모재에 비해 용접시편에서 다소 낮은 결과를 보 으며(Fig. 

3.4.25), 크리프 파단 연신율도 용접재가 낮은 결과를 보 다(Fig.3.4.26). 결국, 

용접재의 크리프 속도가 모재에 비하여 낮은 것은 크리프 속도에 향을 주는 

크리프 연신율이 낮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전체적인 크리프 수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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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향을 주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Fig. 3.4.27∼3.4.30은 6N34 강의 용접재에 대하여 280MPa, 270MPa, 

250MPa, 240MPa의 응력별 크리프 파단된 표면을 SEM 사진으로 관찰한 것이

다. 각 시편별 상, 중, 하 3개의 그림에서 위의 사진은 파면 전체사진이고 중, 

하 사진은 확대사진을 나타낸 것이다. 관찰결과 스테인리스강의 모재에서 전형

적으로 관찰되는 입계파괴(intergranular fracture) 양상은 거의 관찰되지 않았

으며, 저응력 조건인 240MPa에서도 입계파면은 관찰할 수 없었다. 용접부에서

의 이러한 결과는 스테인리스강의 크리프 파면과 완전히 다른 파면조직을 보이

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것은 용용부의 혼합조직으로 인하여 원 모재와 완전

히 다른 크리프 조직이 형성됨을 알 수 있다. 특히 280MPa의 높은 응력에서는 

벽개파괴 파싯트(cleavage facet)들이 관찰되고 있으며, 낮은 응력 조건에서도 

고온 인장시험에서나 볼 수 있는 연성파괴면이 관찰되었다. 그리고 용접부 파

면 부위인 게이지 중심 근처의 시편 표면에는 크리프 응력으로 인한 변형 줄무

늬들이 미세하게 생겼음을 관찰할 수 있었다.               

5. 요 약 

본 1단계에서는 용접방법의 기술적 검토를 하여 용접시편을 초기 제작하

으며, 제작한 시편을 이용하여 고온 인장 및 크리프 시험을 수행하여 고온 

강도 자료를 얻어 모재부와 그 특성을 비교하 다. 항복강도의 경우 용접재가 

모재에 비해 모든 시편에서 높았으며, 최대 인장강도 값은 거의 비슷하나 6C15

강은 다소 낮았다. 연신율은 모재에 비해 용접재가 크게 낮았다. 모든 시편에서 

인장강도 곡선은 유사한 변화 경향을 보 다. 결국 모재에 비해 용접재는 특히 

항복강도 치가 높아지게 되고, 연신율은 반대로 낮아지는 결과를 보 다. 이러

한 용접재에서의 연신율 저하는 HAZ에서 입자성장에 의한 조대한 입자크기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316LN강의 600oC에서 용접재와 모재간의 크리프 

특성치는 거의 같은 파단 강도 수명을 보 다. 이러한 것으로 보아 용접 및 용

접재료의 선택에 잘 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용접재의 크리프 속도는 모재에 

비해 다소 낮은 결과를 보 으며, 크리프 파단 연신율도 용접재가 낮은 결과를 

보 다. 2 단계에서 부터는 노내외 부품소재의 용접부에서 문제가 되는 피로, 

열피로, 크리프, 크리프균열성장속도(CCGR)등의 고온 파괴시험을 수행하여 용

접부에 대한 물성 자료를 생산하고 파괴 원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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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4.1 Typical mechanical properties of STS 304 stainless 

steel

Mechanical properties

YS(MPa) UTS(MPa) Elon. (%)
Impact(20oC), 

J(N-m)

Weld metal 402 578 47 74

Base metal 245 588 60 118

      

Table 3.4.2 Welded specimens for commercial and nuclear stainless 

steels

Specimen I.D.
Welding 

length 
   welding metal remark

6N34  150mmx2 316L KAERI 316LN

4C11 468mm 308 Commercial 304SS (imported 
from JAPAN)

2C11 670mm 308 Commercial type 321SS 
(imported from JAPAN)

6C15 about 300mm 316L POSCO 316LN(316LN-DK)

        : 316MRP(6N34) 316DK(6C15) type 316L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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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1 Welding dimensions for rolling dir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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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2  Dimensions of Double-V groove determined for welding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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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3 Pin-loaded tensile specimen with 1-inch gage length

Fig. 3.4.4 Pin-loaded tensile specimen with 1-inch gage leng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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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men and wedge -grip type specimen for welded stainless 

ste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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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3.4.6 Stress-strain curves with temperatures of welded            

   stainless ste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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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7 Yield strength on 4 kinds of welded stainless ste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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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8 Ultimate tensile strength on 4 kinds of welded stainless ste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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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9 Elongation on 4 kinds of welded stainless ste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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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10 Tensile strength on welded and unwelded 2C11 stainless ste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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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11 Elongation of welded and unwelded 2C11 stainless ste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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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3.4.12 Tensile strength on welded and unwelded      

6C15 stainless ste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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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3.4.13. Elongation of welded and unwelded 6C15 stainless ste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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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14. Tensile strength of welded and unwelded 6N34 stainless ste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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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15. Elongation of welded and unwelded 6N34 stainless ste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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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16. Fracture position of welded stainless ste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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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welded shape 

(b) HAZ and base metal region 

Fig. 3.4.17. OM micrographs showing HAZ of type 6N34 stainless ste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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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x50    

 

 (b) x200

Fig. 3.4.18. Solidification micrographs of fully melted zone of            

   type 6N34 stainless ste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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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19. Micrographs of melted zone of type 6C15 stainless ste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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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20. Micrographs of melted zone of type 4C11 stainless ste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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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21. Micrographs of melted zone of type 2C11 stainless ste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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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22. Low cycle fatigue life tested at △εt=1.0% and R.T. for   

           base and weld metal of type 316NG stainless ste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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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ld          Heat affected zone (HAZ)     Base metal

(a) Type 304

       Weld         Heat affected zone (HAZ)     Base metal

(b) Type 316

Fig. 3.4.23. Microstructure after fatigue test at △εt=1.0%, 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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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4.24. Creep rupture life on welded and unwelded specimens for type 

6N34 stainless ste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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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25. Steady state creep rate on welded and unwelded specimens for type 

6N34 stainless steel at 600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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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26. Creep rupture elongation on welded and base metals for 

type 6N34 stainless steel at 600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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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27. Fracture micrographs crept at 600
o
C/280MPa of welded 

6N34 stainless ste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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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28. Fracture micrographs crept at 600oC/270MPa of welded 

6N34 stainless ste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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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29. Fracture micrographs crept at 600oC/250MPa of 

welded 6N34 stainless ste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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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30. Fracture micrographs crept at 600oC/240MPa of welded 

6N34 stainless ste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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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절 중성자조사 특성 평가  

 

1. 조사 시편의 설계, 제작 

가. 조사시험의 시설 개요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는 하나로를 이용하여 주요 원자력 재료의 중성자 

조사효과 평가를 위한 표준형 계장캡슐을 국내 기술력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많

은 연구를 수행하여 왔다. 연구로를 활용한 캡슐조사시험은 다양한 운전조건을 

구현하고 조사시험 변수를 조절할 수 있으므로, 여러 가지 원자력 재료의 실제 

사용조건을 그대로 모사할 수 있다. 또한 중성자 속이 높아 조사시험 기간을 

크게 단축하여 단기간에 원자력 관련 재료 및 구조물의 조사성능 예측 및 평가

를 가능하게 하는 유용한 설비이다.

현재까지 개발되고 조사시험이 완료된 캡슐은 주로 원자로 압력용기 재료

의 조사손상 건전성을 입증하기 위한 것이었다.  따라서, 하나로 표준형 캡슐을 

활용한 노심재료(Reactor Core Material, RCM)을 하나로에서 조사시험하기 위

해서 1차 연구 연도에 기존의 표준형 캡슐 기술을 기반으로 하여 설계개념 검

토 및 핵적특성 변화 등을 수행한 바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설계내용

을 실제 하나로에서 실험적으로 검증한 후 본격적인 조사시험을 수행하고자 하

다.  이를 위해 하나로 공동이용 활성화의 일환으로 원자력 재료에 대한 각

종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국내 대학들의 재료 조사시험 요구에 의해 설계․제

작되는 00M-01U 계장캡슐의 일부 여유공간을 활용하여 노심재료의 노내특성 

확인 및 기본적인 1차적인 조사시험을 수행하 다.  이러한 실험 자료와 경험

을 바탕으로 하여 노심재료의 전문적인 조사시험을 위한 00M-03K 캡슐을 중

수로 압력관 재료와 공동으로 설계․제작하 다. 00M-03K 캡슐은 약 

240MWD 이상까지 하여 2001년 8월말에 조사시험 되었으며 현재 캡슐을 해제

하고, IMEF의 시험일정에 맞추어 2002년 3월 말 경부터 IMEF 핫셀에서 인장

시험이 수행될 예정이다. 

나. 인장 시편의 설계, 제작 

(1) 인장시편의 설계

노내 중성자 조사용 시편의 경우 고비용이 소요되므로 경제적인 문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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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하여 1회에 가능한 많은 시편을 갭슐에 장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그러나 

시험할 시편이 너무 소형이 되면 측정 데이터의 신뢰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하나로에 장입할 갭슐의 크기와 시편의 size effect를 고려하여 적정 

크기로 설계, 제작하 다. 이를 위해 외국에서 시험한 시편치수를 조사 분석하

고 ASTM E21/E8 standard 인장시편을 참고하여 Fig. 3.5.1과 같은 치수로 최

종 결정하 다. 그림에서 처럼 본 시편은 인장 시험시 jaw 의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는 pin 타입으로서 게이지 길이가 1 인치이고, 게이지 길이의 평행부 바깥

쪽은 게이지 중심부 보다 0.004 mm 크게 taper 를 주어 파단시 게이지 중심에

서 파단이 되도록 설계되어져 있다. 

그림과 같이 설계된 시편은 조사후 시험시 발생될 문제점을 미연에 파악

하기 위해 예비시편을 제작하여 조사후의 시험조건과 같은 조건인 2x10-3/sec 

의 strain rate 로 상온부터 600oC 까지 예비시험을 2회 실시하여 시편의 파단

상태와 실험 결과치를 전년도에 확인하 다. 예비시험 결과 그 측정치는 이전

에 당 실에서 수행한 큰 치수의 시편에서 측정된 결과와 동일한 결과를 보 으

며, 시편의 파단상태도 양호함을 확인하 다. 향후 본 시편의 크기를 조사시험

용 인장 기준시편으로 사용하고자 한다. 

(2) 인장시편의 space bar 가공

Space bar 의 가공은 위의 인장시편에서 중성자를 조사시 시편에 향을 

미칠 온도 및 열전도도의 편차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각 인장 시편별

로 측면 및 pin hole 구멍을 시편과 동일한 재질로 가공하여 조사시 열전도도

에 의한 온도편차를 줄이기 위해서 모든 공간을 막는다. Fig. 3.5.2에 보는 것처

럼 모든 시편 set (10개)의 폭이 15mm로 정확히 동일하도록 4각 형태로 가공

하 다.

(3) 스테인리스강의 조사시편 종류 및 일정

조사할 스테인리스 강은 304NG, 304YG, 304UC, 321SS, 316LN(KAERI), 

316LN(POSCO) 로 모두 6종이며, 상용 304, 316, 321과 원자력발전소에 사용된 

archive 재료이다. 전년도에 00M-01U 캡슐을 제작하고 시편을 장입하여 조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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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친 시편은 당 실에서 개발한 316LN 시편과 304NG 시편으로서, 인장시험은 

조사재시험시설 (IMEF)의 핫셀에서 원격제어장치로 인장시험을 실시하여 인장 

데이터를 얻었다. 2001년도에는 00M-03K 캡슐에 304NG, 304YG, 304UC, 

321SS, 316LN(LN), 316LN(POSCO) 6종류로 총 80개를 장입하여, 하나로 IR2 

시험공에 24MW의 출력으로 조사량을 1x1020n/cm2 (E>1.0MeV), 온도를 

320±10℃ 하여 11일간 조사 완료하 다. 조사를 마친 시편은 2001년 10월말에 

IMEF 핫셀로 이송되어 캡슐을 절단하여 해체작업을 완료한 상태이며, 인장시

험은 IMEF의 작업일정에 맞추어 2002년 3월 말 경부터 실시될 예정으로 있다.  

 

2. 계장캡슐 제작 및 조사시험 

가. 00M-01U 캡슐의 설계, 제작, 조사시험

대학에서 연구중인 원자로 압력용기, 핵연료 피복관 및 사용 후 핵연료 

저장․수송용기 재료 등의 조사특성 평가를 주목적으로 하는 00M-01U(M은 

Material, U는 University의 약자) 계장캡슐내에 장입된 노심재료인 316 스

테인리스 시편은 Table 3.5.1에서와 같이 350℃에서 조사되도록 설계되었다.  

00M-01U 캡슐의 기본구조는 하나로 조사시험을 성공리에 수행한 다공구조의 

99M-01K 캡슐을 기본으로 하여 Fig. 3.5.3과 같이 설계되었다.

계장캡슐은 먼저 캡슐 이용자와의 협의를 통하여 캡슐의 주요구조, 장

입시편 치수 및 배치 위치, 조사조건 등을 결정하는 기본설계를 수행하고, 

이를 토대로 조사시험이 수행될 하나로 시험공에서의 감마발열량(gamma 

heating rate) 분포를 계산한 후, 계산된 값을 사용하여 시편과 열매체와 캡

슐외통간의 간격(gap) 설계, 시편의 최종배치 및 열전대(T/C)와 중성자모니

터(F/M)의 배치위치 결정 등의 절차로 설계된다.

(1) 캡슐 기본설계

캡슐은 크게 본체부, 보호관부, 안내관부로 나뉘어지며, 캡슐 본체는 

Φ60mm의 STS 316 재질의 튜브 내부에 5단의 Al 열매체로 구성되고, 각 

열매체 내에는 조사시편을 포함하여 계장품들(T/C, F/M)이 설치된다. 조사

시편의 온도는 하나로 출력조건에서 캡슐 내 He 진공도를 제어하여 1차 조

절되며, 각 단별로 독립적으로 작동하는 전기히터로 최종 조절되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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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M-01U 캡슐은 한가지 재료의 조사특성 평가를 위하여 제작 시험되었던 

기존의 계장캡슐과는 다르게 이용자 요구조건에 따라 2종류(Fe 계열, Zr 계

열)의 원자력 재료들이 각기 다른 조사조건에서 시험되었다. 시험 중 조사

시편들의 온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14개의 열전대가 설치되었고, 중성자 조

사량 측정을 위한 5개의 중성자 모니터가 각 단에 배치하고 있다. 

  

(2) 시편 배치

00M-01U 캡슐에는 노심재료인 스테인리스강의 소형 인장 시편 외에도 원

자로 압력용기, 핵연료 피복관 및 사용 후 핵연료 저장․수송용기 재료 등으로 

제작된 small tensile, Charpy, 1/3 Charpy, small punch, TEM, EPMA 그리고 

microhardness 시편 등이 장입되었다. Table 3.5.2는 00M-01U 캡슐에 장입된 

422개의 시편을 종류별로 정리한 것이며, 이들 중 Charpy 및 small tensile 시

편을 제외한 시편들은 각각의 홀더 내에 집어넣은 상태로 열매체의 시편구멍 

내에 장입된다. 한편 00M-01U 캡슐의 경우 기본적인 시편의 중심배치로는 

각 이용자가 요구하는 조사온도를 맞출 수 없으므로, 캡슐 중심부에 빈 공

간을 두고 이를 중심으로 시편을 분산배치하는 다공형태로 본 캡슐의 모든 

단을 동일하게 하도록 설계되었다. 또한 이와 같은 분산형 시편배치 방식을 

적용함으로써 시편의 중심배치 형식에 비하여 시편의 캡슐 내 체적률을 크

게 향상시킬 수 있었다.

Fig. 3.5.4는 기존 계장캡슐에 대한 중성자 조사량(neutron fluence)을 

참조하여 이용자들의 조사시험 요구조건(Table 3.5.1)을 만족하도록 작성한 

시편배치도이다. 이 그림에서 이용자가 요구한 중성자 조사량이 상대적으로 

낮은 Fe 계열의 시편들은 주로 1단(최상단), 2단 및 5단(최하단)에 장입되

며, 이용자 요구 중성자 조사량이 상대적으로 높은 Zr 계열의 시편들은 주

로 3단 및 4단에 배치하 다. 노심재료인 스테인리스 시편들은 4단의 No. 

1,3 시험공에 배치되었다.

(3) 핵적특성 계산

위의 시편배치도를 기준으로 MCNP 전산코드를 이용하여 조사시편 및 

캡슐 부품들에 대한 감마발열량(gamma heating rate)과 중성자 조사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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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포를 계산하 다. 핵설계에서의 분석대상 노심은 조사시험 예상시기인 

2000년 11월초의 예상 노심으로 36봉 핵연료 다발이 20개, 18봉 핵연료 다

발이 12개 장전되어 있는 완전 장전 노심이다. 핵연료는 모두 새 핵연료 그

리고 제어봉은 450mm 삽입된 상태로 가정하 다. 조사시편이 받는 고속 

중성자 조사량 및 시편에서의 감마발열량은 원자로가 24MW로 10일 동안 

운전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하고, 99M-01K에서 사용된 방식과는 동일한 

prompt & delayed gamma 값을 구하는 방식으로 계산하 다. 또한 본 캡

슐에는 기존의 계장캡슐들과 다르게 재료 물성치가 상이한 Fe 계열과 Zr 

계열의 2종류 재료가 혼입되므로, 이의 향도 고려하 다.

Fig. 3.5.5는 조사시편에서의 감마발열량을 나타낸 것이며, 감마발열량

은 캡슐이 노심 중앙에서 오른쪽인 IR2에 장전되므로 열매체 내에 270
o
로 

배치된 시편에서 가장 높은 값을 보인다. 이 결과를 기초로 조사시편의 11

월초로 예상되는 조사시험시 예측되는 원자로 제어봉의 위치변화와 핵연료의 

연소도 효과를 고려하여, Fig. 3.5.6과 같이 00M-01U 캡슐에 대한 최종 열설계

용 감마발열량 곡선(gamma heating rate curve)을 결정하 다.

(4) 열설계

기존의 계장캡슐의 경우 캡슐내 시편의 최종 조사온도를 모두 동일하

게 설정하 지만, 본 캡슐에서는 이용자들의 요구조건에 따라 300 및 350±

10℃의 2가지온도를 목표로 하고 있다. 조사시험중 시편의 조사온도는 원자로 

출력으로 일정 온도까지 상승하면 캡슐 내 He 압력 및 전기히터 출력 등을 조

절하여 순차적으로 최종 시험 목표온도에 도달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원자로 

출력만으로 도달하게 되는 1차 목표 조사온도를 기준으로 캡슐 각 부품간의 간

격(gap)을 조절하여 각 시편의 길이에 따른 온도편차를 줄이게 된다.

   캡슐 부품간에 존재할 수 있는 간격들 중 시편과 열매체간의 간격은 열매

체를 기계 가공함에 있어서의 어려움 때문에 모두 0.1mm로 고정하 다. 하

나로 캡슐의 경우 열매체와 캡슐외통의 간격이 작으므로 1차 목표 조사온도에 

도달한 후 전기히터에 의하여 조절할 수 있는 온도범위가 매우 작다. 한편 

99M-01K 캡슐에서와 마찬가지로 비교적 고진공 상태인 0.4KHe=1atm 조건에

서 열매체와 캡슐외통의 간격(gap) 설계를 수행하여 각 단 시편의 온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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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는 조사온도로 유지되도록 하 다. 따라서 00M-01U 캡슐의 열설계에서

는 0.4KHe=1atm 진공조건에서 시편의 설계 목표온도를 최종 시험 목표온도와 동

일하게 각 단에 따라 290∼350oC 범위로 설정하 다.

캡슐 내 시편의 조사온도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계는 캡

슐 내 부품간의 간격을 설계하는 것이다. 이는 앞에서 계산된 감마발열량을 

사용하여 부품간의 간격을 조절해가면서 각 단별로 시편의 조사온도가 최

종 시험 목표온도로 일정하게 유지되게 조정하는 과정이다. 캡슐 내 시편의 

조사온도를 계산하기 위하여 GENGTC, Heating 7.2f 또는 ANSYS 등의 

전산 프로그램들이 이용될 수 있지만, 00M-01U 캡슐에서는 기존의 계장캡

슐 설계에 사용되어왔던 GENGTC와 ANSYS code를 이용하여 시편의 조

사온도를 계산하 다. GENGTC code는 시편의 온도계산을 수행한 후 열매

체와 외통간의 간격(gap)에 따른 시편온도와 감마발열량 선도를 작성하고, 

이 선도로부터 시편의 설계 목표온도를 만족하도록 열매체와 외통간의 간격

이 결정된다. 이상의 절차로부터 결정된 열매체와 외통간의 간격은 캡슐의 

최상단(1단) 위로부터 캡슐 중심부로 갈수록 감소하다가 최하단(5단)으로 

갈수록 다시 증가하는 경향을 가진다. 한편 열매체 단면상의 전체 온도분포

를 2차원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ANSYS code에 의한 열해석에서는 2차원 

온도 및 응력을 동시에 계산할 수 있는 PLANE13 요소를 사용하 으며, 경

계조건으로는 감마발열량에 의한 시편, 열매체 및 캡슐외통의 열발생 도

(heat generation density)와 냉각수의 온도가 사용된다. 

Fig. 3.5.7은 00M-01U 캡슐의 4단에 대한 온도해석모델과 이 모델을 

사용하여 계산된 대표적인 온도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이 그림으로부터 No 

1,3 hole의 노심재료는 모두 330℃를 나타내고 있으며, 열매체 내 열발생

도(=감마발열량× 도)가 가장 높은 No 2 hole에 설치된 Zr 계열의 시편 

또한 작은 부피임에도 불구하고 330℃를 나타내었다.  한편, No 4 hole의 

유사 재질의 stainless steel 304 시편의 경우, 작은 시편 부피와 상대적으로 

낮은 감마열에 의해 300℃로 나타났다.  따라서 열매체와 캡슐외통간의 간

격은 시편의 최대온도를 기준으로 하여 설계 목표온도를 만족하도록 결정한

다. 이상의 절차로부터 결정된 열매체와 캡슐외통 사이의 간격(gap)을 사용

하여, 이용자들의 조사온도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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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시편온도 및 중성자 조사량 측정

캡슐 내 시편부에는 14개의 열전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조사시험 동안 

조사시편의 온도 변화가 캡슐온도제어장치에 연속적으로 지시 및 기록된다. 

또한 중성자 조사량 평가를 위한 Ni-Ti-Fe 및 Sapphire Fluence 

Monitor(F/M) 5개가 각 단의 Al 열매체 내에 설치되고, 조사시험후 해체되

어 시편의 정확한 조사량 평가에 사용될 예정이다.  

(6) 캡슐 제작

이상에서 언급한 바와 같은 캡슐의 상세설계 방침에 따라 캡슐은 하나

로 설계 기준에 준하여 최종 설계되었으며, 그동안의 하나로 캡슐 제작 등

을 통하여 캡슐 제작경험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는 대우정 (주)에서 제작되

었다. Fig. 3.5.8은 설계에 의해 제작된 캡슐 부품들과 최종 제작완료된 캡

슐의 모습이다.

(7) 하나로 조사시험

제작된 00M-01U 캡슐은 하나로 조사시험 전 노외에서 정해진 절차에 따

라, 캡슐외관 및 치수검사, 본체 및 보호관부의 내압 및 He 누설시험, 전기히터

와 열전대의 단락여부 및 성능평가, 캡슐온도제어장치와의 양립성 시험 등 여

러 가지 건전성 평가가 우선적으로 수행되었다. 캡슐은 이들 노외 시험조건을 

모두 만족하 고, 이용자들의 조사 요구조건에 따라 24MW 출력의 하나로 IR2 

조사시험공에 설치되어 약 10일간 조사되었다. (Fig. 3.5.9 참조) 실제 조사시험

시의 시편들에 대한 감마열 분포는 Fig. 3.5.6에서와 같이 하부 4, 5단만 약간 

증가하 을 뿐 설계시와 유사한 값을 보 으며, 설계와는 다르게 No 2(90℃) 

hole의 시편들이 노심 방향으로 배치되었다.  캡슐내의 시편은 설계조건에 따라 

조사온도 270∼330℃, 고속중성자 조사량 3.1∼9.5×1019(n/cm2) (E>1.0MeV) 범

위에서 조사시험 되었다.

노심재료의 경우 Table 3.5.3에서와 같이 요구온도인 350±20℃보다 약간 

낮은 320±5℃에서 조사시험 되었으며, 중성자 조사량은 제한된 조사기간에 의

해 희망치인 1.0x1020n/cm2 (E>1.0MeV) 보다 약간 낮은 0.9x1020n/cm2 

(E>1.0MeV) 범위에 도달하 다.  Fig. 3.5.10은 조사기간 동안의 주요 시편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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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도변화를 나타낸 것으로 노심재료(4단)의 경우 시험기간동안 비교적 일정한 

조사온도를 유지하고 있음을 보이고 있다.   

   

나. 00M-03K 캡슐 설계 및 제작

00M-01U 캡슐을 통한 기본적인 조사시험을 수행한 결과를 바탕으로 하

여 노심재료를 본격적으로 조사시험하기 위한 00M-03K 캡슐을 설계․제작하

다. 캡슐의 기본구조는 00M-01U 캡슐 실험으로 하나로에서 조사안전성

이 입증된 2종류의 조사시편이 장입된 5단 4공 구조로 설계되었다. 한국원

자력연구소에서 수행중인 원자력 중장기과제인 원자력신소재 개발연구인 스테

인리스 계열의 노심재료와 Zr 계열의 중수로 압력관 재료를 동시에 조사시험하

기 위한 00M-03K 캡슐은 노심재료의 경우 350±10℃, 중수로 압력관 재료는 

290±10℃에서 조사되도록 설계되었다.  캡슐 설계에 필요한 시편 배치는 Fig. 

3.5.11과 같이 되었는데, 상부 1,2단 모두와 중심 3단의 2개의 hole에 노심재료

가 설치되게 설계하 다.  또한 캡슐 열설계시 필요한 시편의 핵적특성은 예상

되는 캡슐 조사기간의 제어봉 위치 등을 감안하여 비교적 유사할 것으로 추정

되는 00M-01U 캡슐의 핵적특성을 활용하 고, 시편의 조사온도가 24MW 원자

로 출력에서 350℃로 되도록 설계하 다.

캡슐내에는 노심재료인 stainless steel 304, 316으로 제작된 small tensile 

시편들과, 후보 노심재료인 Cr-Mo 강의 TEM 시편들이 장입하 다. 한편, 캡

슐내에는 14개의 K-형 열전대가 주요 시편부에 설치되어 조사시험 동안의 

시편 온도변화를 측정하 고, 각단의 Al holder에 장입되어 있는 Fe-Ti 및 

샤파이어 중성자모니터(F/M)는 조사후 시편의 중성자 조사량 평가에 사용

되었다.  두 캡슐은 제작완료된 후 노외 성능 및 안전성 검사를 거쳐 24MW 

출력의 하나로 IR2 조사시험공에서 약 240MWD 이상으로 2.0×10
20
(n/cm

2
) 

(E>1.0MeV) 정도의 고속중성자 조사량까지 조사시켰다.

3. IMEF 핫셀 인장시험 방법   

00M-01U 캡슐에서 온도 320oC(±2oC)에서 조사된 304NG, 316LN강의 20개 

시편은 IMEF 핫셀내의 Instron 8561 인장시험기를 사용하여 원격제어장치로 고온 

인장시험을 수행하 다. 각 시편의 조사량은 304NG의 경우는 8.83x1019 n/c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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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LN의 경우는 8.70x1019 n/ cm2 이었다. 인장시험 온도는 RT, 200oC, 300oC, 

400
o
C, 500

o
C, 600

o
C, 700

o
C의 온도로 하 으며, 인장 변형속도는 2x10

-3
/sec 

조건으로 시험을 수행하 다. 본시험을 위해서 Instron 8561에 사용될 고온 

3-zone 전기로와 각종 고온용 치구들을 설치 제작하 다.

 Instron 8561에 사용될 새로운 고온 전기로의 온도 보정시험 결과를 Fig. 

3.5.12 및 Fig. 3.5.13에 나타내었다. Table 3.5.4에 온도제어기의 온도 및 실측 

전기로의 온도와 목표온도에 도달되는 saturation 시간 자료를 보인다.  핫셀 

내의 인장시험은 조사된 시편을 취급하는 관계로 안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실제 의 본 시험을 하기 전에 반드시 각종 치구나 장치들의 작동상태를 

사전에 완벽하게 준비하고 점검하여야 한다. 만약, 시험 중에 기기나 치구가 

작동되지 않으면 고비용으로 제작된 시편의 실패로 인한 경제적 손실과 조사된 

시편을 직접 손으로 취급할 수 없기 때문에 핫셀내의 제염과 시편위치의 

원상태로 이동 등 많은 시간과 어려운 작업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본시험을 실시하기 전에 비 조사 시편을 사용하여 실제 상황과 

같은 가상 시험을 실시하여 실험에 만전을 기하 다. Fig. 3.5.14 에 핫셀내의 

고온 인장 시험 장치의 사진을 보인다.      

4. 조사재의 고온 인장특성 결과 

가. 조사재의 파단 연신율 보정과 검증   

중성자 조사된 시편의 조사후 실제 파단 연신율의 측정은 시편의 취급이 

곤란하므로 직접 측정하는 것이 곤란하다. 그래서 시험에서 얻어지는 응력-

변형률 인장곡선의 그래프를 이용하여 간접적으로 구하여야한다. 이론적으로 

파단 연신율 값의 의미는 응력-변형률 곡선에서 파단 응력치에 대하여 탄성

역의 기울기와 같은 기울기로 그었을 때 얻어지는 총 변형률 값이 파단 연

신율 값을 나타낸다. 그러나 실제로는 시험중 기계적 compliance에 의해 파단

된 시편에서 측정한 연신율 값(εm)은 응력-변형률 그래프에서 얻어지는 이론 

값(εth )보다 다소 낮은 값을 보인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조사후 시편    

의 파단 연신율을 간접적인 방법으로 구하기 위해 본시험에 사용될 시편과 같

은 형상과 치수의 304강의 비 조사재 시편을 사용하고 시험온도도 본 시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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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온도인 R.T∼700oC 로하여 응력-변형률 곡선을 얻었다. 이 그래프를 이

용하여 얻는 이론적인 연신율 값과 실제 파단된 시편에서 측정된 실험 연신

율 값을 비교하여 보정치를 얻었다. 

Table 3.5.5∼3.5.6는 304강의 비 조사재의 온도별 인장 결과이다. 보정상

수, R1은  

            

     R 1 =
εm
ε th                                                (3.5.1)

이며, εm은 파단 후 실제 측정 연신율 값(measurement elongation)이고, εth는 

응력-변형률곡선의 그래프 상에서 탄성곡선의 기울기로 부터 얻어지는 이론 연

신율 값(theoretical elongation)이다. 각 온도별 εm, 및 εth를 구하고 보정 상

수 R1 을 구하 다.  온도별 비교 결과 보정상수 R1 은 평균 0.8997 로서 약 

0.90로 나타났으며, 온도별로는 R1의 변화가 거의 없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러한 의미는 공칭응력-변형률 곡선에서의 탄성기울기 값은 스테인리스강의 경

우 온도별로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들 결과를 바탕으로 

보다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즉 기계에서 읽어들인 

파단 연신율 값(εf)과 파단 후 측정 연신율 값(εm)의 비로만 가지고 온도별로 

보정상수 R2를 구하는 것이 가능하다. 온도별 비교 결과 보정상수 R2는 0.8534 

이었으며 역시 온도별로 큰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었다. 실제 316LN 스테인

리스강의 고온 인장시험에서 얻은 탄성 기울기를 온도별로 확인한 결과 그 기

울기는 미미하 으며(Fig. 3.5.15 참조), 특히 조사된 시편의 경우는 온도별 변

화가 거의 없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Fig. 3.5.16). 따라서 본 방법을 사용하면 

응력-변형률 그래프 상의 파단응력 위치에서 탄성 기울기로 연장선을 일일이 

그어 변형률을 구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시험으로 얻어지는 파단 연신율 값과 

보정 상수만 가지고 인장 파단 연신율을 간접적으로 보다 쉽게 구할 수 있다. 

본 결과에서는 Table 3.5.5에 보인바와 같이 두가지 방법에 대하여 보정 상수를 

구하여 검증하 으며, 향후 이들 보정 상수 자료를 이용하여 파단 연신율을 편

리하게 구하는데 활용하고자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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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조사 인장 특성

IMEF 핫셀 고온 인장시험 장치 Instron 8561을 이용하여 304NG 및 

316LN 스테인리스강의 인장시험은 장치의 결함이나 정지 없이 성공적으로 수

행되었다. 20개의 조사시편에 대하여 시편의 파단 위치는 모두 게이지 길이의 

중앙부에 전부 파단이 이루어 졌다. 그래서 향후 조사 시편용 표준시편으로 사

용하기에 적합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2종의 스테인리스 시편에 대하여 온도

별로 얻어진 고온 인장 특성치 결과들을 Table. 3.5.6 에 요약 정리하 다. 파단 

연신율 값은 기계에서 읽어들인 보정전의 연신율 값과 보정상수, R2를 적용하

여 구한 보정후의 값을 모두 나타내었다. 

Fig. 3.5.15 및 3.5.16 은 중성자 조사후의 전체 인장시험 결과 곡선을 나타

내었으며, Fig. 3.5.17∼23에서는 304NG 및 316LN 강에 대한 조사전후의 인장

특성 결과를 나타내었다. 두 강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보면 온도가 증가될수록 

강도치는 낮아지고 있으며 연신율은 304NG강의 경우 온도의 증가에 따라서 감

소하는 경향을 보이지만 316LN강의 경우는 온도의 증가에 관계없이 비슷한 연

신율을 보인다. 그리고 조사전후의 인장강도 시험결과를 보면 조사된 시편에서 

높은 강도치를 보 으며, 연신율은 반대로 낮은 결과를 보 다. 이러한 결과는 

중성자 조사된 시편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조사경화(irradiation hardening)

와 연성이 약화되는 조사취화(irradiation embrittlement)가 동시에 수반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  방사선 조사에 의한 경화 즉 연성의 저하는 원자로 

재료로 수명을 크게 단축시키는 원인이 되는데, 조사 경화 현상은 주로 조사시

에 발생하는 블랙스포트, 전위루프, 전위망, 보이드 등과 같은 결함 집합체가 

전위의 이동을 방해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조사후의 두 강에 대하여 강도치를 비교하여 보면 316NG가 304NG 보다 

높은 값을 보이고 있으며 연신율도 높은 결과치를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비 

조사재의 경우와 유사한 결과이지만, 316LN강의 상온 연신율의 경우는 특히 

조사된 시편에서 현저한 저하를 가져온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316LN강의 

경우 300oC이상에서는 조사재나 비 조사재의 연신율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 조사재의 가공경화거동 

조사시편의 조사경화에 의한 가공경화 거동을 조사하는 것은 조사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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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거동을 이해하는데 중요하다. 원자력 구조재료로 유망한 316LN강의 조사

재의 가공경화 지수, n을 각 온도별로 구하기 위해 공칭응력-변형률 곡선을  

Fig. 3.5.24에 나타낸 것처럼 진응력-진변형률 곡선으로 바꾼 후 logσ-logε그래

프로 나타내고,  Hollomon 의 식 

    σ = K εn                                                   (3.5.2)

을 사용하여 가공경화 지수(strain hardening exponent)를 구하 다. 여기서 K

는 재료상수로서 변형이 1 이 되는 지점에서의 진응력 치로 정의되며 강도계수

(strength coefficient)이다.  

대표적으로 316LN강의 R.T, 300oC, 500
o
C, 700

o
C 온도에서 항복응력부터 

최대 응력 지점까지의 소성 역 구간에서의 유동곡선을 보면 Fig. 3.5.25와 같

이 조사재가 비조사재에 비하여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유동곡선의 모양

은 서로 비슷하다. 조사된 316LN강의 가공경화지수는 Fig. 3.5.26에 보는 것처

럼 온도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0.32∼0.55의 범위 값을 가지고 있다. 비 조

사재의 경우는 0.38∼0.54 범위로 조사재와 비슷한 결과를 보인다. 차이점으로

는 상온에서의 지수 n 값이 조사재에서 현저히 낮아짐을 알 수 있고, 그 외 다

른 온도에서는 거의 같은 값을 보인다. 가공경화지수 값이 높다는 것은 응력-

변형률의 기울기 데이터가 클수록 재료가 가공됨에 따라서 강도 및 경도가 커

진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본 연구의 결과로 보아 316LN강은 조사재나 비 조사

재의 소성 역의 변형 거동이 거의 동일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Table 

3.5.7에 316LN강의 조사 및 비조사재에 대하여 시험에서 얻은 가공경화지수 값

을 RT∼700oC 온도별로 비교하여 나타내었다.

  

5. 요 약 

  중성자 조사된 304NG 및 316LN 스테인리스강의 고온 인장강도 특성을 조사

하 다. 이를 위해 00M-01U 캡슐 및 IMEF 핫셀내의 치구를 제작하고, 시   

험평가에 적합한 소형시편을 설계 제작하고 준비하 다. 320oC 온도에서 조사

량 8.83x1019 n/cm2 (304NG), 8.70x1019 n/ cm2(316LN) 으로 조사된 시편은 

IMEF 핫셀내에서 원격제어장치로 RT, 200oC, 300oC, 400oC, 500oC, 600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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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oC 온도에서 고온 인장시험을 수행하 다. 시험결과, 두 강의 인장 강도치는 

온도가 증가될수록 낮아졌으며, 연신율은 304NG강의 경우 온도의 증가에 따라

서 감소하는 경향을 보 으나 316LN강의 경우는 온도의 증가에 관계없이 비슷

한 연신율을 보 다. 조사전후의 인장강도 결과는 조사된 시편에서 높은 강도

치를 보 으며, 연신율은 반대로 낮은 결과를 보 다. 이러한 결과는 중성자 조

사된 시편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조사경화와 연성이 약화되는 조사취화 거

동을 보 다. 316LN 강이 304NG 보다 높은 인장강도 값을 보 으며 연신율도 

높은 결과치를 보 다. 조사재와 비 조사재의 비교 결과 316LN강의 상온 연신

율은 조사된 시편에서 큰 저하를 가져온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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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5.1  User requirement of 00M-01U capsule 

Materials Specimens Irr. temp.(oC) Fluence(n/cm2)

 SA508 class3
 Type 309L stainless steel

 Small tensile

288 5×1018∼3×1019 1/3 Charpy

 Microhardness

 TEM

 SA508 class 3
 Type 304 stainless steel

 Small tensile
300 5×1018

 TEM

 Zr-1Nb-1Sn-0.1Fe
 Zr-1Nb-1Sn-0.2Mo-0.1Fe
 Zr-1Nb-1Sn-0.5Mo-0.1Fe

 TEM
300

1×1019

5×1019

1×1020 EPMA

 SA305 LF2
Type 316 stainless steel

Small tensile
350 5×1019

 Charpy

 Zirconium alloy
 Small tensile 300

350
∼1×1020

 TEM

Table 3.5.2.  Specimens inserted in 00M-01U capsule

Specimens Materials Quantity 

Charpy
 Type 304 stainless steel 3
 SA350 LF2 3

TEM

 SA508 class3 32
 Type 309L stainless steel 12
 Type 304 stainless steel 20
 Zr-1Nb-1Sn-0.1Fe 18
 Zr-1Nb-1Sn-0.2Mo-0.1Fe 18
 Zr-1Nb-1Sn-0.5Mo-0.1Fe 18
 Zirconium alloy 54

EPMA
 Zr-1Nb-1Sn-0.1Fe 9
 Zr-1Nb-1Sn-0.2Mo-0.1Fe 9
 Zr-1Nb-1Sn-0.5Mo-0.1Fe 9

Small tensile

 SA508 class3 52
 Type 309L stainless steel 16
Type 316 stainless steel 20

 SA350 LF2 10
 Zirconium alloy 51

Small punch  SA508 class3 40
1/3 Charpy  SA508 class3 24

Microhardness  SA508 class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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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5.3  Results of the stainless steels after irradiating in 00M-01U 

capsule

이용자 시편/홀더 I.D. 홀더위치(1)

조사량(n/cm2) 조사온도(℃)

희망 계산 희망 측정(2)

류우석

NG2(Tensile) S4-No1-1

1E20

8.83E+19 (8.69∼9.09E+19)

350±20 320±5

MRP1(Tensile) S4-No3-1 8.70E+19 (8.56∼8.94E+19)

Table 3.5.4.  Temperature calibration of 3-zone furnace attached in 

IMEF hot cell Instron 8561

Setting Temp.oC
-controller(S1)

Measuring Temp.oC
(M1) Saturation time ΔT=S1-M1 ( oC)

100 86.6 30min 13.4

200 186.9 52min 13.1

300 284 65min 16.0

400 383 66min 17.0

500 479 41min 21.0

600 574 42min 26.0

700 670 45min 30

     * Increasing volume is "7" set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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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5.5 Correction constant for determining fracture elongation 

using stress-strain curve (304 stainless steel)

Temperature(oC)

RT 200 300 400 500 600 700 AVG.

εm/εth
0.64/
0.7063 

0.3760/
0.4122

0.3280/
0.3619

0.3372/
0.3726 

0.3152/
0.3607

0.3030/
0.3355

0.4125/
0.4626

R1 0.9061 0.9121 0.9063 0.9049 0.8738 0.9031 0.8917
0.899714

9
(≒0.90)

εm/εf
0.64/
0.7378 

0.3760/
0.4313 

0.3280/
0.3835

0.3372/
0.3918

0.3152/
0.3821

0.3030/
0.3595

0.4125/
0.4844

R2 0.8556 0.8717 0.8553 0.8606 0.8249 0.8428 0.8514

0.851757
3

(≒0.85)

  εm = measured elongation in fractured specimen
εth = theoretical elongation using elastic slope of stress-strain curves
εf = fracture elongation in stress-strain cur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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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5.6 Mechanical properties of neutron irradiated 304NG and 

316LN stainless steels

Temp.(oC) YS(MPa) UTS(MPa)
Elongation(%)

Before
correction

After
correction

304NG

R.T 391 671 56.26 47.82

200 235 497 36.64 31.14

300 213 462 34.32 29.17

400 182 449 34.08 28.96

500 158 419 35.83 30.45

600 140 364 33.49 28.47

700 132 279 33.35 28.35

R.T 441 708 43.41 37.00

316LN

200 306 552 38.86 33.03

300 210 476 39.13 33.26

400 186 485 39.80 33.83

500 167 451 43.74 37.18

600 144 407 45.56 38.72

700 150 334 45.53 38.70

   Irradiation conditions: 

       - Capsule No. : 00M-01U, Hole No. : IR2, Irra. day : 10 days

       - Fluence (n/cm2),(>1MeV): 8.70x1019(316LN), 8.83x1019(304NG)
       - Temperature :  320oC ±2 oC



- 459 -

Table 3.5.7  Strain hardening exponent of irradiated 

316LN stainless steels

Temperature

 (oC)

Strain hardening exponent, n

Unirradiated 316LN Irradiated 316LN

RT 0.420 0.321

200 0.456 0.441

300 0.505 0.535

400 0.517 0.543

500 0.546 0.553

600 0.522 0.517

700 0.378 0.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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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5.3  Design drawing of 00M-01U caps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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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ross section of capsule

 

(b) transverse section of capsule 

Fig. 3.5.4  Arrangement drawing for various specim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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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5.5 Assumed gamma heating rate at the specimen in the 00M-01U 

capsule at IR2, 24M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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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5.6 Gamma heating rate of the specimen in the 00M-01U capsule 

at IR2, 24M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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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Fig. 3.5.9  (a) core structure and (b) shape of irradiation test in HANARO

Fig. 3.5.10. Temperature distribution of the specimen in 00M-01U capsule 

(core materials - stag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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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D 47.5

                                         PCD 30.0

                                         PCD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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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3.5.11  Schematic cross sections of 00M-03K capsule

 Fig. 3.5.12  Uniform zone calibration for 3 zone furnace of Instron 8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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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5.13 Result of temperature calibration for 3-zone furnace 

                     of Instron 8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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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5.14 The photo showing experimental set-up in IMEF hot c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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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5.15 Tensile curves of irradiated 304NG stainless ste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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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5.16 Tensile curves of irradiated 316LN stainless ste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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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3.5.17 Tensile strength of unirradiated and irradiated 304NG stainless

ste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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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5.18  Elongation of unirradiated and irradiated 304NG stainless ste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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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3.5.19 Tensile strength of unirradiated and irradiated 316LN

                stainless ste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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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3.5.20 Elongation of unirradiated and irradiated 316LN stainless steels

0 100 200 300 400 500 600 700 800
20

30

40

50

60

70

80

E
lo

ng
at

io
n 

[%
]

Temperature [oC]

316LN
 Unirradiated
 Irradiated



- 476 -

Fig. 3.5.21 Yield stress of irradiated 304 and 316LN stainless ste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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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3.5.22 Ultimate tensile stress of irradiated 304        

             and 316LN stainless ste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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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5.23 Elongation of irradiated 304 and 316LN stainless ste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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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5.24  True stress-strain curves of irradiated 316LN stainless ste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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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3.5.25  True stress-strain curves of unirradiated and irradiated 

                  316LN stainless ste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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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3.5.26  Strain hardening exponent with temperatures unirradiated 

              and irradiated 316LN stainless ste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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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절 중성자 추적법에 의한 붕소분석 기술 개발

1. 실험방법

가. 시험합금 및 시편준비

Type 316 L 스테인리스강 시험합금을 제조하 다.  고순도의 (99.9% 이

상) 원 소재를 구입하여 진공유도용해하여 (VIM; Vacuum Induction Melting) 

합금을 제조하 는데, 한 인고트의 무게는 약 1.7 Kg 이었고, 인고트의 크기는 

수축기공을 제거한 후 대략 40×50×90 mm이었다.  인고트를 길이방향으로 절

단한 후 초경 팁을 사용하여 화학분석용 시료를 채취하고 인고트의 나머지 (두

께 20 mm)를 1250℃에서 1시간 예열한 후 두께 4mm까지 열간 압연하 다.  

열연판재의 일부는 1.2 mm 두께까지 냉간 압연하 다.  열연 및 냉연판재는 

각각 1100℃에서 1시간 용체화 열처리 후 수냉하 다.  냉연 판재의 일부는 붕

소원자를 결정립계에 편석시키고자 650℃에서 각각 1시간 혹은 10시간 열처리

한 후 수냉하 다.  시편 가공 및 열처리의 흐름도를 Fig. 3.6.1에 나타내었다.

본 연구에서 bulk재 시편의 붕소농도를 정확하게 분석하는 것이 필수적인 

부분이므로 우선 용체화 처리한 시편의 경우 붕소원자가 시편 전체에 걸쳐서 

고르게 분포하는 것을 확인하고자 하 다.  냉간 압연 후 1100℃에서 용체화 

처리한 시편을 (흐름도에서 ‘Ref 4’에 해당) 10×10×2 mm정도의 크기로 절단

한 후 resin을 이용하여 cold mounting 하 다.  중성자 조사시험을 위한 

pneumatic transfer system을 이용하기 위하여 polyethylene 용기의 크기에 맞

게 cold mount의 직경은 22 mm 정도 되게 준비하 다.

SiC 연마지와 알루미나 분말 연마제를 이용하여 시편을 연마한 후 

detector 필름을 시편에 부착하 다.  필름의 부착에는 건식법을 이용하 다.

나. 표준시료 분석

시료의 준비에는 붕소를 첨가하지 않은 것과 붕소를 1, 2, 3, 5, 10, 20, 30, 

50 ppm 만큼 함유시키고자 하여 제조한 것을 포함하여 총 아홉 개의 type 316 

L 스테인리스강을 진공유도용해법으로 준비하 다.  제조된 인고트는 길이방향

으로 절단한 후 링작업을 통하여 분석용 시료를 채취하 다.  분석용 시료의 

오염을 가능한 줄이고자 초경 팁을 사용하 으며 채취한 시료는 아세톤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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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척한 후, carbon tetrachloride (CCl4)용액으로 세척하고 다시 아세톤으로 세

척한 후 건조시킨 후 성분분석을 수행하 다.

주 합금원소를 포함한 일반 원소들의 분석은 본 연구소의 화학분석실에 

의뢰하 고, 탄소와 황 그리고 질소는 창원특수강 분석팀에 의뢰하 다.  그리

고 붕소원소의 분석을 위해서 아홉 개의 시료를 일본의 대동(大同) 분석연구실

에 분석 의뢰하 는데, methyl borate distillation 후 ICP 방법으로 분석하 다.  

붕소분석을 위해서 일차 분석을 완료하고 상당기간이 지난 후 동일 시료를 수 

개씩 섞어 배열하여 재차 확인분석을 의뢰하 다.  그리고 아홉 개의 시료 가

운데 붕소함량 목표치가 1, 2, 5, 20 ppm인 네 시료에 대하여 표준연구원의 무

기분석실에도 분석 의뢰하 다.  이에는 isotope dilution method를 활용한 

ICP-MS 방법으로 분석하 다.

다. 중성자 조사 및 track 도 측정

본 연구에 사용된 detector 필름으로는 프랑스 Kodak사 제품인 cellulose 

nitrate 계열의 CN-85를 이용하 다.  중성자 조사는 시편을 polyethylene 용기

에 장전한 후 pneumatic transfer system을 이용하여 시편을 조사공 내에 이송

하고, 일정 시간동안 중성자에 노출시킨 뒤 시편을 꺼내는 방식이다.  조사한 

열중성자 조사량은 1.78×1013 ,
 
1.16×10

14 
/cm

2
 이었다.  중성자 조사 시험 시에 

Au wire를 별도의 용기에 담아 함께 조사함으로써 중성자량을  측정하여 그 

양을 확인하 다.  중성자 조사 시험이 끝난 시료는 일정 시간동안 냉각한 후 

필름을 시편으로부터 분리하고 50℃의 항온 수조에서 2.5 N NaOH 수용액에 

15분간 담구어 에칭하 다.  에칭한 필름은 증류수로 세척 한 후 건조하고 광

학현미경을 통하여 track을 관찰/기록하 다.   그리고 붕소의 정량분석을 위하

여 track 도를 측정하 는데, 한 detector 필름 상에서 세 군데에 결쳐서 각

각 500배의 배율로 사진을 준비하 다.  그리고 각 사진들을 스캐닝하여 image 

파일로 준비한 후 image analyzer를 이용하여 track 도를 측정하고 세 측정

치들의 평균값을 구하 다.

라. 중성자 추적법을 이용한 정성분석

    여러 가지 금속소재들에 대하여 중성자추적법을 이용하여 붕소거동을 관찰 

하 다. 붕소원자는 입계에 민감한 원소로 알려져 있고 금속소재의 가공 열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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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에 대하여 민감하게 거동하므로 소재의 제조, 가공 조건들에 대하여 붕소

원자의 편석, 석출, 및 분배 (partitioning)를 확인하고자 하 다.  정성분석을 

수행한 금속시편들은 고리 1호기 원자력 압력용기강 (SA-508 Class 3; base 

metal 및 조사시편)과 2상 스테인리스 강이었다.

2. 연구결과

가. 붕소함량 분석

아홉 개의 type 316 L 스테인리스 시험 합금의 화학 분석결과는 Table 

3.6.1에 나타내었다.  아홉 시료의 붕소함량이 합금제조시의 목표치 (0, 1, 2, 3, 

5, 10, 20, 30, 50 ppm B)에 매우 근접하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특

히 일본 대동(大同) 분석연구실을 통하여 재차 분석 의뢰한 결과 동일한 결과

를 얻음으로 확인하 다.  그리고 탄소나 질소 등의 성분도 매우 낮은 값을 보

여주고 있는데, 이는 용해용 소재로 사용한 것들이 순도가 높은 것이었기 때문

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붕소함량이 20, 30, 50 ppm 수준인 (시료 번호 7, 8, 9) 

시료의 경우 질소농도가 다른 것들에 비하여 약 10배정도 높게 나타났는데, 이

는 합금제조 시 순수한 메탈크롬이 부족하여 일반 용해용 메탈크롬을 사용하

기 때문이다.

나. 중성자량에 따른 autoradiographs 및 시험 검정곡선

아홉 개의 시편에 대하여 그 표면을 연마하여 두께 1 mm 정도를 제거한 

후  1.78×1013 그리고 1.16×1014 /cm2 두 가지 중성자량에 대하여 

autoradiograph를 얻은 후 track 도를 측정하 다 (Fig. 3.6.2).  붕소함량이 

10 ppm에서 50 ppm에 이르는 구간에서는 명확한 선형관계를 얻을 수 있었다.  

붕소함량과 track 도의 상관관계에 대하여 304 스테인리스강과 인코넬 600 

합금에 대해서, 그리고 316 스테인리스강에 대해서 선형관계가 나타나는 것을 

밝혀진 바가 있다 [3.6.1, 3.6.2].  하지만 이들 연구에서 보고된 시편들의 붕소

함량은 제한적이었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붕소농도가 10 ppm 미만의 극미량인 농도 역에서는 

track 도와의 관계가 명확하지 않았는데 이것이 중성자추적법 고유의 특성인

지는 좀더 세 한 분석을 해보아야할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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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oradiograph 사진 상에서 image analyzer를 통하여  track 도를 구

하는데 있어서 붕소함량이 상대적으로 많은 경우에는 (20, 30, 50 ppm) 중성자 

조사량이 적었던 1.78×1013 /cm2 의 경우에도 track 도가 높아서 서로 중첩

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image analyzer로 측정할 때 중첩된 track들을 분해하여 

세야하기 때문에 측정오차가 우려되었다.  이와 같이 붕소함량이 어느 정도 높

은 경우에는 중성자 조사량을 상대적으로 낮춤으로써 track들의 중첩문제는 좀

더 용이하게 피해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 정성분석을 통한 붕소원자의 분포 거동

우선 1100℃에서 용체화 처리한 후 650℃에서 1시간 열처리한 type 316 L 

스테인리스 강 시편 (Fig. 3.6.1의 시편 준비 흐름도에서 ‘Ref 5’로 표기)에 대하

여  1.16×10
14 /cm2 정도의 중성자 조사량으로써 얻은 autoradiograph를 Fig. 

3.6.3에 나타내었다.  붕소가 극미량 (2 ppm 및 3 ppm 수준) 함유된 시편의 경

우에도 붕소가 결정립계에 편석되어 있는 것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붕소가 수 ppm 정도의 매우 적은 양이 함유되어 있는 소재에서도 결정립계에 

예민한 특성들에는 향을 끼칠 수 있다는 증거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결정립계에 편석된 붕소함량을 측정해 보고자 시도하 으나, 이는 결정립계의 

폭을 어느 정도로 규정하는가에 따라 그 측정치가 매우 유동적이므로 그 결과

를 얻기가 어려웠다.   그리고 한 결정립의 결정립계도 부분에 따라 편석된 농

도가 매우 다르게 나타나는데 이것이 결정립계의 특성에 따른 차이인지도 현재

로서는 명확하지 않다.

고리 1호기의 원자력 압력용기로 사용된 SA-508 Class 3 강에 대하여 붕

소원자의 유무 혹은 분포에 대하여 분석을 시도하 다.  합금제조/가공 후 보

관한 base metal과 국내 원전에서 surveillance test 용으로 만들어 장입하여 방

사선 조사를 받은 시편에 (총 fluence : 2.3×1019 /cm2) 대하여 2.48×1014 /cm2 

정도의 중성자 조사량으로서 autoradiograph를 얻었다 (Fig. 3.6.4 및 Fig. 

3.6.5).   붕소함량은 수 ppm 수준의 극미량의 불순물로서 존재하는 것으로 추

정되며 그 분포에 있어서 특이점은 보이지 않았다.   이는 base metal과 방사

선 조사시편 모두 동일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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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6.6에 국내에서 시험 생산한 2상 스테인리스강 (duplex stainless 

steel)의 autoradiograph를 광학사진과 함께 나타내었고, 해당 합금의 화학조성

은 Table 3.6.2에 나타내었다.  그림 (a)는 광학 미세조직을 나타내고 있고 (b)

는 동일 해당부위의 중성자추적 사진을 보여주고 있다.  광학 미세조직 사진에

서 밝게 보이는 부분이 fcc 구조의 오스테나이트 상이고, 어둡게 나타나는 기지

상이 bcc 구조의 페라이트 상으로서 부피분율로 각각 절반정도씩 차지하고 있

는 합금이다.  중성자추적을 통하여 확인된 바로는 붕소원자는 bcc 구조의 페

라이트상보다 fcc 구조의 오스테나이트 상에 선택적으로 편재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미세조직 사진상의 동일 부위에 해당하는 미소부위 (오스테나이트 

상)를 오토래디오그피 상에 화살표로 표시하 다.

3. 요 약

가. 중성자원으로서 ‘하나로’를 이용하여 중성자추적 기법을 수립하 다. 

시편의 준비, detector의 부착, 조사 후 detector의 처리 및 track 관찰/기록, 

track 도 측정, 등 제반 요소기술들을 확보하 다.

나. 본 연구를 통하여 붕소를 첨가하지 않은 시편과 1 ppm에서 50 ppm에 

이르는 다양한 붕소함량을 각각 갖는 아홉 개의 type 316 L 스테인리스강 표준 

시료를 확보하 다.  이는 청결한 원 소재를 사용하고  진공유도용해를 통하여 

제조한 후 가공 열처리를 통하여 준비하 고, 국내외의 유수 분석기관을 통하

여 여러 차례 정 분석을 통하여 검증하 다.

다. 본 연구를 통하여 type 316 L 스테인리스강의 붕소함량과 중성자추적 

기법을 통하여 얻은 track 도와의 관계를 보여주는 검정곡선을 확보하 다.   

 1.78×10
13 그리고 1.16×1014 /cm2 두 가지 중성자량에 대하여 구하 는데, 특

히 실제 산업현장에서의 통상적인 첨가량인 20 ppm 내외를 포함하는10 ppm에

서 50 ppm 사이의 농도 범위에서는 모두 직선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 금속소재의 분석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라. 고리 1호기의 원자력 압력용기 소재로 사용된 SA-508 Class 3 강 

(base metal 및 surveillance coupon)을 비롯하여, 국내 시제 2상 스테인리스강

에 대하여 중성자 유도 중성자추적 기법을 통하여 붕소원자의 분포를 확인 관

찰하 다.  SA-508 강의 경우 원자로에서의 중성자 조사에도 불구하고 극미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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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하는 붕소원자의 분포에는 특이점이 발견되지 않았다.  2상 스테인리스강

의 경우 거의 모든 붕소원자가 오스테나이트 상 내에 주로 편재해 있는 것을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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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6.1  Chemical composition of type 316 L stainless steel [wt%]

Fe C Si Mn P S Cr Ni Mo N
B, 

ppm 

ASTM

316 LN 0.030 0.75 2.00 0.045 0.030

16.00

18.00

10.00

14.00

2.00

3.00

0.10

0.16

ASTM

316 L 0.030 0.75 2.00 0.045 0.030

16.00

18.00

10.0

14.0

2.00

3.00 0.10

1 Bal.
0.0090

0.007
0.61 1.2 0.0091 0.004 17.9 12.5 2.5

0.0008

0.0005
2.3
< 2

2 Bal.
0.0050

0.003
0.59 1.1 0.0095 0.004 17.6 12.8 2.6

0.0003

0.0004

2.8
< 2
< 2

3 Bal.
0.0040

0.004
0.59 0.78 0.0093 0.003 17.4 12.8 2.6

0.0008

0.0007
2
2

4 Bal.
0.0060

0.008
0.59 0.56 0.0093 0.004 17.3 12.7 2.5

0.0003

0.0005

3
3
3

5 Bal.
0.0060

0.005
0.60 0.93 0.0092 0.004 17.5 12.8 2.5

0.0003

0.0003

6.3
5
6

6 Bal.
0.0020

0.003
0.57 0.63 0.0091 0.004 17.6 12.5 2.5

0.0007

0.0002
10
10

7 Bal.
0.0040

0.006
0.71 0.94 0.0091 0.002 17.9 12.5 2.5

0.0099

0.0082

20.8
20
20

8 Bal.
0.0080

0.014
0.69 0.77 0.0088 0.002 17.5 12.4 2.5

0.0097

0.0073
32
28

9 Bal.
0.0110

0.014
0.68 0.93 0.0092 0.002 17.5 12.4 2.5

0.0083

0.0088
53
49

   B의 밑줄친 굵은체는 국내 화학분석실 (isotope dilution method) 분석치

   B의 이탤릭 굵은체는 일본 화학분석실 (ICP-Spectrometric) 분석치

Table 3.6.2  Chemical composition of duplex stainless seel alloy [wt%]

Fe C Si Mn Cr Mo Ni P S Cu N B

Bal. 0.0210 0.551 1.45 22.16 3.22 6.23 0.0240 0.0016 0.25 0.1600 0.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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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 (4 mmt)

C/R (1.2
mmt)

S/A  (1100oC / 1 hr / W.Q)

S/A  (1100oC / 1 hr / W.Q)

Heat Treatment

 (650oC / 1 hr / W.Q)

Heat Treatment

 (650oC / 10 hr / W.Q)

Ref 6Ref 5

Ref 4

Ref 3

Ref 2

Ref 1

Fig. 3.6.1 Flow chart for the preparation of type 316 L reference samp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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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3.6.2 Track density versus boron concentration in type 316 L    

stainless steel (a) 1.782×1013 /cm2 , (b) 1.16×1014 /c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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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3.6.3 Autoradiographs of 316 L stainless steel;  S.A + H.T (650℃/1hr)  

(a) 2 ppm and (b) 3 ppm of boron  (fluence : 1.16×1014 /c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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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3.6.4 Autoradiographs of SA-508 Class 3 Steel (base metal; not 

irradiated) for Kori Unit 1, (thermal neutron fluence for 

autoradiography : 2.48×1014 /c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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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3.6.5 Autoradiographs of SA-508 Class 3 Pressure Vessel Steel       

of Kori Unit 1 (total fluence : 2.3×1019), (thermal neutron fluence 

for autoradiography : 2.48×1014 /c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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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3.6.6 Comparison of (a) optical micrograph and (b) autoradiograph       

 of duplex stainless steel, showing partitioning of boron           

 mostly within austenite ph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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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노심환경 저항성 대체재료 물성평가

제 1 절  서 언

노내부품은 원자력 발전의 가장 중요한 물질인 핵연료를 감싸고 있는 일

차적 재료이다. 핵연료 및 control assembly를 지지하고 있는 노심 부분은 그 

기능의 신뢰도가 매우 높아야 하나 사용환경은 가장 열악하다. 중성자 조사량

이 20 - 80 dpa로 매우 높고 온도 또한 고온인 역이다. 따라서 노내부품은 

어떠한 조건에서도 핵연료 및 control assembly를 보호하여 그 기능을 다할 수 

있어야 하며, 구조 신뢰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 도와 건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원전의 개발이 고온환경에서 장수명화 되어 가고 있으므로 원자력 재료의 

고온환경 향평가를 쉽고 빠르게 연구할 수 있는 새로운 재료기술의 개발이 

시급하다. 60년에 이르는 수명말기까지의 재료 고온 열화 평가기술 및 장치개

발, 그리고 새로운 재료를 원전에 적용하기 위한 빠른 후보재료 선정평가 방법 

등의 연구가 필요하다.

일체형 원자로 혹은 액체금속로, 고온가스로 등의 제4세대 원전의 구조재

료는 현재 가동중 재료보다 월등히 높은 온도환경에서 사용되어야 하므로, 기

존 원자력 재료의 경우 고온물성 평가자료 축적뿐만 아니라 또한 목적에 맞는 

새로운 개량재료의 개발과 재료설계 자료가 확보되어야 한다. 세계적으로 가동

중 원전에서 사용경험이 많은 내부식․고온 재료인 스테인레스강 그리고 액체

금속로에서 사용경험이 있는 고온․저팽윤 마르텐사이트 강의 개량과 고온물성 

자료축적 연구가 활발히 수행되고 있다.

본 장에서는 노심환경에서 기존 재료보다 저항성을 갖는 대체재료의 개발

현황과 물성평가 결과를 기술하 다. 1차 냉각수에서 IGA 저항성을 갖는 

X-750 합금과 X-718 합금을 LiOH 용액에서 U-bend 실험한 결과를 요약하

다. 그리고 10Cr 마르텐사이트 강에서 텅스텐 및 질소 원소 첨가가 미치는 충

격에너지, 600℃ 크리프 수명, 시효에 따른 금속 내의 석출물을 안정화 정도와 

마르텐사이트 래스의 성장 속도에 미치는 향 등을 시험하고 평가한 결과를 

기술하 다. 입자빔 주입을 이용한 He bubble 거동 모사시험 연구 결과를 설명

하고 활용 가능성을 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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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IGA 저항성재료의 특성 분석

1. X-750 재료의 열처리에 따른 현미경 조직 변화

가. 시편 준비

용체화 처리는 1093oC에서 1시간 하 으며, 이후 냉각속도를 변화시킴으로

서 냉각속도에 따른 탄화물 석출거동의 변화를 관찰하 다. 냉각은 노냉, 공냉, 

수냉 세가지 방법을 적용하 다. 시효처리 온도는 600
o
C, 700

o
C, 800

o
C로 하

으며, 시간은 20시간으로 하 다. 열처리 후 결정립계 관찰을 위해 5ml 질산 + 

95ml 메탄올에서 전압 2.5-3V로 전해 에칭하 다. 미소 경도기로 표식을 하고 

그 위치를 광학현미경으로 촬 하 다. 그리고 다시 연마한 후 탄화물을 관찰

하기 위하여 80ml 인산 + 20ml 증류수에서 전해 에칭한 후에 미소경도기로 표

시한 위치를 다시 관찰함으로서 탄화물 석출 위치를 확인하고자 하 다. 그리

고 주사전자현미경 조직관찰을 위해서는 2% Bromine + 98% 메탄올 용액에서 

에칭하 다. 주사전자현미경 관찰을 통하여 탄화물의 석출상태, 즉 계면을 따라 

탄화물들이 불연속적으로 또는 반연속적으로 석출하는지의 여부를 관찰하 다. 

그리고 투과전자현미경으로 탄화물과 계면과의 정합여부를 관찰하 다. 탄화물

의 석출상태는 Fig. 4.2.1에 나타난 바와 같이 나눌 수 있다. 탄화물의 크기와 

석출간격에 따라 불연속 혹은 반연속적인 석출로 나눌 수 있다. 또한 기지와의 

정합관계에서 한 기지와만 정합을 이루고 있으면 정합관계 A라 하고, 석출물이 

하나씩 건너 뛰어 두 개 기지와 정합을 이루고 있으면 정합관계 B라 한다. 

나. 현미경 조직

(1) 광학현미경 조직 

Fig. 4.2.2 a-c)에는 용체화 처리한 후에 냉각속도를 다르게 한 후에 700oC

에서 시효처리한 시편의 조직을 나타낸 것으로 광학현미경 조직에서는 냉각속

도에 관계없이 대부분의 입계에 탄화물이 석출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Fig. 4.2.2 d,e)에는 용체화 처리한 다음에 물에서 냉각시킨 후 시효처리온

도를 600oC, 800oC로 변화시켰을 때의 미세조직 변화를 나타내었다. 600oC에서 

시효하 을 때에는 모든 입계에 탄화물이 석출하고 있지는 않고 있으나, 700oC, 

800oC에서 시효처리하면 대부분의 입계에 탄화물이 석출하고 있었다.

(2) 주사전자현미경 조직

Fig. 4.2.3 a-c)에는 용체화 처리한 후에 냉각속도를 다르게 한 후에 700oC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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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처리한 시편의 조직을 나타낸 것으로 SEM 조직에서는 냉각속도와 관계없

이 반연속적으로 탄화물이 석출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반면에 수냉한 후에 

시효처리 온도를 변화시킨 경우의 미세조직을 Fig. 4.2.3 d,e)에 나타내었는데 

600oC와 800
o
C에서 시효처리한 경우에는 탄화물이 연속적으로 또는 불연속적으

로 석출하고 있었다.

(3) 투과전자현미경 조직

투과전자현미경으로 석출한 탄화물의 정합여부를 관찰한 결과를 Fig. 4.2.4

에 나타내었다. 냉각속도는 정합관계에 큰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이나, 

시효 온도가 600oC와 800oC일 때는 정합관계가 바뀌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700oC에서 시효처리하면 정합관계 A가 생성되나, 600oC와 800oC에서 시효처리

하면 정합관계 B가 형성되었다.

2.  IGA 저항성재료의 U-bend 시험

가. 시험 조건 

(1) X-750 재료의 열처리

용체화(1093oCx1hrs) 처리 후 냉각속도 (수냉 및 노냉)와 시효온도 (600
o
C, 

704oC, 800
o
Cx20hrs)를 변화시켜서 열처리하 다.

(2) Inconel 718 재료의 열처리

ASTM B637 및 핵연료 leaf spring 열처리 조건에 따라 열처리하 다. 각 

시편에 대해 U-bend 시편을 열처리 조건에 따라 3개씩 모두 18개를 제작하

다.

(3) U-bend 시험 조건

(가) 온도 : 360oC

(나) 수용액 : 2.2 ppm LiOH

(다) 압력 : 2200 psi 

나. 시험 결과

현재 약 10000시간 경과하 으며, 용체화 처리후 노냉한 X-750 시편은 3

개 모두 3000시간 경과후 균열이 발생하 다. 그러나 나머지 시편에서는 현재

까지 균열 관찰되지 않고 있다.

균열이 발생한 시편을 액체질소에 넣은 후 완전 파단시켜 파단면을 주사

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하 다(Fig. 4.2.5). 파면은 전형적인 intergranular fracture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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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고 있다. 미세 균열의 발생위치를 확인하기 위하여 단면을 절단하 다. 균

열은 표면에서 입계를 따라 처음 생성된 것을 볼 수 있으며, 이 균열의 성장도 

입계를 따라 일어나고 있었다(Fig. 4.2.6). 그 외에 결정립의 삼중점에 cavity가 

존재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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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4.2.1  Schematic representation of

precipitated carbide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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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c)

(d)

 (e)

Fig. 4.2.2  Variation of cooling rate after solution annealing

           (a) furnace cooling (b) air cooling (c) water quenching

          and aging at (d) 600oC (e) 800oC after water quenc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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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c)

 (d)

 (e)

 Fig. 4.2.3  Variation of cooling rate after solution annealing

                  (a) furnace cooling (b) air cooling (c) water quenching

                  and aging at (d) 600
oC (e) 800oC after water quenc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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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c)

     

 Fig. 4.2.4  Carbide morphology : aging at (a) 600oC 

                  (b) 700
oC (c) 800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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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4.2.5  Fracture surface of U-bend test specimen

: solution annealed



- 504 -

  

  

 

  

 

   Fig. 4.2.6  Cracks formed in the U-bend test speci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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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미소원소 향평가

1. 마르텐사이트 강의 기계적 특성에 미치는 텅스텐 향평가

가. 합금 제조

10Cr-MoVNb강의 기계적 특성에 미치는 텅스텐의 향을 평가하기 위하

여 10Cr-MoVNb강에서 몰리브데늄 함량을 감소시키고 텅스텐을 첨가한 강을 

진공유도 용해로를 이용하여 제조하 다. 두 재료의 화학조성은 Table 4.3.1과 

같다. 두 재료를 1050oC에서 1시간 austenitizing한 후 750oC에서 2시간 

tempering하 다. 열처리 후에 시편은 모두 공기 중에서 냉각하 다. 열처리 시

편에 대해 충격특성, 크리프 특성, 부식특성 시험을 수행하 다.

나. 충격 특성

10Cr-MoVNb강과 이 재료에 텅스텐을 첨가한 강의 충격시험 결과를 Fig. 

4.3.1에 나타내었다. 텅스텐 첨가로 연성-취성 천이온도 (ductile-brittle 

transition temperature, DBTT)의 증가와 upper shelf energy (USE)의 감소가 

나타나고 있다. DBTT가 약 40oC 증가하고 있으며, USE는 10Cr-MoVNb강에

서는 약 230J이었으나, 텅스텐을 첨가한 재료에서는 약 160J로 70J 정도의 충격

흡수에너지가 감소하고 있다. 텅스텐 첨가로 템퍼링 후의 충격특성은 약간 악

화되고 있으나, 이 값은 9∼12Cr합금에서 V.K.Sikka[4.3.1] 등이 제안한 기준인 

충격흡수에너지가 68J 일때의 온도(T68J)가 10 ℃를 넘지 않아야 하고, upper 

shelf 에너지는 적어도 136J이 되어야 한다는 기준을 만족하는 우수한 충격특성

을 보여주고 있다.

다. 크리프 특성

(1) 크리프 파단 강도 변화

Fig. 4.3.2는 응력-파단시간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600oC에서 크리프 시

험한 결과를 보면 텅스텐을 첨가한 강에서 가장 긴 파단 수명을 보이고 있으

며, 650oC 크리프 시험에서도 텅스텐 첨가로 파단 수명이 향상되고 있었다.

Fig. 4.3.3은 최소 크리프 속도와 응력과의 관계를 나타내었다. 동일한 응력 

및 온도 조건에서 크리프 속도를 보면 텅스텐 첨가강이 낮았고, 10Cr-Mo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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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값을 보이고 있다. 600oC에 비해 650oC에서 크리프 속도의 절대 값이 높

게 나타나고 있었다. 결국 텅스텐 첨가로 크리프 속도를 낮추어 크리프 수명을 

길게 하고 있었다. 온도가 일정할 경우 응력과 최소 크리프 속도와의 관계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εm=Aσ
n

여기서 A는 재료상수이고, n은 응력지수 또는 크리프 지수라 하는데 응력지수 

n값에 의해서 크리프 발생기구를 추정할 수 있다. 본 연구 결과를 보면 600
o
C

에서는 응력지수가 20 이상이 으며, 650
o
C에서는 8-11로 600

o
C에서 높은 값을 

나타내고 있었다. Weertman[4.3.2]은 전위의 상승에 의해 크리프 속도가 결정

된다는 가정 하에 응력지수를 계산하 을 때 n=4.5가 된다고 하 다. 그러나 

다른 연구자들이 각기 다른 가정 하에서 얻은 응력지수는 대부분 3으로 계산되

었다. 그러나 실험적으로는 일부 고용체 합금에서만 응력지수 3이 관찰되고, 순

금속을 비롯한 대부분의 단상합금에서는 응력지수가 5 혹은 그 이상으로 측정

되고 있으며, Cr-Mo강에서는 19정도의 높은 값을 가졌다[4.3.3]. 이러한 불일치

를 설명하기 위해 back stress 개념이 도입되었으며, Derby와 Ashby[[4.3.4]는 

이론적인 응력지수 3을 그대로 받아들인 채 재료내부의 threshold stress 값을 

고려하면 겉보기 응력지수가 실험적으로 관찰되는 5이상이 될 수 있음을 보

다. n값은 크리프 강화에 기여하는 석출물의 열적 안정성과 고용강화효과가 얼

마나 지속되는 가에 따라 변화한다. 650oC에서 n값이 감소한다는 것은 미세조

직의 열적 안정성이 감소하여 크리프 파단 강도가 낮아지는 것을 나타내는 것

이다. 텅스텐을 첨가한 강에서 보다 10Cr-Mo강의 경우에 650oC에서 n값이 크

게 변화하는데 이것으로부터 10Cr-Mo강의 미세조직 안정성이 매우 나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크리프 파단 연신율과 크리프 파단 시간과의 관계를 Fig. 4.3.4에 나타내었

다. 600oC의 경우에 단시간 파단에서는 일정한 연신율을 보이다가 크리프 수명

이 증가함에 따라 파단 연신율은 감소하고 있었다. 650oC에서는 1000시간 정도

까지의 파단에서는 연신율의 감소가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었다. 650oC에서도 

더 작은 응력에서는 연신율이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텅스텐 첨가강에서 높은 

파단 연신율을 나타내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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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3.5에 각 시편을 600oC에서 크리프 시험한 시편의 파단면을 나타내

었다. 모든 시편에서 연성파괴를 보이고 있었다. 오스테나이트 스테인레스강에

서는 크리프 파단 시간이 증가하면 입내파괴에서 입계파괴로 천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Cr-Mo강에서는 크리프 파단 시간이 3000 시간일 때에도 이러

한 현상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연신율이 높은 텅스텐 첨가강의 파면에는 작은 

딤플이 많이 존재하고 있고 연신율이 가장 낮은 10Cr-Mo강에서는 딤플의 성

장 및 합체가 더욱 현저하게 일어나 큰 딤플이 많이 존재하고 있음을 볼 수 있

다.

Fig. 4.3.6은 Larson-Miller 인자에 따른 크리프 파단 강도를 나타낸 것이

다. 세 가지 강에서 비슷한 변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텅스텐을 첨가한 강에

서 높은 크리프 파단 강도를 나타내고 있었다. 이 그림에서 600
o
C에서 10

5
시간 

크리프 파단 강도를 예측하면, 텅스텐 첨가강에서는 약 124MPa이고, 10Cr-Mo

강에서는 85MPa로 예상되어 텅스텐 첨가로 크리프 파단 강도가 크게 향상된 

것으로 기대되나, 정확한 예측을 위해서는 더 많은 결과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

다.

(2) 크리프 변형중 미세조직 변화

(가) 석출물 화학조성 변화

크리프 시험에 의해 미세조직과 함께 석출물의 조성이 크게 변화한다. 석

출물에 있어 두 가지 큰 변화가 관찰되었다. 우선 M23C6 탄화물의 화학조성이 

변하고, Laves상이 석출하 다. 첫 번째로 M23C6 탄화물의 화학조성을 보면 크

리프 전 M23C6의 화학조성은 템퍼링 온도에 따라 변하는데 템퍼링 온도가 높아

지면 M23C6내 Cr/Fe비가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4.3.5]. 따라서 750
oC에

서 템퍼링한 후에 600oC에서 장시간 크리프 시험하면 600
o
C에서 평형인 방향으

로 화학조성이 변화할 것이다. 크리프 시험시에 M23C6 탄화물의 성장은 

Ostwalt 성장을 따르는데 이때 Cr의 확산속도가 율속반응이다. 즉 Cr의 확산에 

의해 M23C6가 성장하게 되고 이에 따라 M23C6의 화학조성이 변화한다. Fig. 

4.3.7에 600oC에서 장시간 크리프 시험을 하 을 때 크리프 시간에 따른 Cr/Fe

비의 변화를 나타내었다. 크리프 파단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M23C6 탄화물내 

Cr/Fe비는 증가하고 있었다. 즉 템퍼링한 시편에 비해 크리프 시편 모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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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의 부화가 나타났다. 특히 Cr/Fe비의 증가가 10Cr-Mo강에서 더 빨리 일어나

고 있음을 볼 수 있다. Mo함량은 10Cr-Mo강에서는 4.5at.%, 텅스텐 첨가강에

서는 1.5at.%로 크리프 시간에 따라서는 거의 변화가 없었다. 그리고 텅스텐 첨

가강에 석출한 M23C6내에는 텅스텐이 크리프 전에는 약 7at.% 포함되어 있었

으나, 크리프 후에는 약 8.5at.%로 증가하 다. 그러나 크리프 시간에 따라서는 

차이를 나타내고 있지 않았다. 이 결과로부터 텅스텐 첨가강에서 M23C6 탄화물

의 평형조성으로의 이동이 지연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Cr의 부화가 나사부에서 보다 게이지부에서 더 현저한 것을 알 수 있는데

(Table 4.3.2), 이것은 크리프 변형이 탄화물내로 Cr의 확산을 가속시키기 때문

인 것으로 보인다. M23C6 탄화물에서 Cr의 부화는 기지내 Cr의 고갈을 의미한

다. 이와 같이 고온 시효시 기지내 Cr 함량의 감소는 12CrMoVNb강에서 관찰

되었고[4.3.6], Larson-Miller인자에 따른 Cr/Fe비의 변화는 직선적인 관계를 보

여주고 있다[4.3.7]. 이것은 사용중 재료의 시효를 정량화하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저합금강에서도 이미 이러한 접근 방식이 사용되고 

있다[4.3.8]. 추가적으로 배치별 M23C6 탄화물 조성의 변화 여부와 Cr 탄화물 

조성에 미치는 변형의 향, 그리고 사용중 재료와의 관계 등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금속간화합물인 Laves상이 나사와 게이지부 모두에서 관찰되었다. 

석출양은 시편에 따라 변하 다. Laves상은 주로 입계와 아결정립계에 석출하

는데 M23C6와 매우 인접하여 석출한다. Laves상의 조성은 크리프 시간에 관계

없이 관찰한 시편에서 매우 균일하 다(Table 4.3.2). 이것은 초기에 생성된 

Laves상이 평형조성을 가지고 석출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나사와 게이지 

부에서도 화학조성의 차이가 없었는데. 이 결과는 변형이 kinetics에 향을 미

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Laves상의 조성은 10Cr-Mo강에서는 

60Fe-15Cr-25Mo이고, 텅스텐을 첨가하면 Mo대신에 W이 포함되어 

46Fe-13Cr-35W-6Mo로 된다. 두 재료 모두 크리프 파단시간이 150시간 정도일 때부

터 Laves상이 석출하고 있어 텅스텐 첨가가 석출시간에는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

로 보인다. 그러나 석출한 Laves상은 텅스텐 첨가강에서 많이 관찰되었다. 이후 석출

한 Laves상의 함량과 이에 따른 기지내 Mo와 W의 고갈 등을 추가적으로 시험하여 

Laves상 석출로 인한 석출경화와 고용강화의 변화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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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석출물 크기 변화

고온에서 장시간 크리프 시험을 하거나 시효시키면 석출물의 성장이 일어

난다. 이 석출물 성장의 구동력은 석출물과 기지사이의 계면에너지 감소이다. 

Fig. 4.3.8에 크리프 전과 600oC에서 약 1000시간에 크리프 파단된 시편의 게이

지와 나사부에서의 석출물 조직을 나타내었다. 대부분의 석출물은 M23C6 탄화

물이었으며, 이것은 래스 경계나 오스테나이트 입계에 석출하고 있었다. 600
o
C

에서의 크리프에 의해 석출물들이 성장한 것을 관찰할 수 있었고, 또한 Laves

상이 석출하고 있었다. 크리프 시편의 게이지부에 석출한 Laves상은 M23C6 탄

화물과 크기나 모양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으나, 나사부에 생성된 

Laves상은 매우 조대한 것을 알 수 있다. 

Table 4.3.3에 두 재료의 석출물 크기 변화를 나타내었다. 10Cr-Mo강은 

크리프 전에 석출물 평균 크기가 60nm정도 으나 600oC에서 1500시간 크리프 

변형시킨 후에는 103nm로 성장하 다, 그러나 텅스텐 첨가강은 크리프 변형전

에는 10Cr-Mo강과 별 차이 없이 약 56nm 으나 2500시간이 지난 후에도 

91nm 정도로 크게 성장하지 않았다. 크리프 변형시 석출물 성장이 텅스텐 첨

가강에서 크게 억제된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석출물에 텅스텐이 첨가됨으

로서 석출물의 안정성을 크게 향상시키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변형을 받지 않은 나사부에서의 석출물 크기를 보면 10Cr-Mo강은 

1500시간 후에 약 67nm로 약간 성장하 고, 텅스텐 첨가강에서는 77nm로 성장

하 다(Table 4.3.2). 텅스텐 첨가강에서 석출물이 상당히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

는데 이것은 Fig. 4.3.8에 나타난 것과 같이 나사부에서는 조대한 Laves상이 석

출하 기 때문이다. 이 결과에서 10Cr강에 존재하는 탄화물은 텅스텐 첨가에 

관계없이 열적으로 매우 안정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게이지부에서의 탄

화물 성장은 주로 변형에 의해 가속되고 있었다. 아결정립계에서 탄화물과 접

촉하고 있는 전위 수와 파이프 폭은 온도와 응력에 따라 변하는데 응력이 가해

지면 아결정립계의 전위 도가 높게 유지되므로 유효한 아결정립계 파이프 확

산이 커져서 탄화물 성장이 가속되는 것이다. 또한 탄화물의 성장이 Cr확산에 

의해 일어나므로 크리프 변형이 Cr의 확산을 촉진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전위와 

Cr 원자의 상호작용에 의해 전위 부근에 Cr 원자의 분위기가 형성되고 크리프 

변형중에 전위의 운동에 따라 Cr 원자도 drag되는 효과가 나타나 Cr 원자의 

이동속도가 증대하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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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출물 크기와 크리프 변형시간 사이는 직선적인 관계를 보이지 않고 있

다. 지금까지의 많은 미세조직관찰 결과들은 크리프 변형시의 석출물 조대화가 

Ostwalt ripening을 따른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은 550oC와 600oC에서 

장시간 유지시 석출물의 부피 분율이 크게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로 증명되고 

있다. 석출물 조대화가 이 기구에 의해 제어된다면 석출물 크기는 시간의 1/n

제곱에 비례할 것이다. 즉 dt
n
-do

n
 = kdt의 식을 만족시킬 것이다. 여기서 dt는 

시간 t일 때의 석출물 크기이고, do는 t=0일 때의 석출물 크기이다. kd는 온도에 

따른 속도상수로 kd=koexp(-Q/RT)로 정의한다. 석출물 조대화가 일어나는 기

구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다. 우선 Lifshitz와 Wagner는 기지내 용질원자

의 부피 확산에 의해 석출물 성장이 일어나는 것을 제안하 는데 이때 d ∝ 

t
1/3
 인 관계가 성립한다[4.3.9, 4.3.10]. 그리고 계면확산에 의해 석출물이 성장하

는 경우에는 Schwartz와 Ralph가 제안한 d ∝ t1/2 인 관계를 적용할 수 있다

[4.3.11]. 입계확산에 의해 성장하는 경우에는 d ∝ t1/4 인 관계가 성립한다

[4.3.12]. 전위 파이프 확산인 경우에는 Kreye가 제안한 d ∝ t1/5 인 관계가 있

다[4.3.13]. 크리프 변형중 석출물 성장이 어느 기구에 의해 일어날 것인가는 온

도, 재료의 화학조성, 초기 조직, 미세조직의 안정성 또는 연화에 대한 저항성, 

그리고 크리프 변형량에 따라 변한다. 따라서 시효가 진행됨에 따라 다른 성장

기구가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 고온에서 장시간 유지시 미세

조직의 열화가 일어나는 10Cr강과 같은 복잡한 재료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일어

날 가능성이 높다. 이 재료에서 크리프 초기에 작용하던 성장기구는 미세조직

이 변하면 다른 기구로 바뀔 가능성이 높다. 석출물 크기와 시간과의 관계를 

Kreye가 제안한 기구에 따라 도식한 결과를 Fig. 4.3.9에 나타내었다. 그림에서 

보면 석출물 크기와 시간이 직선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파이프 확산에 의

한 성장기구가 가장 적합한 것으로 보인다. 전위 파이프 확산기구에 의해 석출

물이 성장한다고 하 을 때 10Cr-Mo강과 10Cr-MoW강의 속도상수 kd를 구하

면 각각 6.94x106nm5/hr와  2.06x106nm5/hr로 텅스텐 첨가가 석출물의 성장속도

를 크게 감소시킨 것을 알 수 있다.

(다) 래스 폭 변화

크리프 변형중에 마르텐사이트 래스의 회복이 일어나게 되어 래스 폭이 변화

한다. 래스 폭의 변화는 래스 경계의 소멸과 새로운 셀벽의 생성에 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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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스 경계 소멸은 래스 경계 전체가 이동하여 인접한 래스 경계와 합체하거나 

래스 경계를 구성하는 전위의 분해에 의해 일어난다. 이를 위해서는 래스 경계

를 이루고 있는 많은 전위의 운동이 필요하다. 이것은 변형이 응력하에서 래스 

회복에 중요한 인자일 가능성을 나타내는 것이다. 크리프 변형시에 재료의 연

화가 나타나 기지가 충분히 연화되면, 즉 어느 응력에서 래스 폭이 포화 값에 

도달하면 파단이 일어난다.

Fig. 4.3.10에 두 재료의 래스 폭 변화를 나타내었다. 크리프 전 10Cr-Mo

강의 래스폭은 350nm정도이고, 10Cr-MoW강은 320nm로 큰 차이가 없었으나 

크리프 변형중 크리프 파단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래스 폭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특히 10Cr-Mo강에서의 래스 폭 증가가 더 빨리 일어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첨가된 텅스텐이 철 기지 속에 고용되어 철원자의 자기확산을 

억제함으로서 전위를 안정화시켜 회복을 지연시키고 있음을 나타낸 것이다.

크리프 초기에 래스 폭 증가가 나타나고 이로 인해 재료의 연화가 일어나 

3기 크리프시 변형속도가 증가한다. 아결정립과 크리프 속도와의 사이에는 다

음의 경험식이 있다[4.3.14].  

                                 ε   ∝ (d/b)
3

래스 폭이 증가하면 크리프 속도가 증가한다. 따라서 래스 폭의 증가는 3차 크

리프에서 크리프 속도 증가의 원인으로 생각된다. 9Cr-1Mo강에서 크리프 전에 

래스 폭을 변화시켜 시험한 결과 래스 폭이 큰 경우에 크리프 속도가 빠르다는 

것을 관찰하 다[4.3.15]. 이것은 래스 경계를 hard region이라 하면 변형중 래

스 폭의 증가는 이 역의 감소를 의미하므로 3차 크리프시 변형이 가속된다.

응력을 받지 않은 부분에서의 래스 폭 변화를 보면(Table 4.3.2) 10Cr-Mo

강과 10Cr-MoW강의 래스 폭이 각각 380nm와 370nm로 거의 성장하지 않고 

있음을 관찰할 수 있는데, 이 결과로부터 래스 조직이 열적으로 매우 안정하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라. 부식특성 변화

(1) 순수물 분위기 부식특성

두 재료의 순수물 분위기에서의 부식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350oC의 물 

분위기의 autoclave에 시편을 장입하고 어느 시간 간격으로 시편을 꺼내어 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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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를 측정하 다. 시험은 ASTM G2의 절차에 따라 수행하 다. 시편의 크기

는 20x30 mm이고, 두께가 3 mm인 직사각형 모양이었다. 물은 1.0MΩcm 이상

의 비저항을 갖는 증류수를 사용하 으며, 물속의 용존산소 처리는 별도로 수

행하지 않았다.

부식거동은 시간에 따른 무게변화로 평가하 다. Fig. 4.3.11에 350일 동안 

수행한 부식시험 결과를 나타내었다. 부식시험 초기에 텅스텐 첨가강의 무게 

증가가 약간 크게 나타나기는 하 으나. 전반적으로 텅스텐 첨가강의 부식특성

이 더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2) 수증기 분위기 부식특성

수증기 분위기에서의 부식특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400
o
C, 1500psi로 유지

된 autoclave에 시편을 장입하고 무게 변화를 측정하 다. 시험절차는 순수물 

분위기에서의 시험과 동일하게 하 다. 수증기 분위기에서 310일간 시험한 결

과를 Fig. 4.3.12에 나타내었다. 텅스텐 첨가강에서 전반적으로 낮은 무게 증가

를 보이고 있어, 순수물에서와 마찬가지로 수증기 분위기에서도 텅스텐 첨가강

의 부식특성이 더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까지의 시험에서도 산화층의 

분리로 인한 무게 감소는 일어나지 않고 있었다.

마. 상안정성 평가

두 재료를 600oC로 유지된 furnace에 장입하여 장시간 시효시험을 수행하

다. 5000 시간 시효시킨 후에 충격특성 시험을 하여 시효에 따른 재료의 특

성변화를 관찰하 다. Fig. 4.3.13에 충격시험 결과를 나타내었다. 텅스텐 첨가

강은 충격흡수에너지가 시효 전에는 147J로 높은 값을 가졌으나 시효 후에 72J

로 약 51%가 감소하 다. 한편 10Cr-Mo강은 600oC에서 5000시간 시효 처리하

을 때에도 상온에서의 충격흡수에너지가 204J에서 176J로 약 13% 정도만 감

소하 다. 이러한 결과는 Laves상의 석출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Fig. 

4.3.8에는 나타난 바와 같이 600oC에서 장시간 유지시키면, 텅스텐이 포함된 강

에서는 조대하고 많은 Laves상이 석출하고 있어, 이것이 충격특성을 크게 악화

시킨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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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마르텐사이트 강의 기계적 특성에 미치는 질소 첨가 향평가

가. 합금제조

10Cr-MoVNb강의 기계적 특성에 미치는 질소의 향을 평가하기 위하여 

질소를 최대 0.1wt.%까지 첨가한 5종의 재료를 진공유도 용해로에서 제조하

다. 그 화학조성은 Table 4.3.4와 같다. 

나. 미세조직에 미치는 질소의 향

(1) Prior 오스테나이트 결정립 크기

각 재료의 SEM 조직 사진으로부터 질소함량에 따른 prior 오스테나이트 

결정립 크기의 변화를 측정하여 Fig. 4.3.14에 나타내었다. 평균 prior 오스테나

이트 결정립 크기는 질소함량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Prior 오스테나이트 결정립 크기는 N00, N01강에서 약 15㎛ 정도 으나, 질소 

함량이 증가된 N08, N10강에서는 약 11.5㎛로 감소하고 있다. 이것은 1050oC의 

노말라이징 온도에서도 분해되지 않는 Nb(C,N) 석출물의 석출량, 석출 분포와 

접한 관계가 있다. 노말라이징 처리시에 분해되지 않은 Nb(C,N)는 오스테나

이트 결정립계에 존재하며 오스테나이트 결정립의 성장을 억제하는 역할을 한

다. 전체적으로 질소함량이 증가하면 강력한 탄질화물 형성원소인 Nb과 결합하

여 Nb(C,N) 석출물의 생성량이 증가하게 된다. 이에 따라 질소함량이 증가된 

강에서 작은 오스테나이트 결정립이 형성되는 것이다.

(2) 마르텐사이트 래스 폭 변화

템퍼링 후의 미세조직은 많은 전위가 존재하고 래스 경계와 내부에 많은 

석출물이 형성된 전형적인 래스 마르텐사이트 조직이다. Fig. 4.3.15에 각 재료

의 TEM 조직을 나타내었다. 질소가 첨가되지 않은 N00강은 같은 템퍼링 온도

에서도 이미 대부분의 전위가 회복을 일으켜 아결정립을 형성하 고, 래스 경

계가 소멸되어 있었다. 그러나 질소가 첨가되면 전위의 회복이 지연되고, 아결

정립의 형성이 억제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질소 함량에 따른 래스 폭의 변화를 

Fig. 4.3.16에 나타내었다. 래스 폭은 prior 오스테나이트 결정립 크기 변화와는 

달리 N00에서 N08까지는 약 430nm에서 280nm로 감소하다가 N10에서는 다시 

410nm로 급격히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특히 N08과 N10은 평균 prior 

오스테나이트 결정립 크기가 비슷하지만 래스 폭은 상당한 차이를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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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석출물 거동

Fig. 4.3.17에 질소함량에 따른 석출물 함량을 나타내었다. 질소 함량이 증

가함에 따라 N05, N08강에서의 석출량은 약 2.95%를 나타내었다. Table 4.3.5

에 질소함량과 템퍼링 온도에 따른 석출거동을 정리하 다. 10Cr강에서 질소의 

증가는 M2X형 석출물의 분해를 억제하고, MX형 석출물의 형성을 억제하는 역

할을 한다. 10Cr강에 존재하는 석출물로는 M23C6, Nb(C,N), V(C,N), Cr2N 등이 

있다.

Fig. 4.3.18에 M23C6, V(C,N)의 형상 및 EDS 결과를 나타내었다. Nb(C,N) 

석출물은 노말라이징 후에도 완전히 분해되지 않는 고온에서도 안정한 원형의 

석출물이다. 이 석출물은 특정한 위치에서 석출되지 않는다. M23C6는 10Cr강의 

주 석출물로서 Fig. 4.3.18(c)에서와 같이 다양한 형태를 띄고 있다. M23C6는 

Cr-Fe-Mo를 주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V(C,N)은 Fig. 4.3.18(a)에 나타난 바

와 같이 래스나 prior 오스테나이트 결정립계, 또는 기지의  M23C6사이에 

20-50nm의 미세한 크기를 갖고 석출되어 있다. N00강에서는 VC를 관찰할 수 

없었다.

Fig. 4.3.19에 Cr2N의 질소함량에 따른 석출 거동을 나타내었다. 우선 형상

의 변화를 보면 N05강에서는 선 모양을 보이고 있으나, N08강과 N10강에서는 

침상형이나 막대형으로 석출 양상이 변화하 다. 이와 같은 형상 변화는 질소

함량이 증가함에 따라 Cr2N의 석출 확률이 높아지고 템퍼링시 성장이 일어났

기 때문이다. 그러나 N10강에서는 래스 폭이 N08강에 비해 크기 때문에 Cr2N

의 석출 분포가 불균일하 고, 크기도 조대하 다. 이 결과에서 질소함량이 증

가하면 조대한 Cr2N이 형성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다. 인장특성에 미치는 질소의 향

Fig. 4.3.20에 1050oC에서 1시간 austenitizing한 후 750oC에서 2시간 tempering한 

시편의 상온, 600oC, 650oC의 인장시험 결과를 나타내었다. 우선 N08강이 가장 높은 

항복강도와 인장강도를 나타내었다. 질소 함량이 증가함에 따라 인장강도와 항

복강도가 점차 증가하다가 0.1wt.%의 질소가 첨가된 강에서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이 N08강이 가장 높은 강도를 보이는 것은 Nb(C,N)과 

Cr2N의 석출로 인해 prior 오스테나이트 결정립 크기와 마르텐사이트 래스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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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하 기 때문이다. N10강에서는 위 두 석출물이 조대화가 일어나 입자성장

을 억제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파단 연신율은 질소함량의 증가에 따라 감소하

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라. 충격특성에 미치는 질소의 향

Fig. 4.3.21에 1050oC에서 1시간 노말라이징한 후 750
o
C에서 2시간 템퍼링

한 강의 연성-취성 천이온도 곡선을 나타내었다. 시험 결과 N00강과 N02강의 

USE는 약 225J로 비슷한 값을 나타내었고, 질소함량이 증가된 N05, N08, N10

강의 USE는 약 160J로 비슷한 값을 나타내었다. 그림에서 연성-취성 천이온도

는 약 -30oC 이하로 모두 낮은 천이온도를 나타내었다. 이 값은 9-12Cr 합금에

서 V.K. Sikka [4.3.1]등이 제안한 기준인 1) 특정값 68J일 때의 온도가 10
o
C를 

넘지 않아야 하고, 2) USE는 적어도 136J이 되어야 한다는 기준을 만족하는 

우수한 충격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Fig. 4.3.22에 600-800oC의 온도범위에서 템퍼링 온도를 변화시켰을 경우

의 상온에서의 충격흡수에너지 변화를 나타내었다. 전반적으로 시험에 사용된 

템퍼링 온도 내에서 N00, N02강이 N05, N08, N10강에 비해 높은 충격흡수에너

지를 나타내었으며, 700oC와 750
o
C 템퍼링 온도에서 충격흡수에너지 증가가 많

이 일어났다. 이러한 이유는 경도와 인장에서 경도의 증가와는 상반된 결과로

서 이 온도범위에서 대부분 전위의 회복이 일어나고 많은 탄화물들이 석출되어 

재료가 연화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4.3.16]. 그리고 750oC 이상의 온도에서 

완만한 증가를 보이는 이유는 이 온도 이상에서는 새로운 탄화물의 석출이 일

어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M23C6 등 탄화물이 조대화 되기 때문에 더 이상 템

퍼링 온도를 높여도 급격한 충격흡수 에너지의 증가는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

나 질소함량이 증가된 N08, N10강의 경우 800oC에서 템퍼링한 경우 충격흡수 

에너지가 오히려 감소하고 있었다. 특히 N10강에서 급격한 감소가 발생하 는

데 이는 석출물 중 Cr2N의 조대화로 인한 결과로 생각된다. Fig. 4.3.23에 

750oC에서 템퍼링한 재료의 질소함량에 따른 충격흡수 에너지 변화를 나타내었

다.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질소함량이 증가하면 충격흡수 에너지의 감소가 발

생한다. 이와 같은 감소의 원인은 질소함량이 증가하면 미세한 석출물들이 생

성되어 전위의 이동을 방해하여 같은 열처리 조건에서도 전위 도의 감소가 

적어 재료의 템퍼링 저항성이 향상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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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크리프 특성에 미치는 질소의 향

(1) 크리프 파단 강도

Fig. 4.3.24에 600oC에 질소함량에 따른 크리프 파단 강도의 변화를 나타

내었다. 질소를 첨가한 강이 질소를 첨가하지 않은 N00강에 비해 크리프 파단 

강도가 상당히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N08강의 크리프 파단 강도가 

장시간측으로 이동할수록 더 높은 값을 나타내는데 이것은 인장에서의 결과와 

일치한다. 650
o
C에서의 크리프 시험 결과를 보면 (Fig. 4.3.25), 질소함량에 따라 

크리프 파단 강도의 차이가 더 크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앞의 

미세조직 그림에 나타난 바와 같이 질소함량이 증가함에 따라 생성되는 석출물

들로 인해 미세조직이 열적으로 더욱 안정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Larson-Miller parameter (LMP)의 상수 C값을 30으로 하여 크리프 파단 

강도를 Fig. 4.3.26에 나타내었다. LMP 상수 C는 20으로 많이 사용되어 왔으나 

고Cr강에서는 25-40 사이의 값을 사용하고 있고, C값이 클수록 크리프 파단 강

도를 정확히 예측할 수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4.3.17]. C값은 높은 응력구간과 

낮은 응력구간 사이에서도 변화하고, 크리프가 sigmoidal 거동을 보이면 크리프 

파단 강도 예측에 LMP의 사용이 복잡해지지만 본 실험에서는 비교적 높은 응

력구간에서 시험하 고, sigmoidal 거동을 보이지 않으므로 C값을 30으로 하

다. LMP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시험온도에서 크리프 기구가 동일해야 

하고, 석출물 생성 및 성장, 전위조직의 회복 및 재결정 현상 등과 같은 열적 

활성화 과정이 Arrhenius식을 만족해야 한다. LMP로 나타낸 결과 세 재료 모

두 응력에 따라 비슷한 변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N08강에서 가장 높은 크리

프 파단 강도를 나타내고 있다. 650oC의 결과를 600oC로 적용해 보면 LMP가 

30500일 경우 600oC에서는 약 8x104 시간에 해당된다. 위 그림으로부터 N08강

이 8x104 시간까지는 가장 높은 크리프 파단 강도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때 크

리프 파단 강도는 약 130MPa 정도로 예상된다. 

(2) 크리프 파단 연신률

실제 구조물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105 시간 크리프 파단 연신율이 10% 이

상 되어야 한다는 요구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4.3.18]. Fig. 4.3.27에 600oC, 

650oC에 대한 각 재료의 파단 연신율을 나타내었다. 시험온도가 600oC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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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0oC로 증가하여도 N10강을 제외하고는 파단 연신율이 거의 변화가 없었다. 

오히려 N10강의 경우 시험온도가 증가할 때 파단 연신율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 다. N08강의 경우는 다른 강에 비해 크리프 파단 강도는 많이 증가하 지

만 연신율의 변화는 거의 없었다. 600oC의 경우 세 재료 모두 고응력 크리프 

변형에서는 연신율의 변화가 없다가 인가응력이 작아지면서 크리프 파단 시간

이 길어지면 파단 연신율이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다. N02강의 경우에 특히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Fig. 4.3.28에 연신율의 감소로 인한 

파괴양상의 변화를 보기 위하여 파단면을 관찰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연신율과

는 관계없이 모두 연성파괴면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크리프 파단 시간이 길

어질수록 딤플 크기는 성장하고 있었다. 따라서 연신율의 감소는 파괴양상과는 

관계가 없고 딤플의 성장 및 합체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650
o
C

의 경우는 600oC에서와는 달리 크리프 파단 시간에 따른 연신율의 변화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이것은 650oC에서는 크리프 변형시에 재료가 계속 연화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진다.

바. 부식특성에 미치는 질소의 향

고Cr강의 순수물과 수증기에서의 부식특성에 미치는 질소의 향을 평가

하기 위하여 350oC와 400
o
C에서 autoclave를 이용하여 부식시험을 수행하 다.

(1) 순수물 분위기 부식특성

Fig. 4.3.29에 350일 동안 수행한 부식시험 결과를 나타내었다. 전반적으로 

질소함량이 증가함에 따라 물 분위기에서의 무게증가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

으나, 그 차이가 크지는 않다. 이러한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부식시험이 완

료된 시편의 분석이 필요하다. 

(2) 수증기 분위기 부식특성

수증기 분위기에서의 부식특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400oC, 1500psi로 유지

된 autoclave에 시편을 장입하고 무게 변화를 측정하 다. 시험절차는 순수물 

분위기에서의 시험과 동일하게 하 다. 수증기 분위기에서 310일간 시험한 결

과를 Fig. 4.3.30에 나타내었다. 수증기 분위기에서도 전반적으로 질소함량을 증

가시킨 재료의 무게증가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순수물 분위기에서의 

결과와는 약간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데 무게증가를 나타내는 그래프가 질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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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량이 0.02wt.% 이하인 경우와 이보다 많이 첨가된 경우의 두 부분으로 나누

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현재까지의 시험에서도 산화층의 분리로 인한 무

게 감소는 일어나지 않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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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3.1  Chemical composition of W added 10Cr steels (wt.%)

C Si Mn Ni Cr Mo V Nb W N

10Cr-Mo 0.15 0.10 0.45 0.46 9.79 1.23 0.20 0.18 - 0.02

10Cr-MoW 0.18 0.09 0.47 0.42 9.87 0.49 0.20 0.20 2.01 0.02    

Table 4.3.2 Effect of stress on microstructure 

M23C6 화학조성 Laves상 화학조성 석출물 크기 래스 폭

10Cr-Mo

(1454hrs)

gage 70Fe-24Cr-5Mo-1V 58Fe-15Cr-27Mo 103nm 655nm

head 67Cr-28Fe-4Mo-1V 60Fe-16Cr-24Mo 67nm 379nm

10Cr-MoW

(2520hrs)

gage 65Cr-25Fe-8W-1Mo-1V 46Fe-13Cr-5Mo-36W 88nm 644nm

head 63Cr-27Fe-8W-1Mo-1V 46Fe-14Cr-5Mo-35W 77nm 368nm

Table 4.3.3  Mean precipitates radius (nm)

As tempered 38hr 150hr 450hr 1000hr 1500hr 2500hr

10Cr-Mo 60 68 70 - 95 103 -

10Cr-MoW 56 - - 64 74 81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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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3.4  Chemical composition of N added 10Cr steels (wt.%)

C Si Mn Ni Cr Mo V Nb N

N00 0.13 0.066 0.48 0.50 10.17 1.20 0.200 0.200 0.003

N02 0.15 0.080 0.48 0.49 9.94 1.27 0.203 0.195 0.020

N05 0.15 0.080 0.48 0.50 10.00 1.28 0.205 0.204 0.045

N08 0.15 0.061 0.47 0.45 10.01 1.29 0.200 0.210 0.079

N10 0.14 0.062 0.48 0.47 9.96 1.27 0.200 0.210 0.093
 

Table 4.3.5  Precipitates evolution in 10Cr steels

Tempering 

Temperature

Minor phase present

Nb(C,N) M3C Cr2N V(C,N) M23C6

500 ★●■▲ ★●■   ■▲

550 ★●■▲ ★●■   ■▲ ★

600 ★●■▲ ★●■ ●■▲ ★●■▲

650 ★●■▲ ●■▲ ★●■▲

700 ★●■▲   ■ ★●■▲

750 ★●■▲ ●■ ★●■▲

780 ★●■▲ ●■▲ ★●■▲

800 ★●■▲ ●■▲ ★●■▲

★:N00  ●:N02  ■: N05  ▲:N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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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4.3.1  Charpy imact test results of 10Cr-Mo 

and 10Cr-MoW ste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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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3.2  Creep rupture strength of 10Cr-Mo 

and 10Cr-MoW ste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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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3.3  Minimum creep rate of 10Cr-Mo and 

10Cr-MoW ste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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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4.3.4  Variation of rupture elongation with 

rupture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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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

      

(a)

   

(d)

      Fig. 4.3.5  Microstructure of creep fracture surface of 10Cr-Mo ;

(a),(c) tf=27 hr   (b),(d) tf=957 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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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4.3.6  Comparison of the creep rupture streng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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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4.3.7  Variation of Cr/Fe ra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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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Fig. 4.3.8  Carbide morphology (a,b) 10Cr-Mo and (c,d) 

10Cr-MoW : (a,b) before creep (c,d) after cre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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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3.9  Change of precipitates radi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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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3.10  Variation of lath wid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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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3.11  Weight gain at 350oC water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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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3.12  Weight gain at 400oC steam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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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3.13  Charpy impact test results after aging 

at 600oC for 5000 h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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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4.3.14  Prior austenite grain size of 10Cr steels with N 

content

       

     Fig. 4.3.15 TEM micrographs of tempered 10Cr steels with N          

                  content and tempering temp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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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3.16  Average lath width of 10Cr steels with N con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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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3.17  Change of precipitates weight of 10Cr 

steels with N con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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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3.18  Precipitates morphology (a) V(C,N) (b) EDS 

results of V(C,N) (c) M23C6, Nb(C,N) (d) EDS 

results of Nb(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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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3.19  TEM micrographs of Cr2N (a) N05 (b) N08        

            (c) N10 (d) EDS results of Cr2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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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Fig. 4.3.20  Variation of tensile properties of 10Cr 

steel with N content (a) yield strength    

(b) ultimate tensile strength   

(c) elon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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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3.21  Charpy impact test results of N added 10Cr 

ste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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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3.22  Change of Charpy impact absorbed energy with N 

content and tempering temperature in 10Cr ste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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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3.23  Change of Charpy impact absorbed energy with        

            N content in 10Cr ste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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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3.24  Creep rupture strength at 600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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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3.25  Creep rupture strength at 650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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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4.3.26  Creep rupture strength vs. Larson-Miller            

                   parameter (C=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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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4.3.27  Variation of creep rupture elongation          

                      at (a) 600oC (b) 650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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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Fig. 4.3.28  Fractography of (a) N00 (b) N05 (c) N08 (d) N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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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3.29  Weight gain at 350oC water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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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3.30  Weight gain at 400oC steam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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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조사성능 모사시험 평가기술 개발

1. 중성자 조사 손상

노심재료는 장기간 고속 중성자에 노출되므로 재료의 기계적 특성 악화된

다. 중성자 충돌로 10-100keV의 에너지가 격자에 전달되어 나타나는 격자 손

상에는 공공/격자간 원자, 전위 loop, vacancy complex cluster 생성 등이 있으

며, 이로 인해 전위의 이동이 간섭을 받아 경화 현상을 일으킨다. 또한 중성자 

조사에 의한 핵 변환이 일어나는데, Fe, Ni, Cr등과 중성자와의 (n,α) 반응으로 

He bubble이 생성되고 이것이 입계로 이동하여 입계 취성을 일으킨다. 중성자 

조사에 의한 손상의 종류에는 조사 취화, 조사 경화, 조사 크리프, 조사 팽윤 

등이 있다.

이러한 중성자 조사 손상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직접 중성자 조사시험을 

수행하여야 하나 중성자 조사 시험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 즉 과대한 중성자 

조사 설비(중성자원, 조사 캡슐, 온도조절장치 등)가 필요하고, 또한 조사 시험 

시간 및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한 방안으로 

가속기를 이용한 모의 조사시험이 제안되고 있다.

2. 가속기를 이용한 조사 효과 연구

가속기를 이용한 모의 조사시험에 사용되는 입자로는 중이온 (Ni+ 등), 경

이온 (양성자 등) 등이 있다. 가속기를 이용한 모의 조사시험의 장점으로는 시

간 및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이온 빔 에너지 및 조사량 조절이 용이하며, 조

사 장치의 취급이 용이하다. 그리고 또한 사람의 접근 용이하다는 것이 있다. 

그러나 문제점으로는 조사 입자의 특성에 따른 시편 크기 및 두께에 제한이 있

고, 손상 분포가 불균일하며, 이온 빔에 의해 발생한 열의 제거가 필요하고, 실

제 거동을 정확히 모사할 모의 조사 조건의 확립이 필요하다.

모의 조사시험에 이용하는 입자의 특징을 보면 중이온은 표면만 손상(수

㎛이내)시키나, 손상 정도는 매우 크다. 그리고 경이온은 최대 손상을 일으키는 

부분이 존재하고, 손상은 중간 정도이다. 반면에 실제 중성자에 의한 손상은 재

료 전체에 걸쳐 손상을 일으키고 손상 깊이도 매우 크며, 손상 정도는 작다. 

 가속기를 이용한 조사 연구는 여러 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다. 대표적인 연

구 기관으로는 ORNL (Van de Graaff Accelerator), ANL (Dual-Ion 

Irradiation Facility), NRL (Cyclotron) 등이 있다. 연구에 주로 사용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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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온에는 0.8MeV He+, 3MeV C+, 3MeV Fe+, 4MeV Ni+, 14MeV Ni+ 등이 있

다. 이온을 주입에 따른 미세조직 변화에는 cavity 형성, 전위 loop 형성, 석출

물의 변화 및 새로운 석출물의 생성 등이 있으며, 이러한 미세조직의 변화로 

인한 조사 swelling이 나타난다. 가속기를 이용하여 중성자 조사시험을 모사하

기 위해서는 이온 주입에 따른 특성 변화와 중성자 조사에 따른 특성 변화를 

잘 일치시킬 수 있는 방안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3. He 입자빔 주입 및 열처리 후 재료 조직 변화 관찰

가. He 입자빔 주입 및 시편 준비

He 주입은 상온에서 이루어졌으며, 조사 에너지는 90-100KeV 으며, He 

주입량은 5x1016n/cm
2
 및 5x10

17
n/cm

2
으로 변화시켰다. He 주입 시편의 두께는 

70㎛ 및 2mm로 하 다. 

He 주입 깊이는 통상 수㎛ (약 3㎛)이므로 시편 표면에만 He bubble이 

생성된다. 이에 따라 미세조직을 관찰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시편 준비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현재 시편 준비 방법으로 ASTM에 기술된 것은 다음과 같다. 

우선 시편을 100㎛정도로 연마한 후에 가속기를 이용하여 He을 조사시킨다. 

He을 조사시킨 면은 화학반응이 일어나지 않도록 메니큐어와 같은 물질로 코

팅하고 He을 조사시키지 않은 표면만 Z-polishing하는 방법으로 현재 가장 널

리 사용되고 있다(방법1). 또 다른 방법으로는 Z-polishing하기 전에 

electropolishing하여 시편을 20㎛정도로 연마하는 방법이 있다(방법2). 그 외에 

2mm로 표면을 연마한 시편에 가속기를 이용하여 조사시킨 후에 조사면을 서

로 마주 보도록 단면 접합하고, 얇게 절단한다. 이 시편을 40㎛ 이하로 연마한 

후 ion milling하는 방법이 있다(방법3). 또한 electropolishing 대신에 dimpling 

하는 방법도 있다(방법4). 최근에는 조사면을 Ni 등으로 코팅한 후에 연마하는 

방법도 시도되고 있다(방법5). 현재 방법1, 3, 4를 이용하여 TEM 시편을 제작

한 후 He bubble을 관찰한 결과 방법3이 가장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나, 2단계

에서는 방법2와 5에 대해서도 시도할 계획이다.

나. He bubble 크기 분포 관찰

He 주입에 따라 재료 내에 생성된 He bubble의 형상을 Fig. 4.4.1-4.4.5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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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내었다. He bubble은 구형에 가까운 모양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N02강의 경우 He 주입량이 5x10
16
n/cm

2
일 때에 비해 He 주입량을 10배 정도 

증가시키면 생성되는 He bubble의 양이 매우 큰 것을 알 수 있으나, TEM 조

직 사진을 이용해서 이를 정량화 하기는 어렵다. Fig. 4.4.5에 나타나 있는 

316LN에 형성된 He bubble 중에 매우 조대하게 나타나는 것은 TEM 시편 준

비 과정에서 bubble이 확장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Fig. 4.4.6-4.4.10 은 시편 종류 및 He 주입량에 따른 He bubble 크기 분

포를 나타낸 것이다. N02강에서 He 주입량을 증가시킨 경우에 평균 He bubble 

크기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위의 미세조직 사진에서는 생성된 

He bubble의 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결과로부터 He 주입량

이 증가하 을 때 작은 He bubble들이 많이 생성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316LN강의 경우 조사 팽윤이 많이 일어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

나, 현재까지의 결과에서는 생성된 He bubble의 평균 크기가 10Cr강 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앞으로 He 주입량을 변화시키며 더 많은 

연구를 수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 중성자 조사 시험

He 주입 시편을 하나로를 이용하여 중성자 조사시험을 수행하 다. 조사

량은 약 1020n/cm2이었다. 중성자를 조사시킴으로서 미리 주입된 He bubble의 

소멸 또는 합체 거동을 관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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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4.1  Microstructure of He 

bubble formed at N02 ( H e 

fluence : 5x1016n/cm2)

 

Fig. 4.4.2  Microstructure of He 

bubble formed at N05 ( H e 

fluence : 5x1016n/c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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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4.3  Microstructure of He 

bubble formed at N02 (He 

fluence : 5x1017n/cm2)

Fig. 4.4.4 Microstructure of He 

bubble formed at N02W (He 

fluence : 5x1017n/cm2)



- 556 -

Fig. 4.4.5  Microstructure of He 

bubble formed at 316LN (He 

fluence : 5x1017n/cm2)

 

Fig. 4.4.6  Change of He bubble size distribution N02 

     (He fluence : 5x1016n/c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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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4.7  Change of He bubble size distribution N05 

     (He fluence : 5x1016n/cm
2
)

  

Fig. 4.4.8  Change of He bubble size distribution N02 

     (He fluence : 5x1017n/c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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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4.9  Change of He bubble size distribution N02W 

     (He fluence : 5x1017n/cm
2
)

Fig. 4.4.10  Change of He bubble size distribution 316LN

     (He fluence : 5x1017n/c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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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론 및 활용방안

제 1 절  결 론

1999년도부터 3년간 수행한 제1단계의 노심재료 및 종합DB구축 분야에서

는 크게 두 분류의 연구를 수행하 다. 하나는 원자력재료의 종합DB를 구축하

는 업무이며, 다른 하나는 원자력 환경중 가장 심각한 조건 하에서 가동되고 

있는 노심 내의 재료 거동을 연구하는 업무이다. 노심재료 분야의 연구는 경수

로 노내구조물의 주재료인 스테인리스강의 노내외 물성을 평가하여 원자력용 

스테인리스강의 재료규격을 도출하 고, 가동중 원전에서 발생한 손상 노심재

료의 원인을 규명하 다. 그리고 원전환경 저항성이 더욱 우수한 개량/대체재

료 연구를 수행하고 노심재료의 연구를 한단계 도약시킬 수 있는 신재료기술을 

개발하 다. 한편, 재료종합DB 구축은 원자력재료팀 전체의 업무와 긴 한 유

대관계를 갖고 재료팀장을 비롯한 각 과제의 책임자와 DB 전담자 등을 통합한 

DB Task Force Team을 구성하여, 1차적으로 원자력재료의 목록DB와 인장DB

를 구축하고 인터넷에 공개하 다. 1단계의 주요연구 결론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가. 원자력재료 종합DB 구축

    (1) 원자력 재료목록DB 관리시스템 구축 및 DB 공개: 목록DB는 원

자력 재료목록에 관한 전문적인 정보를 크게 3분류로 구성하여 연구소, 학교 

및 산업계의 관련 종사자에게 제공하고자 하 다. 첫째, 재료목록 정보는 한국

표준형 원전을 중심으로 35개 시스템 - 350개 기기- 1400개 부품에 대한 각각

의 사용된 재료들을 분류하여 정리하 으며, 각각의 재료는 사용된 부품이 요

구하고 있는 화학조성 정보, 인장특성 정보, 충격특성 정보를 갖고 있다. 두번

째, 국내에 가동중인 16기의 원전에 대한 중요 부품에 관한 재료정보를 갖고 

있다. 경수로형 원전의 경우 같은 형태이지만 공급한 업체에 따라 부품이 서로 

다르고 동일한 업체가 공급한 원전이라도 발주된 시점에 따라 실제 사용된 부

품이 다를 수 있어 각 원전의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FSAR)를 위주로 관련 정

보를 수집, 정리하 다. 마지막으로 손상정보는 각 기기별 발생 가능한 손상 미

캐니즘 및 국내외 손상 사례에 관한 정보를 저장하고 있다. DB 응용프로그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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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목록DB를 검색하려는 사용자들이 검색하고자 하는 정보를 가장 효율적으

로 찾을 수 있도록 화면을 설계하 다. 원자력연구소원뿐만 아니라 여러 관련

기관의 모든 사용자들이 가장 간편하게 검색할 수 있고 시스템을 운 하는 측

면에서도 가장 효율적이어야 한다는 전제 조건으로, 아직 부족한 면이 있으나, 

이런 조건들을 대체적으로 만족시킬 수 있는 HTML을 이용한 Web으로 모든 

응용프로그램을 구성하 다.  

    (2) 원자력재료 인장 자료집 발간 및 인장DB 공개 : 재료물성DB 구

축은 원자력재료팀 전체의 업무와 긴 한 유대관계를 갖고 재료팀장을 비롯한 

각 과제의 책임자와 DB 전담자 등을 통합한 DB Task Force Team을 구성하

여, 1차적으로 원자력재료의 인장DB를 구축하고 인터넷에 공개하 다. 인장DB

의 관리 프로그램을 구축하기 위하여 재료팀 내부의 표준화된 실험데이터 자료

집 양식을 결정하고, 그 양식에 따른 datasheet를 120건 발간하 다. 인장DB는 

datasheet에 따라 설계작업을 수행하여, 소재정보, 시편정보, 결과정보, 

datasheet정보 등으로 크게 4개의 코드로 분류하여 ERD와 FHD를 작성하 다. 

소재정보는 제조공정과 화학조성 등의 정보를 수록하여 원소재의 모든 정보를 

기록하여 실험결과를 분석할 때 참조할 수 있도록 하 으며, 소재정보를 알면 

동일한 소재 혹은 유사한 소재의 실험결과를 비교분석할 수 있도록 분류하

다. 시편정보는 열처리공정과 용접공정, 조사자료 등을 수록하여 시편의 이력에 

따른 분류가 용이하도록 하 다. 모재와 용접재, 조사재와 비조사재, 혹은 열처

리 공정에 따른 실험결과의 변화과정을 쉽게 추적할 수 있도록 표기하 다. 결

과정보는 실험장비로부터 생산된 raw data에서부터 결과만을 볼 수 있는 가공

된 데이터까지 함께 표기하여 이용자들이 목적에 따라 활용할 수 있도록 하

다. 결과 공개 정도는 이용자에 따라 3등급으로 구분하 으며, 국내 이용자는 

누구나 가공된 실험결과에 접근할 수 있으나 실험의 raw data는 허가된 이용

자만 접근 할 수 있도록 공개를 제한하 다. 

나. 노심재료의 손상사례 분석 및 손상기구 규명 

    (1) 해외 손상사례 분석 : 노내구조물의 많은 체결부품에 대한 손상사

레와 손상미캐니즘을 분석하 다. 가동수명이 점점 길어지고 중성자 조사량이 

높아짐에 따라 볼트와 핀 등의 체결부품의 손상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피로와 



- 561 -

응력이완, IASCC 등은 체결부품의 주요 열화현상으로 등장하고 있다. 열피로 

현상은 1999년에 일본 쓰루가 2호기 CVCS 재생열교환기 연결배관에서 발생하

여 일차 냉각수 50톤이 누설됨으로써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 국내 손상부품 입수 및 원인 규명 : 국내 가동중 원전에서 발생한 

손상부품을 입수하여 손상원인을 분석하고 그 대응방안을 제시하 다. 광 2

호기 CVCS 압력강하용 17-4 PH강 오리피스 내부손상은 광 2호기에서만 발

생한 특수한 현상이 아니고, 미국 NRC 정보고시 98-45에서 밝힌 바와 같이 미

국의 원전에서도 발생하고 있는 전형적인 cavitation이었다. 가동중 계속 손상

이 진행하여 출구끝단의 내경은 원래의 내경 약 7 mm에서 약 22 mm까지 확

장되었으며 손상 깊이는 약 8 cm까지 이르 다. 추후 손상억제를 위해서는 그 

동안의 운전자료를 참고하여 오리피스를 관통하는 냉각수의 온도와 압력변화를 

분석하고, 오리피스에서 발생하는 noise를 주기적으로 측정하고 자료를 관리하

여 비정상적 noise 발생여부를 감시할 것을 제안하 다. 광 2호기에서 발생한 

제어봉 안내관 X-750 지지핀 파손은 나사부에 가해진 과도한 응력에 의하여 

발생한 PWSCC 손상이었다. 파단면을 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한 결과 전형적인 

입계균열 현상이 관찰되었으며, 대책으로는 입계균열 저항성이 높은 재료인 

316 스테인리스강으로 재질을 대체하는 것을 권고하 다. 그리고 고리 4호기에

서 발생한 상단고정체 A600 및 STS304 손상나사를 IMEF로 이송하여 손상 

mechanism을 규명하고 손상대책을 제시하 다. 

다. 원자력급 316NG 스테인리스강의 재료규격 설정 및 물성자료 생산

    (1) 316NG 스테인리스강의 최적 재료규격 : 고온 및 내부식용 차세대 

원자력용 스테인리스강으로 개발되고 있는 316LN 스테인리스강의 재료규격을 

선정하기 위하여 다양한 합금조성과 실험 항목을 평가하 다. 특히 질소의 함

량은 316NG강의 재료규격에서 가장 중요한 인자로서, 최적의 질소함량을 결정

하기 위하여 질소를 0.01 - 0.15% 범위에서 평가한 결과 0.10% 함유한 재료가 

가장 우수한 특성을 보 다. 원자력급 316NG강으로 선정된 최적재료규격은 다

음과 같다. Cr (16.0-18.0%), Ni (10.0-14.0%), Mo (2.0-3.0%), C (<0.02%), P 

(<0.02%), S (<0.002%), Mn (<2.0%), Si (<0.75%), N (0.08-0.12%)

    (2) 316NG강의 인장특성은 상온 - 700℃ 온도범위에서 항복강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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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장강도는 약 30% 향상되었으며, 연신율은 거의 동일한 수준이었다. 결정립의 

크기는 인장강도에 향을 미쳐 전형적인 Hall-Petch 식을 잘 만족하 다. 피

로특성은 질소첨가에 의한 전위구조의 변화에 따라서 피로균열전파속도가 매우 

느려지며 피로수명은 약 30% 증가하 다. 피로균열전파속도는 Paris 식을 잘 

만족하 으며, 피로한계는 상온에서 220 MPa, 200℃에서는 180MPa이었다. 

    (3) 316NG강의 크리프 특성은 정상상태 크리프 속도가 낮아지며 크

리프 수명은 약 5배 정도 길어졌다. 보론을 25 ppm 첨가하면 입계에서의 

cavity 생성을 억제하여 3기 크리프 시작을 지연시키며 수명을 연장시켰다. 크

리프 손상해석을 위한 K-R 모델은 파단수명까지 크리프 곡선을 잘 묘사하 으

며, 실험적으로 구한 7개의 손상 파라메터 값은 수명예측이나 구조물의 잔존수

명 평가에 활용할 수 있었다. M-G 관계식에 의한 수명평가법은 크리프 온도와 

응력조건에 관계없이 잘 적용되었으며 특히 크리프파단연신율을 고려한 수정 

M-G 관계식은 장시간으로 갈수록 데이터들의 산포가 적었다.

    (4) 316NG강에서 제조공정 중에 잔존해 있는 δ-ferrite는 하중을 가

하면 그 배열이 변했다. 초기에 존재해 있는 방향과는 무관하게 하중이 가해지

면 하중방향과 평행한 방향으로 결정립계를 따라서 길게 재배열하 다. δ

-ferrite 내부와 기지와의 계면에서 탄화물이 석출되었으나, 하중 방향과 평행하

게 재배열 됨으로써 기계적 특성에는 큰 향을 미치지 않았다.

    (5) 316NG강의 냉간가공 효과를 관찰하기 위하여 0 - 50% 범위에서 

실험을 수행한 결과, 인장강도는 가공량에 따라 급격히 증가하고 가공경화지수

는 가공량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을 보 다. 20% 가공량에서 경화능력은 포화

가 되며, 크리프 수명은 입계 및 입내의 미세한 석출물 때문에 30% 가공량에

서 최대의 값을 보 다.

    (6) 316NG강의 용접특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double V groove의 

SAW 용접을 시행하여 고온 인장강도를 측정하 다. 항복강도는 용접부가 모

재부에 비하여 모두 높았으나 연신율은 낮았다. 크리프 특성은 용접부와 모재 

모두 비슷하게 평가되었으나, 피로 특성은 매우 낮아 대부분 용접부에서 피로

파괴가 발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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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노심재료의 중성자 조사거동 평가

    (1) 304YG, 304UC 등의 가동중 원전의 노내구조물용 보관재를 이용

하여 하나로에서 조사시험을 수행하 다. 계장화 된 00M-01U 캡슐은 320℃ 조

사온도에서 0.9 x 1020 n/cm
2
 (E>1.0MeV) 조사량까지 조사하 으며, 00M-03K 

캡슐은 320℃ 조사온도에서 2.0 x 1020 n/cm2 (E>1.0MeV) 조사량까지 조사하

다.

    (2) 조사시편은 IMEF 내의 인장시험기를 이용하여 상온 - 700℃ 온

도범위에서 인장시험을 수행하 다. 중성자 조사에 의한 강화효과가 발생하여 

조사시편은 비조사 시편에 비교하여 약 10% 이상 항복강도와 인장강도가 증가

하 으나 그 증가정도는 미미하여 중성자 조사에 의한 강화효과가 시작하는 단

계임을 알 수 있었다. 연신율은 IMEF의 접근성 때문에 변형-응력 곡선으로부

터 간접적으로 구할 수 밖에 없었기 때문에 결과를 직접 비교할 수 없었다. 

    (3) 316 스테인리스강이 304 스테인리스강에 비교하여 항복강도와 인

장강도가 더욱 높게 나왔으며, 연신율 또한 더욱 크게 나왔다.

마. 중성자 추적법에 의한 붕소원소 분석기술 개발

    (1) 하나로의 중성자를 이용한 오토래디오그래피 방법으로 금속내의 

붕소원소를 분석하는 기법을 확보하 다. 시편의 준비, 검출기의 부착, fission 

track의 관찰과 도측정 방법 등의 제반 요소기술을 확보하 다.

    (2) 붕소 함량을 1 - 50 ppm 범위에서 변화시킨 표준 시료를 제조하

으며, 붕소함량과 fission track 도의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검정 곡선을 도

출하 다. 검전곡선은 1.8 x 1013 혹은 1.2 x 1014 n/cm2 조건하에서 붕소함량 

10 - 50 ppm 범위에서 직선적 관계를 나타내었다.

    (3) 2상 스테인리스강에서 붕소는 거의 모두 오스테나이트 상에 분포

하고 있음을 확인하 다. 저합금강의 경우에도 중성자추적법을 이용하여 보론 

분석이 가능함을 확인하 으나, 정량적 관계를 구하기 위해서는 추가 실험이 

필요하 다.

바. 노심환경 저항성 대체재료 물성평가

    (1) X-750 합금과 X-718 합금의 IGA 저항성 비교를 위하여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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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ppm LiOH 용액에서 U-bend 실험을 수행하 다. 용체화 처리된 X-750 합

금은 모두 3,000 시간 경과후 균열이 발생하 으나, 특수 열처리한 X-750 합금

과 통상의 X-718 합금은 10,000 이 경과하여도 균열은 발생하지 않았다.

    (2) 10Cr 마르텐사이트 강에서 텅스텐 첨가는 충격에너지가 약간 감

소하나, 600℃ 크리프 수명은 증가하여 10만 시간 기준 크리프 파단강도는 약 

124MPa로 측정되었다. 텅스텐의 첨가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금속 내에 

Laves 상을 석출시키나, 탄화물을 안정화 시키고 마르텐사이트 래스의 성장을 

억제시키는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크리프 수명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판단되었

다.

    (3) 텅스텐을 첨가한 10Cr 마르텐사이트 강의 부식특성은 순수한 물 

혹은 수증기 분위기에서 모두 양호하 으며, 산화층은 매우 안정하여 박리현상

은 발생하지 않았다. 다만 텅스텐 첨가는 600℃ 온도의 5,000 시간 시효에서 

Laves  상의 석출 때문에 충격특성이 감소하는 것으로 측정되었다.

    (4) 10Cr 마르텐사이트 강에 질소를 첨가하면 침상형의 Cr2N 석출물

을 안정화 시켜 고온 특성을 향상시켰다. 충격특성을 크게 감소시키지 않으면

서 인장강도를 향상시켰으며, 미세조직이 열적으로 안정하여 600℃에서 10만 

시간 크리프 강도는 약 130 MPa 정도로 예측되었다.

    (5) 질소를 첨가한 마르텐사이트 강의 부식특성은 수용액과 수증기 

분위기에 텅스텐 첨가강에 비교해서 양호하지 못하 다. 산화층은 안정하여 박

리현상은 발생하지 않았다.

사. 입자빔 주입을 이용한 He bubble 거동 모사시험 연구

    (1) 가속기를 이용하여 He 입자를 금속 내에 주입하여 He bubble 거

동을 모사할 수 있는 시험기법을 연구하 다. 90 KeV 에너지에서 5 x 1016 

n/cm2 입자빔을 주입하여 TEM으로 He 기포를 관찰하 다. TEM 시편의 제조

방법에 따라 He 기포의 크기는 많이 변하여 시편 준비 방법이 매우 중요하

다.

    (2) 316 스테인리스강과 HT-9강에서 He bubble 거동을 비교하는 연

구를 하 으나, 입자빔의 주입 깊이 차이와 시편의 준비과정의 차이 등으로 결

과를 직접 비교할 수는 없었으나, 연구의 가능성은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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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활용방안

가. 원자력 재료목록 및 손상정보 DB 유지․관리: 경수로 표준 원전에 

대한 목록DB는 완성한 상태이나 중수로와 하나로에 대한 목록DB를 추후 보

완하여야 한다. 그리고 가동중 원전 손상정보를 update 실시하고, 국내 원전 

부품의 손상이력을 관리하는 등 원자력 종합정보 DB와 점진적으로 연계해 나

가야 할 것이다. 국내 부품의 손상정보는 한수원과 KINS에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나갈 것으로 예상되므로 본 재료목록DB에서는 손상 미캐니즘의 분석

과 손상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나. 원자력 재료물성 DB 완성: 재료 종합물성DB 중에서 첫 번째로 공개

한 인장DB는 순차적으로 충격DB, 부식DB, 피로DB 등을 구축해 나가는 기본

이 된다. 인장DB의 데이터는 현재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 그 동안 생산한 인장

특성 데이터 중에서 공식적으로 발간한 datasheet에 따르고 있다. 지금까지 발

간한 보고서 등으로부터 인장특성 데이터를 분석하여 공식적인 datasheet를 계

속 발간해 나가야 할 것이며, 부족한 재료들에 대한 시험은 체계적으로 수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한국원자력연구소 외의 국내 실험 데이터를 활용하

거나 국내의 타기관 재료물성 DB와 통합하여 DB의 역을 확장해 나가는 방

안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국내의 DB가 안정되면 해외의 DB와 교류하거

나 협조할 수 있도록 기획을 해야 할 것이다.  

다. 가동중 노내구조물의 IASCC 손상 연구: 높은 중성자 조사량에 의하

여 발생하고 있는 IASCC 손상은 BWR에서 발견되어 연구가 수행되었지만 최

근에는 PWR에서도 발견됨으로써 세계적으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국내에서

도 고리1호기 BFB에서 발견되는 등 앞으로 원전 가동연수가 길어짐에 따라 

IASCC 손상현상이 점점 높아질 것으로 예측된다. IASCC 연구를 수행하기 위

해서는 실험적 제약이 많이 따르므로 국내에서는 국제공동 연구 등을 추진하

여 해외의 정보를 추적해 나가고 데이터를 가능한 확보해 나가야 할 것이다. 

라. 장시간 중성자 조사시험 기술: 원전 수명 연장과 관련하여 노심재  

료의 장시간 조사거동 연구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하나로를 이용하여 

1022n/cm2 조사량에 이르는 조사시험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술과 시간을 더 

많이 투자해야 한다. 국내의 조사시험 데이터의 부족현상을 고려하면, 외국  

과 조사시험을 공동으로 수행하는 방안도 동시에 추진하여 빠른 시간 내에    

독자적인 조사 데이터를 확보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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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가속기 이용 중성자 조사 모사시험기술: 가동중 원전의 수명말기에까

지 이르는 노심재료의 조사거동을 쉽고 빠르게 평가하기 위해서는 모사시험기

술의 확보가 매우 필요하다. 그리고 제4세대 원전과 궁극적인 핵융합 재료의 

연구를 위한 가속기 이용기술 및 장치의 확보, 경험 축적은 G5 원자력 기술 

진입에 필수적이다. 하나로를 이용한 조사거동 연구는 시험시간과 재정적 이유 

등으로 제한이 많으므로, 가속기를 이용하여 조사취화, 팽윤 거동 등을 모사할 

수 있는 시험기술을 개발해 나가야 한다. 입자빔 주입을 통한 He bubble의 거

동을 모사할 수 있는 기초기술 확보는, TEM 시편준비 기술을 개선하고 입자

빔 주입 깊이를 조정함으로써 가속기를 조사거동 모사시험 연구에 응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 다.

바. 고온용 및 저방사화 개량/대체재료 연구: 원자력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원전 가동온도를 높이거나 혹은 고온운전용 미래형 원전을 개발하기 

위해서 필요한 핵심기술인 고온용 원자력재료 개발은 현재 세계적으로 가장 

활발히 수행되고 있는 재료분야 연구과제이다. 그리고 방사선 피폭을 저감시키

기 위하여 가장 근본적인 방안인 재료 자체의 방사화 정도를 낮추는 연구를 

원자력 선진국에서는 수행중이다. G5 원자력 기술진입을 위해서는 고온용 및 

저방사화용 재료연구에 과감한 연구투자를 할 시점이다. 10Cr 마르텐사이트 

강의 재료규격과 물성평가 결과는 130 MPa 급의 합금을 개발할 수 있는 가능

성을 제시하 다. 장시간의 시험결과와 원자력용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요구특성을 추가적으로 평가하면 세계적 경쟁력을 갖는 합금을 개발할 가능성

을 제시하 다. 마르텐사이트 강의 활용도는 액체금속로에서 피복관 뿐만 아니

라 증기발생기 전열관, 1차 계통 배관까지 최근들어 사용도가 점점 확대되고 

있으며, 핵융합재료와 고온가스냉각로, 미임계원자로 등에서도 1차 후보재료로

서 검토되고 있다. 따라서 마르텐사이트강의 연구는 더욱 강화되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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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1. 304NG 및 316NG 스테인리스강의 고온강도 평가

제 1 절  서  론

원자력발전소에서 배관용으로 쓰이고 액체금속로 부분으로의 적용이 고려

되고 있는 304NG 및 316NG 스테인리스강은 304 및  316 스테인리스강에서 탄

소함량을 줄이고 질소를 첨가함으로 고온강도, 크리프 또는 크리프-피로손상에 

대한 저항성을 높이고자 개발된 재료이다. 304 및 316 스테인리스강은 고온에

서 사용할 때 입계에 탄화물이 석출하여 입계 부식성질이 현저히 저하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탄소함량이 낮아 탄화물의 석출이 제한되는 304L 및 

316L 스테인리스강이 개발되었으나 이 재료의 경우는 낮은 탄소함량으로 입계 

부식성질은 좋아지나 강도가 저하되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단점을 보

완하고자 질소를 첨가하여 고용강화시킴으로 탄소감소로 인한 강도저하를 보정

시켜 주도록 한 304NG 및 316NG 스테인리스강이 개발되었는데 특히 316NG스

테인리스강의 경우 보다 304NG 스테인리스강에 비해 질소량이 많아 316L 스

테인리스강에 비하여 항복강도 및 인장강도 증가와 더불어 우수한 크리프 강도

와 연성을 나타낸다[1-8].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서로 다른 질소함량을 갖는 304 및 316 스테인리스

강의 고온에서 피로 균열 전파 실험을 통해 피로 균열이 어떻게 생성되어 전파

되는지에 대해 연구하고 연속 피로 및 크리프-피로 실험을 통해 이들 재료의 

수명평가 및 손상기구를 규명하고 질소효과가 이들 성질에 미치는 향에 대해

서 고찰하고자 한다. 특히 크리프-피로 실험시 입계석출물의 분포는 수명과 

접한 관계가 있다고 보고되고 있으므로[9] 질소첨가가 입계석출물의 도에 미

치는 향을 고찰하고 제안된 수명예측식을 이용하여 석출물의 분포와 cavity 

생성인자 P' 과의 관계를 고찰하고자 한다.

제 2 절  연구개발 수행내용 및 결과

1. 실험방법

가. 시편 준비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재료는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 제공받은 질소(N)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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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가한 304NG 및 316NG 스테인리스강으로서 각각의 화학조성은 Table 1에 

나타내었다. 열처리시 시편의 변형을 방지하기 위해 시편 가공전 열처리를 

1100℃에서 1시간 용체화처리한 후 수냉하 다.

광 5호기 노심재료용 스테인리스강의 고온강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원자

력연구소와 round robin 방식으로 만든 304NG, 316NG, Archive 스테인리스강

재료의 시편은 Fig. 1 (a)와 같이 가공하 다. 피로시 균열전파가 어떻게 일어

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만들어진 피로 균열 전파 실험용 시편은 Fig. 1 (b)와 

같이 가공하 고, 저주파 피로 및 크리프-피로 시편은 압연방향이 응력방향과 

일치하도록 가공하 으며, Fig. 1 (c)와 같이 표점길이 8mm, 직경 7mm인 봉상

시편으로 기계 가공하 다. 

저주파 피로 및 크리프-피로 시편의 경우 실험에 들어가기 전에 시편의 

평행부 표면에 있는 기계가공에 의한 노치등과같이 피로수명에 향을 미치는 

표면 거칠기 효과를 방지하기 위해 #220에서 #2000까지의 연마지를 사용하여 

시편의 길이 방향으로 연마하 다.

나. 실험 장치

고온 인장실험과 피로 균열 전파 실험의 경우 시편을 Fig. 1과 같이 제작 

후 실험을 수행하 으며, 저주파 피로 실험과 크리프-피로 실험용 장비는 유압

식 Instron model 1350 으로 변형속도는 4×10-3/sec이며, 고온 실험을 위하여 

실험실에서 자체 제작한 반사로를 사용하여 실험온도를 유지시켜 실험을 실시

하 다. 

온도 조절 및 측정을 위하여 시편 어깨부 끝에 K형 열전대 (Chromel-Alumel)를 

직접 점용접시켜 온도를 조절하 고, 표점길이의 온도편차를 실험 시작 전에 

온도 보정을 통하여 최대 ±5K 이내로 조절하 다. 또한 시편 grip등이 부착된 

system전체가 열적 안정상태를 이룰 수 있도록 시험 시작 전에 1시간 이상 가   

열 후 피로실험을 실시하 다.  그리고 측정된 변위 및 하중의 변화와 매   

cycle당 hysteresis loop energy의 변화를 PCL-812 Enhanced Multi-Lab      

Card가 장착된 computer로 기록하여 이를 비교 분석하 다. 고온에서 변형제    

어 저주파 피로실험을 위한 변형량 제어 및 측정은 extensometer를 개조하여 분위

기 chamber 바깥인 시편 어깨부위의 변형량으로 조정하 으며, 이 값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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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점길이내의 경우로 보정하여 사용하 다. 이는 저주파 피로 실험시 게이지

내에 extensometer를 부착하여 실험을 행할 때, 부착시 형성되는 extensometer

의 칼날 자국이 반복하중을 받아 응력 집중 부위로 작동하면 시편의 파단이 칼

날 자리에서 진행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다. 실험 조건

고온 인장 실험은 상온, 200∼700℃의 공기중 분위기에서 2×10-3/sec의 변

형속도로, 피로균열 전파 실험은 하중비, 상온, 400, 500℃, 20Hz로, 연속 저주

파 피로 실험은 600, 700℃, 공기중, ±1.0∼±2.0%, Push-Pull형 연속 삼각파, 

4×10-3/sec의 변형속도로, 크리프-피로 실험은 600℃, 공기중, ±1.0∼±2.5%, 

Pushh-Pull형 삼각파, 4×10
-3
/sec, 유지시간은 10, 20분으로 시험하 다.

피로 수명 조건으로는 임계 피로수명(Ncr)의 개념을 사용하 는데, 최대 

인장응력이 급격하게 감소하기 시작하여 재료내의 손상이 임계값에 도달함을 

나타내는 임계 수명이 파단면의 비교 관찰 및 재료의 피로특성 검토에 용이하

므로 수명 조건으로 선택하 다. 임계 피로수명의 결정은 피로실험시 측정되는 

인장 최대응력에 대한 압축 최대응력의 비가 급격히 증가하는 cycle로 결정하

다. 이상의 실험 조건하에서 실험을 행한 후 모든 data의 분석은 peak stress

값이 포화되는 상태인 임계수명의 절반(1/2Ncr)인 cycle에서의 응력-변위 이력

곡선에서 구한 값을 사용하 다.

                      

라. 미세조직 및 파단면 관찰

(1) 광학 현미경 관찰

재료의 미세조직, 결정입도, 입계손상 및 균열의 전파 양상 등을 관찰하기 

위하여 재료의 표면을 # 220 연마지부터 0.05μm Al2O3 까지 차례로 연마하고 

etching한 후 관찰하 다. etching용액은 60% HNO3 + 40% H2O용액을 사용하

으며 AISI 304 스테인리스강을 음극으로 사용하여 8∼10mA/cm2의 전류 도

에서 1분 정도 전해 etching하 다. 

(2) 주사 전자 현미경(SEM) 관찰

입계의 석출물 및 파단양상을 관찰하기 위해 SEM을 사용하 다. 석출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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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찰하기 위해서는 0.05μm Al2O3 까지 기계적으로 연마한 시편을 10ml HCl + 

15ml CH3COOH + 10ml HNO3 용액속에서 30∼60초간 유지시켜 etching 하

다. 파단양상은 Ncr에서 실험을 중단한 후 액체질소(77K)에서 20분 정도 유지

시킨 후 저온 충격 파단시켜 crack 전파부분과 crack으로 파단되지 않은 파단

면 등을 관찰하 다. 또, 두 강의 입계의 탄화물 및 cavity분포 양상도 비교 관

찰하 다.

(3) 투과 전자 현미경(TEM) 관찰

재료내부의 전위구조, 입계의 탄화물 석출양상 등을 관찰하기 위하여 

TEM을 사용하 다. 시편의 게이지 부분에서 다이아몬드 절단기로 두께 약 

1mm의 시료를 얻은 후 50μm 정도로 기계 연마하고 직경 3mm의 disk 형태로 

만들었다. 그리고 5% perchloric산 + 95% acetic산의 전해액을 사용하여 70V, 

100mA, 상온의 조건에서 twin jet 연마법으로 thin foil을 얻은 후 Nital(30% 

HNO3 + 70% methanol)을 이용하여 Bolman법으로 최종시편을 얻어 

TEM으로 관찰하 다.

(4) Auger Electron Spectroscope(AES) 분석

본 합금의 입계 취약에 미치는 상변태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Auger 

Electron Spectroscope(AES, PHI Model 4300 SAM)를 이용하여, 피로 균열이 

전파한 지점에서의 상을 분석하 다. 이러한 분석을 위해 Ncr의 cycle에서 피

로실험을 중단한 시편을 저온 충격파단(LNT)시킨 후 피로균열 지점에서 상 분

석을 실시하 다.

2. 연구 결과 및 고찰

가. 용체화처리재의 미세조직 관찰 및 인장특성

실험전의 304NG 및 316NG 스테인리스강을 광학현미경과 SEM을 이용하

여 관찰한 결과 304NG 스테인리스강은 결정립의 크기는 약 60㎛ 이고 압연방

향으로 δ-ferrite상이 기지내에 길게 늘어져 있는데 반해 316NG 스테인리스강

은 결정립의 크기가 약 40㎛이고 δ-ferrite상을 발견할 수 없었다. TEM을 사용

하여 304NG 스테인리스강의 미세조직을 관찰하여 기지내에 전위들이 산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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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δ-ferrite도 관찰할 수 있었다. δ-ferrite상의 전자회절패턴 결과 BCC의 

결정구조를 갖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304NG, 316NG, Archive 스테인리스강재료(304YG, 광 5호기 노심재료)

의 상온 및 200∼700℃온도구간에서 수행한 고온인장실험결과를 Fig. 2에 나타

내었다.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인장강도, 항복강도, 연신율 등은 전반적으로 감

소하는 동일한 경향을 보이며, 상온에서 200℃로 온도증가시 급격한 감소를 보

이며 200℃이상에서의 온도증가시 완만한 감소를 보임을 알 수 있다. 316NG 

스테인리스강의 최대인장강도는 실온에서는 304NG나 304YG 스테인리스강에 

비해 낮은 값을 보이지만 그 외의 고온 역에서는 두 재료보다 높은 값을 보인

다. 항복강도의 경우는 316NG 스테인리스강이 전 온도 역에서 304YG 스테인

리스강보다는 낮지만 304NG 스테인리스강보다는 높은 값을 나타낸다. 연신율

도 316NG 스테인리스강이 상온에서는 다른 두 재료에 비해 낮은 값을 보이지

만 온도가 상승하면서 304NG 스테인리스강보다 높은 값의 연신율을 보인다. 

상온을 제외한 전 온도구간에서 316NG 스테인리스강의 인장강도와 항복강도가 

상대적으로 높으며, 이는 304NG 스테인리스강에 비하여 질소첨가량이 많아 질

소첨가에 의한 고용 강화현상[6-8]으로 판단된다.

마찬가지로 321SS, 304UC, 316DK 스테인리스강의 상온 및 200∼700℃온

도구간에서 수행한 고온인장실험결과를 Fig. 3, 4에 나타내었다. 온도가 증가함

에 따라 인장강도, 항복강도, 균일 연신률, 파단 연신률등이 전반적으로 감소하

는 동일한 경향을 보이나, 700℃에서 파단 연신률은 모두 증가함을 볼 수 있었

다. 316DK 스테인리스강의 최대인장강도와 항복강도는 321SS 나 304UC 스테

인리 스강에 비해 전 온도 역에서 우수함을 보 다. 균일 연신률에서 보면 낮

은 온도 역에서는 316DK 스테인리스강이 다른 재료에 비해 낮은 값은 가지

나, 고온 역인 600, 700℃에서는 오히려 높은 값을 가진다. 그런데 파단 연신

률에 경우 세 재료 모두 온도변화에 따라 변화가 크다. 700℃를 제외하고는 모

든 온도 역에서 304UC 스테인리스강이 다른 재료에 비해 높은 값을 가진다.

나. 용체화처리재의 피로균열전파 실험 결과

316 및 316NG 스테인리스강의 고온균열전파실험은 상온, 400℃, 600℃  

의 온도에서 하중비(R ratio) 0.1, 20Hz의 변형속도에서 DCPD(Direct       

Current Potential Difference)방법[10]을 이용하여 균열전파속도를 측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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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는 316 및 316NG 스테인리스강의 온도변화에 따른 균열전파속도(da/dN)

와 응력집중계수범위(ΔK)의 관계를 나타낸 그림이다. 위의 관계에서 볼 수 있

듯이 균열전파속도는 온도 증가에 따라 증가함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저주기 연

속피로와 같은 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다. 특히 상온에서는 400℃나 600℃보다 

상당히 높은 응력집중계수에서 균열이 전파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모든 온도 

조건에서 316NG 스테인스강이 316 스테인리스강보다 균열전파속도가 느린 것

으로 여겨진다. 전 온도범위에서 316NG 스테인리스강의 striation 폭이 316L 

스테인리스강에 비해 좁은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질소첨가로 인해 균열전파

에 대한 저항성이 높아짐으로 해서 striation폭이 좁아진 것을 사료된다.

다. 용체화처리재의 저주파피로 실험 결과 

(1) 304L 스테인리스강에 질소첨가에 따른 연속피로 및 미세조직 관찰

304NG 스테인리스강의 연속피로 실험에서는 300, 400, 500℃, 총변형량 

±1.0%∼±2.0% 조건으로 연속피로 실험을 수행하 다. Fig. 6는 온도에 따른 소

성변형량(Δεp)과 피로수명(Ncr)과의 관계를 Coffin-Manson relationship 형태로 

나타낸 그림이다. 이 그림에서 동일 온도에서 소성변형량이 증가할수록 피로 

수명은 감소하고 있으며 일정 소성변형량에서 온도 증가에 따라 피로수명이 감

소함을 알 수 있다.

304NG 스테인리스강에 대한 각 온도와 변형량에 따른 피로 파단양상을 

SEM을 이용하여 관찰하 다. 전체 변형량(Δεt=±1.7%)을 일정하게 하여 연속 

피로 실험한 시험편의 온도에 따른 파단면 전체를 관찰한 결과 온도가 증가할 

수록 균열생성 site의 수가 대체로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Wareing 등[11]

과 Kim 등[12]에 의하면 동일한 균열 생성기구에 의해 피로균열이 생성되었어

도 여러 개의 균열이 동시에 내부로 성장하는 경우 유효 단면적의 감소 속도가 

증가하여 1개의 균열이 성장하는 경우보다 임계균열길이가 짧아져 피로수명이 

감소하게 된다고 하 는데 본 실험에서도 온도가 증가할수록 피로수명이 감소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전체 변형량(Δεt=±1.7%)을 일정하게 하여 연속 피로 실험한 시험편의 온

도에 따른 의 striation을 관찰한 결과 300℃에서 500℃의 온도 범위에 걸쳐서 

입내 균열 전파양상의 표본인 striation이 뚜렷이 관찰되었고 입계파단이나 입

계 cavitation의 흔적은 발견할 수 없었다. 균열 시작점에서 동일한 거리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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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iation 간격은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그 간격이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오스테나이트 스테인리스강의 고온피로시 전위구조를 연구한 보고[13-14]

에 의하면 이러한 재료의 경우 고온피로 시 열적 활성화에 의해 전위의 

cross-slip과 climb 등이 가능해져 cell을 형성한다고 보고하 는데, cell 구조를 

관찰할 수 있었다. Feltner 등[15-16]에 의하면 stacking fault energy가 작은 

재료의 경우에는 cell을 형성하지 않고 대신 전위의 띠 구조를 이룬다고 보고하

는데, 본 실험에서 온도와 변형량이 작을 경우, cell 형성보다는 산재되어 존

재하는 전위사이에 띠 구조와 변형쌍정을 관찰할 수 있었다. 이는 온도가 낮아

지고 변형량이 작아질수록 cell을 형성할 만한 열적인 혹은 기계적인 구동력이 

충분하지 못한 데에 기인한다고 사료된다.

(2) 304L 스테인리스강에 질소첨가에 따른 크리프-피로실험 결과

오스테나이트계 304L 스테인리스강의 경우 탄화물 함량을 줄이기 위해 탄

소량을 줄이고 기지상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질소를 더 첨가한다. 질소량에 

따른 효과를 미시적으로 알아보기 위해서 304L 및  304NG 스테인리스강의 용

체화처리 후 광학현미경으로 미세조직을 관찰한 결과 304L 스테인리스강에 비

해 304NG 스테인리스강의 경우 δ-ferrite 양이 엄청 줄어든 것을 볼 수 있고, 

grain size에는 별다른 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304NG 스테인리스강

의 경우 질소의 고용강화효과로 인해서 304L 스테인리스강에 비해 강도는 증

가했으나 연성을 조금 감소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역시 고온에서 피로성질을 

알아보기 위해서 600℃에서 고온연속피로 및 크리프-피로 실험을 통해서 얻어

진 Coffin-Manson relationship은 Fig. 7에 잘 나타내었다. 연속피로 실험의 경

우 304NG 스테인리스강이 304L 스테인리스강에 비해 수명이 낮음을 볼 수 있

는데, 이는 고온인장성질에도 보듯이 304NG 스테인리스강이 304L 스테인리스

강에 비해 연성감소로 인해 기인된 것으로 사료된다. 크리프효과가 첨가된 크

리프-피로 실험의 경우 두 재료 모두 연속피로실험보다 수명은 감소하 다. 그

런데 304NG 스테인리스강은 304L 스테인리스강에 비해 높은 수명을 나타내었

는데, 이는 크리프-피로의 주파단인 입계파단에 있어서 크리프 도중에 생기는 

탄화물의 도에 직접적인 향을 받는 것으로 사료된다. 두 재료의 파단원인

을 규명하기 위해 연속피로와 크리프-피로실험 후 파단면을 SEM을 이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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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찰한 결과 연속피로실험의 경우 두 재료 모두 연속피로실험의 전형적인 파단

인 striation이 나타났으며, 크리프-피로실험에서는 두 재료 모두 입계파단양상

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주로 입계파단의 주원인은 cavity 이를 SEM

으로 관찰한 결과 304NG 스테인리스강의 경우를 보면 304L 스테인리스강에 

비해 cavity 도가 훨씬 작음을 관찰할 수 있는데, 이는 크리프도중에 입계에 

생성되는 탄화물에 의해 직접적인 향을 받는다. 이를 알아보기 위해서 SEM

을 이용하여 LNT부분에서 입계를 관찰한 결과 두 재료모두 크리프-피로실험 

중에 탄화물이 생성됨을 알 수 있었고, 304NG 스테인리스강이304L 스테인리스

강에 비해 탄화물의 도가 적음을 알 수 있다. 입계면을 AES를 이용하여 분

석한 결과를 Fig. 8에 나타내었듯이 304NG 스테인리스강의 경우 질소가 입계

에 많이 편석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를 종합해보면 질소첨가로 인한 상대적

으로 탄소함량의 감소와 질소의 입계편석으로 인한 탄화물 생성지연 및 입계 

안정을 통해서 304NG 스테인리스강이 304L 스테인리스강에 크리프-피로 저항

성이 증가되는 것으로 사료된다. 비슷한 오스테나이트계 316NG 및 

K15-Si(0.14wt%N) 스테인리스강에서도 같은 양상을 보이는 지 용체화처리 후 

시행한 크리프-피로실험 결과를 Fig. 9에 나타내었다. 역시 질소가 많이 첨가된 

K15-Si 스테인리스강이 316NG 스테인리스강에 비해 수명이 증가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3) 304NG와 316NG 스테인리스강의 크리프-피로수명 비교

오스테나이트계 316NG 와 304NG 스테인리스강의 크리프-피로 특성을 알

아보기 위해서 500℃에서 크리프-피로실험 결과를 Fig. 10에 나타내었다. 

Table 1에서 보듯이 질소량이 상대적으로 많이 첨가된 316NG 스테인리스강이 

수명이 우수하게 나옴을 알 수 있다. 크리프-피로 실험 후 SEM으로 관찰한 결

과 일반적으로 인장유지 시간이 부과된 경우 연속 피로수명에 비해서 피로수명

이 감소한다고 알려져 있으며 그림에서 보듯이 모든 변형량 범위에서 316NG 

스테인리 강의 크리프-피로 수명이 304NG 스테인리스강에 비해 길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크리프효과가 첨가된 크리프-피로 실험결과 316NG 스테인리

스강의 크리프-피로 저항성이 304NG 스테인리스강에 비해 우수한 원인을 규명

하기 위해 실험후 미세조직 관찰을 통하여 크리프-피로실험 동안 주요 손상  

기구 관점으로부터 접근을 시도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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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프-피로 실험 후 시편은 SEM을 이용하여 파단면의 관찰 및 TEM을 

이용하여 전위구조 분석 및 입계석출물 관찰을 실시하 다. 균열전파 부위를 

보면 304NG 및 316NG 스테인리스강 모두에서 입계파단과 함께 striation이 관

찰되는 것으로 보아 입계 및 입내파단이 혼합된 양상임을 알 수 있으며, TEM

을 이용하여 크리프-피로 실험후의 미시구조를 관찰한 결과 두 강종 모두 전위 

cell 구조가 관찰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오스테나이트 스테인리스강의 고온피로

시 전위구조를 연구한 보고[13-14]에 의하면 이러한 재료의 경우 고온피로시 

열적 활성화에 의해 전위의 cross-slip과 climb 등이 가능해져 cell을 형성한다

고 보고하 는데, Feltner 등[15-16]에 의하면 stacking fault energy가 작은 재

료의 경우에는 cell을 형성하지 않고 대신 전위의 띠 구조를 이룬다고 보고하

는데, 본 실험에서 온도와 변형량이 작을 경우, cell 형성보다는 산재되어 존재

하는 전위사이에 띠 구조와 변형쌍정을 그림처럼 관찰할 수 있었다. 이는 온도

가 낮아지고 변형량이 작아질수록 cell을 형성할 만한 열적인 혹은 기계적인 구

동력이 충분하지 못한 데에 기인한다고 사료된다.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강의 경우 고온에서의 저주파 피로에 인장유지

시간이 주어진 크리프-피로 실험시 입계에서 cavity 생성 및 성장이 주된 손상

기구라고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9,17-18], 본 연구에서도 파단면의 

관찰을 통해 같은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두 재료의 파단면의 비교를 통

해 316NG 스테인리스강이 304NG 스테인리스강에 비해 입계 cavitation에 대한 

저항성이 보다 더 우수한 것을 확인하 으며, 그로 인해 크리프-피로 수명이 

길어졌다고 사료된다. 문헌[9,19]에 의하면, cavity에 대한 유용한 생성위치를 

제공하는 것은 입계탄화물이며, 이러한 탄화물의 도는 cavity 도와 직접적

으로 관련되어 결국 탄화물의 도를 파악함으로서 재료의 크리프-피로 성질을 

알 수 있다고 보고하 다. 

크리프-피로 실험중에 입계에 Cr-rich 탄화물이 석출되며, 316NG 스테인

리스강의 경우가 304NG 스테인리스강에 비해 입계탄화물의 도가 작았고 이

로 인해 cavity 형성용이도도 작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결과로부터 

316NG 스테인리스강이 304NG 스테인리스강에 비해 크리프-피로 변형동안 입

계 cavitation에 대한 저항성이 우수하다라고 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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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계 cavitation 저항성에 직접적으로 향을 주는 탄화물의 도는 

316NG 스테인리스강의 경우가 304NG 스테인리스강보다 낮은데 그 이유로는 

질소첨가로 인해 상대적으로 탄소의 함량을 낮출 수 있었다는 점과 문헌

[20-21]에 따르면, 질소가 탄화물의 생성 및 성장을 억제시킨다고 하여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입계탄화물의 도가 상대적으로 낮아져 크리프-피로 성질이 개

선되어졌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500℃에서 크리프-피로 실험한 결과를 이용하여 cavity 생성, 성장이 주된 

손상기구일때의  본 실험실에서 제안한 수명예측식[9]의 검증을 통해 손상기구

의 규명을 시도해 보았다. 

     Ncr=C(P'Δε
m
p )

-
3
5 {
exp (-Qg.b./RT)

T
⌠
⌡

t

0
σ(t)dt}

-
2
5

   (1)       

                        P=P'Δε
m'
p                                (2)

여기서 C와 m은 재료상수, P'은 cavity 생성용이도, Δεp는 소성변형량, 

Qg.b.은 입계확산에 필요한 활성화에너지이고, T는 절대온도, R은 기체상수, 

⌠
⌡

t

0
σ dt은 유지시간동안의 응력이완 관련식을 나타낸다. 윗 식을 이용하여 예측

수명을 구하기 위해서는 우선 P'값을 각각의 강종에 대해 구해야 하는데 P'값

은 cavity 생성용이도를 정량적으로 나타내는 값이고, Yoon과 Nam[9]은 P' 값

이 석출된 입계 탄화물의 도와 비례함을 실험적으로 증명을 하 다. Fig. 11

은 두 강종에 대해 P'값을 얻은 결과를 나타내는데 여기서 알 수 있듯이 

316NG 스테인리스강의 P'값이 304NG 스테인리스강에 비해 작다. 이는 316NG 

스테인리스강이 입계 탄화물의 도가 낮으며, 나아가 cavity 생성용이도가 작

다는 것을 정량적으로 제시해 주는데 위의 미세구조 관찰결과들과 일치한다.

Fig. 12은 그러한 새로운 cavity 생성인자 P'값을 이용하여 식(1)에 적용

하여 실험수명과 예측 수명과의 관계를 나타내었는데 그림에서 보듯이 두 수명

이 잘 일치함을 알 수 있다.

이상의 결과에서 보면 cavity생성 및 성장이 주된 손상기구로 한 수명예

측식이 본 실험결과와 잘 일치하고 파단면의 관찰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304NG 및 316NG 스테인리스강의 크리프-피로실험시 주된 손상기구는 입계에

서 생성되어 성장한 cavity라 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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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부터 실제 경수로 소재로 사용되는 환경조건에서 본 연구실에서 

제안된 수명예측식이 상당히 유용하다고 사료된다.

라. 시효처리재의 크리프-피로 실험 결과

오스테나이트계 304 스테인리스강의 용체화처리 후와 760℃에서 시효처리

까지 한 후의 입계를 TEM을 이용하여 관찰한 결과 용체화처리만 했을 경우에

는 입계가 반듯하고 시효처리까지 하 을 시에는 입계에 탄화물이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760℃근처에서는 탄소들이 불안정한 입계로 이동해 입계에 편석되

어 있는 Cr등과 탄화물을 생성한다. 용체화처리된 것과 시효처리까지 한 시편

을 크리프-피로 실험 후 입계를 관찰해 본 결과 용체화처리재의 경우 실험 전

에 없었던 탄화물이 기계적 도움으로 작게 아주 높은 도로 입계에 생성됨을 

볼 수 있는데 시효처리재에 비해 탄화물 도가 높음을 볼 수 있다. 시효처리

재는 충분한 시간과 열활성화적인 조건으로 인해서 탄화물이 낮은 도로 조대

화되어 입계에 분포하여 작은 도를 갖는 것으로 사료된다. SEM으로 관찰한 

파단면 역시 입계에 탄화물들이 cavity 생성 site로써 제공하므로 낮은 탄화물

도를 갖는 시효처리재가 낮은 cavity를 보인다.  

질소량이 다른 316L 및 316NG 스테인리스강에 있어서 시효처리 후 크리

프-피로실험 결과를 Fig. 13에 나타내었다. 질소량이 많이 첨가된 316NG 스테

인리스강이 크리프-피로 수명이 우수하게 나타남을 볼 수 있다. 또한 304 스테

인리스강의 경우처럼 용체화처리된 316NG 스테인리스강에 비해서도 수명이 우

수하게 나타났다. 크리프-피로실험 후 파단면을 비교해 보면 세 재료 모두 입

계파단양상을 보 으며 시효처리된 316L 스테인리스강이 가장 cavity가 많고 

용체화처리된 316NG와 시효처리된 316NG 스테인리스강은 비슷한 도를 가지

나 다소 용체화처리된 316NG 스테인리스강이 조금 많음을 볼 수 있다. 앞에서 

말했듯이 질소첨가량이 증가되면서 질소가 입계에 편석되어 탄화물생성을 지연

시켜 탄화물 도가 낮아서 탄화물이 cavity 생성 site로써 존재하므로 cavity

도 상대적으로 낮은 도를 갖는 것으로 사료되고 304 스테인리스강계열 경우

처럼 용체화처리 후의 경우 보다 시효처리 후의 경우 carbide 생성에 충분한 

시간을 주기 때문에 조대하면서 낮을 도를 갖게 되므로 입계에 carbide를 덜 

생성시킴을 알 수 있다. 그에 따라 입계파단의 원인 중에 하나인 cavity 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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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아서 크리프-피로 수명이 증가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Fig. 14은 세 강종에 대

해 P'값을 얻은 결과를 나타내는데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시효처리된 316NG 스

테인리스강의 P'값이 용체화처리된 316NG 와 시효처리된 316L 스테인리스강

에 비해 작다. 이는 316NG 스테인리스강이 입계 탄화물의 도가 낮으며, 나아

가 cavity 생성용이도가 작다는 것을 정량적으로 제시해 주는데 위의 미세구조 

관찰결과들과 일치한다.

Fig. 15은 그러한 새로운 cavity 생성인자 P'값을 이용하여 식(1)에 적용

하여 실험수명과 예측 수명과의 관계를 나타내었는데 그림에서 보듯이 두 수명

이 잘 일치함을 알 수 있다.

이상의 결과에서 보면 cavity생성 및 성장이 주된 손상기구로 한 수명예

측식이 본 실험결과와 잘 일치하고 용체화처리재에서 말했듯이 파단면의 관찰

결과와 같이 시효처리된 316L 및 316NG 스테인리스강의 크리프-피로실험시 

주된 손상기구는 입계에서 생성되어 성장한 cavity라 말할 수 있다. 

이상으로부터 실제 경수로 소재로 사용되는 환경조건에서 본 연구실에서 

제안된 수명예측식이 상당히 유용하다고 사료된다.

제 3 절 결 론

1. Round robin 방식으로 수행한 용체화처리된 316NG, 304NG, 304YG 스테인

리스강 및 321 스테인리스강의 고온 인장 실험 결과 316NG스테인리스강이 인

장강도 뿐만 아니라 연성이 다른 강종에 비해 우수하 는데, 이는 고용된 N의 

고용강화효과에 기인된 것으로 사료된다.

2. 피로균열 전파형태를 알아보기 위해 실험한 용체화처리된 316 및 316NG 스

테인리스강의 상온 및 고온 피로균열 실험결과 질소가 첨가된 316NG 스테인리

스강이 316 스테인리스강에 비해 파단면의 striation 폭이 감소한 것으로 보아 

피로균열전파에 대한 저항성이 우수함을 알 수 있었다.

3. 질소량이 달리 용체화처리된 304L과 304NG 스테인리스강의 저주파 피로 실

험결과 304NG 스테인리스강에 질소의 입계편석으로 인한 탄화물 석출지연 및 

입계안정을 통해 크리프 및 크리프-피로성질이 향상되어 인장유지 크리프 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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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감도가 작아 크리프-피로 수명이 우수함을 알 수 있었다. 역시 용체화처리된 

304NG 및 316NG 스테인리스강의 저주파 피로실험 결과 316NG 스테인리스강

은 입계 cavitation의 site를 제공하는 입계탄화물의 도가 상대적으로 적어 

creep변형 시 생성된 cavity의 수를 감소시켜 크리프-파단수명이 304NG 스테

인리스강에 비해 우수함을 알 수 있었다. 

4. 계면에 M 23C 6를 생성시키는 시효처리된 316L과 316NG 스테인리스강의 미세

구조를 관찰한 결과 질소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입계탄화물의 도가 현저히 

감소하여 입계탄화물의 생성 및 성장속도를 지연시키는 것으로 사료된다. 시효

처리된 316L과 316NG 스테인리스강의 크리프-피로실험 후 본 실험실에서 제

안된 수명예측식에 적용하 더니 본 연구강종의 입계탄화물 도측정으로 수명

예측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어서 실제 제품에 적용하기 전 시효열처리

를 행하면 용체화처리를 행한 후 적용한 경우보다 입계탄화물 도가 낮아져 

크리프-피로 수명이 향상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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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hemical composition of specimens.

                                                                (in wt.%)

시료 C Si Mn P S Cr Ni Mo Cu B Nb N

304L 0.029 0.57 1.05 0.020 0.003 18.0 10.13 0.07 0.19 0.03

304NG 0.019 0.52 1.02 0.024 0.002 18.5 9.64 0.06 0.11 0.08

316 0.058 0.47 1.05 0.024 0.002 17.78 12.15 2.35 0.04

316L 0.058 0.47 1.05 0.024 0.002 17.78 12.15 2.35 0.038

316NG 0.022 0.70 1.01 0.029 0.005 17.15 12.30 2.35 0.0026 0.10 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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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Tensile specimen                  (b) CT specimen

(c)Fatigue specimen

Fig. 1. Schematic diagrams of specim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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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AES analysises of plane in grain boundaries of (a) 304L             

  and (b) 304NG 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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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2. 노내구조물용 슈퍼 스테인리스강의 화학적 특성평가 

제1절 연구 방법

1. 연구 합금의 제조

초내식성 스테인리스강인 S32050은 다음과 같이 크게 3종류로 나누어 제

작되었다. 

◎ 질소를 변화시킨 오스테나이트계 초내식성 스테인리스강 : 3종

◎ Mn을 변화시킨 오스테나이트계 초내식성 스테인리스강 : 3종

◎ 표준화된 오스테나이트계 초내식성 스테인리스강 : 1종

2. 실험 합금의 열처리

냉간 압연된 판재에 대하여 1150℃에서 5분간 소둔열처리를 행하고 소둔

재에 대한 특성 평가를 행하 다. TT(Thermal Treatment) 처리를 행한 재료

에 대한 특성 평가를 행하기 위하여 550℃에서 여러 시간으로 Ar분위기에서 

관상로를 이용하여 열처리를 행한 후 수냉하 다. 

3. 광학 현미경에 의한 미세조직 관찰

조직 관찰용 시편은 각 시편을 Alumina 분말로 0.05㎛까지 폴리싱 하고, 

알코올로 초음파 세척을 한 후, 10ml HNO3 + 90ml H2O용액에서 5V로 약 30

초간 전해에칭 후 광학현미경으로 관찰하고 선절단법에 의해 결정립의 크기를 

구하 다.

4. 경도 시험 및 인장 시험

열처리한 시편에 대하여 일정 크기로 절단한 후 SiC 연마지로 600번까지 

폴리싱하고 각 시편에 대하여 경도값을 측정하 다. 총 7번을 측정하여 최대값

과 최소값을 제외한 5개 값의 평균을 구하 다. 실험에 사용한 경도기로는 

Mitutoyo사 ARK-600 Rockwell경도계로써, 100kgf의 하중하에서 B-Scale로 측

정하 다. 한편 인장 시험은 상온에서 행하 으며, Cross head speed는 5 

mm/min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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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응력부식균열시험

실험 합금의 응력부식균열에 대한 저항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일정 연신율 

시험(CERT, Contstant Extension Rate Test)을 행하 다. 실험에 사용한 

Cross Head Spead는 4.41x10-6cm/sec이었다. 부식 환경은 비등 상태의 40% 

NaOH, -900mV(SCE)의 전위를 가하면서 응력 부식 균열 시험을 행하 다.  

표점 거리가 35mm인 인장 시편으로 가공하여 시험하 다(초기변형율 : 

1.26x10
-6
/sec).

6. 비등 질산 중에서의 침지 시험

소둔재 및 TT재에 대하여 비등 질산 중에서의 부식 속도를 구하 다.  

이 실험의 목적은 예민화된 강의 입계 부식 속도를 구하기 위한 것이지만 본 

연구에 사용된 연구 합금의 탄소 함량이 매우 낮기 때문에 소둔재 및 TT재

(550oC)에서는 예민화 현상이 관찰되지 않으므로 이 실험에서 얻어진 부식 속

도는 비등 질산 중에서의 부식 속도로 정하 다.  시험 조건은 65% HNO3 용

액(질소 조절 합금) 중에서 24시간 동안 침지하여 부식 속도를 구하 다.

7. 양극 분극 시험

시편의 준비는 1㎠보다 약간 큰 크기로 절단한 시편의 뒷면에 구리선을 

납땜하여 연결하고 상업용 호마이카로 고정시켰다. 각 시편을 SiC 연마지로 

600번까지 연마한 후 1㎠의 면적만을 노출시키고, 용액을 반응조에 넣고 시편

을 Potentiostat(Model 173, EG&G사)에 연결하 다. 그 뒤 시편 표면의 산화물

의 향을 제거하기 위하여 부식전위 아래에서 10분 동안 강제 환원을 하 으

며, 10분 동안 개방회로 전위상태로 유지한 뒤 부식전위를 측정하고 부식전위

보다 150mV 낮은 전위로부터 1 mV/sec의 주사 속도로 양극 분극 시험을 행

하 다. 

  

8. 전자 현미경에 의한 미세조직관찰

응력 부식 균열 시험 후 재료의 결정립내에 존재하는 전위의 형상과 분포

상태를 관찰하기 위해 TEM(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y)관찰을 하

다. TEM 관찰용 시편은 응력 부식 균열 저항성 측정을 위한 CERT(Const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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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tension Rate Test) 시험 후, 파단된 시편의 표점거리 내에서 인장된 부위를 

2cm 절단하여 30∼40㎛까지 2000  grit의 SiC 연마지로 연마한 후, twin jet 

polisher를 사용하여 Methanol(88%) + Perchloric acid(12%) 전해액에서 -40℃, 

30V, 25㎃의 조건에서 전해 연마를 하 다. 본 실험에서 사용한 투과 전자 현

미경은 Philips사 CM20 모델로, 가속 전압 200㎸에서 명시 야상을 통해 전위 

형상과 분포상태를 관찰하 다.

9. 잔류 응력 측정

2cm×2cm로 절단 한, 실험 합금들의 소둔 열처리한 시편과 50%, 70% 냉

간가공한 시편을 SiC 연마지로 2000 grit까지 연마한 다음 재료에 남아있는 잔

류 응력을 XRD에 의한 sin2ψ법으로 측정하 다. 실험 조건은 Cu-Kα선을 사

용하여 25kV, 5mA의 전압 전류하에서 88 - 92°구간을 분당 1°로 주사하

다. 회절면은 γ의 (311)면을 선택하 으며, ψ tilting을 0 - 42°까지 7°구간

으로 8번의 분석을 하 다.  

10. 임계공식온도 시험

실험 합금의 내식성을 알아보기 위해 임계공식온도 시험을 하 는데, 

ASTM G48-92에 의거하여 6wt% FeCl3 용액을 사용하 으며 SiC paper #2000

까지 연마한 시편을 10℃부터 5℃/day 간격으로 온도를 올리고 용액을 24시간

마다 갈아주면서 시험하 다. 시험 후 시편 표면에 Pit가 육안으로 관찰되거나 

무게 감량 10㎎ 이상일 때의 온도를 임계공식온도로 정하 다.

11. Autoclave를 이용한 고온고압 하에서의 분극시험 및 U-bend시험

고온고압 하에서의 시험은 오토클레이브(재질 : Ni-200)를 이용하여 315oC 

10% NaOH 용액 중에서 행하 다. 

분극거동은 시편의 한쪽 끝에 Alloy 600 lead wire를 점용접하고 이를 열

수축 Teflon 튜브로 절연하 다. Ni을 기준전극으로 사용하 으며 Ni-200 반응 

용기를 상대전극으로 사용하 다. 온도를 올리기 전에 5% H2 + 95% N2 혼합

가스를 1.38 MPa(200 psi)로 가압한 다음 천천히 감압하는 절차를 2회 수행한 

후 1시간 동안 350 cc/min의 속도로 주입하면서 용존산소를 제거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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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적으로 cover gas로서 5% H2 + 95% N2 혼합가스를 1.38 MPa로 가압하

다. 분극곡선은 부식전위로부터 -0.2V 아래에서부터 시작하여 귀한 전위방향으

로  2 mV/sec의 속도로 측정하 다.

U-bend시험은 시편을 U-bending 한 뒤 오토클레이브에 장착하고 분극시

험과 동일한 방법으로 용액의 조건을 만들어주었다. 앞의 분극시험에서 얻은 

분극곡선 중 활성용해 구역의 전위인   +200mV(Ni)의 전위를 가하면서 가성응

력부식균열 시험을 행하 다. 시편은 3일 간격으로 꺼내어 균열 여부를 관찰한 

다음 균열이 없는 것은 다시 장착하여 시험하 다. 시험 후 균열의 전파 및 속

도는 광학현미경을 이용하여 관찰하 다. 

제2절 연구 결과 및 고찰

1. TT처리에 따른 가성 응력부식균열 거동

가. 미세 조직 관찰 및 기계적 특성 평가

(1) 미세 조직 관찰

실험 합금들은 질소 함량에 관계없이 전부 오스테나이트 단상 조직을 가

지고 있으며, 상당량의 소둔 쌍정이 관찰된다. 질소가 함유되지 않은 SRN1 합

금의 경우도 20wt.%이상의 Ni 함량을 가지고 있어 안정한 오스테나이트 조직

을 형성하고 있다. 소둔재의 경우, 질소 함량이 증가할수록 결정립 크기는 감소

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소둔 열처리후, TT(550℃, 15시간)처리된 실험 합

금들에서도 동일하게 관찰되어진다. 

소둔 온도가 높아짐에 따라 결정립 크기는 3~4 배 이상 증가하 으며, 질

소 첨가에 따른 결정립 크기 감소는 소둔 온도가 높은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

되었다. SRN1 합금의 소둔 온도를 낮춤으로써 결정립은 상당히 미세화 되었으

나, 적절하지 못한 소둔 조건이기에 냉간 압연된  합금의 완전한 소둔은 이루

어지지 않았으며, 매우 불안정한 미세조직이 관찰되고 있다. 소둔 열처리 및 

TT처리 후 관찰된 조직 사진들로부터 결정립 크기를 측정하 다. TT처리 시

간이 증가할수록, 시편의 결정립 크기는 점차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질

소의 함량이 증가할수록 결정립은 미세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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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계적 특성 평가

실험 합금들에 대한 기계적 특성을 평가하기 위해 경도 및 상온 인장 시

험을 행하 다. 경도 시험은 Rockwell 경도계 B-scale로 측정하 다. 실험 합

금의 질소 함량이 증가할수록, 경도 값은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합금의 경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TT처리 시간에 의해서는 경도 값에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 

상온 인장시험은 Cross head speed를 5 mm/min.으로 하여 실험을 진행하

다. 1150℃, 5분 소둔재와 TT(550℃, 15시간)재의 항복, 인장강도 및 연신율 

결과를 살펴보면, 소둔재와 TT재 모두 합금에 함유된 질소 함량이 증가할수록 

항복 및 인장강도는 증가하 으며, 연신율에는 큰 차이가 발생하지 않았다. 이

러한 현상은 실험 합금에 첨가된 높은 고용 한도를 지닌 질소의 고용 강화 효

과로 인해 재료의 항복 및 인장강도는 상승하면서도 연신율의 감소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진다.

각 실험 합금들에 행해진 소둔 열처리 후 TT처리를 행한 시편에 대한 인

장 특성을 정리하면, SRN1 합금의 인장특성은 소둔 온도를 낮춤으로써 미세한 

결정립 크기를 가지는 1050℃, 5분 소둔재의 경우, 결정립 미세화에 따라 항복, 

인장강도는 증가하 으나, 연신율은 다른 열처리 과정을 겪은 재료에 비해 현

격히 감소하 다. 일반적인 소둔 조건(1150℃, 5분)의 시편과 TT처리된 시편의 

경우 인장특성 및 연신율에 큰 차이가 발생하지 않았다. SRN2, SRN3는 재료

의 결정립 크기를 증가시키기 위해 소둔 조건을 1250℃, 5분으로 변화시켰다. 

정상적인 소둔 조건의 시편과 TT처리된 시편의 경우는 SRN1과 마찬가지로 

인장특성에는 큰 차이가 없었지만, TT처리를 함으로써 실험 합금의 연신율은 

다소 증가하 다.

전체적으로 실험 합금의 인장 특성은 재료에 함유된 질소 함량이 증가할

수록 증가하 으며, 질소의 고용 강화 효과에 의해 실험 합금의 연신율 감소 

없이 항복 및 인장 강도가 증가하 다. 

                   

가. 부식 특성 평가

(1) 가성 환경에서의 양극 분극 거동                    

소둔 상태의 실험 합금들을 비등상태 40% NaOH 용액 중에서 2㎷/sec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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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속도로 양극 분극한 결과, 모든 실험 합금들은 부식 전위 이상에서 전류 

도가 급격히 증가하여 임계 전류 도를 지난 후, 전류 도의 감소와 함께 

부동태 구간을 형성하다가 전위가 상승함에 따라 부동태 피막 파괴에 따른 전

류 도 증가에 의한 제 2차 전류 도 피크를 형성한 뒤, 다시 부동태화가 되

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실험 합금들은 질소 함량에 관계없이 비슷한 부식 전위와 임계 전류 도 

값을 나타내고 있으나, 부동태 구간에서는 질소를 함유한 합금계에서 다소 감

소된 부동태 전류 도를 보이고 있다. 가성 환경에서의 부동태 구간 형성에 

지배적인 원소로 작용하는 Cr과 Ni이 본 실험 합금들에는 같은 양이 합금에 

함유되어 있으므로 부동태 구간에서 나타나는 전류 도의 차이는 질소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어진다. 그러나, 산성 환경에 비해 현격히 증가된(산성 용액에서

는 10μA내외) 부동태 전류 도에 비추어 양극 분극 저항성 향상에 미치는 질

소의 향은 가성 환경에서는 다소 감소되는 것으로 여겨진다. 

질소 함량을 달리한 각 실험 합금들에 대해, 비등상태 40% NaOH 용액 

중에서 열처리 조건을 달리하여 얻은 양극 분극 시험 결과, 열처리 조건에 상

관없이 거의 유사한 부식 전위와 임계 전류 도를 나타내고 있으나, TT처리

된 시편은 질소 함량에 상관없이 산성 환경에서와 마찬가지로 소둔 상태의 시

편보다 다소 증가된 부동태 전류 도를 1, 2차 부동태 구간에서 나타내고 있

다.    

(2) 가성 용액에서의 응력 부식 균열 저항성 평가

일정 연신율 시험기를 사용하여 비등상태 40% NaOH 용액 중에서 실험 

합금들에 대한 응력 부식 균열(SCC) 저항성 평가 결과(Fig. 1), 0.18wt.% 질소

가 함유된 SRN2 합금의 경우, 소둔 상태의 시편에 대해서는 무질소 합금인 

SRN1 합금과 유사한 SCC 저항성을 나타내고 있으며, TT재의 경우 다소 증가

된 SCC 저항성을 보이고 있는 반면, 0.35wt.% 질소가 첨가된 SRN3 합금의 경

우, 무질소 합금과 비교하여 감소된 SCC 저항성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SCC 현상의 중요 향 인자인 응력과 부식 현상이 질소가 실험 합금에 첨가됨

에 따라 균열 선단에서의 변형과 관련된 기계적 요소와 변형에 의해 노출된 금

속 표면의 재부동태화와 관련된 부식학적 요소로 작용하여, 이 두 요소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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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적으로 상호 작용함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TT 처리(550℃, 

15시간)에 의해 재료의 SCC 저항성은 현격히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다. 가성 환경에서의 부동태 피막에 미치는 질소의 향 분석

가성 환경에서 부동태 피막 처리를 행하여 XPS 분석을 행한 결과,  스펙

트럼에서 O1s 피크를 제외한 각 원소들의 피크 면적을 Fe, Cr, Mo, Ni 합금 원

소들의 피크 면적 합으로 나누어 구한 각 원소들의 피크 면적 분율을 보면, 질

소가 첨가된 SRN3 합금은 질소가 첨가되지 않은 SRN1 합금에 비하여 부동태 

피막내에 Ni가 상대적으로 적고, Cr과 Mo 원소가 상대적으로 많이 농축되는 

경향을 보 다. 즉 질소와 Cr, Mo등과의 상호 작용에 의하여 부동태 피막내에 

이들 합금 원소들이 농축된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질소가 첨가되지 않은 SRN1 합금의 경우, O1s 피크는 주로 수산화물의 

OH-로부터의 신호가 산화물로부터의 O
2-
 신호보다 더 크게 관찰되어 부동태 

피막이 주로 수산화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부동태 피막 내에 Fe는 

FeOOH, Cr은 Cr(OH)3로 주로 존재하며, Ni도 Ni(OH)2 형태의 수산화물로 관

찰되었다. 그러나 질소가 첨가된 SRN3 합금의 스펙트럼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Fe, Ni, Mo 원소들의 경우 금속상 신호가 크게 관찰되었으며, Cr은 주로 산화

물 형태로 관찰되었다. 또한 O1s 피크에서도 SRN1 합금과 달리 수산화물보다 

산화물에서 나온 O
2-의 신호가 크게 관찰되어 부동태 피막이 주로 산화물로 구

성되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SRN3 합금의 부동태 피막은 수산화물로 이루

어진 SRN1 합금의 부동태 피막과는 달리 주로 Cr 산화물로 이루어졌으며, Ni, 

Fe의 산화물이 소량 공존하는 구조로 생각할 수 있다.  Mo3p 스펙트럼은 N1s 

스펙트럼과 서로 중첩된다. 특히 Mo 산화물의 결합 에너지는 원소 상태의 질

소와 결합 에너지가 중첩되지만, Mo3d 스펙트럼 분석결과 주로 원소 상태의 

Mo가 관찰되고 Mo 산화물은 거의 관찰되지 않았다. 따라서 N1s 스펙트럼의 

397eV에서 관찰되는 피크는 주로 원소 상태로 존재하는 질소로부터 기인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Fe, Ni, Mo 원소들의 금속상 신호가 크게 관찰되어지는 이

유는 부동태 피막의 두께가 상대적으로 얇고, 부동태 피막 아래 기지에 이들 

원소들이 농축되었기 때문으로 생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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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가성응력부식균열 저항성에 미치는 질소 및 TT처리의 향 분석

(1) 질소의 향             

비등상태 40% NaOH 용액 중에서의 실험 합금들에 대한 일정 연신율 시

험 결과(Fig. 1), 실험 합금의 질소 함량이 증가함에 따라 재료의 응력 부식 균

열(SCC) 저항성은 질소 함량에 의존하여 변화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질소 첨가에 따른 재료의 미세 구조 변화, 특히 전위 형상 및 배열과 관련된 

균열 선단에서의 변형에 의한 응력 부식 균열의 기계적 요소와 노출 금속 표면

의 재부동태화 속도와 관련된 부식학적 측면의 상호작용의 결과로 생각되어진

다. 재료에 첨가되어진 질소는 적층 결함 에너지를 낮추기 때문에 재료가 변형

될 때, 질소가 함유되지 않은 합금계와는 다른 전위 형상과 배열을 유발시키며, 

실험 합금의 가성 환경에서의 양극 분극 특성 결과에서 나타나듯이 실험 합금

의 부동태화 특성을 향상시켜 재료의 재부동태화 속도를 증가시킨다.

Fig. 2에 나타나듯이 질소를 함유하지 않은 합금 SRN1의 경우, 부분 전위

들의 원활한 교차 슬립이 가능하기 때문에 심하게 엉킨 전위 분포와 미세한 전

위셀 구조가 관찰되어 진다. 그러나, 질소가 첨가된 합금 SRN2의 경우, 질소가 

첨가됨에 따라 합금계의 적층 결함 에너지가 낮아져 부분 전위들의 교차 슬립

이 억제되고 전위 엉킴이 현격히 감소하여, 전위들은 일련의 띠(band) 형태를 

이루며 분포하고 (b), 전위의 평면 배열성이 증가한다(c).

SCC 현상에서는 응력과 부식이라는 두 요소가 재료에 동시에 작용한다. 

응력이 SCC 공정에 주로 작용할 수 있는 방법은 금속 표면에 슬립을 일으키는 

것과 관계가 있다. 첨가된 질소는 전위들의 교차 슬립을 방해하고, 전위 슬립을 

공통 평면에 국한시키는 경향을 크게 하여 더욱 뚜렷한 슬립 계단의 형성을 촉

진시킨다.

부식학적 측면에 있어서 재료에 첨가되어진 질소는 균열 선단에서 변형에 

의해 노출된 금속 표면의 재부동태화 속도를 증가시켜 부식 환경으로부터 노출 

금속 표면이 용해되는 정도를 감소시킴으로써 균열 선단을 보호하고 균열의 전

진을 억제시킨다.

균열의 전파는 슬립 계단의 높이 및 생성 속도와 깊은 관련을 갖는다. 

Fig. 3(a)와 같이 재료에 질소가 첨가됨으로써 전위 이동이 공통 평면에 국한되

어, 슬립 계단의 높이가 높을 때는 균열 선단에 노출된 금속 표면이 용해될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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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립 계단이 낮을 때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부식 환경에 의해 용해되는 금속 

노출면이 증가함에 따라 용해되는 금속의 양이 증가하고, 균열 선단에서의 변

형률이 증가하여 균열 전진 속도가 빨라진다. 반대로 전위의 교차 슬립이 원활

하게 발생하는 경우(Fig. 3(b))는 전위 이동에 필요한 활주면이 증가하여 생성

되는 슬립 계단의 높이가 낮아지고, 그만큼 부식 환경에 노출되는 금속의 표면

적이 적어져 균열의 전진이 더디게 된다. 

합금계에 첨가된 질소는 전위의 교차 슬립을 방해하여, 전위의 평면 배열

성을 증가시키며 일련의 전위대를 형성케하고, 제한된 교차 슬립과 공통 평면

으로 국한된 전위 슬립의 결과로 높은 슬립 계단을 형성케 한다. 이와 같은 이

유로 Fig. 1의 결과에 나타낸 바와 같이, 교차 슬립에 의한 다중 슬립면을 가진 

무질소 SRN1 합금에 비해 부식 환경에서 질소가 다량 함유된 SRN3 합금

(0.35wt.%N)의 경우 SCC 현상에서 균열 선단에서의 변형과 관계되는 기계적 

요소가 균열 선단 변형에 의해 노출된 금속 표면의 재부동태화와 관련된 부식

학적 요소보다 크게 작용하여 균열 전진 속도가 증가함으로써 상대적으로 낮은 

SCC 저항성을 나타낸다. 그러나 중간 함량(0.18wt.%N)의 질소가 첨가된 SRN2 

합금의 경우는 질소 첨가에 따른 기계적 강도의 향상과 더불어 합금계에 첨가

된 질소의 향으로 가성환경에서의 부동태 특성이 개선되어 균열 선단 변형에 

의해 생성된 노출 금속 표면의 재부동태화 속도가 증가되고 이로 인해 부식 환

경으로부터 균열 선단이 보호되는 정도가 증가하여 소둔재의 경우 무질소 합금

과 유사한 SCC 저항성을 나타내고 있으며, TT재의 경우 다소 증가된 SCC 저

항성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 TT 처리의 향

비등상태 40% NaOH 용액 중에서의 실험 합금들에 대한 일정 연신율 시

험 결과(Fig. 1), 합금의 질소 함량에 관계없이 TT 처리를 행하면 가성 응력부

식균열 저항성이 크게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TT 처리가 실험 합금에 미

치는 향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① 잔류응력의 감소, ② 결정립 크

기의 증가, ③ 전위 배열의 변화.

Fig. 4는 sin
2ψ법에 의해 XRD를 이용하여 실험 합금의 잔류응력을 측정

한 결과이다. 일반적인 1150℃, 5분 소둔 열처리 조건에 비해 소둔 시간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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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둔 온도를 높임으로써 실험 합금의 잔류응력은 감소되어지며, TT 처리(55

0℃, 15시간)를 함으로써 시편 내부의 잔류응력은 거의 해소되어짐을 알 수 있

다. 재료에 남아있는 잔류응력은 균열을 확장시키는 소성 변형력으로 전이되어 

SCC 현상을 촉진시키는 주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생각하 으나, Fig. 5의 

결과에 나타나듯이 잔류응력과 SCC 저항성 사이에서는 선형적 관계를 발견할 

수 없었다. 그러나 Alloy 600 및 Alloy 690의 경우 입계에 생성된 석출물들이 

전위 생성원으로 작용함으로써 합금 변형 시 균열 확장에 사용되는 소성 변형

력을 상당 부분 감소시켜 재료의 SCC 저항성이 증가되는 것처럼 본 합금계에

서도 TT 처리에 의한 잔류응력 감소 현상이 SCC 저항성 향상에 일정 부분 기

여하리라 판단된다. 그러나 제1의 향 인자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한편 Fig. 6은 결정립 크기와 SCC 저항성 사이의 관계를 나타낸 결과이

다. 실험 합금의 결정립 크기가 증가할수록 SCC 저항성은 비례 관계를 가지며 

증가됨을 알 수 있다. 결정립 크기가 SCC 저항성에 미치는 향에 대한 확실

한 이론은 정립되어있지 않으며, 환경과 재료의 금속학적 인자에 의해 그 결과

를 달리한다. 본 연구에서는 실험 합금의 소둔 시간을 증가시키고, 소둔 온도를 

높임으로써 결정립의 크기를 증가시켰다. 조대 결정립을 가진 시편의 경우, 항

복 및 인장 강도는 저하되나, 연신율은 증가됨을 알 수 있다. 결정립 크기의 증

가에 의한 SCC 저항성 향상 원인은 조대 결정립의 기하학적 원인보다는 조대 

결정립 형성을 위한 공정과 깊은 관련을 가지리라고 생각된다. 조대 결정립 형

성을 위해 행해진 소둔 시간의 증가와 소둔 온도의 상승을 통해 실험 합금의 

결정화 과정은 재결정 단계를 지나 결정립 성장단계로 전이되며, 이 과정 중에 

재료내부의 결함들이 감소되어 결정립 크기 증가에 의한 SCC 저항성 향상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즉, 질소가 첨가됨에 따라 유발되는 적층 결함 에

너지 감소에 의한 전위대 형성 및 평면 전위 형성의 정도가 장시간, 고온 소둔 

열처리에 의해 해소되어 전위의 교차 슬립이 원활해져 연성이 회복되고, 결과

적으로 균열 선단에 미세한 다중 슬립 계단의 형성을 유도하여 SCC 저항성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여겨진다. 

Fig. 7은 TT 처리후 실험 합금의 전위 배열을 나타낸 것이다. (a)와 같이 

무질소 합금(SRN1)의 경우 소둔재와 비교하여 더욱 치 하게 엉킨 전위 배열

과 전위셀 구조를 나타내고 있으며 (b), (c)의 질소 함유 합금들(SRN2, SRN3)의 



- 619 -

경우 전위대 형성과 평면 전위 배열 양상이 감소하고, 교차 슬립의 증가에 따

라 전위 엉킴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위 엉킴의 정도는 질소량이 증

가할수록 감소되어짐을 알 수 있다.

Fig. 6에서 나타냈듯이 TT재의 경우, 결정립도 증가에 따라 SCC 저항성

이 급격히 증가되는데, 이는 TT 처리에 의한 결정립 크기 증가와 더불어 잔류

응력의 해소 및 일반적으로 조대 결정립 형성을 위한 열처리시 수반되는 강도 

저하 현상과는 달리 소둔재와 비슷한 강도 유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데 

기인한다.

2. 냉간가공에 따른 초내식성 스테인리스강의 특성변화

가. 광학 현미경에 의한 미세 조직 관찰

Fig. 8은 실험 합금에 대한 광학현미경 관찰 사진이다. 실험 합금들은 모

두 오스테나이트 단상 조직을 가지고 있으며 소둔 상태의 시편의 경우 소둔 쌍

정이 관찰된다. 망간과 질소의 함량에 관계없이 오스테나이트 안정화 원소인 

Ni의 함량이 18% 이상 첨가되어 있어 안정한 오스테나이트 조직을 형성하고 

있다. 또한 냉간 가공도가 증가할수록 결정립들이 압연 방향으로 길게 늘어나

고 찌그러진 모습이 관찰되고 슬립 밴드가 냉간 가공도가 증가함에 따라 많아 

진 것을 알 수 있다.

나. 기계적 특성 평가

실험 합금들에 대한 기계적 특성을 평가하기 위해 경도 및 상온 인장 시

험을 행하 다. 경도 시험은 Rockwell 경도계 C-scale로 측정하 으며, 그 결

과는 Table 2와 같다.  표에서와 같이 침입형 고용체 원소인 질소의 함량이 증

가할수록 경도값은 증가하고 있으며, 합금의 경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또한 냉간 가공도가 증가할수록 경도가 증가함을 알 수 있다.

 Table 2에 각각 실험합금의 냉간 가공도에 따른 인장강도, 항복강도의 

변화를 나타내었다. 인장강도, 항복강도 모두 가공경화도에 비례하여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Mn, N 함량이 증가함에 따라서도 인장강도, 항복강도가 증

가하 다. 이는 N이  침입형 고용체 원소로서 냉간가공시 변형을 억제하는 역

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실험합금의 냉간 가공도에 따른 연신율의 변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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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면 소둔 열처리 상태의 합금은 50% 정도의 연신율을 나타내고 있으나 50% 

이상의 냉간 가공이 가해진 경우에는 급격한 연신율의 감소를 보이며 취성파괴

의 양상을 나타낸다.

Fig. 9는 냉간 가공도에 따른 잔류응력 측정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냉간 

가공도가 증가할수록 압축 잔류응력이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으며 MN3합금은 

소둔 열처리를 한 합금도 상당한 응력을 보이므로 열처리 조건이 적당하지 않

았음을 알 수 있다. 재료에 남아있는 잔류응력은 균열을 확장시키는 소성 변형

력으로 전이되어 SCC현상을 촉진시키는 주 요인으로 작용하나 실험 합금들은 

모두 압축 잔류응력을 나타내고 있어 냉간가공도가 큰 합금들은 SCC 저항성이 

오히려 클 것으로 예측할 수 있으나 과도한 냉간가공으로 인해 연신율이 매우 

작았다. 따라서 재료의 형상을 가공하기 위한 냉간 가공 후 완전한 재료의 소

둔 열처리보다는 적정량의 잔류응력을 남겨두는 것이 SCC저항성의 측면에서는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다. 부식 특성 평가

(1) 산성 환경에서의 양극분극 거동

Fig. 10은 1,150℃, 5분 소둔 열처리된 실험 합금에 대해 탈기된 50℃, 

0.5N HCl + 1N NaCl 용액 중에서 1㎷/sec의 주사 속도로 양극 분극 시험하여 

얻은 양극 분극 곡선이다.  부식 전위, 공식 전위 모두 망간, 질소 함량에 관계

없이 거의 일정한 값을 나타내나, Mn과 N의 함량이 증가된 실험 합금은 부동

태 피막을 공식 전위까지 계속 유지하고 있으나 Mn과 N의 함량이 작은 실험 

합금의 경우 고전위 부분에서 불안정한 부동태의 거동을 보인다. 이는 

Lunarska, Janik-Czachor의 결과와는 상반된 것으로서 Mn의 첨가로 인한 부동

태화 특성 저하보다 N에 의한 부동태화 안정화 경향이 더 우세하여 나타난 결

과로 보인다.

Fig. 11 및 Fig. 12는 소둔 열처리 후 50%, 70% 냉간 가공된 실험 합금에 

대한 탈기된 50℃, 0.5N HCl + 1N NaCl 용액 중에서 1㎷/sec의 주사 속도로 

양극 분극 시험하여 얻은 양극 분극 곡선이다.  소둔 열처리한 실험 합금에 대

한 결과에 비해 냉간 가공된 합금의 경우 부동태가 형성되는 전위 구간이 작 

아짐을 알 수 있으며, 또한 소둔 열처리한 실험 합금의 경우와 같이 Mn, N의  

함량이 증가한 경우 부동태가 안정하나 그렇지 않은 합금은 부동태가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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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정하고 전류 도가 커서 거의 피막이 생성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러한 불안정한 부동태 경향은 냉간 가공으로 인하여 결정립계, 슬립 밴드가 증

가하고 응력 유기 마르텐사이트가 형성되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Mo 함유 스테인리스강의 내식성 향상에 기여하는 N의 향은 Mo와 N의 

상승효과라는 표현으로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N를 함유한 스테인리스강

의 부동태 피막내 N의 화학적 상태에 재해서는 지난 수십년간 많은 연구자들

에 의해 연구되어져 왔으며, 부동태 피막내 질소 농축과 NH4
+ 
의 형성에 대해

서는 일반적인 동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Clayton 등은 양극 용해 반응 동안 원소 상태의 질소가 피막내에 농축되

어 합금 표면에 단일 질화물 상이 아닌 Ni, Cr, Mo와 관련된 다종의 질화물 상

들로 피막에 잔류하며, 안정한 MoO4
2-가 농축된 부동태 피막을 따라 형성된 이

러한 다종의 금속간 질화물들이 합금의 양극 용해 반응시 kinetic barrier로 작

용한다고 제시함으로써 Mo와 N의 상승효과를 설명하고 있다. 양극 용해 반응 

과정을 통해 형성된 피막내 질화물들은 전 부동태 구간에서 안정한 상태를 유

지하기 때문에 안정된 부동태 구간의 형성에 기여한다.

Y.S. Kim 등의 이론에 의하면, 양극 용해 반응을 통해 부동태 피막이 형

성될 때, Mo와 N는 질화물 상태뿐만 아니라 수용성의 이온 상태로 피막내에 

존재한다. 즉, Mo와 N을 함유한 스테인리스강의 부동태 피막 형성시, 금속 표

면에서의 고상 반응에 의해 MoO4
2-, NO3

-, NO2
-, NO- 와 같은 산소 음이온과 

NH4
+와 같은 이온종이 피막 내에 형성되고, 이러한 이온종들은 높은 전위 역

에서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며, 산성환경에서 부식 억제제로 참여하여 부동태 

피막 유지에 기여한다.

산성의 염화물 환경에서 실험 합금계의 양극 분극 특성은 Mn의 첨가로 

저하된 부동태 특성이 N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안정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Mn, N 첨가로 인한 부식 전위, 임계 전류 도의 변화는 관찰되지 않았

으며, 낮은 부동태 전위에서는 Cr, Mo와 같은 내식성 원소의 존재로 안정한 부

동태를 보이나 고전위 구역에서는 N의 향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2) 중성 환경에서의 양극분극 거동

Fig. 13은  MN1 실험 합금을 각각 1,150℃, 5분 소둔 열처리, 50% 냉간 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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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냉간 가공한 경우에 대해 탈기된 30℃, 3.5% NaCl 용액 중에서 1㎷/sec의 

주사 속도로 양극 분극 시험하여 얻은 양극 분극 곡선이다. 전위가 증가할수록 

뚜렷한 부동태를 형성하지는 않으나 매우 우수한 공식 저항성을 보이고 있다. 

70% 냉간 가공한 합금의 경우 소둔 열처리, 50% 냉간 가공된 합금들보다 전류 

도가 조금 작고 공식 전위가 높아 내식성 높은 것을 알 수 있으나 그 차이가 

크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Fig. 14는  MN2 실험 합금을 각각 1,150℃, 5분 소둔 열처리, 50% 냉간 

가공, 70% 냉간 가공한 경우에 대해 탈기된 30℃, 3.5% NaCl 용액 중에서 1㎷

/sec의 주사 속도로 양극 분극 시험하여 얻은 양극 분극 곡선이다. MN1 합금

과 같은 부동태 경향을 보이나 70% 냉간 가공된 합금의 경우 전류 도가 10

배 정도 증가하여 부동태가 불안정함을 보이고 있다.  이는 냉간 가공으로 인

한 결정립계 증가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Fig. 15는  MN3 실험 합금을 각각 1,150℃, 5분 소둔 열처리, 50% 냉간 

가공, 70% 냉간 가공한 경우에 대해 탈기된 30℃, 3.5% NaCl 용액 중에서 1㎷

/sec의 주사 속도로 양극 분극 시험하여 얻은 양극 분극 곡선이다. Mn과 N가 

증가된 MN3합금의 경우 MN2합금과는 달리 70% 냉간가공된 시편 뿐만 아니

라 50% 냉간 가공된 시편도 전위가 상승함에 따라 소둔 열처리된 시편에 비해 

약 10배 정도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Mn, N함량이 증가될수록 냉간

가공한 합금의 경우 내식성이 감소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실험 합금 모두 중성환경에서의 부동태 경향은 산성 환경에서의 부동태 

경향보다 불안정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냉간 가공에 의한 내식성 저하가 두드러

지게 나타나고 있다. 

라. 가성 환경에서의 양극분극 거동

Fig. 16은 소둔 열처리한 실험 합금들을 비등상태 40% NaOH 용액 중에

서 주사속도 1㎷/sec로 양극 분극하여 얻은 양극 분극 곡선이다. 모든 실험 합

금들은 부식 전위 이상에서 전류 도가 급격히 증가하여 임계 전류 도를 지

난 후, 전류 도의 감소와 함께 부동태 구간을 형성하다가 전위가 상승함에 

따라 부동태 피막 파괴에 따른 전류 도 증가에 의한 제 2차 전류 도 피크를 

형성한 뒤, 다시 부동태화가 되는 양상을 보인다. 산성, 중성 환경에서와는 달

리 가성 환경에서는 전위에 따라 분리된 양극 용해 구간들이 나타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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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합금 성분의 선택적 용해에 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양극 분극 곡선에 

형성되는 제 1차 피크는 Fe의 선택적 용해에 따른 것이며, 제 2차 피크는 Cr의 

선택적 용해와 관련된 것이다.

실험 합금들은 Mn과 N 함량에 관계없이 비슷한 부식 전위와 임계 전류 

도 값을 나타내고 있으나, 부동태 구간들에서는 Mn과 N 함량이 증가된 경우 

약간 작은 부동태 전류 도를 보이고 있다. 가성 환경에서의 부동태 구간 형

성에 지배적인 원소로 작용하는 Cr, Ni이 본 실험 합금들에서는 같은 양이 함

유되어 있으므로 부동태 구간에서 나타나는 전류 도의 차이는 Mn과 N에 의

한 것으로 판단된다. 

Fig. 17 및 Fig. 18은 각각 50%, 70% 냉간 가공한 실험 합금들을 비등상

태 40% NaOH 용액 중에서 주사속도 1㎷/sec로 양극 분극하여 얻은 양극 분극 

곡선이다. 소둔 열처리한 합금들과는 달리 한 개의 부동태 구간이 나타나며 

Mn, N 조성의 차이에 의한 전류 도 변화가 냉간 가공도가 증가할수록 두드

러지게 나타난다. 이는 부동태를 안정화시키는 N와 불안정한 부동태 경향을 나

타내는 Mn 중에서 냉간 가공도가 증가할수록 Mn의 효과가 우세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마. 가성 용액에서의 응력부식균열 저항성 평가

 Fig. 19는 일정 연신율 시험기를 사용하여 비등상태 40% NaOH 용액 중

에서 실험 합금들에 대한 응력 부식 균열 저항성 평가 결과이다. 50% 이상 냉

간가공된 실험 합금들의 경우 6∼7%의 연신율을 나타내어 저항성이 매우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Table 2의 상온 인장시험 결과의 연신율과 비교하면 

그 값이 비슷하여 응력에 의한 향이 더 큰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파단면 

분석 결과(Fig. 20) SCC의 전형적인 형상이 나타나지 않고 연성파괴에 의한 형

상이 나타나 SCC 현상의 두 축인 응력과 부식 현상 중에서 응력의 향이 우

세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연신율이 상온 인장 시험 결과와 비교하여 다소 

작은 값을 나타내고 있어 부식에 의한 향도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SCC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부식환경으로 인해 일정 연신율 시험 기간 동안 

시편의 표면이 용액으로 빠져나가 단면적이 감소하여 나타난 결과이다. 소둔 

열처리한 합금들의 시험 결과 역시 상온 인장시험의 경우와 유사한 값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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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내고 있어 기계적 특성의 향을 보이고 있으나 Fig. 20에서와 같이 파단

면 분석결과 모두 전형적인 입내 응력 부식 균열 현상이 관찰되었다. 50% 이

상 냉간 가공된 합금들과 소둔 열처리 상태의 합금들에서 각각 상반된 결과가 

관찰되는 이유는 SCC현상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부식의 집중화를 위한 주위 부

식 환경과의 접촉시간이 충분히 주어져야 하나 50% 이상 냉간 가공된 합금들

은 기계적 성질에 의해 조기에 파단됨으로써 SCC현상이 일어나기 위한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냉간 가공이 응력 부식 균열에 미치

는 향을 좀 더 고찰하기 위해서는 보다 작은 양의 냉간 가공을 가한 합금을 

준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실험 합금 중 Mn, N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SCC저항성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N 첨가에 따른 재료의 미세 구조 변화, 특히 전위 형상 및 

배열과 관련된 균열 선단에서의 변형에 의한 응력 부식 균열의 기계적 요소와 

노출 금속 표면의 재부동태화와 관련된 부식에 의한 요소와의 상호작용과 Mn

첨가량에 따른 균일 부식 경향의 증가로 인한 결과로 보인다. 이는 A. 

Devasenpathi 등에 의한 Ni을 Mn으로 대체한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강의 

Mn의 선택적 용해에 의한 균일 부식의 증가로 인해 부식 현상의 국부적 집중

이 이루어지지 않아 SCC저항성이 증가한다는 보고와도 일치하고 있다.

SCC 현상에서는 응력과 부식의 두 요소가 재료에 동시에 작용한다. 응력

이 SCC 과정에 주로 작용할 수 있는 방법은 금속 표면에 슬립을 일으키는 것

과 관계가 있다. 첨가된 질소는 전위들의 교차 슬립을 방해하고, 전위 슬립을 

공통 평면에 국한시키는 경향을 크게 하여 더욱 뚜렷한 슬립 계단의 형성을 촉

진시킨다. 부식의 측면에서 재료에 첨가되어진 질소는 균열 선단에서 변형에 

의해 노출된 금속 표면의 재부동태화 속도를 증가시켜 부식 환경으로부터 노출 

금속 표면이 용해되는 정도를 감소시킴으로써 균열 선단을 보호하고 균열의 전

진을 억제시킨다.

 균열의 전파는 슬립계단의 높이 및 생성 속도와 깊은 관련이 있는데, 질

소가 첨가됨으로써 전위 이동이 공통 평면에 국한되어, 슬립 계단의 높이가 높

을 경우에는 균열 선단에 노출된 금속 표면이 용해될 때, 슬립 계단이 낮을 때

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부식 환경에 의해 용해되는 금속 노출면이 증가함에 

따라 용해되는 금속의 양이 증가하고, 균열 선단에서의 변형률이 증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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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열의 전진 속도가 빨라진다. 반대로 전위의 교차 슬립이 원활하게 발생하는 

경우는 전위 이동에 필요한 활주면이 증가하여 생성되는 슬립 계단의 높이가 

낮아지고, 그만큼 부식 환경에 노출되는 금속의 표면적이 적어져 균열의 전진

이 더디게 된다.

따라서 Fig. 19의 일정 연신율 시험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50%이상의 냉

간 가공된 합금들은 균열 발생에 필요한 국부적인 부식이 일어나기 위한 충분

한 시간이 재료의 기계적 특성이 10%미만의 작은 연신율에 의해 주어지지 않

은 것을 알 수 있으며, 소둔 열처리된 합금들은 첨가된 Mn은 균일 부식 경향

의 증대, N은 균열 선단의 재부동태화 속도 증대, 전위의 교차 슬립의 증가 효

과로 인하여 Mn, N 첨가량에 비례하여 SCC 저항성이 증가한 것으로 판단된

다.

Fig. 21은 실험 합금들의 잔류응력과 CERT 시험 후의 각 시편들의 연신

율과의 상관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잔류응력이 -360MPa인 곳을 경계로 하여 

응력 부식 균열 저항성이 크게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다. -360MPa 이하의 잔

류응력을 보이는 합금들은 50%이상의 냉간 가공을 받은 합금들이며 부식의 효

과보다는 기계적 성질의 향이 우세하며 -360MPa 이상의 잔류응력을 나타내

는 소둔 열처리 합금들은 CERT 연신율 30∼50%의 우수한 응력 부식 균열 저

항성을 보인다.

Fig. 22는 실험 합금들의 상온 인장 시험에서 측정한 연신율과 CERT 연

신율의 상관관계를 보인 것이다. 점선 아래쪽은 인장 시험 연신율보다 CERT 

연신율이 더 낮은 구역으로서 부식의 향을 더 많이 받아 응력 부식 균열에 

대한 저항성이 낮은 곳이다. 점선에서 아래쪽으로 멀어질수록 부식에 의한 효

과가 커지는 것을 알 수 있는데 50%이상의 냉간 가공을 한 합금들은 점선보다 

아래쪽에 위치하지만 소둔 열처리된 합금들보다는 그 거리가 짧아서 기계적 특

성의 향을 더 많이 받는 것을 알 수 있다.

제3절 결과 요약

1. 가성응력부식균열 저항성에 미치는 질소 및 TT처리의 향  

(1) 실험 합금의 응력 부식 균열 저항성은 질소 함량 및 결정립 크기에 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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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게 받으며, 질소 함량이 증가할수록 균열 선단에서의 재부동태화 속도의 증

가로 인해 응력 부식 균열 저항성은 다소 증가하 으나, 다량의 질소가 첨가된 

경우, 균열 선단 변형과 관련된 응력 부식 균열의 기계적 요소가 재부동태화와 

관련된 부식학적 요소보다 우세하게 작용하여 응력 부식 균열 저항성은 감소하

다. 또한 결정립 크기가 증가할수록 응력 부식 균열 저항성은 증가하 다.

(2) 질소 함량이 증가할수록 전위의 평면 배열 성향과 전위대 형성이 두드러

졌고, 전위의 교차 슬립이 억제되어 전위 엉킴 현상이 감소하 으나, TT 처리

를 함으로써 교차 슬립이 원활하게 일어나 전위 배열이 더욱 균일해졌다.

(3) TT 처리를 함으로써 실험 합금의 잔류응력은 현저하게 감소하여 거의 

해소되었고, 결정립 크기는 증가하 으며, 소둔재에 비하여 강도의 저하 없이 

응력 부식 균열 저항성이 현격히 증가하 다.

2. 냉간가공에 따른 초내식성 스테인리스강의 특성변화

(1) 가성 응력부식균열 및 염화물 응력부식균열 시험 결과, MA 시편보다 

TT 시편 그리고 HTMA 시편의 저항성이 크게 향상되었으며, 응력부식균열 저

항성에 향을 미치는 인자들 - 재부동태화 속도, 잔류 응력, 결정립 크기, 전

위 배열, 항복 강도 등 - 중에서 전위 배열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본 실험 조건에서의 응력부식균열 파괴 양상은 모두 입내 파괴

이었다.

(2) Ni의 일부를 Mn으로 대체한 MN 합금계에 대한 부식 특성 평가 결과, 

Mn으로 인한 내식성의 큰 저하는 나타나지 않았다.

(3) 냉간 가공도가 증가함에 따라 인장 및 항복강도가 증가하 고 50%이상

의 냉간 가공을 가한 경우 소둔 열처리 상태보다 연신율이 급격히 감소하여 이 

후 70%의 냉간 가공을 한 경우에는 연신율의 감소가 매우 작았다.

(4) 염화물을 함유한 산성 환경에서의 양극 분극 특성 시험 결과 망간, 질소 

함량에 따른 부식 전위의 변화는 없었으나, Mn의 첨가로 저하된 부동태가 질

소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안정화되었다.

(5) 중성 환경에서의 양극 분극 시험 결과 산성환경에서의 부동태 경향보다 

불안정하 고 냉간 가공에 의한 내식성의 저하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6) 가성 환경에서의 양극 분극 시험 결과에서 냉간 가공을 한 합금들은 한 

개의 부동태 구간이 나타났으며 Mn, N 조성의 차이에 의한 전류 도 변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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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간 가공도가 증가할수록 컸다. 이는 부동태를 안정화시키는 N과 불안정한 부

동태를 보이는 Mn 중에서 냉간 가공도가 증가할수록 Mn의 효과가 우세해졌기 

때문이다.

(7) 실험 합금의 임계 공식 온도 시험결과 Mn, N 조성 차이, 냉간 가공도와 

관계없이 우수한 공식 저항성을 나타내었다.

(8) 실험 합금의 응력 부식 균열 저항성은 Mn, N의 함량이 증가할수록 Mn

의 균일 부식 경향, N에 의한 균열 선단에서의 재부동태화 속도의 증가로 인해 

저항성이 증가하 으나 50%이상의 냉간 가공된 합금들은 부식 특성보다는 냉

간 가공으로 감소한 연신율, 즉 기계적 성질이 더 큰 향을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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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hemical composition of stainless steels(wt%)

       

  
SRN1 SRN2 SRN3

C 0.027 0.026 0.027

Ni 23.29 22.77 23.01

Cr 20.67 20.78 21.42

Mo 6.09 6.14 6.03

N 0.01 0.18 0.35

Si 0.496 0.435 0.491

Mn 0.866 0.844 0.824

P 0.030 0.031 0.028

S 0.002 0.002 0.002

Fe bal. bal. bal.

 

       

  
MN1 MN2 MN3

Cr 20.98 23.07 22.89

Ni 18.81 18.55 18.21

Mo 6.10 6.11 6.02

Mn 1.48 3.47 5.41

N 0.30 0.40 0.48

C 0.040 0.056 0.038

Si 0.52 0.51 0.51

P 0.006 0.007 0.009

S 0.013 0.004 0.004

Fe bal. bal. bal.

 

       

  
S32050

Cr 22.28

Ni 21.61

Mo 6.13

Mn 0.92

N 0.26

C 0.02 

Si 0.20

P 0.02

S 0.002

Fe bal.

Table 2  Mechanical properties of experimental alloys

Alloys

Tensile 

Strength

(MPa)

Yield Strength

(MPa)

Elongation

(%)

MN1

Annealed 813.9 431.5 24

50% 

reduced
1353.2 1166.9 10

70% 

reduced
1500.3 1372.8 8

MN2

Annealed 882.5 470.7 50

50% 

reduced
1480.7 1274.8 8

70% 

reduced
1608.2 1392.8 7

MN3

Annealed 902.2 490.3 54

50% 

reduced
1549.3 1333.6 9

70% 

reduced
1627.8 1392.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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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CC resistance of experimental alloys in 40% NaOH 

at boiling point, applying -900㎷(S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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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Fig. 2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y analysis of dislocation             

           arrays (a) SRN1 1150℃-5min. (b), (c) SRN2 1150℃-5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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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3  Schematic diagram of dislocation slip ste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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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Effect of thermal treatment on the residual stress 

of experimental all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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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Effect of residual stress on the SCC resistance

of experimental alloy (SRN2)

Grain size ( )

El
on

ga
tio

n 
(%

) i
n 

C
ER

T

Fig. 6  Effect of grain size on the SCC resistance of the            

            experimental alloys in 40% NaOH at boiling point,            

            applying -900㎷(SCE)(closed circle - annealed condition,        

            open circle- TT con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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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Fig. 7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y analysis of dislocation             

  arrays (a) SRN1 TT (b) SRN2 TT (c) SRN3 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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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Fig. 8  Optical micrographs of experimental alloy MN2(a) annealed    

1150℃, 5min  (b) 50% reduced (c) 70% reduc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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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Effect of cold work on residual stress

of experimental alloys

Fig. 10  Anodic polarization behavior of experimental alloys annealed  

                1,150℃-5min in deaerated 0.5N HCl + 1N NaCl,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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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Anodic polarization behavior of experimental alloys 50% reduced     

        after annealing in deaerated 0.5N HCl + 1N NaCl, 50℃

Fig. 12  Anodic polarization behavior of experimental alloys 70% reduced    

          after annealing in deaerated 0.5N HCl + 1N NaCl,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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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3 Effect of cold work on anodic polarizationbehavior of            

            experimental alloy MN1 in deaerated 3.5% NaCl, 30℃

Fig. 14  Effect of cold work on anodic polarization behavior of       

                 experimental alloy MN2 in deaerated 3.5% NaCl,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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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5  Effect of cold work on anodic polarization behavior of       

                 experimental alloy MN3 in deaerated 3.5% NaCl, 30℃

  

Fig. 16  Anodic polariaztion behavior of experimental alloys annealed  

                1,150℃-5minin in 40% NaOH at boiling 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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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7  Anodic polarization behavior of experimental alloys 50%      

                 reduced after annealing in 40% NaOH at boiling point

 

Fig. 18  Anodic polarization behavior of experimental alloys 70%      

                 reduced after annealing in 40% NaOH at boiling 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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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9 SCC resistance of experimental alloys by CERT in            

            40% NaOH at boiling point, applying -900㎷(S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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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Fig. 20 Fractographs of experimental alloy MN1 after CERTin            

           40% NaOH at boiling point, applying -900㎷(SCE) (a)            

           annealed 1150℃, 5min  (b) 50% reduced (c) 70% reduc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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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1 Relationship between Residual stress and            

                         SCC resistance of experimental alloys

Fig. 22  Relationship between mechanical properties 

and SCC resistance of experimental allo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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